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학교에너지협동조합에서 나타난

에너지 시민성의 형성과 성장

: 삼각산고등학교와 상원초등학교를 중심으로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양 수 연



학교에너지협동조합에서 나타난

에너지 시민성의 형성과 성장

: 삼각산고등학교와 상원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윤  순  진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4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양  수  연

양수연의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6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 i -

국문초록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서울 지역 대규모 정전 사태, 나아가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에너

지 자립과 시민햇빛발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재생

가능에너지 생산 운동은 지역 사회에서 지역에너지 또는 공동체에너

지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왔다. 재생가능에너지협동조합은 공동체에

너지의 구체적인 형태 중 하나다. 유럽에서는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협동조합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에 40여 개의 에너지협

동조합이 결성되었고 이 중 일부는 이미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발

전 사업을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 태양광발전시

설 설치부지 임대료 개선 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사업에 유리한 세

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에서는 또한 서울형 혁신학교가 2011년

부터 운영되고 있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교사들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자치적인 생활, 학부모의 주체적인 참여 등을 교육 목표로 한다. 혁신

학교인 삼각산고등학교와 상원초등학교는 각각 2013년과 2014년에 

에너지협동조합 방식으로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한 학교가 되었다.

  이 연구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교에너지협동조합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들이 에너지 시민성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

를 보였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협동조합 연

구는 주로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거나 해외 사례를 대상으로 하

였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내적인 접근으로 에너지협동조

합 참여와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 성장의 연관을 밝히는 시도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인간과 장소와 관련된 논의에서 '장소'에 인간의 '실천'이 더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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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미가 부여되고 경합되는 존재인 '공간'이 된다. 이 논의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장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공간은 인간의 실천

에 따라 유동성을 갖는다. 태양광을 옥상에 올린 학교들은 기존에 '교

육의 공간'이었던 것에서 '에너지 생산의 공간'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와 환경・에너지 교육이 이루어지

며 학교라는 장소를 바탕으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회적 실천들이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그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획득하고 함양

하게 된 에너지 시민성을 살펴보았다. 심층면접 대상자들로부터 관찰

된 에너지 시민성의 성장과정을 분류하면 학습기, 성숙기, 전파기로 

나눌 수 있었다. 에너지 시민성에 대한 관찰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

는 경우 학습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참여의 경험이 있으면 성

숙기, 참여를 통해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

와 타인에게 교육하는 행동이 파급력이 있음을 의식하고 있는 단계를 

전파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학교 구성원들 중 비조합원 학생들은 비

자발적 참여 관찰을 통해 에너지 시민성을 학습하고 있었다. 조합원 

학생들은 학교 활동과 에너지협동조합에 참여하면서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진로에 반영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부모는 교육

을 통해 학생들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에 참여하고 있었다.

  학교에너지협동조합의 함의로는 첫째, 에코스쿨 논의 확장의 필요

성이다. 그동안 에코스쿨에 대한 논의가 물리적인 친환경 시설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학교 안에 구성원들의 의식을 친환경

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야 할 것이다. 구성원들의 의식을 친환경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 수행이 에코스쿨 개념 확장의 핵심이라면 학교에너지협동조합의 

추진과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은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혁신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대이

다. 혁신학교에서는 협력을 중시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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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혁신학교의 목표들 중 하나가 지역

사회와 협동하는 것이다. 교육은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활력을 띠게 된다. 학교는 본래 지역사회를 위해 지역사회의 필

요에 따라 지역사회가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것이다. 이 

연구는 학교에너지협동조합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시키는 데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학교에너지협동조합은 

학교 구성원들의 에너지 시민성을 성장시킨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올릴 경우 참여와 관심의 측면에서 에너지협동

조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삼각산고등학교와 상원초등학

교의 경우 에너지협동조합의 부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교육의 공간’

이자 ‘에너지 생산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었고, 다시 ‘에너지 생산

의 공간이라는 것을 교육하는 공간’이 될 수 있었다. 학교에너지협동

조합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교육과 에너지협동조합의 부지 마련이

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요어 : 재생가능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협동조합, 학교에너지협동조합, 에

너지 시민성, 에코스쿨, 혁신학교

학  번 : 2013-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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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외

면하고 있었던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다시 체감하게 한 사건이었다. 독일

은 기존의 원전 확대 방침을 변경하여 탈핵을 선언하였고 대만은 거의 완공 

시점이었던 원전 공사를 시민운동으로 중단시켰다. 원전 의존도가 큰 우리

나라에서도 탈핵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순환정전이 발생하였다. 간절기에 발전시설을 정지

시켜 계획예방정비를 하던 중 일시적 기온 상승으로 수요량이 갑작스레 늘

었고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는 부하 제어를 위해 지역별 순환단전에 들

어갔다. 이로 인해 전국 약 162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갑작스레 중단되었

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도시가 다른 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전력을 송

전망을 통해 공급 받는 상태여서 이런 순환정전의 경험은 전력 자립의 필요

성을 각인시켜 주었다. 이런 사건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탈원전

과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재생가능에너지와 시민햇빛발전에 관심을 갖고 연

대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과거에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한 가구 또는 개인이 직접 담당해야 했

다면 현대에는 에너지 생산자와 에너지 소비자가 분리되어 적절한 가격만 

지불하면 에너지를 공급 받는 것이 가능하다. 대량 생산과 대규모 송전이 

기본인 에너지 공급 구조로 인해 현재 에너지 소비자들은 소득 대비 매우 

싼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 받고 있다. 앞선 큰 사건들이 없었다면 편리함과 

경제성이 장점인 현재의 에너지 공급 구조에 에너지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

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에너지 소비 주체들의 에너지 생산 책임에 대한 고민은 지역에너

지 또는 공동체에너지 개념을 기초로 지역 사회에서 소규모 사회운동 형태

로 나타났다. ‘재생가능에너지협동조합(Renewable Energy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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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s, RESCoop)’은 공동체에너지의 구체적인 형태 중 하나이며

(Co-operative Group·Co-operative UK, 2012) 유럽에서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협동조합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동

조합기본법이 2012년에 제정되면서 전국에 40여 개의 에너지협동조합이 결

성되었으며 일부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발전과 사업 활동에 

들어섰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협동조합 활동이 가장 활발한 서울은 2012년 4월부

터 원자력발전소 1기의 발전량과 맞먹는 에너지량인 200만 TOE 줄이기를 

목표로 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형 발전차액 지

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부지 임대료 개선 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교육

청이 2011년에 서울형 혁신학교를 지정하기 시작하여 2013년 기준으로 67

개교를 지정하였다. 혁신학교는 교과 과정을 협의하는 데 있어 교사들의 자

율성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생들은 민주적이고 자치적

인 생활 속에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 교육 

목표 중 하나다.

2013년에는 2011년에 개교한 혁신학교인 삼각산고등학교가 에너지협동

조합 방식으로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가 되었다. 

2014년에는 상원초등학교가 두 번째로 학교에너지협동조합 방식의 태양광 

설치 학교가 되었다. 두 학교 다 혁신학교였으며 에너지협동조합과 연계하

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연구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에너지협동조합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

의 변화를 에너지 시민성의 형성과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해보고자 하였

다. 우리나라의 에너지협동조합 연구는 그동안 에너지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성과 제도적 측면의 접근이 많았다. 이 연구는 에너지협동조합 참여와 에너

지 시민성 형성과 성장의 연관을 밝히는 내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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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학교와 연계된 에너지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이 어떻게 에너지 

시민성을 학습하면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 세대가 취해야 할 사회적 책

임을 형성하는 교육에 대한 실마리를 얻고자 하였다. 즉, ‘에너지협동조합 

방식으로 학교 옥상에 부지를 선정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

을 때 교사, 학생, 넓게는 학부모와 조합원들에게서 어떠한 에너지 시민성

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협동조합이 이 학교들을 부지로 선정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

을 하게 된 이유와 이때의 기대효과는 무엇이었는가?

둘째, 학교에너지협동조합 연계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서 에너

지 시민성이 관찰되는가? 관찰된다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셋째, 학교와 에너지협동조합이라는 두 주체가 연계하여 갖게 되는 의의

는 무엇인가?

상기한 연구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에너지협동조합 방식의 서울시 태양

광 설치 학교인 삼각산고등학교와 상원초등학교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앞서 제시한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에 대한 결과 정리를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한다.

먼저 제1장에 해당하는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과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논문의 구성’에 대해 안내한다.

제2장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개념들에 대해 다룬다. 중심

이 되는 개념인 에너지 시민성과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해 주로 설명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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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시민성은 에너지 전환의 관점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다. 또한 

이 연구의 소재인 에너지협동조합을 ‘경제 주체’로서 ‘지역에너지와 공동체

에너지의 한 형태’로서 정리하고 ‘경제 주체로서의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

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조사 설계한 내용을 바탕

으로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학교와 에너지협동조합의 

‘연계 과정’의 개요에 대해 밝힌다. 연구 대상은 에너지협동조합 방식의 서

울시 태양광 설치 학교인 삼각산고등학교와 상원초등학교이고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심층면접이다.

제4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관찰된 에너지 시민성을 요약하고 분

석한다. 이들의 에너지 시민성은 에너지 시민성이 내면화된 정도에 따라 다

소 구분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를 학습기, 성숙기, 전파기로 나누어 정리

한다.

제5장에서는 학교와 에너지협동조합이 연계된 학교에너지협동조합의 의

미와 의의에 대해 분석하고 해석한다. 학교라는 공간의 의미, 에너지협동조

합 참여의 의의, 연계의 의의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결론 부분인 제6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 함의와 연구 과제에 대

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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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시민성

에너지 시민성(energy citizenship)은 현재 지구상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들이 ‘적극적인 시민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에너지 소비자’에 머무는 것

을 비판하면서 ‘에너지 생산자’로 변화할 것(House of Commons Trade 

and Industry Committee, 2007)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에너지 시민성이 에너지 생산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1970년대에 Lovins(1976)는 에너지 정책의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의 근거

로 경성에너지경로와 연성에너지경로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에너지 전략을 

비교하였다. Lovins는 이 두 경로를 에너지 체계의 기술적·사회정치적 구조

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을 둔 연성에너지경로를 

채택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화석연료, 원자력, 수력 발전은 경성에너지경로에 해당하며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가능해진 중앙집중형의 대규모 에너지 공급 형태이다. 연성에너지

경로는 유연하고 복원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온화한 에너지 공급 형태

를 뜻하는 것으로 태양광, 바람, 바이오매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Lovins, 

1976).

연성에너지경로를 채택해야 하는 이유로 Lovins는 기술적 위험비용과 사

회정치적인 문제, 윤리적인 이유 등을 들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수력 발

전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

해, 거대 규모 댐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을 야기한다. 또한 경성에너지

경로는 에너지 공급자와 조정자, 수요자를 분리하기 때문에 여러 사회정치

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중앙집중화된 거대 에너지체계는 에너지 생산의 

비용과 이익을 불평등하게 배분한다(윤순진, 2004).1) 따라서 지속가능한 에

1) 한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울산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이를 창
녕군의 북경남 변전소로 송전하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을 설치하기로 해 중간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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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시스템을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집중적인 에너지체계를 지역분산형으로 

변화시키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윤순

진, 2008).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이 과정에서 변화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에너지 시민성을 내재한 주체들이라고 보고 있다(<그림 1>).

사회 변화에 지속성을 불어넣을 주체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환경 문

제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생태계는 수많은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복합적이며, 문제의 일부만을 해결해서는 문제의 전체적 해결이나 개

선이 불가능하여 불가환원적이며, 생태계의 자발성으로 인한 시공간적 변화

와 불확실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Dryzek, 1987). 이 때문에 환경 문제의 해

결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는 발생, 전이, 해결

(또는 해결 과정)이 지구적인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국가 간 체제와 얽혀 

있으며 동시에 시민들의 일상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구

조적인 변화는 이 변화를 추동하는 행위자임과 동시에 이 변화로 영향을 받

는 새로운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속될 수 없다. 즉, 자신의 일상생

활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실현하는 ‘주체’가 

중요해지는 것이다(박순열, 2010).

에너지 시민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이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진

행 중에 있는 영국의 환경지리학자 Devine-Wright(2007)는 에너지 시민성

위치한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림 1>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시민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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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에너지 시민성은 ‘대중이 에너지 시스템 전개 과

정에서 단지 수동적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해

관계자로 역할하며 기후변화와 같은 에너지 소비 결과에 대한 책임 의식과 

입지 선정 등과 관련된 환경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종국에는 지역 

차원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운동과 같은 대안적 에너지 행동에 나서는 것’

을 말한다.

에너지 시민성 이전에 ‘생태시민성(ecological citizenship)’과 ‘과학기술시

민성(technoscientific citizenship)’ 등의 개념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사회 변

화를 통해 요구되고 있는 시민의 권리 이외의 의무와 참여 등을 강조하며 

에너지 시민성 논의를 발전시키는 흐름도 있다(홍덕화·이영희, 2014; 윤순

진, 2015). 이에 따르면 에너지 시민성은 ‘에너지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 대

한 참여 권리와 더불어 이 참여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에너지 문제에 대

한 학습과 성찰을 함과 동시에 자신이 속한 사회의 에너지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인 관여의 의무와 덕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홍덕화·이영희, 2014). 

위 연구에서는 에너지 시민성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우리나라의 에너

지운동 사례들을 분류한 후 우리나라의 이러한 에너지운동들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 있어 그 자체로 에너지 시민성이 확장되는 과정이라 평가하고 있다.

제 2 절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한 논의

1. 경제 주체로서 협동조합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은 200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경제를 위하여’를 결의

문으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문은 협동조합이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재

생가능에너지를 생산 및 공급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에너지 기업의 독과점으

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여 에너지 민주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중심적

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에 따

른 농업 생산량 변화로 지구적인 차원의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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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협동조합 진영이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

력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Juan Somavia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민

주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경제만이 경제적 성장, 사회적 정의 그리고 공정한 

세계화를 추구하며 환경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전략을 요구하며 그러한 전략을 실현하는데 협동조합이 적합한 

조직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이 어떤 조직체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제협동조합

연맹(ICA)이 1995년 발표한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은 1. 자발적이고 개방적

인 조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7. 지역사회

에 대한 기여 등이다.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결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 운동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협

동조합 운동을 사회 운동의 하나로 보는 시각에서는 협동조합의 세 가지 구

성요소를 이데올로기, 실천, 조직으로 본다(Develtere, 1992). 이 세 구성 요

소들은 다른 각각의 요소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협동조합 운동의 정체

성을 만들어 낸다. 협동조합을 사회적 사상과 조직들이 이룬 네트워크의 부

분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Fairbairn, 2001). 다방향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네트워크들 안에서 다양한 이해와 집단들이 결집하여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다는 것이다. 두 관점 모두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즉,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과 협동조합의 사회적 정체성을 종합하면 협동

조합은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결사되어 민주성을 바탕으로 조합원

의 경제적 참여를 통해 사회·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다시 지역 사

회에 배분하며 지속가능성을 유지해나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성격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협동조합이 일정 부분 기여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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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은 아직 생소한 

조직이지만 미국의 경우 지역 사회의 필요에 의해 오래 전부터 에너지의 생

산과 소비 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제 주체로서 협동조합의 역사가 시작되었

다. 미국은 협동조합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인구가 전체 중 12%에 달할 

정도로 에너지협동조합의 비중이 크다. 미국의 에너지협동조합은 거대 전력

회사들이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촌 지역에 배전망 건설과 전력 판

매를 회피한 결과로 생겨났다. 따라서 미국의 에너지협동조합(energy 

cooperatives)은 지금까지 설명해온 재생가능에너지협동조합(REScoop)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2) 미국의 배전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전력의 58%는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으며 17%는 원자력 발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미국

은 현재 65개의 발전·송전협동조합과 841개의 배전협동조합이 7만 명을 고

용하여 47개 주에 4천2백만 명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전력 수급이라는 목표로 

에너지협동조합이 시작되었다. 1999년 그린피스가 결성한 것이 에너지협동

조합의 시초였으며 후쿠시마 사고가 난 2011년에만 독일에서 150개의 에너

지협동조합이 새롭게 결성되었다. 이는 독일의 에너지협동조합의 목표가 탈

핵과 에너지 전환임을 간명하게 보여준다. 독일은 2011년 현재 586개의 에

너지협동조합(energy cooperatives)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80%가 재생가

능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협동조합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

환을 목표로 탄생하였다. 도입 초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협동조합이 

현재 경제 주체로서 어느 정도의 건전성을 지니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6개 에너지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윤순진·심혜영, 

2015)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협동조합의 제도적 장애요인을 밝히고 경제 

주체로서 건전성을 갖기 어려운 점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

르면 현재의 에너지협동조합은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이를 개선

2) 이 논문에서 지칭하고 있는 에너지협동조합은 ‘재생가능에너지협동조합(Renewable 
Energy Source cooperatives, REScoop)’을 줄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재생가능에너
지 이외의 에너지원으로 발전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에너지협동조합을 지칭하는 경우
는 ‘energy cooperatives’로 괄호 안에 별도 표기를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 문장에
서만 유일하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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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햇빛발전사업자들을 위해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

(FIT)를 부활시키거나 현행대로 의무할당제(RPS)를 유지할 경우 소규모 발

전사업자들을 배려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 환경을 조

성할 것, 저리융자지원 제도를 현실화 할 것, 소규모 햇빛발전소 지원범위

를 확대할 것 등의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2. 지역에너지와 공동체에너지의 한 형태

Lovins(1976)의 연성에너지경로에서 지역과 공동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

하다.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지역분산형으로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분산적인 

에너지 시스템은 또한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밑거름이 된다. 지역

분산적인 에너지체제는 에너지 자립적인 지역공동체의 건설로 지역 간 불평

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에너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력을 강화한다. 공급

의 안정성과 경제적 차원에서도 중앙집중식 전력체제에 비해 합리적이다(윤

순진, 2002).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을 지칭하는 용어 중 하나로 ‘지역에너지(local 

energy)’가 있다. 이는 지역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을 기반으로 에너

지 정책을 수립하고 직접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

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지역에너지는 에너지의 생산과 소

비가 동일 공간에서 이뤄짐으로써 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적 외부효과가 최소화된다.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에

너지 문제를 결정함으로써 에너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고 주민 주도 

하에 에너지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생산 활동에 주민

이 고용되고 직접 생산자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과 편익

이 지역사회 안에서 순환되어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킨다(이정

필·한재각, 2014).

지역에너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공동체에너지(community energy)’가 있

다. 공동체에너지는 ‘확립된 법적 구조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에 기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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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역의 경제·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Co-operative Group·Co-operative UK, 2012). 공동체에너지도 지역에너

지와 마찬가지로 환경적 효과,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로는 공

동체 정신 회복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지향한다.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시스템 모델은 계획, 실행, 관리에 있

어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에 기반하며 에너지 설비 등은 지역에서 소유

하는 경향이 있다. 공동체에너지와 유사한 용어로 공동체 재생가능에너지

(community renewable energy), 공동체 기반 에너지(community based 

energy),  공동체 소유 에너지(community owned energy), 분산형 에너지

(distributed energy) 등이 있다(박진희, 2009).

이 연구에서는 지역분산적인 에너지체제에 대한 노력을 통칭하여 공동체

에너지로 부르기로 한다. 그 근거로 지역에너지가 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

에서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분산성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라면 공동체에

너지는 상대적으로 공동체에 의한 재생에너지 시설의 소유와 통제, 에너지 

전환 실험 과정에서의 새로운 주체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포착하는 개념이

라는 것을 들 수 있다(이정필·한재각, 2014). 또한 지역분산적인 에너지체제

를 추구하는 활동을 공동체에너지로 볼 경우 이를 공동체에 기반을 둔 에너

지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에너지협동조합은 공동체에너지의 구체적인 형태 중 하나다. 다양한 공동

체에너지의 형태는 두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다(Walker & 

Devine-Wright, 2008). 에너지협동조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두 차원

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과정이 얼마나 개방적이며 어떻게 주민 참여가 이

루어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는 ‘과정’ 차원과 발전 이익을 누가 어떻게 배

분하는지에 관심을 두는 ‘결과’ 차원이다(<그림 2>). 이 중 에너지협동조합

에 해당하는 것은 A유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 소유, 역량 형성이 강

조된다. B유형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경제적 효과 등 성과와 배분에 초점을 맞춘다. C유형은 중앙 정부의 이해

에 가까운 것으로 공동체에너지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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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alker&Devine-Wright, 2008

이 그림은 A, B, C를 점이 아니라 면으로 그려놓고 있어 각각의 의미가 

대비는 되지만 에너지협동조합을 설명하기에는 불명료하다. 의미 대비의 면

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은 공동체에너지 중 구성원들의 참여와 과정의 개방성

을 강조하는 유형이다. 이는 다른 에너지협동조합 논의들과도 일치한다. 하

지만 풍력에너지 회사를 점으로 표현한 반면 면으로 표현한 에너지협동조합

의 경우 그 형태에 대한 분류나 보충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협동조합 사업 모델 보고서(Report on RESCoop Business 

Models)’에서는 에너지협동조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에너지협동조

합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원천으로 하며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고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며 이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

여와 지자체, 지역 경제 주체들, 다른 협동조합 등 여러 이해 관계자의 참

여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상향식 역학을 구현한다. 즉, 에너지협동조합은 종

래의 에너지 기업들과 구분되는 다른 사업 형태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과 

여러 이해 관계자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고 수평적인 소통 구조를 위해 노

력하는 조직체이다(Rijpens 외, 2013).

지역에너지와 공동체에너지의 논의에서 출발할 경우 에너지협동조합은 

<그림 2> 공동체에너지의 두 가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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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분산적인 에너지체제를 위한 활동에 적합한 구성체

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주체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의 공동체에너지와 에너지 시민성에 대한 연구(이정필·한재각, 2014)는 

해외 사례인 영국의 에너지협동조합과 에너지 시민성에 대해 조사하면서 현 

시점에 우리나라 에너지협동조합의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는 물론 에너

지전환에 있어서 에너지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체계적으로 분석

하여 전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에너지협동조합이 에너지 

시민성의 형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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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대상

1. 에너지협동조합 현황

재생가능에너지협동조합은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며 협동조합

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업체를 말한다(Rijpens 외, 2013). 2015년 3월 기준

으로 우리나라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에너지협동조합

은 총 43곳(<표 1>)이다.

지역 범위 조합명 비고

서울 수도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 수도권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 수도권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 수도권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 수도권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

서울 수도권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서울 수도권 에코구로협동조합

서울 수도권 강동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 수도권 강동에코시티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 수도권 한국태양발전협동조합

서울 수도권 도봉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서울 수도권 경복에너지협동조합

서울 종교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원불교

서울 종교 기장햇빛발전협동조합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 시공 해바람시공협동조합

경기 수도권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경기 수도권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표 1> 전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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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2015

현재 발전 사업 중인 우리나라 에너지협동조합은 모두 재생가능에너지원 

중 태양광을 발전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실제 부지를 선정하고 태양광을 설

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발전소별 설치 장소와 설치 용량은 <표 2>와 

같다.

경기 수도권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경기 수도권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경기 수도권 성남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경기 수도권 ㈜시흥시민햇빛발전소

경기 생협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

인천 수도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대전 중부 대전태양광발전협동조합

대전 중부 친환경에너지협동조합

대구 영남 ㈜대구시민햇빛발전소

부산 영남 다물태양광소비자협동조합

부산 영남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광주 호남 빛고을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 중부 강원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강원 중부 강원햇빛발전협동조합

충남 천안 중부 한빛태양광발전협동조합

충남 서산 중부 충청남도그린에너지협동조합

전북 호남 국민재생에너지협동조합

전북 호남 대동태양광협동조합

전북 전주 호남 한국태양광발전협동조합

전북 완주 호남 완주에너지협동조합

경남 영남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경남 거창 영남 해미래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경남 거제 영남 거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남 광양 호남 클린에너지협동조합

전남 순천 호남 전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제주 제주 제주에너지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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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전국

에서 가장 많은 15개(경기 지역은 7개)의 인가 받은 에너지협동조합을 가지

지역 조합명 설치 장소
설치 

용량
준공일

서울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삼각산고등학교 19.11kW 2013.06.15

한신대학교 49.82kW 2014.04.19

노원

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
노원구청주차장 30kW 2013.10.11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은평공영차고지 50kW 2014.03.29

은평공영차고지 49.5kW 2014.06.28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상원초등학교 37.2kW 2014.04.12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가락교당 11.25kW 2014.06.29

송천교당 12kW 2015.01.18

홍제교당 13kW 2015.02.01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시품질시험소 36kW 2014.09.13

경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중앙도서관 30kW 2013.05.21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안성물류센터 438.9kW 2014.02.28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부천시자원순환센터 40kW 2014.07.16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
한겨레중고등학교 250kW 2014.12.17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수원평생학습관 60kW 2015.03.11

인천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주안도서관 99.8kW 2014.04.03

대전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경기)
한살림대전물류센터 31.2kW 2014.02.28

강원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경기)
한살림횡성산골마을 31.2kW 2014.02.28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
화천교당 6kW 2014.12.19

전북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

전주덕진교당 10kW 2014.04.26

익산함열교당 10kW 2014.05.08

김제교당 12kW 2014.11.23

경남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진해종합사회복지관 70kW 2014.03.28

<표 2> 발전소 설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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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실제 태양광 발전 사업 중인 조합의 숫자도 6개로 가장 많고 태

양광 설비 설치 장소도 9곳으로 가장 많다.

서울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의 태양광 설비 총 용량은 307.88kW이다. 이

는 경기 지역의 818.9kW보다는 작은 수치이나, 한살림안성물류센터와 한겨

레중고등학교에 각각 438.9kW와 250kW의 대용량 설비를 제외하면 경기 

지역의 총 설비 용량이 130kW에 그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폐지되고 의무할

당제(RPS)가 시행되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및 수요 변동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을 감안한 것이다. 지원 대상

은 일반건물 50kW 이하, 학교시설 100kW 이하인 2012년, 2013년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kWh당 50원식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에너지협동조

합 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한 것은 이러한 제도적 지원책도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교육의 공간이자 에너지 생산 공간으로서의 학교

사회과학적 의미에서 장소는 ‘사람들이 그 형상과 의미를 결정하는 사회

적 실천의 산물’(Berland, 2005)이다. 지리학자인 Tuan(1977)은 대상 또는 

장소에 대한 인간의 경험이 총체적 생활 속에서 모든 감각을 통해 이루어질 

때 대상과 장소가 구체적 현실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했으며 de 

Certeau(1984)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장소’와 ‘공간’을 구분하였다. 즉, 

장소라는 물리적 지점에 사람들의 ‘실천(practice)’이 더해져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고 경합되는 존재를 공간이라고 본 것이다. 이때의 공간은 ‘실천된 

장소(practiced place)’이며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장소 + 실천 → 공간’

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장소와 공간은 상대적으로 ‘장소의 고정성’과 

‘공간의 유동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따라서 장소가 공간으로 변이하는 것

에는 인간의 실천이라는 역동적인 관계가 존재한다(정헌목,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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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의에 따르면 위에 열거한 ‘장소’들은 공통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

치’하는 인간의 실천에 의해 ‘에너지 생산의 공간’의 의미를 획득했다는 공

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 장소들은 태양광 설비 설치 이전에도 고유의 행위를 ‘실천’하는 공간

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기존의 공간 기능에 에너지 생산의 공간이라는 기능을 더하게 된 장소들

은 각각의 실천 행위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작용한다. 삼각산고등

학교와 한신대학교, 상원초등학교는 교육의 공간이자 에너지 생산의 공간이

며 가락교당, 송천교당, 홍제교당은 종교의 공간이자 에너지 생산의 공간으

로 기능한다. 서울시품질시험소는 직업의 공간이자 에너지 생산의 공간이며 

노원구청주차장과 은평공영차고지는 주차 공간이며 에너지 생산의 공간이

다.

그런데 다른 공간과는 달리 교육의 공간인 학교는 에너지 생산의 기능을 

가지면서 ‘에코스쿨(Eco-schcool)’이라는 의미를 획득한다. 에코스쿨은 생태

기존의 ‘장소’ + 태양광 설비 설치 ‘실천’ → 에너지 생산의 ‘공간’

장소 도식

삼각산고등학교

한신대학교

상원초등학교

‘장소’ + 교육 행위의 ‘실천’ → 교육의 ‘공간’

가락교당

송천교당

홍제교당

‘장소’ + 종교 행위의 ‘실천’ → 종교의 ‘공간’

서울시품질시험소 ‘장소’ + 업무 행위의 ‘실천’ → 직업의 ‘공간’

노원구청주차장

은평공영차고지
‘장소’ + 주차 행위의 ‘실천’ → 주차 ‘공간’

<표 3> 태양광 설치 장소들의 기존 공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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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에너지, 물, 폐기물 등을 순환 및 재활용함으로써 

학교 운영비용을 절약하고 지역사회에 지속가능성을 교육하며 건강하고 쾌

적한 학교 환경을 유지하는 환경 친화적인 학교로서 학교 시설 자체를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적 도구로 활용하는 학교를 말한다(박상영, 2010).

이 연구는 ‘에너지 시민성’이라는 의미 있는 사회적 실천의 산물(Berland, 

2005)을 확인하기 위해 특히 ‘교육의 공간’에 초점을 맞췄다. 법적으로 고등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한신대학교를 제외하고 초·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삼각산고등학교와 상원초등학교를 조사 대상지로 삼았다.3) 초ㆍ중등교육기

관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관할에 놓이지만 고등교육기관은 교육부장관과 교

육부에 직접 소속되며 이러한 차이는 태양광 설비 설치에 있어 절차상 차이

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서울시의 2014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을 

보면 초ㆍ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삼각산고등학교와 상원초등학교와는 달

리 한신대학교의 건물용도는 민간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

출처: 서울시 태양광 발전소 현황(2014년 7월 31일 기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는 초등학
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이며 「고등교
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
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은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로 나뉜다.

발전소명
사업개시

연도

설비용량

(kW)
대표자

발전시설 설치장소

위치 건물용도

삼각산고등학교

태양광발전소
2013 19.11

우리동네햇빛

발전협동조합 

최회균

강북구 

미아동
학교

상원초

마을햇빛발전소
2014 37.2

서울시민햇빛

발전협동조합 

박승옥

노원구 

상계동
학교

한신대학교

태양광발전소
2014 49.82

우리동네햇빛

발전협동조합 

최회균

강북구 

수유동
민간

<표 4> 서울시 2014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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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지를 한정짓는 것은 첫째, 이 사례 조사 결과를 다음 초ㆍ중등

교육기관 사례에 적용하는 데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서울 시내에는 

2012년 3월 기준으로 총 1,319개의 초ㆍ중등교육기관이 있으며 현재 이 중 

12개 학교에만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4) 에너지협동조합들이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연구 사례를 통해 부지 마련의 실

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 방법

1. 심층면접 개요

학교에너지협동조합을 둘러싼 학교 구성원들의 에너지 시민성 변화를 확

인하기 위해 에너지협동조합 관계자와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법(in-depth interview)은 일반적으로 30분 이상의 소요 시간 동

안 잘 훈련된 연구자(interviewer)와 구술자(interviewee) 간에 비구조화 또

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인터뷰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심층면접법은 가

장 대표적인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로 구술자가 사회와 구조를 보는 주관적

인 시각을 알게 해준다. 연구는 객관적으로 설계되어야 하지만 인터뷰 자료

는 주관적일수록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통해서만 구술

자의 주관적인 생각과 의견, 사회와 구조에 대한 해석,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층면접에서는 오히려 연구자가 예측하지 못한 응

답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윤택림, 2004).

심층면접의 한계는 연구자와 구술자 간의 관계가 심층면접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다. 연령, 연구 의도, 성별, 직업, 지역 등의 변수들이 인터뷰 내

용이나 질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 또한 구술자는 연구자가 알고 싶은 주제

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며 일부 정보만 줄 수 있다. 확실하

4) 12개 학교 중 2군데만 에너지협동조합 방식으로 태양광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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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정보들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자료들을 통해 검증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심층면접법을 연구 방법으로 채택한 이유는 첫째, 구술자가 

사회와 구조를 보는 주관적인 시각을 보기 위해서이며 둘째, 연구 참여자들

이 학교와 에너지협동조합 연계라는 경험을 통해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파악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심층면접이라는 연구 

방법의 특성상 도출된 내용을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연구 참여자

의 개인적인 특성이 일정 정도 반영되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표 5>는 심층면접에 참여한 에너지협동조합 관계자와 학교 구성원들을 

정리한 것이며 이 논문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이름 대신 호칭으로 표기한다.

학교별로 에너지협동조합 관계자들과의 최초 인터뷰를 통해 다음 대상자

를 선정할 수 있었다. 삼각산고등학교의 경우 ‘조합-삼각산고’를 통해 ‘교사

-삼각산고’와 ‘학생조합원이사’를 소개 받았으며 ‘교사-삼각산고’를 통해 

대상 이름 호칭

삼각산

고등학교

에너지협동조합 

관계자
강병식 조합-삼각산고

교사 정미숙 교사-삼각산고

학생

손○○

황○○

학생조합원이사

학생조합원

박○○

이ㄱ○

이ㅈ○

학생비조합원1

학생비조합원2

학생비조합원3

상원초등학교

에너지협동조합 

관계자
박규섭 조합-상원초

교사 허영주 교사-상원초

학부모 안○○ 학부모-상원초
주: 피면접자들 중 에너지협동조합 관계자와 학교를 대표하는 교사의 경우는 실명을 공

개하였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경우는 학교나 에너지협동조합 주체로 계속 소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명 공개에 동의했더라도 비공개로 처리하였다.

<표 5> 심층면접 대상자



- 22 -

‘학생조합원’을 인터뷰할 수 있었다. ‘학생조합원’은 같은 반 친구들인 ‘학생

비조합원1’, ‘학생비조합원2’, ‘학생비조합원3’을 동석시켜 일대다 심층면접

이 가능하게 하였다. 상원초등학교의 경우 ‘조합-상원초’와 가장 먼저 심층

면접을 하였고 이후 ‘조합-상원초’가 연구자와 ‘교사-상원초’, 연구자와 ‘학

부모-상원초’를 연결해 개별적인 심층면접이 차례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일시 및 소요시간은 <표 6>과 같다.

심층면접 질문지는 반구조화된 것으로 각각의 질문은 <표 7>과 같다. 

구분 질문 의미

조합원

(공통)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어떻게 참여하

게 되셨습니까?
-참여 이유 및 계기

조합원이 된 이후 그 전과 비교해 달라

진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치관과 생활 습관 변화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앞으로 조합원으로서 햇빛발전협동조합

에서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나요?
-참여 정도

주변 사람들에게 조합원이 되는 것을 권

유해본 적이 있나요?
-전파 경험의 여부

<표 7> 반구조화된 심층면접 질문지(예시)

대상자 일시 소요시간

삼각산

고등학교

조합-삼각산고 2014/10/06 2시간

교사-삼각산고 2014/11/13 1시간 20분

학생조합원이사 2014/11/04 1시간 40분

학생조합원

학생비조합원1

학생비조합원2

학생비조합원3

2014/11/18 1시간

상원

초등학교

조합-상원초 2014/09/26 1시간 20분

교사-상원초 2014/11/05 30분

학부모-상원초 2014/11/22 30분

<표 6> 심층면접 일시 및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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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농부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본인이 에너지 농부(또는 에너지 

생산자)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에너지 생산자로서 인식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

나요?/밀양 송전탑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환경정의 체화 여부

조합원

(교사)

교육자로서, 관찰자로서 학생들에게 이런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

으신가요?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

-학부모 영향 여부

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찬성하

신 이유가 있나요?

-찬성 이유

-반대 의견 대처 방식

상원초 김영문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을 

데리고 청책 세미나(2014년 10월 13일, 

서울시청)에 오셨는데 상원초의 이런 활

동들은 초대를 받으시는 건지, 자발적으

로 참여하는 것인지요?

-에너지 교육 여부

-교육 이유와 교육 방식

학교에 햇빛발전이 이루어진다면 ‘협동조

합’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또는 생각하지 않으

신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에너지협동조합과 학

생 참여 간의 관계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햇빛발전이 이루

어지기 쉽지 않은데요. 어떤 요인들이 어

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요?

-학교에너지협동조합의 한

계점

조합원

(학생)

학생으로서 협동조합의 이사가 되는 일

이 이슈가 되어 이미 인터뷰도 많이 하

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되

셨지만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셨는데 이 

일이 본인의 인생에 있어 어떤 경험으로 

남았는지요?

-경험 전후의 변화

그 전과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치관의 변화

총학생회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활동 추진에 있어 햇
-리더십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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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조화된 심층면접 질문지의 특성상 심층면접 대상자에 따라 질문 내

용은 조금씩 달라졌으며 실제 심층면접 시 답변 내용에 따라 질문 흐름도 

달라졌다. 내용이 중복되어 위 표에는 따로 넣지 않았으나 비조합원 학생들

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에서는 위 질문지를 바탕으로 조금씩 

수정된 질문을 하였다. 에너지협동조합 관계자와의 심층면접 질문 내용은 

에너지협동조합 사업 및 활동 전반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는 서울시 ‘시민 

햇빛발전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에 동행 참

가한 것이었다.

2. 연구 참여자 소개

연구 참여자는 총 10명으로 심층면접을 토대로 한 이들의 소개는 다음과 

같다.

‘조합-삼각산고’는 서울환경연합 활동을 하다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

합 사무국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교사-삼각산고’는 독일어 교사를 하면서 자연스레 환경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대학원 석사 논문을 쓰던 와중에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이 세워지면

서 에너지전환 등 환경 단체에 직접 참여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 시작

했다. 에너지전환 활동을 하며 시민햇빛발전소에 직접 참여해본 경험을 가

지고 있다. 일본어 교사, 진로 교사 등 교과 과목을 넓혀가며 독일의 시민 

의식과 자립과 관련한 교육을 우리나라에도 실현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

고 있었다. 2011년 혁신학교로 개교하게 된 삼각산고등학교에 지원하여 오

게 되면서 기후변화특성화 교육 등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환경 교육을 실시

빛발전협동조합 이사로서의 경험이 반영

되는 일이 있으셨나요?
현재 대학생활 혹은 학생회 활동에 시민

발전협동조합 참여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까요? 대학에서도 에너지 관련 활동

을 하고 있는지요?

-참여 경험과 전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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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제안으로 에너지협동조합 방식으로 삼

각산고등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

다.

‘학생조합원이사’는 중학교 때 외고를 목표로 공부만 하던 학생이었다가 

혁신학교인 삼각산고등학교에 배정 받게 되면서 이때까지와는 다른 생활을 

접하게 된다. 담임선생님보다 ‘교사-삼각산고’와 가까웠다고 할 정도로 ‘교

사-삼각산고’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연스럽게 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가하고 이후 이사까지 맡게 된다. 현재 대학에서 총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다. 중학교 때 언니를 따라 광우병 촛불시위에 참가했던 경험이 있다.

‘학생조합원’은 환경반 활동을 하면서 ‘교사-삼각산고’의 영향을 많이 받

았으며 이 활동을 인정받아 대학도 수시로 합격하였다. 고등학교에서의 경

험으로 인해 대학 전공도 ‘토목 공학’으로 정해 앞으로 패시브 하우스 등 

에너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장래희망이다.

‘학생비조합원1’은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장래희망은 중계 

해설가다.

‘학생비조합원2’는 원자력 발전 찬반을 주제로 한 토론대회에서 반대를 

주장하여 우승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재수를 생각 중이며 장래희망은 국회

의원이다.

‘학생비조합원3’은 국문에 관심이 많은 문과생이며 장래희망은 경찰이다.

‘조합-상원초’는 대학에서 환경 공학을 전공하고 현재 서울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교사-상원초’는 상원초에서 에너지협동조합 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

‘학부모-상원초’는 가정주부로 자녀들 세 명을 모두 상원초등학교에 보냈

다. 상원초등학교는 자율적인 분위기의 혁신학교라 학부모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많으며 그 중 진로 상담 멘토링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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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학교에너지협동조합 연계 과정

1. 삼각산고등학교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2년에 출범하였으며 2013년 6월 15일에 

삼각산고등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 제1호기를 올렸다. 우리동네햇빛발전

협동조합은 서울에서 가장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을 시작한 에너지협동조합

이며 협동조합 방식으로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곳으로는 우린

나라에서 처음이다. 준공 당시 조합원은 220명이었다. 한신대학교에 제2호

기를 올리고 동부여성발전센터에 제3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2015

년 5월 18일)는 총 조합원 수가 455명으로 늘어났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

조합의 경우 발전소 추진 시 발전소별로 부지 구성원,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 사업비는 기존 조합원의 증자로 

확보한다. 따라서 부지별로 출자 조합원이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주축이 돼있기 때문에 

지역적 기반보다는 공동체에 기반한 조직이라는 정체성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 전체 조합원 411명 중 서울 63%, 경기도 25%, 기타 지역 11%의 분

포를 보이고 있다. 서울 지역 안에서는 강북 지역이 33% 정도의 조합원 참

여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처음부터 학교를 대상으로 부지를 구하

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부지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둘째, 지역 공동체의 거점이 된다. 서울의 특성

상 학교가 공동체의 거점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업을 계기

로 지역 공동체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셋째, 학교는 대부분 남향이라 태양

광 설비 설치 시 유리하다. 넷째, 학교 옥상은 활용되지 않은 유휴 공간이

다. 다섯째, 학교는 조직 대상이 명확하여 조합원을 구성하고 모집할 때 장

점이 된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여섯째, 교육용으로 활용하기에 다른 어떤 공간보다 바람직하다.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종로구에 있는 학교를 물색하였으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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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구가 이 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으며 부지를 제공하려는 학

교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태양광 설치를 위한 부지 제공이 가능한 학교에 

대해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에 문의를 했고 혁신학교인 삼각

산고등학교와 강명초등학교를 제안 받았다. 둘 중 삼각산고등학교에 먼저 

제안을 했고 이때 함께 논의를 시작해준 사람이 에너지전환시민발전소 조합

원이기도 한 삼각산고등학교의 정미숙 선생님이다.

삼각산고등학교는 2011년도에 개교했으며 개교한 해에 기후변화를 주제

로 통합교육을 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사업에 의지가 강한 교사들이 많았

기 때문에 사업 추진 도중인 2013년 1월 말에 교장이 별세함에도 새로 온 

교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사업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학교 내에서 조합원을 모은 방식은 가정통신문을 발행하고 학교 홈페이

지에 공지하는 식이었다. 학생이나 학부모보다 교사들이 더 적극적이었으며 

대부분의 교사들이 조합원이다. 최소 출자 비용은 5만원이었으며 삼각산고

등학교 태양광 발전소 준공 당시 구성원들의 참여 현황은 <표 8>과 같다.

삼각산고등학교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 용량은 19.11kWh이다. 2013년 6

월 전기를 생산한 이래로 2015년 3월까지 42695.74kWh의 누적발전량을 

보이고 있으며 월 평균 1978.88kWh의 발전량을 보이고 있다. 2015년 1월 

기준으로 SMP 가격 140.76원/kWh에 월 발전량 1,689kWh으로 총 

219,532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표 9>).

총 조합원(명) 교사 학생 학부모 신규

220 22 8 4 없음

<표 8> 삼각산고등학교 태양광 발전소 준공 당시 조합원 수

설치 용량
발전 

개시
누적발전량

월 평균 

발전량

2015년 1월

SMP 가격 판매 실적

19.11kWh 2013.6 42,695.74kWh 1,978.88kWh
140.76원/

kWh
219,532원

<표 9> 삼각산고등학교 태양광 발전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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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원초등학교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3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2014

년 4월 상원초등학교에 37.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 제1호기를 올렸다. 

관악소방서와 세종문화회관에 2, 3호기 준공을 준비 중에 있다. 준공 당시 

출자한 조합원은 82명으로 교사 10명, 학생 34명, 학부모 5명, 지역주민 15

명, 상원초 외 교사 18명이다(<표 10>). 협동조합 설립 직후 출자한 사람들

이 60여 명 정도 되고 상원초등학교로 태양광 발전소 부지가 정해지는 과

정에서 추가로 조합원들이 가입하였다. 최소 출자 비용은 10만원이었고 서

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경우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지별로 조합원

을 따로 받고 있다.

상원초등학교가 부지로 선정되는 데는 교장의 관심과 역할이 컸다. 서울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부지 제안을 했던 학교는 몇 군데가 더 있었으나 

시설 관련한 문제였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시하는 학교들이 

많았다. 상원초등학교도 태양광 발전소 설치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등

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고 노력한 사람이 교장이었다. 또한 협동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학부모, 교

사, 학생들이 자발적인 출자자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열

심이었다.

상원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방향이 정남향이 아니어서 태양광 설비의 방

향을 틀다 보니 공간 활용도가 떨어져 애초에 목표했던 75kW에서 37.2kW

로 용량이 낮아졌다. 또한 계약 주체는 학교였지만 교육청과의 협의가 어려

웠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를 고려할 것과 옥상 

방수에 신경 쓸 것, 철거 관련 보증 보험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받았다.

총 조합원(명) 교사 학생 학부모 신규

82 10 34 5 해당사항 없음

<표 10> 상원초등학교 태양광 발전소 준공 당시 조합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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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초등학교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 용량은 37.2Wh이다. 2014년 5월 전

기를 생산한 이래로 2015년 1월까지 33,016kWh의 누적발전량을 보이고 

있으며 월 평균 3,668.44kWh의 발전량을 보이고 있다. 2015년 1월 기준으

로 SMP 가격 140.76원/kWh으로 월 발전량 3,040kWh에 총 427,910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표 11>).

설치 용량
발전 

개시
누적발전량

월 평균 

발전량

2015년 1월

SMP 가격 판매 실적

37.2kWh 2014.5 33,016kWh 3,668.44kWh
140.76원/

kWh
427,910원

<표 11> 상원초등학교 태양광 발전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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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에너지 시민성의 형성과 성장

제 1 절 관찰된 에너지 시민성의 구분

심층면접 대상자들에게서 관찰된 에너지 시민성을 분류하면 학습기, 성숙

기, 전파기로 나눌 수 있었다. 기준은 에너지 시민성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

은 경우 학습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참여의 경험이 있으면 성숙기, 

참여를 통해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는 단계를 전파기라고 하였다. ‘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에너지 시민성이 성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

타낸 것은 아래(<그림 3>)와 같다.

‘학습기’는 비자발적 참여 관찰을 통해 에너지 시민성을 학습하는 시기라

고 할 수 있다. ‘성숙기’는 에너지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

의 진로 등에 반영한다. ‘전파기’는 주변 사람에게 에너지 시민성의 파급력

을 주는 에너지 시민성으로 본 사례에서는 영향력 있는 교사와 학부모가 여

기에 해당한다. 각 단계의 에너지 시민성은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개

념으로 보았다.

<그림 3> 관찰된 에너지 시민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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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학습기

심층면접을 통해 학습기의 에너지 시민성이 관찰된 이들은 ‘학생비조합원

1’, ‘학생비조합원2’, ‘학생비조합원3’과 ‘교사-상원초’가 관찰한 상원초등학

교 학생들, ‘교사-학부모’가 관찰한 자녀들 등이었다.

1. 삼각산고등학교의 학생비조합원들

‘학생비조합원1’, ‘학생비조합원2’, ‘학생비조합원3’은 에너지협동조합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았지만 비자발적 관찰 경험을 통해 에너지 시민성에 대해 

학습하고 있었다. 학교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그 전의 생활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에너지 절약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공통적

으로 반대 의견을 보였으며 원전마피아 등의 단어를 알고 있었고 서서히 줄

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밀양 송전탑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셋 다 알고는 있었으며 소통의 문제와 강압적인 진행 과정

을 문제로 꼽았다. 공동체에너지나 환경정의에 대해서도 얕은 수준으로 알

고 있었다.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는 좋은 취지인 것은 이해

하나 홍보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했으며 현재 국민의식 수준에서는 협동조

합은 미래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위해서라면 에너지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대신 가입비 5만원으로 관련 대기업을 주식을 사는 것

이 낫겠다는 답변도 나왔다. 원전 반대를 주장하여 학교 토론대회에서 우승

을 하기도 한 ‘학생비조합원2’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지만 장래

희망인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에너지 관련한 입법을 하고 싶다고 구술하기도 

하였다.

(학생비조합원1) 근데 1학년 때 과학 시간 같은 데서 환경이나 그런 뭐 에너지? 그런 거 

수업, 토론 수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지하실에 뭐 있더라? 지열에너지 있고 막 위

에는 태양광, 태양열에너지, 체험도 해보고 그래갖고 애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

이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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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조합원3) 제 생각에는 그냥 에너지협동조합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에너지

협동조합의 가입비가 5만원이잖아요. (중략) 5만원으로 저는 한화케미컬 주식을 사

는 게.

(학생비조합원2) 맞아요. 저는 한화케미컬이.

(학생비조합원2) 국회의원이 되면 좋은 일 할 거예요. 저도. (중략) 에너지 얘기가 나왔

으니 하는 말인데. 그때 되면 석유 막 고갈되고 난리날 거 아녜요? 친환경 에너지

를 개발할 수 있는 입법 같은 걸 해줘야죠. (중략) 그렇게 입법 같은 걸 하는 거죠.

‘학생비조합원1’, ‘학생비조합원2’, ‘학생비조합원3’은 에너지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원전보다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에너지협동조합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대한 참

여를 고민하고 있었다. 삼각산고등학교에 에너지협동조합이 들어서면서 이

들은 비록 불참을 결정하기는 했으나 협동조합 참여를 고민해보는 과정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 생

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2. 교사와 학부모의 눈으로 본 상원초등학교 학생들

‘교사-상원초’와의 심층면접에서는 학습기의 에너지 시민성이 관찰되는 

상원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상원초등학교 아

이들은 동네 아파트 옥상에 햇빛발전소 설치를 서울시에 제안하는 등 햇빛

발전소에 친화적인 사고를 드러내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안이 의미

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아이들을 지난 2014년 10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

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제안을 듣는 서울시청 청책세미나에 초청하였다. 

‘교사-상원초’에 따르면 이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은 담임선생님

이 영향이 컸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교사의 재량권이 커지는 혁신학교 특유

의 자율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교사-상원초) 담임선생님이 교육 과정을 그렇게 구성을 한 거죠. (중략) 학교 햇빛발전

소가 올해 이제 완공이 됐으니까 4월 달에. 일단 햇빛발전소에 대한 애들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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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에너지를 건강하고 좀 깨끗하게 만들기

도 하고 뭐 지구 환경과도 연관된다는 의식들이 좀 있으니까 이게 좀 뭐 확대됐으

면 좋겠다는 생각을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상원초등학교는 개교한지 30여년이 된 학교로 삼각산고등학교와 달리 햇

빛발전소 설치 전후 비교가 가능했다. 햇빛발전소 설치 등 학교 전체적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 변

화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상원초’가 집단으로서의 아이들을 관찰하고 있다면 ‘학부모-상원

초’는 개인으로서의 아이들을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학부모-상원초’

는 아이들이 아주 크게 변한 것은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원자력과 태양

광 등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학부모-상원초) 예. 그런 거 다 했어요. 학교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중략) 한번 접하

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한번 정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교사-상원초’가 관찰한 상원초등학교 학생들, ‘학부모-상원초’가 관찰한 

자녀들은 학교 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은 

어린 학생들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에너지협동조합 참여 여

부와 상관없이 학교 교육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지향하고 옥상에 설치한 태양

광을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자연스레 이런 분위기

를 체득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었다.

제 3 절 성숙기

성숙기의 에너지 시민성이 관찰된 이들은 삼각산고등학교의 ‘학생조합원

이사’와 ‘학생조합원’이었다. 이들은 학교 활동과 학교에너지협동조합 참여

를 통해 중학교 때와 비교해 스스로 변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대학과 대학 

이후의 진로도 이와 연관하여 결정했거나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학생으

로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부모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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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도 가지고 있으므로 성숙기로 분류하였다.

‘학생조합원이사’는 선생님의 영향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에너

지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기로 결정했다고 하였다. 조합원이 된 것과 조합

원의 이사가 된 것, 조합원 교육에 참여한 것이 모두 자발적이었으며 이 경

험들은 ‘학생조합원이사’가 대학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

향을 미쳤다고 구술했다. 어린 나이에 조합원 이사를 한 경험이 어땠냐는 

질문에는 호기심, 자부심, 재미, 즐거움 등의 단어를 써가며 답변했다. 이 

경험은 대학교 진학 후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드는 일과 대학에서 협동조합

을 공부하는 일로 연결되고 있었다. 자신을 에너지 생산자로 인식하고 있느

냐는 질문에는 발전량을 자주 확인하고 있을 때 느낀다고 답변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밀양 송전

탑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쓰는 에너지가 다른 지역

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과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에너지협동조합 방식으로 태양광을 올리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냐

는 질문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좋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그 생각이 실천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

였다.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는 질

문에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학생조합원이사) 사실 서울에서 80퍼센트 이상의 전기를 쓴다고 알고 있고 되게 전기를 

소비를 많이 하고 어쨌든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란 입장인데 내가 전기를 

많이 쓰고 이것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

요. 그런데 이런 밀양이나 청도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 사람들이 사는 터전을 망치

면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안적으로 우리 서울에 

남는 옥상에 아무 사용하지 않는 옥상 공간에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해서 하자. 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니까 서울에서 내가 책임을 지자 약간 내가 쓰는 만큼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보자, 다는 안 되겠지만. (중략) 자연에도 좋고 이런 신재생에너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학생조합원’은 에너지협동조합에 평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학교

에서는 환경동아리와 에너지수호천사단 활동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의 영향

을 받아 조합원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때 어머니도 함께 가입하였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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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조합원’은 ‘학생조합원이사’와는 달리 조합원 이사나 조합원 교육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조합원이 되고 나서 달라진 점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학

교 위에 있는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하였다. 

원전에는 반대의 뜻과 이유를 분명히 밝혔으나 밀양 송전탑 사건과 공동체

에너지, 환경정의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았다. 자신

을 에너지 생산자로 인식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딱히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

했으며 자신이 다른 친구들보다 더 환경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

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대학 전공과 장래희망이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활

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었다.

(학생조합원) 일단 근데 제가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공부가요. 살짝 이런 쪽에 연결이 돼

있어요. (중략) 전 토목공학 가는데요. 그런 기술을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기술들

로 뭔가를 하는 그런 걸 돕고 싶어요. (중략) 저는 패시브하우스 짓는 게 꿈.

성숙기의 에너지 시민성이 관찰된 ‘학생조합원이사’와 ‘학생조합원’의 경

우 학교에 대한 애정이 매우 크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다른 학교에 갔다면 

자신들의 모습은 지금과 같지 않을 거라고 하여 삼각산고등학교에서의 경험

이 두 학생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제 4 절 전파기

참여를 통해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는 단계를 전파기 에너지 시민성이라 명명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사-삼각산고’, ‘교사-상원초’, ‘교

사-상원초’의 구술 속 교장선생님, ‘학부모-상원초’ 등이었다. ‘교사-삼각산

고’의 경우에는 심층면접 대상자를 통틀어 학교에너지협동조합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주도적이고 열성적인 역할을 보여주었다. ‘교사-상원초’의 구술 

속 교장선생님 역시 상원초등학교에 에너지협동조합이 추진되는 데 결정적

인 역할을 했다. ‘교사-상원초’와 ‘학부모-상원초’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행

동과 교육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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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기에 마찬가지로 전파기로 분류하였

다.

1. 전파기 에너지 시민성 교사 한 명의 중요성

‘교사-삼각산고’가 삼각산고등학교의 에너지협동조합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학생조합원이사’와 ‘조합-삼각산고’도 그렇다고 구술

하고 있다. 상원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사-상원초’를 통해 에너지협동조합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교장선생님이 전파기의 에너지 시민성을 가지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삼각산고’는 이런 활동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

는 사람이 없으면 학교에서는 이를 맡아서 추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

한다. 삼각산고등학교는 특히 혁신학교라는 특수 조건이었기에 가능한 일이

었다고 답했다. 또한 첫 사례를 뚫는 일이 또 다른 사례 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에 주도적으로 추진했음을 밝혔다.

(교사-삼각산고) 공립학교에서 외부와 관련된 거를 누군가가 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건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이유는 공립학교는 로테이션, 교장도, 교감도, 교사도 다 돌

고 돌잖아요. (중략) 우리 학교는 기후변화 그런 범교과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교

사들 동의를 얻기도 쉽고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선생님들이 합의만 하면 그

걸 하기가 안 어려운데. (중략) 이게 사례가 돼서 다른 학교들한테 될 수 있는데 우

리 학교 못하면 다른 데는 절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한 거죠. 해놓고 그 다

음에 충분히 활용은 못했지만 우리 학교에서 사례를 뚫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렇게 확산될 수 있는 저기가 됐다라는 거는 생각하죠.

‘교사-삼각산고’는 독일어 교사였기에 자연스럽게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

었으며 동네에 소각장이 건설이 되면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

경운동연합 회원과 에너지전환 회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에너지전환 회원으

로 시민햇빛발전소에 출자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삼각산고등학교에 에너지협

동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었다. 독일 지속

가능발전 교육의 영향을 받은 ‘교사-삼각산고’의 교육 철학은 일반 고등학

교에서 조금씩 실현해오다가 혁신학교인 삼각산고에 지원해 오게 되면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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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할 수 있었다. ‘교사-삼각산고’는 밀양 송전탑 문제는 참여 거버넌스를 

통해 비민주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으며 공동체에너지, 환경정의라

는 단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

적 차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

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이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2. 교사와 학부모의 영향

학생들은 교사와 학부모에게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사-상원

초’와 ‘학부모-상원초’는 그런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아

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교사-상

원초’의 경우는 원래 시민햇빛발전에 관심이 있던 와중에 학교가 에너지협

동조합의 부지로 선정되면서 담당 교사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구술하였

다.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아 더 많

은 교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라고 답하였다. ‘교사-상원초’ 역

시 ‘교사-삼각산고’와 마찬가지로 밀양 송전탑과 원전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 교육자로서 ‘교사-상원초’가 환경 관련 교육을 위해 해보고 싶

은 일들에는 에코스쿨로서 상원초등학교를 잘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체험학습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번 에코스쿨이 만들어지면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교육적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보

여준다.

(교사-상원초) 우리 학교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학교가 이

제 그 햇빛발전소 들어서면서 에코 스쿨이 가속화 돼서 햇빛발전소도 있고 옥상정

원도 있고 올해 우리가 또 텃밭을 막 이렇게 땅을 일궈서 텃밭을 다 하고 있거든

요. 모든 학년이. 그리고 빗물 저금통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관련

된 어떤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자전거 발전기나 햇빛 발전이 있고 그래

서 인근 학교, 인근 학교 체험학습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험 학습

을 받는데 그 방식을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그 학교 학생들을 만나게 해서 그 아이

들에게 학교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우리 학교가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자전거 발전기로 주스를 만들거나 솜사탕 만들거나 이런 거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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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중략) 내년에는 아마 인근 학교 체험학습을 몇 회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요. 그리고 애들이 그 아이들을 맞아서 수업과 소개를 진행하는 형태로 가려고 하

고 있어요.

‘학부모-상원초’의 경우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너지협동조합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 혁신학교에서 학교 활

동을 하고 있었기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학부모-상원초’의 경우 출자 당시에는 주변 사람을 설득하는 

등 관심을 가졌으나 기공식 이후에 에너지협동조합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

지는 않았다. 원자력발전소나 밀양 송전탑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전파

기 에너지 시민성과 의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학부모-상원초’의 경우 ‘교

사-삼각산고’와 ‘교사-상원초’와 만큼 추진을 담당하는 역할은 아니었으나 

사회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가정 내에서 아이들의 참

여를 이끌어내었다.

(학부모-상원초) 혁신학교가 되면서 제가 학교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햇빛발전소 생기

면서 자연스럽게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참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 

이름으로 출자를 하는 점이 있었고. (중략)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중략) 아이들 

이름으로 대부분 했어요. (중략) 애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 

또 그 만드는데 좀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냥 별 그렇

게 큰 저기 없이 그냥 다 햇빛발전소도 그런 맥락 안에서.

전파기 에너지 시민성 한 명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자면 ‘교사-삼각산

고’의 학교에너지협동조합 추진은 ‘학생조합원이사’, ‘학생조합원’에게 환경 

의식 변화와 진로 결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학생비조합원1’, 

‘학생비조합원2’, ‘학생비조합원3’에게 의식 변화라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지금은 참여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교사-상원초’와 ‘학부모-상원초’도 학생이나 자녀 

등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렇듯 교사나 학부모의 환경 

인식은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파기 에너지 시민성을 가진 어른

으로 성장하는 일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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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학교와 에너지협동조합 연계의 의의

제 1 절 학교라는 공간의 의미

1. 교육의 공간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공간이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구성원들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무궁한 곳이다. 또한 구성원들은 같은 공간

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 삼각산고등학교 구성원의 경우 2011년 9월 대

규모 정전 사태 때 태양광 자가 발전을 통해 정전 사태를 피한 경험을 공

유하고 있다. ‘학생조합원이사’는 이때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

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학생조합원이사) 그래서 그때 막 블랙아웃으로 다 그 아파트 단지 다 꺼졌을 때도 저희 

학교는 그걸로 불 켜서 쓰고 그랬었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부분 정해져 있는 일반 공립학교에 비

해 혁신학교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 수 있었다고 ‘교사-삼각산고’는 

말하고 있다.

(교사-삼각산고) 예. 우리 학교를 혁신학교로 할 때 우리 학교는 도대체 뭘 혁신하는 거

를 할 거냐 할 때 사전에 이런 뜻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모임에서. (중략) 

독일의 아이들한테 환경 교육과 미래 능력 빠르게 변하는 경제, 사회, 과학기술 이

런 걸 통합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걸 통합한 미래 대비 능력을 미

래 능력에 필요한 핵심 능력이랑 그 다음 환경 문제랑 같이 해결하는 차원으로 독

일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 큰 연방 주 연방 주 의회에서 결의하고 

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추진한 게 있어요. 그걸 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 수업이 

왜 필요한가, 간학문적 지식이 왜 종합적인 이런 걸 이해하는 이런 거가 왜 필요한

가, 이 프로젝트 수업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문제를 실생활, 생활, 실생활, 삶의 교

육, 생활 교육이 교육 과정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 미래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청소년들한테 가르켜져야 한다, 라는 것이 어떤 

식의 수업이 가장 적절하냐, 이런 거 많이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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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협동조합 방식으로 태

양광을 올린 최초의 학교로 많은 단체에서 견학을 오고 있다. 더 넓은 사람

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공간으로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조합-삼각산고) 견학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환경동아리, 고등학교 환경동아리. 왜냐하

면 예전에는 막 찾을려면 시흥으로 가거나 지방으로 멀리 갔어야 됐는데 파주에서 

한 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파주, 남양주 이런 데서 여기까지 와요. 학교의 환경동

아리나 NGO 동아리들이나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이런 데서 또 오고 아파트 주

민들도 와요. 절전에 대한 의식이 있는 분들이 생산에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아파트 

주민들도 오시고. (중략) 어쨌든 적지만 이제 다양하게 서울 근처에 있음으로 인해

서 관심 있는 분들이 견학을 꾸준히 오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많이 와요. 송파 이

렇게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위에서도. 이런 공무원들도 가끔 오고. (중략) 저

희가 이제 1호기이기도 해서 그전에 많이 왔었고 또 경기도 차원에서도 경기도 교

육청에서도 왔었어요. 그런 이유는 학교를 부지로 내놓고 발전소를 세운 경우가 저

희가 처음이기도 했고 또 고정으로 참여한 케이스이기도 해서요. 또 지역 단체에서

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거라서 이제 그런 사례로 많이 오시기도 하셨고.

상원초등학교의 경우는 햇빛발전소 설치 이외에도 에코스쿨을 만들어 가

는 과정에서 에너지수호천사단, 햇빛동아리, 에너지 교육과 탐방 활동들, 에

너지 절약 실천 활동들을 병행 중이다.

(교사-상원초) 햇빛발전소 설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 했던 게 이제 

저희는 혁신학굔데 혁신학교, 우리 학교에서 주요하게 봤던 잡고 가는 방향 중에 

하나가 에코스쿨이에요. 이 에코스쿨을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사실 햇빛 발전도 

이제 설치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 햇빛발전소 설치하면서 이제 우리 

학교 전기 사용 그니까 설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제로 에너지를 절

약하는 활동들이 학교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뤄,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대부분 

학년에서 교육 과정 안에 에너지 교육을 작년부터 거의 두 번씩, 그니까 학기별로 

집어넣어서 진행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또 이제 제가 동아리 활동도 이제 햇빛동아

리라고. 그 애들은 이제 에너지수호천사단 이제 서울시에서 모집한 수호천사단에 

가입한 애들로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에너지 교육도 하고 탐방 활동들도 하고, 그

리고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들을 계속 해왔죠.

(교사-상원초) 이제 저희가 교육문화재단으로부터 저희가 2012년부터, 아니 2013년부터 

이제 삼천만원을 지원받는 에코스쿨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들이 좀 있



- 41 -

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자전거 발전기도 구입하고 햇빛조리기도 사고. 뭐 요론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발전기 사면 자전거 발전기 가지고 해마다 솜

사탕 만드는 활동을 애들 그 캠프나 야영이나 이런 때 활동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름에 주스 만들기도 하고 햇빛조리기로 뭐 삶아서 먹고 이런 활동들을 연계시킨 

활동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한 보드게임들 퍼즐 이런 도구들을 구입을 해놓고 그 

교과과정에서 관련된 게 있을 때 이제 쓸 수 있게 이렇게 했죠. 이러면서 이제 그 

관심도 높아지고 어쨌든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제 햇빛발전소가 설치된 학교가 없으

니까 일단은 생기고 난 뒤로는 관심이 많이 갔죠. 그리고 대부분 다 애들 데리고 

방문을 하셨을 거예요. 한번은 다. 실제 설치된 그 모습을 보고. 저희가 맞은 편 옥

상 정원도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다 이게 뭐 그래서 옥상정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에너지 관련한 문제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또한 ‘교사-상원초’의 구술한 상원초등학교의 계획대로라면 인근 학교 체

험 학습을 받는 것을 통해 삼각산고등학교처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2. 참여의 공간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의 공간이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에너

지협동조합 조합원이 되는 데는 기존에 학교에서 했던 활동과 연결이 되었

거나 평소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받았던 교사나 친구들의 영향이 컸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질문) 이거는 그러면 처음에 참여하시게 된 거는 학교에서 뭐 그니까 설치하기로 했다 

해가지구 조합원 모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알게 되신 건가요?

(학생조합원이사) 그때 그 조합원 모집하기 전에 먼저 정미숙 선생님이 그렇게 제안 (중

략) 그 맨 처음에 그 조합원 모집 전에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선생님 대표, 뭐 

그쪽 사람들 원래 맨 처음에 조직하고 있던 사람들 해서 만나는 자리에 제가 참여

하게 돼서 그렇게. (중략) 근데 좀 이, 이 정미숙 선생님이랑 제가 좀 친했어가지고. 

(중략)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자주 많이 듣기도 하고.

(질문) 그럼 아무래도 환경반 활동, 동아리 하는 친구들이 더 이런 거에 많이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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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조합원) 네.

삼각산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과 다른 점

이 보였냐는 질문에 ‘교사-삼각산고’는 ‘학생조합원이사’에 대해 얘기하며 

참여하는 만큼 아이들은 변한다고 답변하였다.

(교사-삼각산고) 제가 걔를 다 한 건 아니고 참여만 시킨 거고. 걔는 참여 속에서도 자

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사 학생이사였죠, 회의 이사회 계속 나가죠. 

총회 사회 봤죠. 그니까 그런 거를 자기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자기 거로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나머지 이제 조합 출자자들도 그 의미들을 좀 더 자부심을 느끼곤 

하지만 걔가 가장 선두에서 인터뷰도 많이 했고 그니까 그런 건 생각을 더 많이 해

보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가장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참여를 많이 했

기 때문에 가장 의식이나 생활에서도 그래서 참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삼각산고) 아이들은 다양해요. 거기서 이제 자기의 가치관 속에서 쭉 아이들이 워

낙 애들의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거긴 또 아마 다양할 거예요. 그 얘기 똑같은 어

떤 얘기를 전달했어도 고거를 받아들이는 좀 다른 거니까 아마 그래도 전체적으로

는 첫 해 졸업생인 걔네들은 이게 만들어지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알긴 알았던 

거고 고 다음해는 고때 2학년은 참여한 애들 얼마 안돼요. (중략) 참여를 자기가 어

떤 하나가 계기가 돼서 참여, 참여를 계속하게 되면 그 참여 속에서 다음 참여에 

또 한발 내딛게 되고 그래서 계속 그게 강화되고 깊이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근

데 이제 그런 계기들을 갖지 않은 애들은 다 인식 수준이나 그런 게 조금씩 차이가 

많죠. 그래도 전혀 안 들어놓는 것 보다는 1학년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어도 하

고 이러니까 그런 거는 좀 전체 의식 조사를 하면 좀 다른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학년 별로 어떤 교육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교사-상원초’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중, 고등학교와는 달리 

학생들의 여러 다양한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구술

하였다.

(교사-상원초) 초등학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과정으로 보면 

이게 좀더 나은 방식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후속 작업이 굉장히 잘 돼야만 성과로 

이제 나오죠. 삼각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중의 일부가 이사로 들어가 있잖

아요. 조직 체계가. 근데 중고등학교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하고 학생들

이 굉장히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특별활동들을 할 수 있는

데 초등학교는 방과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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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크게 갖고 있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

서 학부모와 같이 하는 활동이 사실은 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아직은 진

행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게 아니다가 아니라 사실 이런 과정을 만들어지는 건 좋은 과정이죠.

(교사-상원초) 협동조합이 이야기되고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고학년 아이들이

랑 얘기할 때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들 하고 했는데 아직

은 좀 어려요. 어리고,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니까 협동조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고건 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

문에 제가 뭐 협동조합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지금은 없고. 기억에

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은 교육적으로 좀 해볼 생각은 있

는 거죠.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에게는 참여의 공간이 아니다. 그러나 ‘학부모-

상원초’의 경우에는 상원초가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학교에 나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었다. 집단 상담 자원봉사나 학습코칭 등 아

이들을 모아서 학교 교실을 빌려 재능기부 형태로 수업을 하고 있었으며 학

교 측은 이러한 학부모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준다고 하였다.

(질문) 오늘은 그럼 학교에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하신 거예요?

(학부모-상원초) 오늘, 제가 다르게 바깥에서 아이들을 집단 상담 자원봉사도 하고 하는

데, 여러 가지 배웠는데 그 중에 학습코칭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6학년이기도 하고, 중학교 가면서 이제 공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

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하고 아이들 친구를 몇 명 모아서 수업을 좀 재능

기부 형태로 학교 교실을 빌려서 주말에.

‘학부모-상원초’는 이런 경험을 통해 학교 소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

으며 에너지협동조합과 연계를 추진할 때도 자연스럽게 조합원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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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에너지협동조합 참여의 의의

1. 사회적 측면

‘학생조합원이사’는 에너지협동조합 활동의 좋은 점을 연대 활동이라고 

들고 있었다. 특히 에너지협동조합의 경우 다른 협동조합과는 다르게 공동

체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구술하였다.

(학생조합원이사) 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우리동네여서 그 근방에 있는 거

를 많이, 많이 그 근방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서울시에서 지정해주는 부지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공동체적인 그런 연대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근방에 있는 마음에 가서 뭐 조합원 교육을 한다든지 무

슨 미니태양광 뭘 만든다던지 이런 연대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거 같고 좀 

뭐.

(학생조합원이사) 또 어쨌든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되게 그냥 좋은 거 같아

요.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그런 걸 하면서 세상이 보는 

게 좀 넓어졌다 그래야 되나 아 이런 마을이라는 개념 자체도 물론 고등학교 때 마

을 저희 학교 주변에 마을이라는 공동체로 막 마을학교도 있고 그래서 매달 마을축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아리 저 고등학교 때 하면서 마을축제 매일 가서 부스 하

고 하기는 했는데 그랬지 뭐 마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우리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특징은 공동체적인 그런 게 많은 거 같

아요. 연대활동이나 그런.

(학생조합원이사) 그 에너지발전협동조합 활동을 비교하기에는 저희 때는 없어서 그냥 

여타 다른 뭐 루트온도 그렇고 아이쿱도 그렇고 여기 바로 아이쿱 그것도 그렇고 

또 다른 뭐 농협도 협동조합이니까 그냥 다른 협동조합을 봐도 이런 느낌은 많이 

안 들었거든요. 제가 협동조합 공부하면서 이것도 사례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우리

가 좀 재밌게 하는구나 약간 뭐 이런 느낌.

‘교사-삼각산고’는 협동조합이 현대 사회 문제를 인간 중심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교사-삼각산고) 사람들이 현대에 들어와서 문제라고 생각한 거를 항상 무슨 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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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위주의 또는 뭐 나라에서 해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시민들이 문제를 느끼면 

시민이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와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사실은 필요하면 사

람들이 출자금 모으고 그거 가지고 지속가능성 있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운영만 하면 시민들이 뭔가를 바로바로 문제를 느끼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공동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문제는 이제 전부 다 복잡해서 정부

가 해주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거

버넌스 뭐 여러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이 협동조합에

서 사람들이 참여를 배우고 내가 현재 문제 해결의 주체로 스는 그 참여를 배우는 

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실제 우리동네햇빛발전을 한 

것도 소비자, 에너지 맨날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문제해결을 전부 다 이

런 데만 요구하지 않고 직접 해결해나서는 경험이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런 힘들을 

교육하고 하는 거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고, 거기다 더불어서 현대에 살아가는 

데 경제 방식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걸 독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 교육, 환경 교육, 사회적인 문제에 공공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사회 교육,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협동조합에 이제 거는 가치? 가치나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 커지는 거죠. 거대 자본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경제 방식

이 아니라 사람 중심, 사람 중심 문제, 사람 중심 사회에서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교사-삼각산고’와 ‘교사-상원초’는 주인 의식과 참여 경험을 제공을 협

동조합의 장점으로 들었다.

(교사-삼각산고) 이미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신설 학교는 다 5%인데 태양광이든 태양광이

든 하게끔 되어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 참여를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누

리기만 해요. 그 혜택은. 실제 그거를 효과 그 어떤 삶의 뭐 이런 인식이 적어요. 

근데 이제 협동조합이나 이거는 참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시민이 참여하

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이제 학생, 학부모, 교사 같이 이제 그걸 인식하고 자기

가 이제 주인으로 참여, 문제 해결의 주인으로서 시민이 참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

에 의미가 이제 확 발전되는 거죠.

(교사-상원초) 그니까 협동조합 방식을 시도하는 의도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관공서에 발전소를 설치를 해서 그 학교 그 관공서에 에너지를 절

감시키는 거를 그동안 추진해왔잖아요. 정부가. 그리고 그렇게 설치된 학교들이 여

럿 있어요. 근데 그게 고민이 없이 위에서 설치를 하니까 이게 뚝 설치를 해놓고 

전기가 절약되는 건 있지만 교육적으론 활용이 안되는 거죠. 교육적으론 활용이 안

되고. 적극적인 고민이 안되고. 그리고 관리도 잘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사

실 그 협동조합 방식으로 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의지는 그 에너지 농

부랑 같은 개념인 건데 내가 에너지 사용의 주체가 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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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강화되고 있는 어떤 지역에서의 그 지역사회 안에서의 연대, 활동, 사회, 어떤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적 공동체로 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의 의미를 굉장

히 크게 두기 때문에 또 협동조합을 지금 서울시에서 굉장히 크게 아주 거창하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을 채택한 건데 이것은 바로 이게 설치되는 것보

다는 교육적으로 그거를 활용하고 계기로 마련하려고 하는 구성원들 의미 문제인 

거죠.

하지만 ‘교사-상원초’는 실제 설치 이후 협동조합의 장점들이 계속 발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교사-상원초) 그리고 이제 설치가 된 이후에 사실은 우리 학교 설치를 위해서 가입했던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에너지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이 발전

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모아지고 이렇게 되면 좋

겠는데 굉장히 소극적 조합원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 과

정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녹여내는 일이 하자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선

생님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좀 녹아나지만 협동조합으로서 이게 굉장히 특별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시작 단

계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저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학교 내의 조합원들과 공유를 해야 되고 이런데 우

리 학교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따로 해놓을 만큼의 시간적인 뭐 

여러 가지 여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학교에너지협동조합 초기 설립에는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일시적으로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구성원의 참여를 계속 이

끌어내는 동력이 되기에는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 경제적 측면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경제적 주체로서의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해 언급하

며 현재의 에너지협동조합은 경제적 건전성이 미약함을 지적하였다(윤순진·

심혜영, 2015). 연구 참여자들은 에너지협동조합 참여 또는 비참여를 결정

하는 과정에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

다. 삼각산고등학교의 ‘학생조합원이사’와 ‘학생조합원’의 경우 배당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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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당에 대한 기대는 없으신가요?

(학생조합원이사) 그게 한 10년은 더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일단 그게 뭔가 남아

야지 되는데 초기에 할 때는 너무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서 계속 적자 계속 작년에

도 적자 기대 안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냥 거의. (중략) 사실 그 

돈은 이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근데 그 뭔가 내가 이거 이익을 얻기 위해

서 협동조합 활동을 한다고는. 얼마나 벌겠어요. 배당을 받아서. 제가 알바를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겠죠.

(질문) 조합원이 되는 건 사실 돈도 내야 되고 약간 결단이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정미

숙 선생님이랑 친하고 그 활동을 했다고 해서만 이유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학생조합원) 그거 투자하면 돈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때.

(질문)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았어요?

(학생조합원) 네.

(질문) 수익 이상의 가치를 생각하신 거예요?

(학생조합원) 뭔가 그런 친환경적인 에너지에 관심이 많기도 해서 이런 거에 투자를 함

으로써 이런 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질문) 수익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있으신 거예요?

(학생조합원) 가끔 생각나면은 그냥 그렇고 그렇게 기대하진 않아요.

(질문) 다시 돌려받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세요?

(학생조합원) 그 5만원어치 다 못 받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기대는 안 해요. (중략) 그

래도 받으면 기분 좋죠.

‘학부모-상원초’와 ‘교사-상원초’의 경우에도 배당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었으며 좋은 일로 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질문) 지금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내가 투자한 돈이 확실히 올 것 같다는 느

낌?

(학부모-상원초) 없어요. (중략) 투자 개념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략) 이게 의미 

있는 일이고 일단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학부모들이 아이들 이름으로 출자해서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이제 원금이 뭐, 이득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금액이 그렇게 많이 막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렇게 될 만큼 그

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득에 대한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원금도 조

금 손실이 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기부 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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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반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질문) 혹시 배당에 대한 기대는 없으신가요?

(교사-상원초) 배당에 대한 기대가, 없죠. 그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는 초반에 이 협동조

합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으고 투자자를 모집할 때는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부각시

켜서 했어요. 사실 그 10만원이라고 이제 그 약정액을, 최소의 약정액을 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조합 방식의 회의에서, 회의할 때 1인 1투표 문제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너무 이게 소액 출자자가 많을 경우 문제가 많다고 해서 10만원으로 

제한을 했는데 우리가 내는 돈이 지금 뭐 많으면 백만 원에서 뭐 천만원대까지 내

신 분들도 있더라구요. 근데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냐면 월 한 60

만원? 전기료 포함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사무실 그거 내고 건물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그러면 실제로는, 처음에 100킬로와트를 목표로 하고 햇빛발전소를 설치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배당금이 많지는 않더라도 은행에 내가 똑같은 돈을 냈

을 때 보다는 조금 더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니까 그게 뭐 그걸 적극적으

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었으나 이게 방향이라든가 여

러 가지를 따지면서 결국은 37.2킬로와트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 정도를 해가지

고는 출자자들이 만족스러울 만큼 제가 볼 때 배당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사실 없죠.

반면 에너지협동조합 비조합원의 경우 배당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출자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비조합원1) 아니, 그 5만원인가 내는 거였는데 투자해도 별로 돌아오는 게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투자를 안했어요.

(학생비조합원3) 초기 비용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웠어요.

(학생비조합원1) 별로 돌아올 게 없을 것 같아서. 관심은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학생비조합원2)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걸 넣어도 돈을 5만원 줘도 나한테 돌아올 게 없겠

다, 왜냐하면 수익을 딱 보고나서 투자를 하는 거지 투자해도 수익이 안 돌아올 것 

같은데 투자를 하는 사람은, 그건 봉사죠. 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안 한 거

죠.

에너지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당에 대해 큰 

기대 없이 취지가 좋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삼각산고’에 

따르면 가입할 때 배당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면 수익을 기대하며 가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조합-상원초’의 경우는 태양광 발전 판매 수익 

외에 미니태양광 사업으로 손해를 메우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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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삼각산고) 가입할 때 물어보기는 하죠. 다 이제 금액을 좀 더 크게 한 데는 더 물

어봐요. 어떻게 참여하게 됐냐? 기본은 배당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 

없고 대부분 이 사업에 동의, 목적의 취지에 동의하는 게 가장 크구요. (중략) 이 

출자금에 대한 이익도 생각하지만 손해도 날 수 있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

금 당장 배당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이런 제도가 개선돼야만 안정적으로 할 수

도 있고 원금회수 기간은 일단 7~8년 된다. 소개는 드려요. 그래서 대부분 다 당장 

배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는 않지만 내심. (중략) 올해는 가능하냐, 라고 물

어보는 분들도 있죠. 아예 안 물어보지는 않구요. 물어보죠.

(질문) 이렇게 SMP 이렇게 팔아갖고는 이거 손해가 막심할 거, 손해가 날 거 같은데.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지금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하신 거예요? 투자

하면서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조합-상원초) 일단은 저희가 어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안내는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리고 처음에도 말씀은 드렸죠. 이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게 실제도 배당을 할지말지는 저희가 좀 총회에서, 만약에 저희가 진짜 어렵다고 

그러면 옛날처럼 합시다, 라고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래도 저희는 배당 

받겠다 그러시면 저희는 배제를 해서라도 배당을 드려야 하는 거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원들의 배당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질 것이

며 에너지협동조합의 수익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신규 회원 출자는 물

론 에너지협동조합 존립 자체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절 학교에너지협동조합의 의의

1. 에코스쿨 논의 확장의 필요성

앞서 학교가 교육의 공간이자 에너지 생산의 공간으로서 기능하게 되면 

‘에코스쿨(Eco-schcool)’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고 하였다. 여태까지의 

학문적 논의를 살펴보면 에코스쿨은 친환경 건축 등 물리적 실천을 기반으

로 하는 학교를 지칭한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에코스쿨은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학교

(Sustainable School), 그린스쿨(Green School), 생태학교, 환경 친화형 학교

라고도 한다. Eco는 고대 라틴어의 oeco-와 그리스어의 oiko-에서 유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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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사로서 ‘집’, ‘환경’, 형용사로서는 ‘생태적’, ‘환경적’이라는 의미이다.

에코스쿨은 주로 학교 시설과 건축의 측면에서 논의되어 온 개념이다. 가

장 처음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은 일본 문부성의 ‘환경을 고려한 학교시설(에

코스쿨)의 정비에 대하여’라는 보고서이다. 학교 시설 자체의 건축적 요소와 

운영, 교육에 관한 요소가 조합된 전체의 시설을 지칭하고 있다. 에코스쿨

은 자원을 재활용하고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여 학교의 환경을 조성하고 운

영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으며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태계를 보

호한다. 나아가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교육적 

역할을 수행한다(강은주, 2007).

미래의 환경 교육은 단순한 교과 지식의 습득이나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가치 형성을 위한 행동 교육으로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교육 내용은 환경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내용과 

에너지 절감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전체적으로 규합할 수 있는 간접적

인 모든 내용까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에코스쿨은 물리적 지속성을 가진 

친환경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다양한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

며 효과적인 환경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박상영, 

2010).

즉, 그동안 에코스쿨에 대한 논의가 물리적인 친환경 시설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다면 앞으로는 학교 안에 구성원들의 의식을 친환경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에너지협동조합 방식으로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과 비에너지

협동조합 방식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에너지협동조

합 방식에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교사들의 추진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비에

너지협동조합 방식으로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기존 에코스쿨 

학교라는 ‘장소’
+ 교육 행위의 ‘실천’ 

+ 태양광 설비 설치 ‘실천’
→

교육의 ‘공간’이자 

에너지 생산의 ‘공간’
≒ 에코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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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라면 에너지협동조합 방식으로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교사들의 추진 의지’라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 일어난 

확장된 개념의 에코스쿨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구성원들의 참여’와 ‘교사들의 추진 의지’라는 사회적 상호 작

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에너지 시민성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성원들의 의식을 친환경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 수행이 에코

스쿨 개념 확장의 핵심이라면 학교에너지협동조합의 추진 과정은 그 교육 

프로그램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혁신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

혁신학교는 2009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하여 서울 등 6개 진보교육감 

지역에 확산된 공교육 형태이다. 서울은 2011년 29개로 출발하여 현재 총 

67개의 혁신학교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456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마다 

혁신학교(경기), 서울형혁신학교(서울), 빛고을혁신학교(광주), 무지개학교(전

남), 행복더하기학교(강원) 등 명칭은 다양하나 지역을 막론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구축과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혁신학교의 

공통점이다. 혁신학교의 특징으로는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상향적 

개혁을 지향하며 특정한 분야나 주제에 국한된 실험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한국 교육의 문제는 경쟁 중심의 교

육과 정책이다. 협력을 중시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교육적 시도들이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학부모-상원초’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대부분의 혁신학교

에서는 학생 교육활동 외에도 학부모를 교육의 실질적인 주체로 인식한다. 

학부모 동아리 활성화나 생활협약 등을 통해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한 적극

적인 노력을 하며 학교교육에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혁

신학교의 목표 중 하나는 학부모를 학교교육을 위한 동원 대상에서 학교교

육의 주체로 바꿔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강민정, 2013). 또한 교사들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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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교육과정 및 운영에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로 인해 

교육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신감과 보람을 되찾고 있다. ‘교사-

삼각산고’의 경우 기후변화 범교과 프로젝트를 위해 그동안 공립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환경 관련 교육들을 실현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혁신학교의 목표 중 하나는 지역사회와 협동하는 것이다(양병찬, 2014). 

Olsen(1953)은 학습은 지역사회에서 비로소 생기를 갖게 된다고 하였으며 

학교는 본래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해, 지역사회를 위해, 지역사회가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

를 맺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Longworth, 2003). 학교

가 지역사회 공동체와 협력한다는 것은 학교와 학생,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과 함께 지역을 위해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Sanders,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학교

에너지협동조합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시키는 데 한 사례가 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

에너지 소비자들이 에너지 생산자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에너지 시민성

을 학습하는 과정에 학교와 연계된 에너지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협동을 끌어내고 에너지 시민성 함양에 시너지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산업화 이후 대부분의 지역들이 급격하게 과소화 내지 과밀화되면서 지역의 

커뮤니티가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의 교육력도 약화되어가고 있다. 더

욱이 학교는 공교육이라는 범위 안에서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교육권

은 학교와 교사에게만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면서 지역과의 관계 형성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학교에너지협동조합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게 되는 지역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

하고 학부모 등 지역 주민들을 교육 주체화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에너지협동조합과 에너지 시민성

에너지 시민성은 현재 지구상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들이 ‘적극적인 

시민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에너지 소비자’에 머무는 것을 비판하면서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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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생산자’로 변화할 것(House of Commons Trade and Industry 

Committee, 2007)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Devine-Wright(2007)는 에너지 

시민성을 ‘대중이 에너지 시스템 전개 과정에서 단지 수동적인 소비자에 그

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해관계자로 등장하여 기후변화와 같

은 에너지 소비의 결과에 대한 책임 의식과 입지 선정 등과 관련된 환경적 

형평성과 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차원에서의 재

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처럼 대안적인 에너지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 정의한

다. 그밖에 ‘에너지 관련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의 권리와 더불어 그러한 

참여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학습과 성찰을 하는 동

시에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에너지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인 관여의 의무

와 덕성을 강조하는 개념(홍덕화·이영희, 2014)’으로 정의 내려지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에너지 시민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에너지 생산자’, 

‘책임’, ‘행동’, ‘참여’, ‘실천’ 등의 단어를 중요하게 보았다. 이 연구는 관찰

한 학교 구성원들을 에너지 시민성 학습 여부와 참여 행동 여부에 따라 학

습기, 성숙기, 전파기로 나누었다. 학습기는 에너지 시민성에 대한 관찰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고, 성숙기는 학습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

라 참여하고 행동하고 있는 단계이며, 전파기는 참여를 통한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단계를 말한

다. 학교 구성원들 중 비조합원 학생들은 학습기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참여 

관찰을 통해 에너지 시민성을 학습하고 있었다. 조합원 학생들은 성숙기로 

학교 활동과 에너지협동조합에 참여하고 환경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진로에 

반영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부모는 전파기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에너지 

시민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학교에너지협동조합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는 크게 학교와 에너지협동조

합 두 곳이다. 학교 옥상은 남향이며 유휴 공간으로 서울시에 에너지협동조

합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태양광을 설치한 곳도 10여 곳이나 된다. 하지만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올릴 경우 에너지협동조합 방식

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학생조합원이사) 일단 태양광을 협동조합으로 하면 더 좋은 게 그냥 태양광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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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그거야, 저걸로 전기가 발전되는구나 하고 마는데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면 제

가 태양광 에너지 판으로 된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협동조합이 어쨌든 모두가 주

인인 형식으로 돌아가니까 좀 저도 그랬고 좀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

가 출자한 돈으로 저걸 세웠고 저거를 저기서 세워서 만들어진 전기가 매달 어떻게 

팔리고 있고 이런 걸 알면서.

에너지협동조합의 경우 부지 선정의 선택권이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알 수 있었듯이 에너지 시민성 성장에 있어 부지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삼

각산고등학교와 상원초등학교의 경우 에너지협동조합의 부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교육의 공간’이자 ‘에너지 생산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었고, 다시 

‘에너지 생산의 공간이라는 것을 교육하는 공간’이 될 수 있었다.

조사한 사례 외에 서울시에 발전 사업 중인 에너지협동조합의 부지는 종

교의 공간, 직업의 공간, 주차 공간 등이 있다. 이 중 노원구청주차장과 은

평공영차고지는 다른 공간들과 비교해 이질적이다. 주차장과 차고지는 스쳐

가는 매개의 공간이며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부재하고 익명성과 현재성만이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Auge ́(1995)는 일찍이 이러한 이질적인 공간

들을 포착하여 기존의 실천된 장소로서의 공간(de Certeau, 1984)을 ‘장소

(place)’와 ‘비장소(non-place)’로 세분하였다. 공항이나 대형쇼핑몰, 멀티플

장소 도식 Auge ́(1995)

삼각산고등학교

한신대학교

상원초등학교

‘장소’ + 교육 행위의 ‘실천’ →
교육의 

‘공간’

인간적인 장소

(anthropological 

place)

가락교당

송천교당

홍제교당

‘장소’ + 종교 행위의 ‘실천’ →
종교의 

‘공간’

서울시품질시험소 ‘장소’ + 업무 행위의 ‘실천’ →
직업의 

‘공간’

노원구청주차장

은평공영차고지
‘장소’ + 주차 행위의 ‘실천’ → 

주차 

‘공간’

비장소

(non-place)

<표 12> 태양광 설치 장소들의 장소와 비장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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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영화관과 같은 장소들은 이용하는 사람들 간에 관계와 역사성, 고유한 

정체성 등이 부재하며 이것들을 인간적인 장소(anthropological place)가 될 

수 없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비장소라 부를 것을 제안한다(정헌목, 2013). 

따라서 태양광 설치 부지가 비장소인 경우 에너지협동조합 방식이라 하더라

도 태양광 설치 과정 또는 이후에 기존 장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일어나기 힘들다(<표 12>).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협동조합은 경제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부지 선

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기존 연구(윤순진·심혜영, 

2015)에서 제시한 제도적 한계를 정책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에너지협

동조합이 학교로 부지 선정을 할 경우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원들

에게 에너지 시민성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학교 옥상은 남향이

고 유휴 공간이며 조합원 모집의 측면에서 유리하고 교육 목적으로도 바람

직하다. 학교에너지협동조합은 미래 세대를 위한 학교의 환경 교육과 에너

지협동조합의 부지 마련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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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요약

에너지 소비자의 역할에만 익숙했던 현대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2011년 9월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으며 에너지 생산자로서의 책임을 인식

하게 되었다. 사회는 복잡하고 유동적이나 사회구성원 한 명이 자신의 사회

적 책임을 제대로 자각하는 일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잠재적인 힘이 될 

수 있다. 학교는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교육시키는 교육의 공간으로서 의미

와 파급력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와 에너지협동조합을 연계한 학교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관찰되는 에너지 시민성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학교에너지협동조합을 둘러싼 학교 구성원들을 심층면접한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교에너지협동조합을 둘러싼 학교 구성원

들에게서 학습기, 성숙기, 전파기의 에너지 시민성이 관찰되었다. 학습기의 

<그림 4>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에너지 시민성 단계와 영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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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민성을 지닌 학생들의 경우 참여 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학교와 주

변 사람들을 통해 에너지 시민성을 학습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에너지 시민

성은 향후 성숙기나 전파기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성숙기의 에너지 시민성을 지닌 학생들은 학습은 물론 참여 

활동을 통해 스스로가 크게 변화하고 개인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 단계의 에너지 시민성이 성장하면 전파기 에너지 

시민성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 전파기의 에너지 시민성을 지닌 학생들은 

학습되고 성숙된 개인으로서 교육이나 가사를 통해 주변 인물들에게 파급력

을 가진 존재였다. 특히 전파기의 에너지 시민성을 통해 에너지 시민성 학

습에는 질적인 측면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발견하고 

확인한 에너지 시민성의 단계와 영향 여부를 요약하면 <그림 4>와 같다.

둘째, 학교의 자율성과 적극성, 에너지협동조합의 경제적 건전성의 보장 

여부가 향후 학교에너지협동조합 추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학교에너지협동조합 추진은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한결같이 삼각산고등학교와 상원초등학교 

두 사례 모두 혁신학교라서 학교에너지협동조합 추진이 가능했다고 구술하

고 있었다.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따로 담당 교사를 두는 일과 학교 구성원

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들

은 배당에 큰 기대가 없이 참여했다고 하였으며 에너지협동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배당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하였

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되지 않으면 에너지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의 공간에서 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학교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과정

에 있어 협동조합 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

고 이를 의미 있는 과정으로 기대한다는 뜻이다. 이 연구를 통해 학생과 학

부모가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진 주체가 되는 경험이 이들에

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학교에너지협동조합은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시설의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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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차원에 머물렀던 에코스쿨을 넘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에코스쿨

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삼각산고등학교의 경우 에너지협동조합 

설치의 바탕이 된 기후변화 범교과 프로젝트 수업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학교 공간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면 학

교의 교육 대상은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포함해 더 

멀리까지 확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삼각산고등학교의 견학 프로그램과 상

원초등학교의 인근 학교 초청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그 사례다.

이 연구는 에너지 소비자들이 에너지 생산자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에

너지 시민성을 학습하는 과정에 학교와 연계된 에너지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

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 세대가 취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형성하는 데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에너지협동조합 사업이 이제 막 시작하

여 첫걸음을 내딛는 이 시점에 향후 관련 연구들이 축적되는 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이 연구의 한계를 몇 가지 지적하자면 첫째, 특수한 사례로 한정하여 특

정 인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

다. 이는 심층면접이 가진 한계이기도 한데 연구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양

적인 조사까지 곁들여진다면 일반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향후 환경 교육 프로그램 체험 여부에 따라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시민성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시민성이 여전히 정립 단계에 있는 개념이라는 점도 이 연

구가 가진 태생적 한계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에너지 시민성을 ‘현

재 지구상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들이 수동적인 에너지 소비자에 머무

는 것에서 적극적인 시민이자 에너지 생산자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였다. 또한 에너지 시민성이 성장하는 품성이라고 생각하여 연구 참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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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관찰된 에너지 시민성을 학습기, 성숙기, 전파기로 분류하였다. 하

지만 이는 학교에너지협동조합 사례에서 관찰된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추가 연구나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에너지 시민성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성장하고 성

숙해 가는지에 대해 더욱 많은 질적ㆍ양적 연구가 수행된다면 에너지 시민

성 개념이 의미 있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그 사례에서 겪은 시행착오로 인한 깨달음을 다음 

사례에서 더욱 현명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에너지 시민성과 관련

하여 여러 논문들과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연구가 그 사이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현 세대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취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자리 

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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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mation and Growth of Energy 

Citizenship Perceived by School 

Energy Cooperative

: Centering on Samgaksan High School and 

Sangwon Elementary School

Suyeon Yang

Environmental Management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was events like the nuclear disaster in Fukushima, Seoul’s 

large-scale blackouts, and the social frustration regarding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towers in Miryang that brought about the momentum, 

especially in the metropolitan area, for the people to take interest in the 

Citizen’s Solar Power program and energy independence. Until now, the 

renewable energy movements were of local feat, its con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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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ed within the boundaries of regional community. Renewable 

Energy Source Cooperative(RESCoop) is one of more concrete forms of 

community energy system. Gradually in Europe, these cooperatives are 

making progress toward energy independence. Sinc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n 2012, about 40 energy 

cooperatives have been organized in Korea, and a portion of them are 

already involved in the power industry, fully equipped with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s such, the city of Seoul is expanding 

comprehensive programs favorable for the industry such as advanced 

renewable tariff and controlled land lease prices for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nd since 2012, running innovation schools across 

Seoul. Seoul innovation schools aims for autonomy for teachers, 

independence for students, and open participation of parents. Both as 

innovation schools, Samgaksan High School and Sangwon Elementary 

School installed solar power facilities on their rooftops in 2013 and 

2014, respectively, corresponding to the instructions put forth by 

RESCoop.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made by the constituents of schools 

in terms of energy citizenship. Until now, researches conducted by 

RESCoop mostly involved reviewing for systematic sustainability or 

reiterated overseas cases. Unlike before,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find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ntribution of RESCoop and 

the formation and growth of energy citizenship.

  Incorporating ‘actions’ of men to a ‘place’ grants significant 

implications to that place, and ultimately, a ‘place’ becomes a ‘space’. It 

is argued that a place is relatively fixed whereas a space is liquid 

conditional on the actions of men. The schools now with solar panels 

expanded their meaning from ‘space of education’ to ‘space of energy 

production’. Also, participation of school members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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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and energy education ensue, realizing social actions that 

before did not exist in schools. This research observed the changes in 

energy citizenship of the members of the schools as they acquired and 

cultivated the aspects of energy consumption. The stages of growth of 

energy citizenship observed in the interviewees could be classified into 

learning, maturity, and propagation. Learning stage is composed of 

observation and learning of energy citizenship, maturity stage involves 

inspiration from and participation in energy citizenship and propagation 

stage entails not only active participation but the grasp of ripple effect 

in informing others of energy citizenship. Of the members of the 

schools, nonmember students were studying energy citizenship through 

non-voluntary participant observations. Member students assimilated the 

heightened interest in environment and energy in their academic 

curriculum. Teachers and parents were participating in the formation of 

energy citizenship through education.

  The implications of School Energy Cooperative are three-fold. The 

first is the need of extended discussion for Eco-Schools certification. If 

the discussions regarding Eco-Schools up to now were oriented on the 

physical environmentally-friendly facilities, it must now focus on 

changing the awareness of the schools’ constituents through including 

educational courses on the subjects. If successful performance of 

educational programs that may restructure the environmental awareness 

of the members is the core of extended discussion for Eco-Schools 

certification, then the support of School Energy Cooperative and their 

programs can be part of that educational programs. The second is 

solidarity between innovation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The 

education programs presented by innovation schools not only try to 

insist on cooperation and improve sense of community, but also aim to 

cooperate with local communities. Learning is more animated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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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local community, and schools are owned by the local citizens 

as they were established by local community for local community and 

for the need of local community. This research revealed that it can be 

a case study for School Energy Cooperative to connect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The third is School Energy Cooperative cultivates the 

energy citizenship of the members of the school. The subjects of 

in-depth interviews replied positively to the installations of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y, that they increased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Samgaksan High School and Sangwon Elementary School were able to 

be both ‘space of education’ and ‘space of energy production’, because 

they were selected as RESCoop sites, and become a ‘space that educates 

that the space is a space of energy production’. The School Energy 

Cooperative could become a system that concurrently achieves both 

goals of environmental education for future generation and acquiring 

land for RESCoop.

keywords : Renewable Energy Source Cooperative, RESCoop, School 

Energy Cooperative, Energy Citizenship, Eco-Schools, Innovation 

Schools

Student Number : 2013-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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