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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에너지 자립마을이 정착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행위

자들의 참여와 협상, 그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되

고, 상호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는 협력적 과정이 필요하다. 즉 에너지 자

립마을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으로 협력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 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이 무

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협력네트워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에서 시도되

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중에서 주민 주도성이 높으며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을 가장 오랫동안 진행해 온 성대골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연구를 수

행하였다.

에너지 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 분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보다

앞서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시도하고 경험을 쌓아온 해외 사례, 오스트리아

귀씽과 무레크, 독일 윤데, 영국 토트네스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1)

다양한 행위자, 2) 공감대 형성과 공동의 목표, 3) 지속적인 교육 및 상호

학습, 4)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5) 이익과 보상을 에너지 자립마을 협력네

트워크의 활성화 요인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이 다섯 가지 활성화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의 네트워크 상태를 파악하고, 협력네트워크로 발전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지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양한 행위자’와 ‘지속적인 교육 및

상호학습’이 성대골의 협력네트워크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는 미흡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행위자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을 거점이 있었다는 점과

마을 대표의 자원동원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속적인 교육 및 상호

학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이 시작되기 이전에

마을 내에 결속력이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고, 교육자와 학습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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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상호 소통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성대골의 의사소통은 마을 대표가 중심이 되어 하향식으로 이

루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보 공개가 불충분했고 바로 이러한 소통

방식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졌다.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형

지역 에너지 체제의 형성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민주성을 회복하

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대골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공

동체를 회복하고, 민주적 감각을 키워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011년 성대골 절전소를 시작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까지 성

대골은 에너지 자립마을에 필요한 협력네트워크 기반을 다지는 시기를 보

냈다. 그동안 성대골의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의 초점이 핵심 마을 활동

가 양성과 외부 자원 동원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마을 내부의 협

력네트워크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소통구조를 상향식

으로 민주화하면서 새로운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주민

조직 체계를 갖추는 등 마을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 에너지 자립마을, 성대골,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

학 번 : 2012-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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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차

에너지 소비량은 210백만TOE로 1990년 대비 2.8배 증가하였고, 같

은 해 전력 소비는 475TWh로 1990년 대비 5배 증가하였다. 2012년

한국의 최종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10위이고, 에너지 연소에 의한

CO2 배출량은 593MtCO2로 세계 7위이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소비 지향적이 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

어 도시의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높은 반면 에너지 자립률은 매우

낮다. 전국 인구의 약 20%가 거주하는 서울시의 경우 전력 자립률

은 4%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서울특별시, 2015).

계속해서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규모 에너

지 생산 체제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화석연료와 우라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대규모 에너지 생산 체제는 사회적으로 큰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서 배출되

는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체르노빌과 후쿠시

마 원전 사고에서 보았듯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역시 담보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 국내적으로도 대규모 중앙집중식 에너지 체제로 인

한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밀양에서는 765kV 고압 송전탑 건설로

인해 수년 간 주민과 한전의 첨예한 대립이 있어왔고, 2011년 9월 15

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갑작스러운 순환정전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국내 원전의 잦은 고장 및 원전부품 납품 비리 문제가

제기되었다(김진이 외, 2011; 윤순진, 2014; 하상군, 2014).

대규모 중앙집중식 에너지체제로 인한 환경적 영향, 사회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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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안전 문제 등이 불거짐으로써 에너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

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1987년 영광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보상운동으로 시작된 반핵운동은 1990년대 이후로도 원자력발

전소 건설 반대와 방사성 폐기물 문제, 송전탑 건설 반대를 중심으

로 계속해서 전개되었다(구도완, 2012). 원자력발전소 시설이 위치

한 지역의 주민과 환경단체에 국한되어 있던 반핵운동은 2011년 후

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위험성이 널리 인

식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 더 폭 넓게 확산되었다(윤순진, 2014).

2000년대에 들어서는 원자력발전 반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원

자력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에너

지를 생산하는 시민발전소,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 생산 자체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운동 지형에 ‘에너지 전환 운

동’이 새롭게 등장하였다(구도완, 2012; 홍덕화·이영희, 2014; 윤순

진, 2014).

에너지 전환 운동 중에서도 에너지 자립마을은 생활 속에서 에

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소비 지향적 생활 방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자립도를 높

여간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 자립마

을은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 주민 주도, 관 주도, 민관 협력 유형으

로 나눌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마을은 농촌 지역인 부안 등용마을에서 주

민주도로 처음 시도되었고, 이명박 정부 당시 녹색성장을 기조로 하

여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이 추진되

었다. 2012년에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민관협력

형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서울시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

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이 시도됨에 따라 에너지 자립마을의 성공 요

인과 저탄소 녹색마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가 여러 차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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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 그러나 도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

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도시에서 시도된 에너지 자립마을이 지속가능한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에너지 자립마을의 구성요소에는 인적 자

원, 사회적 자원, 생태적 자원, 기술적 자원, 제도적 자원이 있다(이

유진, 2014). 에너지 자립마을은 마을 안에서 마을 사람들의 상호작

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마을의 지속성을 위

한 기반을 잘 다지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도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박진희(2009)와 이유진

(2014)의 해외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 검토에 의하면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동을 바탕으로 할 때 에너지 자

립마을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반면, 정부 주도로 추진한 저탄소

녹색마을은 대상 마을의 주민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의 필요성과 에

너지 자립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업 진행에

많은 차질을 겪었다(고재경·주정현, 2011).

에너지 자립마을을 효과적으로 정착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협상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

고, 상호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는 협력적 과정이 필요하다. 즉 에너

지 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개인화가 심화되어 있는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

하며 공공선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협력 관계

가 중요하다. 따라서 도시에서 시도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의 협

력네트워크를 연구하기 위해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서 가

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온 성대골을 사례로 하여 에너지 자립마

을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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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너지 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의 네트워크가 더 협력적으로 발전하기 위

해 개선되어야 할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2012년 서울시에서 민관협력형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을

시작함으로써 2014년까지 총 15개 마을에서 도시형 에너지 자립마

을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서

울시 조례에 명시된 마을공동체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최대 3년

까지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

는 선정되었던 마을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을 이어나

가야 하기 때문에, 마을 내에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을 지속해 나가

고자 하는 힘과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례연구 대상

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에 있어 주민주도 역량이 높은 마을

이 적절하다. 또한, 이 연구는 도시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협력 네

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협력네트워크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개선 지점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조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할 필

요가 있다. 네트워크는 단시간에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에너지 자

립마을의 역사가 오래된 마을일수록 연구 관심에 더 부합한다. 즉,

연구 대상지는 주민 주도성이 높으며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을 가

장 오래 진행해 온 마을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이 기준에 의해 2014년까지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15개 마을 중, 2012년부터 3년 이상 활동을 진행해 온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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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골, 금천구 새재미 마을, 강동구 십자성 마을, 성북구 돋을별

마을, 강동구 둔촌한솔솔, 도봉구 방학우성 2차 아파트 6개 마을

중에서도 주민 주도성이 높은 성대골을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성대골은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에너지 절약운동을 시작하여 마을 내에 에너지 운동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을 진행하면서는

적정기술 워크숍, 단열공사, 에너지교육, 이동하는 에너지카, 에너

지슈퍼마켙1)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다양한 행위자들과

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협력네트워크의 기본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였다. 또한, 2014년을 마지막으로 사업 지원이 종료된 후

에도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이

어지고 있다. 에너지절약운동을 시작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이어 햇빛발전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 4년 여간 여러

활동이 진행되면서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에 성대골은 협력네트워크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어

느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 지점을 밝혀낼 수 있는 적합한 대

상이다.

이 연구는 에너지 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을 확인

하고 협력네트워크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대

골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이다. 사례 연구는 실생활에서 벌어지

는 현재의 현상을 조사하는 실증적인 연구로 복잡한 현실 세계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연구이다. 즉, 현실 세계의 사건들에 대해 전

체적이고 의미 있는 특징들을 담아내는 것이 가능한 연구 방법이다

(Yin, 2003). 이 연구는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의 네트워크에 협력

을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성대골의 협력네트워크는 어느 단계

에 와 있는지, 앞으로 더 활발한 협력네트워크를 발전시키기 위해

1) 마을기업 상호에 슈퍼마켙 ‘ㅅ’을 대신하여 에너지의 ‘E’를 넣음으로써 에너지

자립에 대한 성대골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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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

기 위해 분석기준으로 국내보다 앞서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시도하

고 경험을 쌓아온 해외의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에서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을 도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헌조사와 심층면

접을 통해 현재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의 네트워크 현황과 개선

지점을 조사하였다.

심층면접에 앞서,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 개요와 관련

행위자를 파악하고자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문헌자료로는 성대골

사람들과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담당부서에서 발행한 자료집, 성

대골 관련 기사, 에너지 자립마을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였다. 심층

면접은 일대일 심층면접으로 2015년 4월 3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진행하고, 대상자당 60∼90분 정도 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

부분의 사례연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면접은 사례연구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핵심적인 자료원이

될 수 있다. “면접은 특정 대상자의 눈을 통해 해석되고 보고되는

것이며, 관련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만이 그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Yin, 2003).

따라서 면접 대상자로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인 마을 대표, 마을 활동가, 환경단체 담당자, 서울시 및

동작구 공무원, 적정기술 업체 대표 9명을 정하였다. 마을 내부 행

위자 중 면접 대상자로는 성대골의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 과정을

가장 상세하게 알고 있는 마을 대표와 성대골 절전소가 시작될 때

부터 운동에 참여해 온 활동가와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를 선정하였다. 마을 외부 행위자들 중에는

성대골이 에너지 전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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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인 녹색연합 담당자와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으로 제도

적 지원을 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담당 과장과 주무관, 동작구에

서 성대골과 가장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주민생활복지국 맑은

환경과의 주무관, 성대골의 재생가능에너지 설치로 관계를 맺게 된

미니태양광 업체인 마이크로발전소 대표와 적정기술 업체인 마을기

술센터 핸즈 대표를 면접 대상자로 선정하였다([표 1] 참조).

대상자 성별 소속 기타

성대골 대표 여 성대골 주민
성대골에 에너지

관련 활동 추진

성대골 A 활동가 여 성대골 주민

성대골

절전소에서부터

참여, 중간에 활동

중단하였다가

다시 활동 참여

성대골 B 활동가 여 성대골 주민

성대골절전소에서

부터 현재까지

지속 참여

서울시 과장 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총괄

서울시 주무관 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담당

동작구 주무관 남

동작구

주민생활복지국

맑은환경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담당

[표 1] 피면접자 기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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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대골 에

너지 자립마을의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별 분석을 통해 성대골의 협력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요인과 개

선되어야 하는 지점을 살펴본다.

환경단체 담당자 여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미니태양광 업체

대표이사
남 (주)마이크로발전소

성대골에

미니태양광 설치

적정기술 업체

대표
남

마을기술센터

핸즈

성대골에 태양열

온풍기 설치,

국사봉 중학교

수업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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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고찰

1. 이론적 논의

1) 에너지 전환으로서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 전환은 대규모 중앙집중식 에너지 체제에서 재생가능에너

지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분산적 에너지 체제로의 변환을 의미한다

(Lovins, 1976; 김종달, 1992; 이필렬, 1999, 2003; 윤순진, 2003). 로빈

스(Lovins, 1976)는 기존의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체제와 대규모 에너

지 생산에 의한 소비구조를 유지한 채 에너지원만을 변화시켜서는 에

너지체제의 전환을 달성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연성에너지경로(soft

energy path2))를 제안하였다.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에 대한 전환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유통을 둘

러싸고 형성되어 있는 사회 제반 구조와 제도 및 사회관계의 차원에

서 접근하여 에너지가 정치·경제·사회·환경적 맥락에 어떻게 결부되

어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Winner, 1982; 윤순진, 2003에서 재인용).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며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을 연구하는 전환

연구(transition studies)에서도 사회와 기술의 동시적인 구성을 주장

한다. “시스템 전환의 동학에 초점을 두는 전환연구는 급진적인 기

2) 연성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와 목적 및 용도에 맞는

에너지원을 일컫는다. 연성에너지경로는 이러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양적

성장보다는 에너지 소비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중시하여 에너지의 최

종용도(end-use)에 관심을 두면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양질의 재생에너지원

의 신속한 개발, 화석연료 기술 개선으로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에너지 이용방식을 말한다(Lovins, 1976). 로빈스의 에너지전환 개념은 경성에너

지인 화석연료와 핵발전으로부터 연성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만의

전환만이 아니라, 이와 연결되고 따로 분리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

소들도 동시에 변화하고 재배열되는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incalsystem)의

전환을 의미한다(Morrison & Lodwick,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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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혁신뿐만 아니라 거시 정치적 변화나 저변의 문화적 가치 변화

와 같은 기술 외부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사회 기술적 제반 환경에

서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가능하다”(Geels, 2004; 박진희, 2008에서

재인용)는 것이다. 이 이론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에 적용하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도입뿐만 아니라, 재생가능

에너지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제도와

정책,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변화 등을 아우

르는 사회·기술 레짐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비롯된 지역에

너지와 공동체에너지는 사회와 기술의 동시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적합한 사회

적 구조를 형성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1990년대에 유럽을 중

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동체,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수요관리

와 생산 활동 참여를 중시하는 지역에너지와 공동체에너지 논의가

전개되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EU는 유럽 전역

에 400여 개의 지역에너지 기관(Local and Regional Energy

Agencies)을 구축해 지역의 에너지 생산에 관한 정보와 기술을 공

유하고 있다(이유진, 2014). 영국은 2002년에 지역국(Country

Agency)에 ‘공동체 재생에너지 주도부서(Community Renewable

Initiative)’가 설립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역공동체 기반 에너지 확

산 정책을 펼치고 있고, 독일의 경우도 2007년부터 지역 자치구 단

위에서 재생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청 주도로 100% 에너

지 자립마을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박진희, 2009).

지역에너지는 지역 수준에서 정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서부

터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에너지 체제이다(김종달, 1992; 이필렬, 2003; 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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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2003; 이유진, 2013). 지역에너지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중앙집중식 에너지 체제가 야기할 수 있

는 환경적·사회적 외부효과와 에너지 외부 의존으로 인한 지역 경제

의 유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방

안을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결정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에너

지에 대한 이해와 통제력을 높이고 에너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

일 수 있다(윤순진, 2003; 박진희, 2009).

공동체에너지도 지역에너지와 유사하게 환경적·경제적 측면을 고

려한다. 그러나 “지역에너지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분산성을 강

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이라는 물리적·사회적 공간에 초점을 맞춘

다면, 공동체에너지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전환 실험의 주

체·행위자와 관련된 여러 측면에 더욱 집중하고, 공동체 정신 회복이

라는 사회적 효과를 지향한다”(이정필·한재각, 2014). 워커와 드바인

라이트(Walker & Devine Wright, 2008)에 의하면 공동체 에너지는

과정과 결과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과정’의 차원에서는 재생에

너지 개발 과정의 개방성과 주민 참여성을, ‘결과’의 차원에서는 개발

성과(이익)의 향유 대상에 관해 중점을 둔다(이정필·한재각, 2014).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에너지

전환을 구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에너지 자립마을에 관한 정의를 보면 “지역에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

지 효율 향상을 전제로 에너지 정책을 만들고,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분산형으로 전환해 지역주민들이 에너지 생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

이는 마을(이인희, 2011)”로 지역에너지 개념에 가깝게 정의된다. 반

면, 서울형 에너지 자립마을 정의에서는 도시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100%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

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 단위의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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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고 마을의 자립도를 높이는 마을”(서울시, 2015)로 마을 공동

체에 기반 한 주민들의 실천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공동체에너

지 이론에 더 가까운 정의이다.

지역에너지와 공동체에너지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한 1990년대

전후로 오스트리아 무레크, 귀씽, 독일 윤데, 일본 오가와마찌 등 유

럽과 일본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해외의 에

너지 자립마을이 대안적인 에너지 실험으로 소개되면서 한국에서도

마을단위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처음

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시도한 곳은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에 위

치한 등용마을이다. 부안 방폐장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마을 주민들

은 원자력발전의 위험에 대한 대안을 마을에서부터 찾기 위해 2005

년부터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드는 운동을 전개해 왔다. 등용마을은

약 50명(30가구)이 사는 작은 농촌 마을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에

너지 생산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 태양열 온수기와 난방, 지역 냉난

방 시스템, 바이오펠릿(나무펠릿) 보일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등용

마을을 시작으로 하여 파머컬쳐를 지향하는 민들레공동체의 경남

산청 갈전마을, 기후변화 교육을 받은 마을 지도자가 주도하는 전북

임실 중금마을, 지방의제 21이 주도하는 ‘화석연료 안 쓰는 섬’ 통영

연대도 등 전국에서 민가 주도의 다양한 에너지 자립마을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이유진, 2014; 고재경·주정현, 2014).

정부 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도 추진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

부는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마을’ 계획을 수립하였

다. 저탄소 녹색마을은 중앙정부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로 농촌에

서 발생하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마을 단위로 이용하여 2020년

까지 마을의 에너지 자립도를 40∼5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상

정하였다. 이를 위해 마을별로 50여억 원을 투자하여 당초 10개 시

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2020년까지 600개의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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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이인희, 2011). 그러나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사업진행, 성과 위주의 단기적 사업, 부처 간 사업의 중복, 소수 지

역에 과다한 예산 투입, 하드웨어 위주의 투자, 소프트웨어 및 통합

적 지원 체계의 부재,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관한 정보와 신뢰성 부

족, 주민참여 미흡으로 인한 갈등 표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

면서 시범사업 단계에서 사업 포기, 대상지 변경, 주민 간 갈등 등

으로 인해 조성 중이던 6개 마을을 끝으로 2012년 시범사업이 종료

되었다(이인희, 2011; 고재경·주정현, 2014). 현재는 환경부, 행정안전

부, 농식품부, 산림청 등 4개 부처가 각각 추진하던 사업을 환경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3∼2020년까지 40개 마을 조성을 목

표로 하고 있다. 2013년 홍천군 소매곡리 마을이 추가되어 현재 7개

마을이 조성 중이며, 2014년에는 ‘환경에너지마을’로 사업 명칭이 변

경되었다(고재경·주정현, 2014).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2012년에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으

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다. 박원순 시장은 2011

년 서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려 원전1기에 해당하는

200만 TOE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발표하였다(서울특별시, 2012a). 이를 위해 서울시는 마을 단위로 주

민들이 자발적인 절약·실천 활동을 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

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민관협력형인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활동을 실천하고 시에서는 마을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한다. 구체

적으로는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결합하여 자립 목표를 50%로

설정하고 있다(진상현, 2014). 사업 첫해인 2012년에는 7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2013년에는 4개 마을이 추가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

는 1개 마을을 제외하고 5개 마을이 추가되면서 총 15개 마을(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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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8개소, 공동주택형 7개소)이 서울시의 지원으로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성대골과 새재미마을은 2012년부

터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추진되었다(서울특별시, 2015).

아직까지 에너지 자립마을이 초기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개선되

어야 할 점이 많지만, “에너지 자립마을은 경성에너지 체제를 구축

해온 한국 사회가 지속가능한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체제인 연성에

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전환실험’지로, 마을단위의 실험은

전환을 위한 틈새를 만들어 낼 수 있다(이유진, 2014)”는 점에 의의

가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마을이라는 공간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

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에너

지전환을 지향하는 실험들을 시도한다. 마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

이기 위해 생태적 자원을 조사하고 기술적 자원을 도입하기에 앞서

에너지 사용 규모와 생산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의 전환에서부

터 에너지 전환은 시작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두는 지역

에너지 체제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지역에 들어선다고 해서 저절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설비가 들어와도 화석에너지 소비에 익

숙한 지역 주민이 외면하면, 재생에너지 체제 구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박진희, 2009).” 즉, 에너지 자립마을에서는 누구보다도 마을 주

민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에너지 자립마을은 주민들의 삶터인 ‘마을’이라는 공간에

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마을

은 지역 단위의 공동체로 한 지역에 모여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의

미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산업화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를 해체

하면서 도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 만들기는 도시화

과정에서 해체된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환경 위기의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었고, 지속가능한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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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바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자립마을

의 목표는 단순히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도

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공유

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마을 만들기는 삶 터 가꾸기로서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

어 마을공동체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이다(김은희 외,

2010; 여관현, 2013에서 재인용). 주민이 주체적으로 삶의 공간을 가

꾸는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마을 만들기는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

로 참여하는 주민을 육성하는 일 즉, 마을사람 만들기이기도 하다.

“마을 주민들이 이웃과 더불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

하고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으로, 민주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인 것이다”(정석, 1999; 여관현, 2013에서 재인용). 더욱이, 공동

체의 지속가능한 개선들은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발견했을 때 가능하다. “전문가들이나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서가 아니라 주민공동체 스스로가 주인이 되었을 때 힘 있는 행동들

이 나오고 이것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공동체의 개선과 변화의 이

유이다”(김종수, 2011). 따라서 에너지 자립마을은 마을 만들기의 일

환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에너지 전환 활동을 하는 마을 사람과

그러한 인식을 공유한 사람들의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2) 협력네트워크

다양한 행위자들로 연결된 관계망은 네트워크로 일컬어진다. 네

트워크는 조직 내 또는 조직 간에 작동하는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

인 유동적 상호작용 체계(Harris, 1999)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집단들 간의 연계유형이다(Stoker, 2000), 즉,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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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사람들로 구성된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들 간의 협력과 결합

에 의해 생산된 자원을 공통된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동원

하는 안정적·계속적인 관계망 또는 관계 구조”(Kennis and

Schneider, 1991; O'Toole Jr., 1997)이다. 네트워크의 유형은 중핵

기관(central agency)이 있는지에 따라 집권형, 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명환, 2006). [그림 1]에서와 같이 집권형 네트워

크는 특정 주체에 권력과 역할이 집중되는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고,

분권형 네트워크는 자원 의존적인 그룹 간에 평등하게 맺어진 수평

적 관계를 형성한다(오재록, 2006). 혼합형 네트워크는 집권형과 분권

형 두 유형을 결합한 형태의 네트워크로 각 주체는 모두 책임과 권한

이 평등하게 배분되어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다른 주체들을 통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체가 중심 조정자로서 네트워크의 안

정을 위한 협력과 조정, 관계유지 등의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구

조이다(Kaldis et al., 2007).

(그림 출처: 이재무 외, 2012)

네트워크의 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정 주체에 권력과

역할이 집중됨으로써 수직적 관계가 형성하는 집권형 네트워크보다

[그림 1]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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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여자들이 수평적 관계를 맺으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분권형 또는 분권형을 보완하는 혼합형 네트워크가

더 적절하다. 푸트남(Putnam, 1993)은 개인과 집단, 그리고 사회제

도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망으로 수직적 네트워

크보다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도출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웃 간의 모임, 협동조합과 같이

수평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민네트워크가 많아질수록 시민들이 상

호이익을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김종수, 2011). 즉

“다양한 사회적 영역을 가로지르는 시민네트워크는 더욱 넓은 범위

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사회교환 관계에 일관성을 확

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한 사회나 지역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다(신경희, 2003).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조직 간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협력

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 간의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방

식을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라고 한다. “1980년대

에 들어 정치학자들은 정부(government)와는 구별되는 의미로, 시민

사회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거버넌스(governance)’를 사용”하

게 되었다(Kjaer, 2004). 행정학적 접근의 거버넌스 모델에서는 행정

기구(관료)와 국민(시민) 사이의 관계를 수혜의 관계로 상정하는 것과

달리, 참여민주주의 모델에 기초하고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또는 네

트워크 거버넌스와 같은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에서는 시민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여 시민을 정부서비스에 대한 수동적 존재인 ‘소비자’에서

적극적 행위자인 ‘주인’으로 재정의한다(Lappe & Du Bois, 1994; 이

명석, 2002에서 재인용). 제솝(Jessop, 2000)은 거버넌스를 “시장과 정

부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한 시장, 사회, 시민사회 등 상호

의존적 행위주체 간의 수평적·협력적 조직”으로 본다. 또한, 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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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des, 1996)에 의하면 거버넌스는 “자기 조직적(self-organizing), 상

호구성적 네트워크(inter-organisation networks)”이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기존의 에너지 체제가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움직임이다.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고 지속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구이만(Kooiman, 1993)이 제시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핵심인

함께 방향잡기(co-steering), 함께 규제하기(co-regulation), 함께 안내

하기(co-guidance)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체제는 원자력발전을 비롯한 대규모 중앙집

중식 에너지 체제로 발전해 왔고, 기술과 지식,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임에 따라 에너지 정책의 결정은 중앙정부의 역할로만 여겨져

왔다. 수동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객체였던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중앙정부의 독점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에 문제를

제기하고, 에너지 정책 수립에 관한 정보공개와 정책 과정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 등을 요구하게 되었다. 더욱이 지역 분산적 에너지 체제

에서는 지역에 이용 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원이 무엇인지, 누가 생산

하고 누가 소비하는지 등에 따라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게 된

다. 중앙정부나 몇몇 전문가 또는 에너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에너

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체제인 것이다.

유럽의 경우 지역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 지자체 관계자

와 지역 기업이나 발전업자, 주민과 지역의 NGO 등 지역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박진희, 2009). 이렇듯 지역 분산적 에너지 체제에

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양한 상호작용

의 관계망이 형성된다. 상호작용이 많아질수록 논의하고 점검해야 할 사

안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지역 분산적 에너지에 형성된 관계망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형의 관계망이 적합한지, 관계들을 잘 조정

해 나갈 수 있는 기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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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고찰

에너지 자립마을에 관한 연구는 2005년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등

용마을의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실험을 시작으로 정부 주도형,

민관협력형 등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 자립마을이 시도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해외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를 통한 에너지 자립마을

의 구성요소와 성공·장애 요인을 진단하거나 중간조직 역할과 필요성,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에너지 자립마을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내의 에너지 자

립마을을 4가지 유형인 주민주도형, 행정 주도형, 조합형, 민관협력형으

로 구분하여 유형별 에너지 자립마을의 현황을 5가지 자원요소인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 생태 자원, 기술 자원, 제도적 자원을 중심으로 비

교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1)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 형성을 위한 단계적 정책 2) 지속가능한 운

영을 위한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 3) 기술자원에 대한 정보공개와 검

증 4) 중간지원그룹 등이 형성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이유진, 2014).

에너지 자립마을의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유럽을 중심으

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오스트리아 귀씽, 독일 윤데마을, 독일

마우엔하임의 지역 에너지 자립실험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실험들이

지역사회에 미친 효과와 성공 요인 등을 기준으로 부안 하서면의

에너지자립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

여와 협업을 주요 성공 요인으로 보았다. 특히, 실질적인 자립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관계자, 지역의 다양한 조직 등과의 협

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박진희, 2009).

지역발전모델로서 사회·생태적 자본의 측면에서 독일 윤데 마을

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본(초기자본)과 지역의 사회적 자본

(신뢰), 생태적 자본(숲)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였고, 이 과정에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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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제적 자본인 정부 보조금과 외부 사회적 자본인 정부 및 대학

과의 관계가 윤활유 역할을 함으로써 바람직한 경제, 사회, 생태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진상현, 2007).

에너지 자립마을의 중간조직 역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에

서는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너지 체제는 다양한 에

너지원과 지역 여건의 차이, 분산된 에너지시스템 등과 같이 복합적

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정책의 ‘학제간연구’에 주목

하였다. 김인숙 외(2013)은 독일 윤데 바이오에너지 마을을 사례로

한 연구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형성함에 있어 학제 간 융합연구와

전문가와 주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기관 운영과정

의 투명성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에너지 자립마을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연구 중에 중간지원조직

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개념을 제시하고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사

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도 있었다. 고재

경·주정현(2014)은 에너지 자립마을의 지역밀착형 중간지원조직 사례인

독일 100% 재생가능에너지 지역 사무국(IdE: Institute decentralised

Energy Technologies), 독일 튀링엔주 BIOBET(BIOenergie BEratung

THüringen), 오스트리아 귀씽의 유럽재생가능에너지센터(EEE: The

European Centre of Renewable Energies Gussing), 영국 전환마을 토트

네스(TTT: Transition Town Totnes)를 통해 유럽 에너지 자립마을 중간

지원조직들은 기본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

며, 지원 및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정·연계와 같은

네트워킹 기능도 활발함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들 중간지원조직의 경험과 비결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유사한 모델을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역사가 짧은 국내 상황에서는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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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별 프로그램을 성공시켜 적용가능

성을 보여주고 이를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언하였다.

지역주도의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

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내의 정부주도 저탄소 녹색마을의 실패 원

인을 살펴보고, 국내외 주민주도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를 살펴봄으로

써 에너지 전환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개별 지자체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하는 다섯 가지 성가배

분 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전환

마을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부처의 통합적

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지자체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마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지원그룹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정부 및 자문기관과 협력관계

를 유지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지원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마을 차원에서는 주민주도의 에너지 전환마을을 위

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통한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마을 내 지

도자의 양성과 역할 분담이 준비되어야 하며, 주민주도의 에너지 전

환마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자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였다(진상현, 2014).

우리나라에 에너지 자립마을이 시도된 지 10년 정도가 되었고,

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최근 5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농촌 마을에서

시도된 에너지 자립마을은 작은 실험에 그치지 않고 점차 전국 곳곳

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으로도 도입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인 서울에서 시도된 에너지 자립마을은 인구가 밀

집되어 있어 주민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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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다 생태자원이 부족한 조건에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예컨대, 도

시에서 사용하기 용이한 태양광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담장의 높이와

건물의 높이 등 도시의 공간적 특성에 의해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

과 이해, 협력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도시의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이 시작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현

재, 에너지 자립마을이 기반을 잘 다져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 자립마을

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성하는 요소를 개괄적

으로 알 수 있었고, 주민의 참여와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에너지 자

립마을의 성공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에너지 자립마을의 주

요 성공 요인인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천인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은 수십 년간

익숙해져 있던 기존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의 지역 에너지 체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해 나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 행위자들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과

이해 없이는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 생태적 자원과 기술적 자원을

적용하기 어렵다. 관련 행위자들의 협력 관계가 긴밀할 때, 에너지

자립마을에 필요한 생태적 자원과 기술적 자원의 도입이 더 용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연구되어 온 에너지 자

립마을의 구성요소와 성공 요인에서 더 나아가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시의 에너지 자립마을이 지속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이 연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도시의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

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이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

도록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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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 분석 기준

에너지 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에너지 자립마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해외

의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를 통해 분석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문

헌 자료를 통해 국내에 소개되거나 연구된 해외 에너지 자립마을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마을을 조사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연구에서 소개 및 연구 대상이 된 해외에너지 자립마

을은 대부분 유럽과 일본의 마을이었고, 10여 개 마을 중 오스트리

아 귀씽과 무레크, 독일 윤데, 영국 토트네스가 가장 많이 연구 사

례로 제시되었다.

마을 문헌 수

오스트리아 귀씽

고재경·주정현, 2014
김현우 외, 2010
박진희, 2009
이유진, 2009
이유진, 2010

5

오스트리아 그라츠 김현우 외, 2010 1

오스트리아 무레크

김현우 외, 2010
이유진, 2009
이유진, 2010
진상현, 2014

4

독일 마우엔하임 박진희, 2009 1

[표 2] 해외 에너지 자립마을 문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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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곳의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는 크게 주민 주도, 관 주도, 기관

주도로 나눌 수 있다. 오스트리아 귀씽은 지방정부 주도, 무레크는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주도, 독일 윤데는 연구기관 주도, 영국

토트네스는 비영리 단체인 주민자치조직 주도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표 3] 참조).

독일 모바크 김현우 외, 2010
이유진, 2010 2

독일 윤데

김인숙 외, 2013
박진희, 2009
이유진, 2010
진상현, 2007

4

영국 토트네스

고재경, 주정현 2014
김성균, 2015
김종수, 2011
이유진, 2013
이정석, 2013

5

일본 오가와마찌
이유진, 2010
김현우 외, 2010
진상현, 2014

3

일본 이이다시 이유진, 2010 1

일본 치치부시 김현우 외,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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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귀씽과 무레크, 독일 윤데, 영국 토트네스 네 사례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농촌 지역이라는 점이다. 국내외 대부분의 에

너지 자립마을이 농촌 지역에서 시도되었던 반면, 이 연구의 대상인

성대골은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에너지 자

립마을 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기존에 도시에서 에너지 자립마

을이 시도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성대골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지닌 사례를 통해 분석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

다. 그러나 성대골은 주민주도의 에너지 절전 운동에서 시작하여 서

울시의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을 통해 지방정부 지원을 활용하

였고, 마을 내에 협동조합을 만들어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지향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대골의 에너지 자립마을은 주민주도, 민관

협력, 협동조합, 주민자치조직 등 여러 가지 형태가 복합적으로 시

마을 유형 지역 면적/인구/밀도 특징

오스트리아

귀씽

지방정부

주도
농촌

면적 49㎢

인구 4,300명

밀도 87명/㎢

전기 및

냉·난방 에너지

100% 자립

오스트리아

무레크

주민

(협동조합)

주도

농촌

면적 5㎢

인구 1,600명

밀도 320명/㎢

바이오에너지

회사 설립,

에너지 자립도

170%

독일 윤데

기관

(연구소)

주도

농촌

면적 25㎢

인구 750명

밀도 30명/㎢

전문가·주민

바이오에너지마을

공동 추진

영국

토트네스

주민자치조직

(비영리단체)

주도

농촌 인구 8,500명
에너지 전환

운동

[표 3] 주요 해외 에너지 자립마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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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의 사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요인을 분석 기준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1. 해외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

1) 오스트리아 귀씽

헝가리와 국경 지역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귀씽은 49㎢에 4,300

명이 사는 작은 마을로 산업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다. 1980년대 말

에는 마을 내 농업 쇠퇴와 일자리 부족으로 주민의 70%가 외지로

통근하였고, 이주율도 높았으며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한 곳이었다. 1989년 농구 국가 대표선수였던 라이하트 콕이 고

향으로 돌아와 시의 에너지정책을 맡게 되었고, 귀씽의 경제적 난제

를 타개하고자 시 차원에서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지역 발

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당시 귀씽에서는 에너지 구

입비용으로 연간 약 6백만 유로를 지출했다(이유진, 2010) 귀씽시는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먼저, 1991

년부터 시에 귀속된 건물과 설비의 에너지 효율화로 시에서 지출하

는 에너지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 절약한 예산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였다. 재생에너지 설비로는 귀씽에서 재배되는 유채로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설비와 농업 부산물과 나무로 바이오매스 에너지

를 생산하고, 이를 근거리 난방 시설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귀씽시

의 에너지 공급원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박진희,

2009). 1992년에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립하고, 1996년에는 지역

난방(district heating)을 도입하였다. 이렇게 되자 연구소와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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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50개의 신규 기업과

2,000여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지역의 자원으로 재

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자립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귀씽의 연간 열 수요량

73GWh 중 50GWh를 집단에너지로 공급하며, 바이오매스 발전소 3

개소에서 40GWh의 전력수요 가운데 20GWh를 생산하고 있다. 수요

에는 가정용뿐만 아니라 상업용과 산업용 에너지도 포함된다. 귀씽

모델로 불리는 지역 에너지 계획은 15년 만에 귀씽의 경제적 난제

를 해결하여 저성장에서 고성장 경제로 바꿔 놓았다(박진희, 2009;

고재경·주정현, 2014).

2) 오스트리아 무레크

무레크(Mureck)는 오스트리아 동남쪽 슬로베니아 국경 지역에

있는 마을로 인구는 약 1,700명 이다. 한국의 면 규모에 해당하는 농

촌 마을인 무레크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70%를 생산하여

에너지를 자립한 세계 최초의 마을이다. 무레크의 에너지자립은 1989

년 농부 3명이 바이오디젤회사 에스에에게(SEEG)를 설립하면서 시

작되었다. “에스에에게를 주도한 농부 토터씨는 무레크가 지리적으로

철의 장막에 위치해 고립될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에너

지 자립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자각했다고 말한다”(진상현, 2014).

세 농부는 정부 보조금으로 남은 곡물과 사료를 수출하는 것보

다 지역에서 답을 찾고자 했고, 유채농사를 지어 에너지 생산을 시도

하게 되었다(이유진, 2010). 바이오디젤 생산 회사 에스에에게는 그라

츠대학과 컨설팅업체인 바이오디젤인터네셔날(BDI)의 도움을 받고,

1989년 정부 보조금과 지역 주민 570명의 투자금으로 세워졌다.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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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폐식용유를 이용해 연간 1천만 리터의 식물 연료와 바이오 디젤

을 생산하고, 이 바이오디젤은 지역의 자동차와 트랙터 등 농기계 연

료로 사용되며 무레크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그라츠에서 운영되는

바이오 디젤 버스 152대의 연료로 공급된다. 바이오디젤 외에도 1998

년에 지역난방 회사 ‘나베르메’와 2005년에 마을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외코스트롬’이 세워졌다(이유진, 2010; 진상현, 2014).

지역난방 회사 나베르메의 대표는 마을 농부가 맡고 있다. 마을

주변에 있는 숲에서 잡목을 베어와 연료로 사용하며 데워진 물은 마

을 전체에 깔린 파이프라인을 통해 마을 공공시설과 각 가정으로 공

급된다. 바이오가스 발전소 외코스트롬는 인근 가축 분뇨와 농업 부산

물을 발효하여 메탄가스를 생산하고, 생산된 메탄을 태워 열병합발전

을 하여 무레크 8,400MWh를 생산한다. 이는 무레크 주민들의 1년 전

기 사용량보다 많은 양이다(이유진, 2010). 2010년부터는 태양광 발전

이 추가되었다. 주민 320명이 1인당 최대 1,000유로를 투자해 2,000kW

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했다. 오스트리아는 친환경 전기요금제가 있

어서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는 kWh당 25센트로 원래의 시장가격인

6센트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수익사업

으로 태양광에 투자했다(진상현, 2014). 이렇게 마을에 설립된 에너지

기업은 모두 주민출자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레크의 에너지 생산시설은 연간 1억6,000만 유로의 부가가치

를 창출하고 있으며, 연간 19,000톤의 석유를 대체하고 있다. 이산화

탄소 배출량도 연간 57,000톤을 감축하고 있다. 마을에서 필요한 에

너지의 총량은 난방, 전기, 연료를 모두 합해 106,000MWh인데, 생

산량은 202,000MWh이다(이유진, 2010; 진상현, 2014). 더불어서 에

너지 생산은 마을의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다. 마을 노동인구의 4.5%

가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며, 바이오에너지 원료의 수거

및 수송과 같은 연관 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한다(진상현, 2014).



- 29 -

3) 독일 윤데

독일 중부 니더작센주 괴팅겐(Göt ingen)시 인근에 위치한 윤데

(Juehnde) 마을은 약 25㎢에 150여 가구(750여 명)가 사는 소규모

농촌 마을로 농지가 1,300ha이고, 산지가 800ha인 지역이다. 1998년

괴팅겐대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제간 연구센터(IZNE)’에

서 에너지 분야의 아젠다21을 실행하기 위해 지리학, 경제학, 사회

학, 환경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바이오에너

지마을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IZNE는 마을 전체를 바이오에너지

마을로 전환시키는 계획을 주 정부에 제출하였고, 당시 바이오매스

에너지 난방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던 연방정부의 방침에 힘입어

이 프로젝트는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연구진의 계획과 주와 연방정부의 제도적 지원으로 에너지 자립마

을 실험이 시작될 수 있었다.

IZNE는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현실에서 직접 구현하기 위해

바이오 에너지 마을 프로젝트를 인근 40개 마을에 제안했다. 17개

마을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고, IZNE는 현황조사 및 설문조

사를 통해서 4개 마을을 최종후보로 선택했다. 이 4개 마을 중 괴팅

겐시에 인접하여 도농 교류가 가능하고, 농경지와 산지에서 충분한

양의 바이오매스 연료를 확보하여 근거리 난방시스템이 가능하며,

다양한 주민조직이 운영되어 협동적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지

등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윤데마을이 최종적으로 선정되

었다(진상현, 2007).

2001년 마을 대표들이 참여하는 바이오에너지마을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추진 회의를 위해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바이오에너지

마을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어 갈 것을 합의하고, 조합원의 참여

와 출자를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합의로 주민의 70%가 조합원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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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50만 유로의 출자금이 모여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괴팅겐대

학교 학제간연구소 ‘바이오에너지마을 프로젝트팀’과 마을주민으로

결성된 ‘바이오에너지마을 협동조합(Institutes für BioEnergiedörfer

Göttingen, IBEG)’의 주도로 윤데마을에 바이오에너지 사업이 추진

되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 설비와 마을 전체에 연결된 온수 파이프

등에 총 530만 유로(약 90억원, 정부보조 150만 유로(독일연방재생

자원청 130만, 로워섹소니주 자치단체 20만), 주민 100만 유로(소비

자조합 50만, 마을기금 50만), 은행대출금 280만 유로)를 투자하여

2005년 9월에 바이오에너지 시설이 완공되었다. 지역의 농업 부산물

과 가축분뇨, 우드칩 등 바이오매스 연료로 열병합발전을 하여 2006

년부터는 각 가정에 전기와 난방열을 100% 공급하고 있다. 이는 가

구마다 500∼750 유로의 난방비를 절감하는 효과이고, 연간 전기 생

산량 4,000MWh 중 연간 약 2,000MWh의 마을 소비량을 제외한 잉

여 전력은 독일 재생에너지 지원법(EEG)에 따라 외부 전력회사(연

방전력회사)에 판매함으로써 외부에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는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 전기 판매를 통한 마을의 연간 수입은 80

만 유로(약 13억 6천만원)이고, 이산화탄소 3,300t 감축 효과가 있다

(진상현·오용선, 2007).

바이오에너지마을을 계획한 IZNE는 무엇보다도 ‘참여원칙

participation principle’을 중요시하였다. 재생에너지정책은 지역의 특

성을 반영하므로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술적, 경제적 차원의 고려뿐

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마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IZNE는 주민들이 바이오에너지마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제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다. 주제별 워킹그룹은 바이오에

너지 시설 및 설비 운영, 바이오 가스 시설, 에너지 식물, 산림,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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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난방 네트워크, 목재원료, 공공 홍보 그룹으로 구성되었고, 각

그룹에는 해당 주제에 맞는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그룹 내 합의

를 이끌어내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IZNE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

하였고, 마을주민은 자신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국 소중한 자산임

을 인식하게 되었다(김인숙 외, 2013).

각 워킹그룹의 대표는 중앙기획그룹의 구성원으로 프로젝트의

주요한 사안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에 대표로 참석하였다. 마을주

민은 중앙기획그룹을 신뢰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의사결정권한을 위

탁하였다. 중앙기획그룹의 회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

해서 대학 담당자, 마을 대표, 주제별 그룹 대변인들 등이 참여하여

제안된 다양한 계획들을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 회의의 결

정사항은 마을총회를 통해 전체 마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

다. 주요 회의 내용은 바이오 에너지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고, 7년여 동안 200여 차례 이상의 회의와 교육이 이루

어졌다. 이렇듯 IZNE는 마을주민과의 의사소통에 주력하고,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였다. 이렇게 긴 논의 끝에 바이오에너지시설을 마을

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건설 자체에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

다(김인숙 외, 2013).

4) 영국 전환마을 토트네스

영국의 토트네스 영국 남서부에 위치한 지역인구 2만 5천명, 중

심인구 8,500명이 살고 있는 도시이다. 전환 운동인 전환마을 토트

네스(TTT: Transition Town Totnes, 이하 TTT)는 롭 홉킨스라는

인물에 의해 시작되었다. 롭 홉킨스는 전환마을을 실험하기 위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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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으로 유기농, 퍼머컬쳐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토트네스로 이주

하여 전환마을 운동을 시작하였다. 전환마을 운동은 기후변화와 피

크 오일(Peak Oil, 석유 정점)에 대비하여 마을 공동체 안에서 대안

을 찾아가고, 이러한 위기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 토트네스에서 전환마을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UN 차

원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해답을 주기 전에 공동체가 나서야 한

다고 생각하며 공동체가 힘을 모아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난에 대비

해야 함에 동의한다. 토트네스의 전환마을 운동은 무엇보다도 우리

에게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재

지역화(Relocalization)3)를 지향하며 먹거리, 에너지, 빌딩과 주택, 경

제와 삶 터, 교통, 마음과 영혼, 예술, 교육 등 생활 전 영역에서 전

환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마을에서 에너지, 먹을거리, 경제가 독립적

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지역화는 지

역을 재발견하고 지역 내 커뮤니티를 재조직화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김종수, 2011).

TTT는 토트네스 전환운동을 이끄는 센터로서, 마을주민들의 자

치기구이다(이유진, 2013). TTT는 마을 내 다양한 그룹의 조직화와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하며 재정, 네트워킹, 시설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TTT 활동은 2006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전환운동

이 시작된 첫해에는 주민들의 의식 고양과 네트워킹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 대화, 영화상영 등을 통해 주민들을 만나면서 TTT 주요사

업 내용과 조직 체계를 구상하였다. TTT는 주민 스스로 다양한 주

제의 워킹그룹을 조직하여 마을의 문제를 인식하고 활동을 계획 및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워킹그룹 및 코어그룹의 체계를

계획하였다.

3) 재지역화 논리는 석유가격이 폭등하면 물류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외부로부터의 자원 유입에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내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종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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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워킹그룹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다. 워킹그룹은 최소

한 3명의 활동적인 구성원이 있어야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

그룹을 운영한다. 이러한 활동은 코어 그룹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워킹그룹 활동의 자율성은 보장받는다. 워킹그룹의 대표자는 코어

그룹에 참여해야 한다. 워킹그룹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주제에

대해 스스로 학습한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TTT는 이들

에게 실패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한다(Hopkins, 2011; 김종수, 2011). 또한, TTT는 전환마을을 위한

다양한 워킹그룹들에게 사무실을 개방하여 시설을 제공하고, 프로젝

트 그룹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토론 모임, 연사 초빙, 기술재교육

워크숍, 오픈스페이스 등 교육의 장과 10주간의 교육프로그램

“Skilling Up for Powerdown”와 같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한다(김종수, 2011; 이유진, 2013).

워킹그룹의 대표들은 코어그룹에서 전환 마을 활동의 방향을 설

정한다. 코어그룹은 마을의 중앙그룹으로서 일종의 이사회 역할을

수행한다. TTT는 코어그룹의 운영을 위해 TTT Ltd라는 회사를 설

립하였다. 워킹그룹의 대표는 코어그룹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함께

한다. 코어그룹은 전환운동 활동의 일반적인 지침, 방향을 제시한다.

주된 역할은 TTT 운영을 위한 기금 형성,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인 보호, 인적자원 개발 등이다(Hopkins, 2011; 김종수, 2011).

토트네스의 전환운동 중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전환거리운동’이다. 에너지 워킹그룹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지

역에서 가능한 한 많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활

동한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가정을 확산하

는 ‘전환거리운동’이 추진되었다. 전환가구를 원하는 사람들은 6∼10

가구를 모아 ‘함께 전환하기(Transition Together)’ 그룹을 만든다.

함께 전환하기는 세 가지 단계로 운동을 전개된다. 에너지와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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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을 첫 단계로 시작하여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

도록 단열 등 개조를 하고, 마지막 단계로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올린다. 에너지 워킹그룹의 에너지전환거리 프로젝트는 2009년 12월

TTT가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 DECC)의 ‘지역사회 주도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안

모색’ 사업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전환거리 첫해에 토

트네스에는 141개 패널을 설치해 1년에 191,000kWh의 전기를 생산

했다. 2013년까지 전환거리에 참여한 가구는 500여 가구가 되고, 그

결과 가구당 평균 570파운드를 절약하고, 1.3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을 감축할 수 있었다(이유진, 2013). 2010년에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실제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전환의 실천: 에너지 저

감 행동계획 2030(Transition in Action: Totnes and District 2030,

an Energy Descent Action Plan)"을 수립하였다(김종수, 2011).

2.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

오스트리아 귀씽과 무레크, 독일 윤데마을, 영국 전환마을 토트네

스 이 네 사례에서 협력관계를 도모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에너지 자

립마을에 관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과 행위자

들 사이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가 세워져 있다는 점이 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 에너지 자립마을 또는 전환마을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

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너지 자립 마을과 관련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 윤데와 영국 전환

마을 토트네스는 에너지 자립마을이 형성되는 과정에 마을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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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와 비위계적인 활동 조직을 체계화 한다는 점이 두드러

졌다. 또한, 오스트리아 귀씽과 무레크, 독일 윤데마을은 지역의 재생

가능에너지원인 바이오에너지를 통해 마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

너지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듦으로써 경제적 이

익과 같은 혜택이 마을주민과 공동체에 돌아가는 구조를 갖추었다. 즉,

네 사례를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을 1) 다

양한 행위자, 2) 공감대 형성과 공동의 목표, 3) 지속적인 교육 및 상

호학습, 4)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5) 이익과 보상 다섯 가지로 도출하

였다([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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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귀씽 오스트리아 무레크 독일 윤데 영국 토트네스

다양한

행위자

⦁시, 주, 중앙정부, 시의회,
유럽연합

⦁마을주민
⦁유럽재생에너지센터 EEE
⦁귀씽 재생가능에너지 회사
⦁귀씽 에너지기술 회사
⦁부르겐라트 삼림협회
⦁솔라스쿨
⦁에코 에너지랜드

⦁마을주민
⦁바이오디젤회사 에스에에게
⦁지역 난방 회사 나베르메

⦁바이오가스발전소외코스트롬
⦁태양광 발전소
⦁그라츠대학
⦁바이오디젤인터네셔날
(BDI, 컨설팅업체)

⦁괴팅겐대학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제간 연구센터

(IZNE)

- 지리학, 경제학, 사회학,

환경학 등 다양한 학문 분

야의 전문가들 참여

⦁바이오에너지 마을협동조합
- 주민의 70%가 조합원

⦁마을 주민
- 워킹그룹, 코어그룹

⦁토트네스 전환마을 센터
TTT

⦁주민자치조직
- 워킹그룹, 코어그룹

⦁지자체, 시의회
⦁시의회
⦁지역 학교들
⦁전환마을 네트워크

공감대

형성과

공동의

목표

⦁경제난 타개
⦁화석연료 체제로부터 독립

⦁철의장막으로 인한 지리적

고립 위험으로 주민들 스스로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 자각

⦁농업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에서 바이오에너지 생산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바이오에너지 마을 만들기

⦁기후변화·피크오일 대안 찾기
⦁회복력 향상
⦁재지역화
⦁에너지 하강행동 계획 2030

지속적인

교육 및

상호학습

⦁EEE의 교육 프로그램
⦁솔라스쿨 프로젝트 -

⦁IZNE의 주민 교육

⦁워킹그룹 활동
⦁워크숍, 설명회 등

⦁워킹그룹 활동 기획, 추진
⦁토론모임, 오픈스페이스,
기술재교육 워크숍 등

⦁Skilling Up for Powerdown
10주간교육프로그램

[표 4] 해외 에너지 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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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 -

⦁주제별 워킹그룹을 구성하

고, 각 워킹그룹의 대표는

중앙 기획그룹의 구성원으

로서 워킹그룹의 의견을

전달하고, 프로젝트의 주요

한 사안을 최종적으로 결

정하기 위해 대표로 참석

⦁마을주민은 중앙기획그룹

을 신뢰하여 그들에게 자

신의 의사결정권한을 위

탁함

⦁워킹그룹과 중앙그룹
- 워킹그룹은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함

- 코어그룹은 워킹그룹의

자율성을 보장함

- 워킹그룹의 대표는 코어그

룹 회의에 참여하여 전환마

을 활동의 방향을 설정함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과정

을 보장하고 워킹그룹에 개

방과 포함의 원칙을 체화함

이익과

보상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50

개 신규 기업과 1,000여개

의 직· 간접 일자리 창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연간

1억 6,000만 유로 부가가

치 창출

⦁연간 19,000톤의 석유 대체
⦁노동인구의 4.5%가 에너

지 생산시설에서 일함

⦁폐식용유 수거, 잡목과 축

산분뇨 수송 등 연관 산

업에서 고용 창출

⦁가구마다 500~750 유로의
난방비 절감 효과

⦁열병합 발전 생산된 전기

판매

⦁토트네스 전환 거리 참여

가구당 평균 570 파운드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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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활성화 요인은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이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궁극적으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

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목

표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 활동을 하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에

너지 자립 전반에 관한 지식과 기술, 제도, 재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마을에 필요한 자원을 연결할 수 있

도록 전문가, 기술자, 환경단체, 공무원 등 다양한 행위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행위자는 에너지 자립마을 협력네트워크의

기본 조건인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많이 연결될

수록 활용 가능한 자원이 풍부해짐으로써 에너지 자립마을의 네트워

크가 확장될 수 있다. 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자립마을의

다양한 행위자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계획하는 주도 그

룹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마을 주민, 재생가능에너지 전문

가와 기업, 자문가, 공무원이 포함된다. 에너지 자립마을 프로젝트는

마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에너지 전환 활동 또는

에너지 생산 시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지만 마을 주민들의 역량만으로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계획하

고 만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와 다양한 행위자들이 결합

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를 더 강화할 수 있다.

두 번째 활성화 요인은 공감대 형성과 공동의 목표 설정이다.

오스트리아 귀씽에서는 시차원에서 귀씽시의 경제난에 대한 문제의

식과 공감대에서 비롯하여 귀씽시를 화석연료 체제로부터 독립시키

기 위해 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바이오에너지 마을 만들기를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오스트리아 무레크에서는 농업 위기를

겪고 있던 농부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역의 재생가능에

너지원으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목표를 세웠다. 독일 윤데마을

의 경우 마을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필요에 의해서 공동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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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설정한 것은 아니었다.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을 구현하고자 하

는 IZNE 연구소가 프로젝트를 실행하기에 적합한 마을을 선정하였

고, 선정된 윤데 마을에 연구소를 통해 바이오에너지 마을 만들기라

는 목표가 유입되었다. 바이오에너지마을을 실현하기 위해 IZNE는

마을 구성원들과 함께 마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워나갔다. 영국의

전환마을 토트네스도 전환운동을 구상한 인물인 롭 홉키스가 이 운

동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토트네스에 주목하고 이 지역으

로 이주함으로써 공동의 목표가 형성될 수 있는 씨앗이 유입되었다.

주민들과 기후변화와 피크오일이 미칠 영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하고, 지역의 회복력을 향상하고 재지역화의 필요를 공유하며 전환

마을 토트네스의 에너지 하강행동 계획 2030을 세웠다. 이렇듯 에너

지 자립마을을 일구기 위한 협력 관계는 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에 에너지전환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명한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 활성화 요인은 지속적인 교육 및 상호학습이다. 영국 전

환마을 토트네스는 주민들이 전환운동에 관련된 특정 주제를 중심으

로 워킹그룹을 직접 조직하고 활동을 기획·실행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전환마을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또한 TTT에서는 워킹그룹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이 전환운동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Skilling up

for Power down 이라는 10주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독일 윤

데마을 역시 마을 주민들이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바이오에너지마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해 나간다.

또한 7년 여간 논의의 과정에서 IZNE는 주민들에게 바이오에너지 마

을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오스트리아 귀씽의 경우 유럽재생에너

지센터 EEE가 귀씽시에 유치됨으로써, 에너지 자립마을에 필요한 교

육이 더 전문적으로 제공될 수 있었고, 솔라스쿨에서는 재생가능에너

지 교육자와 기술자를 양성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호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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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필요성을 인식

하는 등 공동의 가치관과 신념,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에너

지 자립마을 활동에 관련한 협력을 도모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활성화 요인은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이다. 독일 윤데마을

을 계획한 IZNE는 마을 주민과의 협력을 위해 의사소통에 주력하였

다. 주민들의 의견이 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초기단계부터

8개의 주제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였고, 각 워킹그룹의 대표는 중앙기획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워킹그룹의 의견을 전달하고, 프로젝트의 주요한

사안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에 대표로 참석한다. 마을주민은 중앙기

획그룹을 신뢰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의사결정권한을 위탁한다. 영국

전환마을 토트네스의 일곱 가지 커뮤니티 원칙 중 세 가지가 의사

소통에 관한 원칙이다. 전환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구조를 중앙화하

거나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모델이 실현 가능한 수

준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과정을 보장하고 워킹그룹에 개방과 포함의 원칙을 체화하

는 것, 사람들이 좋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신뢰하는 것이다. 토트네스에도 워킹그

룹과 중앙그룹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워킹그룹은코어그룹의 승인

을 받아야 하지만 코어그룹은 워킹그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워킹그룹의 대표는 코어그룹 회의에 참여하여 전환마을 활동의 방

향을 설정한다. 윤데와 토트네스의 의사소통 구조는 에너지 자립마

을과 전환마을 계획의 틀은 중앙그룹에서 잡아가지만, 구체적인 내

용은 워킹그룹의 의견이 중앙그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

다. 에너지 자립마을의 사안에 관해 소수에 의한 결정보다는 다양한

행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소통 구조를 통해 행위자들은 대화, 협상, 조정을 통해

합의해 나감으로써 에너지 자립에 대한 동기와 목표가 명확해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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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상향식 의사소

통 구조에 의해 각 주체들 간에 책임과 권한이 평등하게 배분된 대

등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다른 주체들을 통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체가 중심 조정자로서 네트워크의 안정을 위한 협력과 조정,

관계유지 등의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혼합형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다섯 번째 활성화 요인은 이익과 보상이다. 오스트리아 귀씽은

바이오에너지마을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50개 신규 기업과

1,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되었다. 오스트리아 무레크에서는

에너지 생산 시설을 통해 연간 19,000톤의 석유를 대체하며, 연간 1

억 6,000만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고, 노동인구의 4.5%가 에너

지 생산시설에 고용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폐식용유 수거, 잡목과 축

산분뇨 수송 등 연관 산업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독일 윤데마

을도 바이오에너지마을을 만듦으로써 가구마다 500~750 유로의 난방

비 절감 효과를 보았으며 열병합 발전 생산된 전기 판매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 영국 전환마을 토트네스는 재생가능에너지 생

산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전환 운동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다른 마을들에 비해 큰 경제적 이익이 마을로 돌아오는 것은 아

니지만, 재지역화를 통해 경제활동이 마을 내에서 순환할 수 있는 구

조를 지향한다. 또한 전환 거리에 참여한 가구는 태양광 발전기 설치

를 통해 가구당 평균 570 파운드를 절감하였고, 1.3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 경제학 이론 중 교환이론에 따르면 “협력관

계는 행위자의 자기 이해에 따라 협력 관계가 운영됨을 전제하여 상

호이익이나 공동이익 혹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 협력관

계가 형성된다”(김선기 외, 2003). 주민주도, 관주도, 연구소 주도, 주

민자치조직 주도로 각각 다른 유형의 해외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에

서 도출한 협력네트워크의 활성화 요인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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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요인
내용

다양한

행위자

에너지 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위해서

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계획하는 계획그룹과 마을 활

동에 참여하는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마을에 필요한

정보, 지식, 기술, 제도, 재정 등의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전문가, 기술자, 환경단체, 공무

원 등 다양한 행위자가 필요하다.

공감대

형성과

공동의

목표

설정

에너지 자립마을을 일구기 위한 협력 관계는 주민뿐

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에 에너지전환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명한 공동의 목표를 세우

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속적인

교육과

상호학습

지속적인 교육과 상호학습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를 지향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등 공동의 가치관, 신념,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에 관련한 협력을 도모하

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에너지 자립마을의 사안에 관해 소수에 의한 결정보

다는 다양한 행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의사

소통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소통구조는 행위

자들은 대화, 협상, 조정을 통해 합의해 나감으로써

에너지 자립에 대한 동기와 목표가 명확해 지고, 적

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익과

보상

협력관계는 행위자의 자기 이해에 따라 협력관계가

운영됨을 전제하여 상호이익이나 공동이익 혹은 보상

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 협력관계가 형성된다.

[표 5]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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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4곳의 에너지 자립마을 사

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에너지 자립마을

의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오스트리아 귀씽은 귀씽시에서 바이오에너지 마을을 계획한 관

주도의 마을로 활성화 요인 중, 다양한 행위자, 공감대 형성과 공동

의 목표, 이익과 보상 부분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귀씽시 내에 중

간지원조직인 유럽재생에너지센터(EEE)가 설립된 이후로는 지속적

인 교육과 상호학습 부분도 갖추어졌다. 오스트리아 무레크의 바이

오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은 세 명의 농부가 농업 위기의 대안

으로 에너지 작물을 키움으로써 시작되었고, 지역의 대학과 컨설팅

회사 마을 주민들 등 다양한 행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 위

기 극복을 위해 공동의 목표로 바이오 에너지 회사를 설립하여 생

산한 바이오 디젤, 가스, 전기 등으로 이익을 보았지만 행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나 마을 내 주민 조직의 상향식 의사소통 구

조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연구기관 주도인 독일 윤데와 주민

자치조직 주도인 영국 토트네스는 다섯 가지 활성화 요인이 고르게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사례 모두에서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 중 ‘다양한 행위자’

와 ‘공감대 형성과 공동의 목표’, ‘이익과 보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눈여겨 볼 점은 에너지 자립마을의 핵심 행위자인 마을 주민의 지

속적인 참여에 중점을 둔 독일 윤데와 영국 토트네스 사례에서는

다른 사례에 비해 ‘지속적인 교육과 상호학습’과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요인이 두드러졌다([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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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유형)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

다양한 
행위자

공감대 
형성과
공동의 
목표

지속적인 
교육과 

상호학습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이익과 
보상

오스트리아 
귀씽

(관주도)
● ● ◐ ○ ●

오스트리아
무레크

(주민주도)
● ● ○ ○ ●

독일 윤데
(연구기관 

주도)
● ● ● ● ●

영국 
토트네스

(주민 
자치조직 

주도) 

● ● ● ● ◐

●강함, ◐중간, ○약함

[표 6] 해외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별 활성화 요인

다음 장에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 도출한 다섯가지 에너지 자립

마을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을 기준으로 성대골의 협력네트워크

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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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례 분석

: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협력네트워크

1. 성대골 개요

1) 주요 활동

성대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3동과 상도4동의 경계에 있는

성대시장 일대의 주택밀집지역 이다([그림 2] 참조). 상도 3동과 4동

의 면적은 1.35㎢이고, 인구는 2015년 3월 기준으로 54,685명이다.

2009년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운동에서 시작된 주민모임

이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에너지절약운동을 하

게 되었다.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관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마을 주민들과 에너지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연합에 강의를 요청하였다. 여성민우회생협의 풀뿌리단체에 행

복기금 지원을 받아 2011년 10월 녹색연합의 기획으로 ‘탈핵과 에너

지전환’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은 기후변화, 에너지 자립마

을 답사, 핵과 전기에너지, 가정에너지 진단으로 구성되었다. 녹색연

합의 에너지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교육에 참여한 도서관 운영위원

회 15명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에너지 전환을 지향하는 착한에

너지지킴이를 선언하였다.

성대골의 착한에너지지킴이 가정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의 첫 단계로 에너지절약운동인 ‘성대골절전소’를 시작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도서관운영위원회 15명)뿐만 아니라 어린이도서

관 회원가족을 중심으로 총 50여 가구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성대시장의 착한가게 15곳이 성대골절전소에 참여함으로써 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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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절약운동이 형성되었다. 절전소 운동에 참

여한 50가구와 착한 가게 10개가 매달 5,000kWh를 절약하여 2012년

1년 동안 성대골 절전소 운동을 통해 총 3만 5,000kWh를 절약하였

다. 2014년까지 착한에너지지킴이 가정은 70가구로 늘어났다. 도서

관에 찾아오는 동네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은 도서관 벽에 붙어있는

각 가정의 절전 그래프를 볼 수 있었고, 면대면 만남을 통해 에너지

[그림 2] 성대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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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에너지 절약 방법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대골절전소에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고 에너지 절약을 지

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공간

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대골에서 시작된 절전 운동은 점차 확산되었

고, 2012년 6월 에너지절약운동과 절전 문화 확대에 대한 기여로 성

대골은 서울시 환경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2012년 8월부터는 서울형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에 성대골이

선정되어 민관협력을 통한 에너지 자립마을 실험이 본격적으로 진

행되었다. 성대골의 주요 활동은 성대골절전소를 비롯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축제, 국사봉중학교 에너지교육, 성대시장 착한가게 캠페

인, 가정에너지 진단, 성대골학교(성대골에너지학교) 단열, 에너지카

페, 에너지슈퍼마켙, 햇빛발전협동조합(추진중) 등이다. 특히 2012년

4월 15명의 마을 주민이 공동출자하여 마련한 마을공동의 공간인

마을학교에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 사업의 지원을 통해 단열

사업과 고효율화목난로를 설치할 수 있었다. 또한 에너지를 주제로

한 각종 강의와 재생에너지 적정기술(미니태양광, 태양열온풍기, 화

목난로 등)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2013년에는 이동하는 에너지 카페

‘해!바라기’를 만들어 에너지 절약 교육과 캠페인에 활용하였다. 이

동식 에너지 카페에는 마이크로 태양광 발전기, 태양열 오븐, LED

전구, 자전거 발전기 등 관련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면서 홍보하는 효과를 가진다.

성대골은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마을에 주택에너지효율화와 마을 살림을 돌볼 주체가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2013년 말 협동조합 ‘마을닷살림’을 설립하였다. 마을닷살

림 협동조합은 마을주민과 성대골의 에너지 자립 활동에 참여하고

자 하는 34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14년 1월 24일에는 마

을기업으로 ‘성대골 에너지슈퍼마켙’을 개관했다. 에너지슈퍼마켙은



- 48 -

마이크로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생산과 목질계펠릿난로로 난방을 하

는 등 에너지자립을 시도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교육과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에너지 관련 전반에 걸친 컨설

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2012년부터 에너지교

육을 해왔던 국사봉중학교에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교과가 2학년

정규수업으로 개설되었고, 에너지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도 함께 진

행되었다. 성대골에서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문화, 교육 등

마을에 필요한 과제를 찾아내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마을공동체사

업, 사회적경제(마을협동조합 설립, 에너지슈퍼마켙 운영), 주거환경

관리사업(주차장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 서울문화재단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5). 성대골 주요 연혁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성대골 주요 연혁

2011년 말에 시작된 성대골절전소의 에너지절약 운동에 더하여

에너지효율화 활동은 2012년에도 이어졌고, 단열공사와 적정기술 워

크숍을 통해 마을 내부적으로 에너지문제에 대한 논의와 공부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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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2011년과 2012년은 성대골의 에너지전환 운동이 형성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독일에너지 자립마을 탐방

을 통해 성대골의 에너지자립 비전을 모색하고, 마을닷살림 협동조

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 에너지슈퍼마켙의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

과 에너지 생산을 위해 햇빛발전협동조합을 준비하면서 대외적으로

도 성대골의 에너지전환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성대골사람들 대표(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1대 관장)는 마을 내

에서 에너지자립을 주도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으로서 현장

에서의 경험이 시의 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

다. 마을 주민들도 에너지활동가가 되어 마을학교 교사와 중학교 에

너지강사, 에너지슈퍼마켙 활동 등을 지속하고 있다. 성대골은 도심

에서 에너지전환을 통한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계획

을 세우고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그 계획과 실천 과정에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관계를 맺고 있다.

2)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범위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

기에 앞서,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마을’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도시에서 마을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성대골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성대시장 쪽 입구

에서 국사봉 골짜기 일대로 행정구역상으로는 동작구 상도 3동과

상동4동에 해당한다.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주

민 단체인 ‘성대골사람들’이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을 하

게 되면서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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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은 3인 이상의

주민조직이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에서 정한 마을 규모는 단

독 주택 최소 50가구, 공동주택은 100구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

로 제시한다(서울시, 2015).

구분 사업추진 규모

주택형
단독주택(다가구, 다세대 등 포함)

: 50가구 내외 참여

공동주택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100세대 이상 참여

기타

공동체형

학교, 종교시설, 단체 등을 중심으로 50명(건물,

가구, 상가 등) 이상 참여

[표 7] 에너지 자립마을의 주택 유형별 구분

출처 : 서울특별시, 2015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매뉴얼」

50가구를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그 범위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최소 50여 가구라 할지라도 일정 구역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개

별 가구들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상도 3, 4동 내에 참여 가구가

산발적으로 위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대골 인근에서 진행된 에

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관하여 어디까지를 마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였다.

- 내가 얘기하는 건 동 단위까지는 가야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3년을 하면서 자립마을에 대한 범위도 못 정하고 있어요. 50

가구를 가지고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서울에

서, 이 근방만 해도 몇 천 가구가 사는데. (성대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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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마을 범위를 얘기할 때 정말 도시에서 마을 범위를 어떻

게 두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시골처럼 거리적으

로 마을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딱 특정 지어져서 이만큼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범위는 사실 무의미해 보였어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고, 또 누군가가 얘기를 듣고 저기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을은 경계는 없는 거 같고...

(성대골 A 활동가)

- 성대골 마을 내에 ‘마을닷살림’이라는 명확한 협동조합의 조합

원이 있고, 그 조합원의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계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을의 범위를 그 정도로 보고 있

구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분들은 아직은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의 일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대상자들이라고 생

각하지. 구성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구요.

(녹색연합)

- 성대골에도 핵심그룹이 있고 아닌 그룹이 있겠지만, 성대골

공간 자체도 시골마을처럼 단위가 딱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

라, 듬성듬성 마을 안에서 그러 곳에서 계획을 하잖아요.

(마이크로발전소)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마을 범위를 마을 유형별로 최소 50에서

100가구로 정하였고, 마을 대표는 최소한 동 단위를 하나의 에너지

자립마을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았다. 다른 면접자들은 도시의 특

성 상 마을이 물리적으로 경계 지어질 수 없으며 마을에 설립한 협

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주요 활동 구성원을 중심으로 마을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에너지 자립마을과 관련한 주요 행

위자들도 마을 범위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마을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자원이 일정한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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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존재하고 서로 상호 관계를 맺게 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러

나 개인화가 두드러지는 도시에서 마을이라는 범위는 공간적 경계

로 나누어질 수 없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서에서 정의하는

도시의 마을공동체 개념은 다음과 같다. “도시에서 마을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와 가구의 위치가 산발적일 수 있으므로

물리적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참여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동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중복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대 도시에서의 마을을 정의하자면, 경제·문화·복지·환경 등의 공동체

활동을 토대로 연결된 사람들의 관계망으로서, 행정구역상 최소 단

위인 ‘동’보다 훨씬 작은 규모를 가지며 주민이 서로 얼굴을 알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한 범위에서 형성되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마을

활동가들에 따르면 마을 활동 참여자의 규모를 단적으로 규정하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100여 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다”(서

울특별시, 2012b).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에서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서에

서 정의하는 마을 공동체 개념과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에너지 슈퍼마켙을 거점으

로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인근의 주민들과 거리에

상관없이 이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볼 수 있다. 즉,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특정 주

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공동체이다. 이 연구는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마을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조명한다. 마을 내부와 외부의 구분은 적극적으로 활

동에 참여하는 마을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상 성대골 마을

이 위치해 있는 상도 3동과 4동 안에 거주하며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 활동에 참여 및 관여하는 주민과 그룹을 경계로 하여 마을 내

부와 외부를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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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대골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 현황 분석

1) 다양한 행위자

에너지 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어야 한다. 성대골

에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활동에 직간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는 행위자에는 마을 대표와 마을 활동가, 환경 단

체, 재생가능에너지·적정기술 업체, 연구기관, 동주민센터, 동작구,

서울시 등이 있다. .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행위자

(1) 마을 내부 행위자

성대골에서 성대골 절전소를 시작으로, 중학교 에너지 수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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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협동조합 마을닷살림과 마을기업 에너지슈퍼

마켙 등 활발한 활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자발적으

로 활동하는 마을 대표와 10여 명의 마을 활동가들에게 있었다. 성

대골사람들 대표는 성대골에 에너지 주제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이

전부터 마을 내에서 어린이 도서관 설립과 학교만들기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을 위

한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직접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찾고 연

계하며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추진력을 발휘하였다. 성대골 내

에너지 절약 운동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이어 현

재의 에너지 전환마을 운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

는 등 마을에서 에너지 운동을 이끌어 왔다.

또한, 성대골에는 에너지 주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부들이 있었고, 이들은 마을 활동가로 성장하

였다. 2011년 9월 말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에서 열린 에너지 특강을

계기로 성대골에는 에너지를 주제로 활동하는 주부 마을 활동가들

이 생겨났다. 주부 마을 활동가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

대골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마을의 자원이 있었다. 마을 안에 아이들

이 안전하게 모여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이 생겼고, 어린이 도서관의 필요에 뜻을 함께 하는

엄마들 15명이 운영위원회로 참여하고 있었다. 어린이 도서관이 문

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아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

생하였다. 도서관 관장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에 큰 충격을 받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여 환경단체에 에너지 교육을 요청하였다. 교육 요청 후 바로 교육

이 열린 것은 아니었지만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어린이 도서관에서

주민 대상으로 후쿠시마 특강이 열렸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15명이

특강에 참석하였다. 특강에 참석한 도서관 운영위원들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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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현실과 위험성을 알게 되었고, 착한에너지 지킴이를

선언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부터 실천하게

되었다. 이 착한에너지 지킴이 선언을 함으로써 성대골에서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지향하는 마을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이 심

어졌다.

- 처음에 녹색연합이랑 연락했을 때는 큰 수확이 없었고, 나중에서

야 연락이 왔죠. 그 때 연락 온 게 잊혀지지 않아서 만나고 싶다

고 해서 녹색연합에서 왔죠. 저의 의지가 굉장히 있는 걸 보고, 주

민특강이라도 해보자 해서 9월에 첫 특강을 하게 됐죠. 특강이 있

다고 홍보를 하지는 못했어요. 날짜가 추석 연휴 바로 다음 날 오

전 10시였어요. 그래서 도서관운영위원들에게 문자를 했죠.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오라고,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서 그 때 오신 분들

이 특강을 듣고 착한에너지지킴이가 된거죠. (성대골 대표)

성대골에서 에너지를 주제로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들은 에너지

전환을 지향하는 특정 단체의 계획에 의해 양성된 것이 아니었다.

착한에너지지킴이 선언을 계기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면서 도서관

운영위원 이었던 주부들은 각 가정에서의 절약활동을 시작으로 성

대골학교(마을에너지학교) 강사, 중학교 에너지 강사, 에너지진단사

등 시기마다 생겨난 필요와 욕구에 의해 자연스럽게 활동을 이어갔

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주부들은 마을 활동가로서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활동이 생겨난 것에 반해 활

동가 수는 10∼15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을

활동가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에너지 강사, 에너지진단사, 에너지 자

립 마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활동가 대부분이 초기에 활동을 시

작한 도서관 운영위원회이고, 새롭게 마을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1

명 정도이며 현재는 이사 등의 이유로 활동 초기보다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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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활동가 수가 줄어든 상태이다.

-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는 지금은 13여명 정도이고,

한 명만 작년에 새롭게 같이 한 사람이었어요. 도서관 처음에는

(활동하는 사람이) 30∼40명 정도 됐었어요. 하루에 도서관 3∼4

명 당번, 마을 학교 교사, 에너지 활동하는 사람 별도로 있고,

그래서 상시 7∼8명이 출근해서 돌아갈 정도였는데, 지금은 도

서관이랑 에너지슈퍼마켙 해서 하루에 5∼6명이 활동하죠.

(성대골 대표)

- 활동가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리빙랩4) 같은 경우도 저희같은

주민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별로 없다는 게 좀..

주민들 얘기도 듣고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걸 앞으로도

잘 해나가야 하는데, 참여하는 주민들이 있어야죠. 처음에 우리

가 활동할 때는 애들이 6살 7살 때였잖아요. 이제 4∼5년 됐으

니까 아이들이 크면 직장을 갖게 되더라구요. 이사 가는 분들도

있고.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

람들인데 내가 좋으면 이사를 가더라도 올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오는 거 보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 같기도 하고. 끌어 올 수

있으면 좋은데.. (성대골 B 활동가)

2013년에는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이 마을에서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에너지 관련 활동을 분리하고

4) 리빙랩(living lab)은 생활현장에서 사용자들이 적극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상향식

개방형 혁신 모델로 최근에 유럽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15년 서울시 민간단

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성대골사람들에서 지원한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2015년

4월부터 주민, 서울시, 이해당사자가 함께 마을에 적합한 에너지 전환기술을 실험하

면서 대안을 찾는 에너지 전환마을 리빙랩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리빙랩 프로

젝트는 다양한 주체가 모여 에너지 전환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도입한 에너지

전환기술(생산기술)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주민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기술을 스스로 선택하여 어떤 기술이 가장 적합한지를 검증함

으로써 도시에 적합한 에너지 전환기술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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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그 결과 마을기업형 협동조합인 ‘마을닷살림’이 만들어졌

고, 2014년 1월 마을닷살림이 운영하는 에너지슈퍼마켙 개소식이 있

었다. 현재는 에너지슈퍼마켙 담당 활동가와 마을 대표가 상주하며

에너지슈퍼마켙을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의 범위를 상도 3, 4동까지로 보았을 때, 마을 내에는 마을

대표와 마을 활동가와 같은 주요 행위자 외에도 성대골의 에너지

전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이 있다. 성대골

절전소의 절전 운동을 시작한 착한에너지지킴이 15가정 외에 2014

년까지 어린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가정을 중심으로 50여 가정이 더

동참하였다. 성대시장 가게 중에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착한가

게 캠페인에 10여 곳이 동참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을 통해 성대골과 인연을 맺게 된 대학원생

들이 ‘블랭크’라는 팀을 만들어, 성대골 내에 도시 공간 디자인 청춘

플랫폼 사무소를 차렸다. 블랭크는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기업은 아

니지만 이동식 에너지카페 ‘해!바라기’를 만드는 일과 에너지슈퍼마

켙 화목난로 설치 등에 참여 하였다. 또한 성대골 활동가들이 에너

지 수업을 하고 있는 국사봉 중학교, 에너지 축제를 지원하는 상도

3, 4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도 포함할 수 있다. 마을 주변의

간적접인 행위자로는 동작구의 동작탈핵연대가 있다.

(2) 마을 외부 행위자

성대골 내에서 직접적으로 에너지 자립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

대표와 마을 활동가 외에도 행정 지원, 교육, 자문, 적정기술 설치

등 다양한 분야의 행위자들이 관계를 맺고 다양한 자원들이 활용됨

으로써 성대골은 에너지 자립마을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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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에너지절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

역할을 한 곳은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었다. 2011년 9월 어린이도서

관에서 녹색연합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후쿠시마 특강을 하였고, 바

로 이어 여성민우회생협 행복기금으로 우리동네 녹색아카데미를 열

어 ‘착한 에너지 지킴이: 우리 동네 절전소 만들기 기초 강좌’를 진

행하였다. 이 강좌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에너지정의행동, 녹색

연합의 강의와 에너지 자립마을 답사와 워크숍으로 구성되었다.

2011년 12월 마지막 워크숍에서 에너지절약 실천인 ‘절전소’를 시작

하게 됨으로써 성대골은 에너지 자립마을로서 첫 발을 딛게 되었다.

- 초기에는 녹색연합에 강사비를 주고 강사요청을 하고, 코디네

이터 역할을 요청했었죠. 우리가 하고 싶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코디해 달라 한 거였죠. 특강이랑 워크숍 설계

를 해 준거였죠. 요즘은 녹색연합과 같이하는 워크숍은 없었

어요. 그 때 연결된 관계로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죠. 지금은 녹색연합에서 성대골을 견학코스로 넣는다든지,

에너지슈퍼마켙이 잘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

고, 성북구에 에너지 관련 행사가 있으면 성대골은 연계하기

도 하고 하죠. 우리를 강사로 부른다던지.. (성대골 대표)

- 성대골은 저희 시민참여팀의 사업 대상지였고, 이제는 그 사

업 대상지에서 진행했던 지원 프로그램은 끝난 거구요. 정서적

인 교감의 상태에 있는 거죠. 서로 필요할 때 부르고... 정서적

친밀감이 있는 관계이고,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사례지이죠. 성

대골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요청하

시구요. 이런 관계 이죠. (녹색연합)

성대골에서 에너지 특강을 하게 되면서 관계를 맺게 된 환경단

체인 녹색연합은 성대골에 교육을 제공하고 에너지 관련 활동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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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해 주는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녹색연합의 교육이 성대골에 필

요한 단계를 거쳐, 상호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 녹색연합은 성북구와 협약을 맺고 성대골 방식의 에너지 절

전운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성대골과 성북구 절전소의 가장

큰 차이는, 동기의 차이이죠. 성대골은 스스로 하고 싶으셨

고, 성북구는 성북구청과 녹색연합이 협약을 맺고 주민들에

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거에요. 성북구 주민들이 성대골

주민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가 필요한가, 어떤 동기

부여가 필요한가, 어떤 식의 역량을 키워야 하나, 어떤 메리

트나 입장을 제시해야 하나를 성대골을 보며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고, 성북구 주민들이 성대골 주민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녹색연합)

이렇듯 녹색연합은 성대골의 실험과 경험을 통해 도시에서 시도

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의 발전 과정을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배우고,

성대골은 녹색연합의 사업 대상지인 성북구나 서초구의 에너지 자

립마을 활동에 주민강사로 참여하며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서울시는 성대골의 에너지 전환 활동에 관하여 주로 재정적·행

정적 지원을 한다. 성대골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에너지 자립마

을 공모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자문 지원 체계로는 에너지 자립마을 자문단이 있다. 이

자문단은 에너지 분야, 건물효율개선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

문가와 시민단체 등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정된 에너지 자

립마을의 실행 계획과 실천, 가구별·마을별 에너지 절약 목표의 이

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의 추진 상황을 평가 및 자

문하는 역할을 한다. 2012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녹색에너지팀에

서 계획된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 사업은 2014년 초에 담당과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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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어 현재는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의 에너지공동체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관 협력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 에너지시민협력과는 녹색에너지과의 기본 계획을 이어받

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성대골에 에너지슈퍼마켙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전국적으

로 주목을 받는 모델이고, (올해는) 성대골 에너지슈퍼마켙

모델을 에너지 자립마을마다 만들어 볼 계획을 세웠어요. 자

립마을 뿐만 아니라 NGO든, 교회든, 성당이든 여유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통해서 에너지 사랑방이나 에너지슈퍼마켙

활동을 시작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에너지 자립마을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너지슈퍼

마켙을 시작으로 자립마을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해

서 올해는 에너지절약실천사업을 통해서 11개 에너지슈퍼마

켙 조성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성대골이 지원 받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성대골

모델이 확산 될 거라고 보고요. 성대골은 참 독특하죠. 그런

면에서. 시하고의 관계나. 시에서 성대골 모델을 적극 받아서

전파하려고 하는 거나. 손을 내밀면 지원하고 그러죠.

(서울시 기후화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과장)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마을에서 직접 계획한 사업 내용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

시는 에너지슈퍼마켙처럼 성대골에서 시도된 사업 내용을 에너지 자

립마을의 활동 모델로 적용한다. 성대골과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 성

대골이 서울시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수혜대상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서울시의 관련부서와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서울시와의 관계는 주로 사업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이기 때

문에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공식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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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공모사업을 잘 써서 사업성과를 잘 내느냐 아니냐

에 따라 파트너냐 아니냐 일 수 있죠. 다른 과의 사업을 받

아오더라도 사업이 끝나면 관계가 끊어지죠. 사업을 통해서

연결된 관계죠. 서울시는 대상 마을이 잘 수행하는지, 감사에

서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관계죠. 성과를 내면 성과로 가

져가고.. 사실 이런 사업은 안하는 게 맞지만 자체적으로 할

동력이 없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지.. 절전소 운동 같은 거

는 성대골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에너지 전환

마을, 자립마을을 타이틀을 걸고는 아줌마 몇 명이서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성대골 대표)

성대골 대표는 절전운동은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실천

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이나 기술 등 마을 외부의 자원

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고, 마을 주민들의 협력만으로도 절전운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절전운동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생산까지 시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또는 에너지 전환마을

은 전문 지식과 기술이 도입되어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이 갖추

어져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마을 기반이 부족한 현재로서는 마

을 주민들의 역량만으로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일구기가 어려운 상

황이다. 마을 내의 역량이 높아지기까지는 외부의 다양한 자원이 필

요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의

특성상 실질적인 활동보다는 성과를 위해 지원기관의 틀에 맞추어

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성대골의 행정구인 동작구와는 직접적인 사업을 매개로 관계를

맺어 온 것은 아니었지만, 성대골 마을 대표의 에너지 자립마을 활

동과 관련한 적극적인 요청들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에

너지 주제와 관련하여 성대골과 주로 관계를 맺는 부서는 동작구

주민생활복지국 맑은환경과이다. 맑은환경과는 성대골의 요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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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에너지축제나 에너지 자립마을 공부모임, 리빙랩, 에너지 특강 등

사안에 따라 성대골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가고 있다.

- 성대골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구해 오는 경우가 많죠. 요

구 차원이 일반 민원과는 차원이 달라요. 보통 민원을 할 경

우엔 개인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관을 활용하거나 예산

요구, 고충민원 같은 건데, 성대골의 요구는 수준이 높아요.

이번에도 리빙랩 사업 관련해서 연락이 왔어요. 구에서도 성

대골에 요청할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BRP나 기후변화, 재

생에너지 관련 주민설명회를 할 때 성대골에 자문을 구하거나

주민 강사로 초빙하죠. 성대골은 항상 구청보다 앞서가요. 좋

은 내용이 많고 그래서 구청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죠.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환경이나 에너지 사업은 특

히 그렇죠. 구의 의식이나 행정, 예산상 거의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이죠. (동작구 주민생활복지국 맑은환경과 주무관)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은 본격적으로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관련 기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 워크숍을 진행

하고, 단열공사와 태양열온풍기, 고효율화목난로, 목질계 펠릿 난로,

미니태양광 설치 등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및 적정기

술 업체와 관계를 맺고 있다.

-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활발하게 적정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죠. 관계를 맺고

있고, 가치를 알고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고, (적정기술 업체에

게는 성대골이) 여러 고객 중 하나일 수 있죠. 성대골은 외부

에서 관심이 있으니까 적정기술 홍보할 때 성대골 사례를 넣

는 정도죠.. 우리도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외상이 필요할 때 가

능하기는 하죠.. (성대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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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관여를 했어요. 성대골 아줌마들이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강의하러 오라고도 하고. 온풍기 설치한다고 할

때, 저희하고 친한 업체가 태양열 온풍기도 소개도 해주고. 어

찌 보면은 그런 멋있게 보면 콜라보를 했네요. 에너지카 만들

때는 블랭크하고 같이 했었고. 마을의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몇 개 했죠. 에너지슈퍼마켙 처마에도 했고, 경로당에도 했고,

에너지 카에 태양광 시스템 독립형으로도 했고, 그리고 에너지

슈퍼마켙을 통해서 3곳에 설치를 했어요. 성대골 주변 가정에.

(마이크로발전소)

- 성대골하고는 약간 수평적이면서 상호의존적인 거 같아요. 성

대골 학교에 태양열 온풍기를 달았었구요, 저희가 처음에 핸즈

를 만들고 일거리가 없을 때 성대골에서 일을 좀 주시기도 했

어요. 작년 초에. 국사봉중학교에 가서 수업을 했는데, 생태와

적정기술로 조그만 건조기 샘플을 만드는 수업을 했어요. 그리

고 작년 1학기 때랑 2학기 때도 성대골 사람들이랑 국사봉 중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작은 공간을 지었구요. 적정기술을 이용

해서 온풍기도 달고, 난로도 만들어 달았고, 위에는 태양전지

판도 달고, 단열도 신경 쓰고 해서. 3평 정도의 공간인데, 매점

으로 활용한다는 거 같아요. 그런 거 하면서 성대골이랑 좀 알

게 되고, 성대골 사정도 좀 알게 되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

는 건 도와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도시에서 이런 적정기술을

하는데 그걸 실험할 수 있는 좋은 현장이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같이하려고 하죠. (마을기술센터 핸즈)

성대골이 에너지 자립마을을 시도하고 있으나 절약과 효율화에

비해 생산부분 활동이 저조한 편이다. 재생가능에너지 또는 적정기

술 업체인 마이크로발전소와 핸즈, 팜택의 기술들을 마을에 적용하

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재생에너지 기술을 실험적으로 적용하는 수

준이다. 적정기술 업체는 성대골과의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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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로부터 피드백을 들을 수 있다. 실험적인 수준이지만 기업 측에서

는 기술을 제공하고 마을에서는 피드백을 해 주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대골은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적극적

으로 찾고, 다양한 행위자들과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현재 성대골

은 에너지 자립마을이 다음 단계로 거듭나기 위해 리빙랩 프로젝트

를 새로이 시작하였다. 리빙랩 프로젝트에는 기존에 연결되었던 행

위자들과 함께 연세대 지속가능도시전환연구실이 새로운 행위자로

서 관계를 맺고 있다.

2) 공감대 형성과 공동의 목표

성대골에 에너지 주제가 등장한 기점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

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당시 어린

이 도서관 관장에게 큰 경각심을 일으켰고, 관장의 주도로 에너지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시도가 이어졌다.

- 3월에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도서관

을 인문학 주제로 꾸리려고 했어요. 수유너머 같은. 원래는 논

어 맹자 강좌를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쿠시

마(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에너지 주제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후쿠시마가 나에게 영향을 주었고,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다른

욕구는 사라져버렸죠. (성대골 대표)

2011년 여름에는 마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환경 특강을

열었고, 9월에는 환경단체와 함께 기획하여 주민 대상의 에너지 특

강을 열었다. 이 특강에 참석한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운영위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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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현 에너지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 그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충격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모르고 사는 구나... 전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고, 원자력 발전소가 갖는 파괴력, 사람들에게 미치는 게...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고, 저거를 한 개도 아니고 이미

몇 십 개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성대골 A 활동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공유 이후로는 성대골 절전소 활동이 바로

이어졌고, 교육을 통해 깨달은 점을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

었다. 성대골 절전소 운동에는 특강에 참석한 도서관 운영위원회뿐

만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가정들도 참여하여 약 70여 가정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정의 에너지 절약 운동에서

나아가서 도서관 가까이에 있는 성대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에너

지 절약 캠페인을 하였고 이 캠페인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

하는 가게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에너지 절약 활동을 확대해 나가면

서 성대골 내에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좀 더 확산될 수 있

었다.

에너지 절약 활동에 이어 성대골이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공

모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절약활동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 효율화와

적정기술 워크숍을 통한 태양열온풍기, 미니태양광, 펠릿난로를 이

용한 에너지 생산까지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활

동을 통해 마을 활동가들 사이에서의 에너지 절약 인식은 에너지

자립과 전환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고,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공감대

가 강화될 수 있었다.

- (마을이라고 했을 때는) 전환까지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나..

저희가 절약하는 거, (절약에 대한 공감대), 에너지에 대한 문



- 66 -

제제기 정도.. (마을에서) 전환까지는 아직.. 그런데 저희 활동

하는 사람들은 전환까지도 고민을 하죠. 왜냐면은 적정기술이

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그걸 적

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 했을 때. 그런(전환에 대한) 고

민을 하죠. 동네에서는 아직은 아닌 거 같아요. 너무 편리해.

전기가 너무 편해. (성대골 A 활동가)

이렇듯 성대골의 에너지 절약 운동에 참여했던 주민들과 상인들

사이에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감대가, 마을 활동가들 사이에는 에

너지 전환에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

대골은 에너지 주제로 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마을 활동가들 사이에

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에너지 전환

을 위한 구체적인 마을 비전이나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

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활동들은 마을 주민들이 합의한 공동의 목표

에 대해 계획을 세워 진행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필요에 의해

생겨난 움직임이거나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1년 단위의 단기

적인 계획들이었다.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는 마을

내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전과 장기적인 목표가 더 필요해 졌다.

2013년도에는 성대골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에너지 자립

또는 전환 마을로의 모습을 구상하기 위해 1박 2일 비전 워크숍을

열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는 않았다.

- 성대골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하기도 했는데, 작년에도 지도에

비전을 담으려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지도가 나오질 않았어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마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집은 어떤 모양으로 전환에 동참

할까는 모르는 거죠.... 서울시도 경험이 없고,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과 같은 사례도 없었고 하죠. 서울시가 그리는 에너지

자립마을의 상이 없잖아요. 5년 후, 10년 후 이런 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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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절약하고, 효율화 사업 하고 생산하고... 이걸로는 부족

해요. 성대골은 2만 세대는 너무 많으니까 천 세대를 목표로

단기적으로 얼마의 돈이 투입되고 어떤 방법으로 풍부한 자원

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빗물 탱크를 설치한다던지 태양광을 설

치한다던지... 이런 계획이 없잖아요. 이런 계획도 주민들이 세워

야 하는 거에요.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

획이 없죠. 마을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거죠. (성대골 대표)

성대골의 에너지 절약 운동과 에너지 자립마을을 주도적으로 계

획하고 진행해 온 마을 대표의 고충은 도시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정책으로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담당부서 역시 마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내를

해줄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서울시는 에너지 자

립마을에 대해 3년 동안 에너지 절약, 효율화, 생산이라는 세 단계

의 틀을 제시하고 있지만,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단계라기보다는 에너

지 자립 자체에 초점을 맞춘 과정이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에너지

자립마을의 기반을 다지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이 활동이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따라가기에는 어려워 보이

고, 주민 개개별 단위로 할 수 있는 일인가? 무관심 속에서.

혼자 할 수 있나? 그 사람이 10년간 할 수 있나? 사람이 중요

한데 사람이 안보이고. 누군가 나타나서 할 수 있다? 라는 것

에 답을 찾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 동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성대골 대표)

또한, 마을 내에서 비전을 세워나가고자 하더라도 함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4년 여간 마을 대표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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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부들이 마을 활동가로 성장해 왔지만 성대골 내부 구성원만으

로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한 장기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이 부

족하다. 마을의 에너지 자립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마을 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성대골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서부터 에너지 자립 자원

조사 등 비전을 세우기 위한 사전 조사에서부터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

성대골 절전소가 생길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했던 녹색연합에서

는 에너지 자립마을의 비전은 마을 내부에서 비전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성대골의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스스로 비전

을 만들고 스스로 활동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다.

- 성대골은 이미 어느 정도 스스로 비전을 만들고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구요, 성대골의 비전은 성대골

이 만들어야죠... 성대골에서 열심히 비전을 만들면 저희는 감

사히 받아서 다른 마을에 소개를 하고 연결을 하기 위한 활동

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 할 수 있죠... 성대골에는 외부 전문

가들이 계속 참여를 해왔어요. 저희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겠지만,

저희 역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성대골은 이제는

에너지나 에너지시민성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지역의 비전이 필요한 상태이고. 그런 쪽은 전문가들이 또 따

로 있다고 봐요. (녹색연합)

다만 마을 활동가들만으로 비전을 만들어가기가 어렵다면 전문

가의 역할이 필요하며, 현재 성대골에 필요한 전문가는 에너지 분야

보다는 마을공동체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성대골의 활동가들 사이에 에너지 자립마을로 나아가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마을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전과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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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에너지

자립마을의 비전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

고 합의해 나가는 것 자체로도 마을 내에 에너지 자립에 대한 공감

대를 확산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며 마을 내의 협력네트워크를 확장

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도시에서 마을 단위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

이고 에너지를 전환했던 선례가 없기 때문에 비전 설정 자체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3) 지속적인 교육 및 상호학습

성대골에서 에너지를 주제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 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도서관 운영위원들에게 에너지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교육

의 기회가 있었다.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와, 학교 세우기 운동 등

자녀들의 교육에 관한 공동의 문제로 결속력이 형성되어 있었던 엄

마들이 함께 에너지 특강을 듣게 되었고, 에너지 문제를 사회적 문

제인 동시에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

다고 인식하였다.

- 내가 엄마로서 해 줄 수 있는 게 잘 먹고 크게 하는 것도 있지

만, 어떤 참여로 인해서 좋은 환경을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지 않나... 단순히 내 아이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아이뿐

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미래는 정말 우리 스스

로 지켜야지 안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하나 그냥 터지고 나면

그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김종철 교

수님이 모든 지역에 방사능 오염 지역이 된다는데.

(성대골 A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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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골절전소를 탄생시킨 2011년 에너지특강 이후로도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 내에 다양한 학습의 장이

마련되었고, 성대골에서 에너지 활동에 참여하는 엄마들은 지속적으

로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마을 활동가로서 역량을 쌓아갈 수 있었다.

- 배우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니까. 여기

서 책 보다 보니까 특강 있다, 워크숍 있다 하면 참여를 했죠.

그렇게 절전소 운동도 하게 되고, 강사과정 교육받고 국사봉

중학교하고 장승 중학교 강의도 나가게 됐죠. 이 마을에서 활

동을 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적정기술 이런 거 만들어보

고, 일단은 10년 장롱 면허에서 트럭도 운전하고, 사람들 만나

서 이것저것 설명도 하고, 언제 또 내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 보겠어요? 학교 선생님도 해보고, 연극도 해보고 싶었는데,

자립마을 축제하면서 연극배우도 했었죠. 배우는 것에는 항상

제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에너지 교육 받아서 역량

강화 되고, 이제 강의 같은 것도 다른 데 가서 들어보면 성대

골 만큼 강사분이 좋은 경우도 드물어요. (성대골 B 활동가)

성대골에서 진행된 다양한 교육들은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활동으로 연결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엄마들은 학습

한 내용을 절전운동과 같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에너지 강사 또

는 진단사가 되어 다시 다른 대상에게 재교육함으로써 교육의 효과

를 증대시킬 수 있었다.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 외에도 에너지 주제

를 연극이나 합창으로 표현하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연하고,

에너지 축제를 기획·운영하는 역량을 쌓아갔다. 시민단체나 교육기

관에서는 일상적인 활동일수 있지만, 에너지를 주제로 학습하고 프

로그램을 기획해본 경험이 없었던 일반 주부들에게는 공동체 안에

서 성장하는 새로운 기회이고 경험이었다.

성대골 대표는 4년 여간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을 이끌 온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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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돌이켜 보았을 때, 마을 활동가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

에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은 교육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 그래도 초창기부터 에너지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 남아

있더라구요. 아이 땜에 왔던 사람들은 아이가 크면서 쉽게 떨

어져 나가는데, 아이 땜에 왔어도 에너지 교육이 왕성할 때 계

속 참여했던 사람들이 남아 있더라구요. 결국 교육인 거 같아

요. 에너지 내용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경험과 기회들을 계속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성대골 대표)

성대골에서 열린 다양한 교육들은 마을 내부 구성원들뿐만 아니

라 외부의 행위자들과도 상호학습 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마을 학

교 겨울나기 프로젝트로 적정기술 워크숍을 통해 태양열온풍기, 화

목난로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슈퍼마켙에 미니태양광과 펠릿난로를

설치하여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였다.

- 마을 학교에 설치한 온풍기가 고장 났는데 못 고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단 사람은 아니지만 핸즈 이름으로 한 거니

까... 팜택이라는 곳에서 원래 달았다가 빼내고 핸즈 적정기술

에서 달았는데, 고장 났잖아요. 고장 났는데 방치된 거에요. 거

의 1년 방치된 거에요. 핸즈는 홍보 목적으로 설치한 거긴 한

데 고장이 나서.. 그런데 크레인 비라도 마련해서 고쳐야 하는

데 그 비용도 없다고 하니까 못 고친 거죠. 그래서 아무튼 돌

아와서 우리가 책임을 지자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고쳐줬죠.

이렇게 저희가 만든 것을 피드백해주는 일을 성대골에서 많이

하죠. 그러면 저희가 그걸 듣고 보완하거나. 그런 면에서 상호

학습이 가능하고... (마을기술센터 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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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슈퍼마켙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지만 LED도 쓰고 기본

적으로 쓰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게 뒤에

처마에 미니태양광 500와트를 설치했는데, 그걸 병렬 연결을

해서 설치하는 것도 저희 회사에서는 처음 하는 거였을 거에

요. 매번 250와트만 개별로 하다가 500와트를 병렬로 연결하는

건 처음이었죠. 설치하면서 저희는 예측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여름에는 잘 될 거 같은데 겨울에는 발전이 잘 안 될거고, 그

림자에 가려서... 설치할 때가 여름이었어요. 겨울에 잘 안 될텐

데 감안을 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지식의 정도를 늘려가는 거에요. 아 겨울에 그림자 들어오면

이렇게 되지. 전에는 미처 상관없는 일이다가 그 설치하려니까

관심이 생기고 다른 곳에 설치할 때도 자문할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발전소)

워크숍에 참여한 적정기술 업체는 도시의 에너지 자립마을에 적

합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시

행착오를 겪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적정기술 측과

기술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마을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에너지 자

립마을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에 관한 상호 학습을 할 수 있었다.

워크숍 외에도 정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목요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적정기술 업체, 마을청년기

업 블랭크, 공무원 등 10여 명 정도 인원이 참석하여 에너지 자립마

을 사례와 에너지카페 기획, 협동조합형 마을기업 에너지슈퍼마켙

등에 대해 논의하며 학습해 나갈 수 있었다.

- 목요 스터디 모임이 생겼는데, 에너지에 대해서 매주 회의를

했었거든요.주택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협동조합으로 우리가

원하는 욕구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택협동조합도 얘기하게 되

고,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슈퍼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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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구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에너지카나 태양열 온풍기

팜텍 사장님이나 마이크로발전소 이기관 대표 이런 주변 외적

인 요소의 구성원들도 오시고,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자꾸 나오

면서 협동조합도 나오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마을살이에 관한

얘기도 하다가 좁혀진 게 에너지슈퍼가 되고, 잘 진행이 돼서

그렇게... (성대골 A 활동가)

강의나 워크숍이나 공부모임과 같은 특정한 학습의 장이 아니더

라도 성대골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경험을 통해 상호 학습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환경단체와의 관계에서는 환경단체에서 그 동안 쌓아

온 교육의 경험이 성대골에 제공될 수 있었고, 성대골은 교육 내용

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에너지 절전 운동을 벌이고,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환경단체

역시 성대골을 통해 실제로 도시의 마을에서 에너지 전환 실험의

선례로 다른 마을에 적용하기 위한 지점들을 찾아가고 있다.

- 지금 녹색연합이 갖고 있는 에너지 운동의 포인트는 기본적으

로 자치구 단위이고, 자치구 단위에서 안에서 마을들이 있고,

그 마을들이 성대골 활동을 따라 배워가면서 성대골처럼 가려

고 하는데, 갈 길이 멀어요. 아직은. (생략...) 서초구나 성북구

의 다른 마을 들이 성대골처럼 가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려

고 하죠. (녹색연합)

성대골에 마을 활동가가 양성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 내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학습의 영

향이 컸다.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이 진행되는 중에도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가졌고, 이러한 적극적인 학습이 성대골이 성장할 수 있는

강점이었다.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관련 특강과 워크숍,

에너지 강사 양성 과정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이라는 공동의 가치



- 74 -

관이 형성될 수 있었다. 또한 성대골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강

사 양성과정은 마을 내 활동가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성대골과 연결되어 있는 녹색연합, 적정기술 업체, 서

울시, 동작구 등과 함께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피드백을 통해 경험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학습의 과정 속에서 성대골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다.

4)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성대골에서 전개되어 온 활동들은 처음부터 체계를 갖추고 추진

된 일이 아니라 마을 안에서 마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

들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생겨난 일들이었다. 활동을 진행함에 따라

논의할 일이 많아지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들이 생겨났다. 성대

골은 2011년 이래로 에너지특강, 성대골절전소, 에너지 자립마을 공

모사업, 협동조합형 마을기업 마을닷살림 등 활동이 활발했던 만큼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았던 반면, 함께 활동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가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에너

지 주제의 첫 활동이었던 에너지특강을 기획할 당시에는 도서관 관

장 외에는 도서관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 운

영과 프로그램 기획과 같은 전반적인 일들을 관장 혼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었지만 운영위원들은 도서

관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것보다

는 도서관 공간 유지에 대한 고민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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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 거였고. 나는 도

서관에 매일 출근했고, 처음엔 나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도서

관 열렸다고 온 사람들이 바로 운영을 같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 때 책 빌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잠깐 도서관 지켜달라고 맡

기고, 활동을 설득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환경특강을 기획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서관이

6개월도 안되었었기 때문에, 월세 걱정하던 때기 때문에. 그 중

에 도서관에 흥미를 느끼고 자주 오는 사람들이 생기기는 했

죠. 운영위들한테는 환경특강 하고 싶다는 얘기를 회의 때는

하죠. 계획을 얘기하면 운영위원이 반대하지는 않죠. 그것보다

월세를 걱정하고 있었으니까. 그 때 운영위원회나 마을사람들

이 계획을 같이 짜고 그러지는 않았고, 일어나는 일들에 참여

하고 돕는 정도였죠. (성대골 대표)

성대골 마을학교 등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부터는 마을학

교 활동에 관련하여 매주 정기회의가 있었다. 그렇지만 마을학교 회

의였기 때문에 에너지 활동 자체로 집중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자

리는 아니었다. 에너지 활동에 관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은

주로 워크숍이나 집담회를 열어 논의 하였다.

- (성대골 절전소를 시작해서 한창 진행할 당시에는) 에너지로

회의를 하지는 않았고, 마을학교는 매주 회의가 있었어요. 도서

관운영회의가 한 달에 한번 있었고.. 마을학교 회의를 할 때 다

모였을 때 전달을 하죠. 그 때 가장 크게 일어났던 일 외에는

논의조차하기 어렵죠. 한두 가지의 중요 논쟁거리가 결정이 내

려지지도 않아요. 그 때 브리핑으로 설명했던 건 활동가들 기

억에도 잘 없더라구요. 절전소 때도 워크숍은 많이 했어요. 마

을학교 자립을 하기 위한 1박2일 워크숍도 하고.

(성대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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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 계획서를 보면, 우리 계획도 있지만 대표님 생각도 많

고, 정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실행을 하는 사

람들이었잖아요. (성대골 A 활동가)

성대골에서는 에너지 주제의 활동뿐만 아니라 어린이도서관과

마을학교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에너지를 주제로 충분한 논의

를 할 수 있는 자리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논의 구조가 세

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 대표 주도로 에너지 관련 활동이 추

진되면서 활동 계획에 마을 활동가들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는 상

향식 의사소통 구조가 자리 잡지 못하고, 마을 대표가 계획을 세우

고 활동가들이 실행하는 하향식으로 일이 전개되었다.

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되면서 에너지 활동에 관한 논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자립마을 회의 ‘목요 스터디 모임’를 개

설하였다. 목요 스터디 모임은 2012년 12월에 시작하여 1년 6개월가

량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마을 내부 활동가뿐만 아니라 성대골 에너

지 자립마을에 관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외부의 다양한 단위가 참여

하도록 하였다.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 시기부

터는 마을 내부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행사나 활동

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마을 내부 활동가들에 국한된 논의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를 열어둔 것이었다. 회의 내에서

에너지 관련 활동 논의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 등을 함

께 공부하였다.

- 도저히 안 되겠어서 2012년 12월에 에너지 자립마을 회의를 개

설을 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그 회의를 끌고 오면서

일들이 좀 진행이 됐죠. 마을 활동가 중에서 에너지에 관심 있

는 활동가 3∼4명하고, 그 때도 비슷하게 초청했어요. 녹색연합



- 77 -

에서 한명, 재생에너지 쪽 한명, 블랭크 청년도 합류하고.. 이런

공부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다른 마을이나, 한 살림 등도

참여했죠. 책도 읽고 발제도 하고, 그 때 주거환경관리사업도

같이 진행이 되서 그 때 관여했던 교수님도 참여하고. 중요한

회의도 있으면 회의도 하고. 그때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진행을

하면서 마을기업이 가능했다고 봐요. (성대골 대표)

성대골의 에너지 자립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의사소

통에 있어서 갈등의 지점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에너지 자립마을 공

모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사업이 결정되었던 점과

사업이 진행되면서 구성원들에게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은

점이 갈등을 유발하는 지점이었다.

- 내가 좋아서 참여하는데, 뭔가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니었

던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첫 단계부터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계획서를 같이 씁시다. 어떤 걸 할까요. 이런 걸 합시다” 그러

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할까 말까하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

도 한데.. 전혀.. 어떻게 보면 지금 힘의 동력이 조금 빠진 부분

들이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투명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분

명히 나는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라는 의문이 항상 남았

던 거 같아요... 에너지카 만드는 거나 그 과정들은 어느 순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성대골 A 활동가)

또한, 성대골에서 에너지와 관련한 대부분의 큰 사업들은 마을

대표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마을 대표를 주축으로 추진됨에 따라

역할과 책임이 마을 대표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어떠한 활동과 사업

을 결정하기에 앞서 마을 활동가들과 외부 자문가와 논의가 있었지

만, 그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이 마을 대표에게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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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골은 두려울 텐데도 계속 실현을 하고, 실패를 하든 계속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은 떠안아서 책임을 지잖아. 트럭(에너지

카)도 벌써 3년째야. 엄마가 트럭을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몰고 다니면서 캠페인을 하는데, 그러면서 발생하는 수리

며 사고 이런 것에 전부다 책임을 져야 하잖아. 일을 저지른다

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에 따르는 책임은 엄청나게 큰 거에요.

그래서 최종결정은 혼자 하는 거야. 나 혼자. 누가 다 같이 책

임져.. 안타까워는 하겠지만 2010년도 도서관 문을 열면서부터

모든 일의 마지막 결정권은 나에게 와 있는 거죠... 우리 활동

가들도 의견을 내고 우려를 하고는 하지, 그런데 엄마들이 어

떤 결정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저걸 만들어 놓으면 다 고생을

하지. 그런데 내가 계속 쫓아다닐 수는 없어. 역할이 다르잖아.

방문객을 받아야 하고, 사업비를 따와야 하고... 돈을 따와야 하

는 것도 그렇고 책임도 그렇고, 마지막엔 제가 책임을 지게 되

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무슨 일을 하든 돈이 필요하고, 마

지막 책임자 서명은 누군가 한명은 해야 하는 거더라구요.

(성대골 대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관련하여 마을 대표가 전적으로 사업계

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게 된 배경에는 마을 대표와 활동가들

사이에 경험적인 차이가 존재했다.

-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저는 (사업)

계획을 세울 때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서울시

사업을 따 와서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이 사업 전반에 관

해 알고 싶었어요. (성대골 A 활동가)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은 에너지 주제와 관련하여 성대골에

서 진행된 큰 규모의 첫 지원 사업이었다. 마을 대표 외에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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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과정을 이해하는 활동가가 거의 없었다.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 사업을 한차례 경험함으로써 사업 진행에 필요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에너지슈퍼마켙에 마을

활동가가 상주하는 방식으로 몇몇 활동가가 부분적으로 일을 분담

하여 사업의 행정적인 부분 등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직접 경험

하고 있다.

- 어디에 어떤 좋은 강의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듣는데 처음에는

좀 없었어요. 우리는 여기(마을)에만 있는 거에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좀 격차가 많이 생겼죠... 지금은 이제

제가 매일 출근하고 웬만한 거는 공유하게 되죠.

(성대골 B 활동가)

- 그 분이 회계나 그런 걸 줬을 때, 저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일

단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 분은 그 분대로 혼자 힘들었을 테고.

힘들었겠구나. 공개하지 않는 이유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불

만을 했지만. 그래 그게 이렇게 쓰여졌구나. 힘들구나. 또 부담

이 되겠구나. 밖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었고.. 이게 그 사람 혼

자 지고 가는 게 보였어요. 혼자 지고 가는 그게 보여서 조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 (성대골 A 활동가)

일이 점차 분배되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정보도 점차 분

배되고 있다. 성대골은 공동체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서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다. 시행착오

와 갈등을 통해 공동체 내부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동체 활동

에 적합한 논의와 결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대골의 의사소통 방식이 조정되어 가는 중이

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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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익과 보상

현재까지 성대골의 에너지 관련 활동은 주로 마을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자원 활동으로 진행되어왔다. 마을 활동가들은 활동을 통

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고,

주부에서 활동가로서 역량을 향상하는 등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을 활동가 사이에 실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

업 계획 세우기와 사업 진행, 예산 사용 등에 대한 역량을 더 키우

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와 있다. 또한 4년 이상 활동을 진행해 오면

서 자원 활동만으로는 에너지 자립 마을 활동을 지속시키는 데 한

계 지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마을 활동가들은 부분적으로 교통비 및

식비 정도의 활동비를 받고 있으나 이 비용이 활동을 촉진하는 정

도의 보상이 되지는 않는다.

- 자원 활동을 하는 샘인데, 사업이라든지 강사활동으로 한달에

20∼30 만원 받는 사람들이 꽤 있죠. (생략...) 그런데 교통비,

전화요금, 식사비 하면 그것밖에 안되죠. 그러고 나면 내가 여

기 왜 나왔지? 하게 되는 거죠. (성대골 대표)

- 아무래도 저희가 활동을 하다가 외부에 나가서 활동가들 만나

보면 여기 같은 곳이 없더라구요. 우리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

가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관에서부터 관여를 해서 주민들을 끌

어들이고 하는데, 성대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동체도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3∼4년

동안 하다보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 가정일도 하긴 하지만

거의 다 올인을 하잖아요. 올인을 하는데, 이제 뭐 없는 거야.

내가 얼마큼 배우고 나도 어느 정도 역량도 갖추고 하는데 내

가 봉사하긴 한 건데... (성대골 B 활동가)



- 81 -

- 에너지진단사 하면서 푸르미 자립마을 대표 분을 알게 되었는

데, 그 분이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셨어요. 문서 작성이나 회계를 처리하는 거나... 저

도 궁금했어요. 자립마을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제

가 성대골에 있다고 활동을 한다고 하니 저한테 제안을 하신

거에요.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저 사실 에너지 자립마을 아

무것도 몰랐어요. 회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간보고를 어떻

게 해야 하는지.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알겠다고 도와

준다고. 월급을 준다고.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으로 들어갔고. 월급을 주시고 그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실행

만 하라고. 일단 계획서는 있었고. 활동을 하지만 활동가로서의

역량은 다르잖아요. 나도 그 역량을 키워보고 싶었어요. 월급도

준다고 하니. 여태까지 내 돈으로 점심 사먹어 가며 애들 집에

버려가며.. 내가 좋아서.. 애들은 희생 아닌 희생을 강요당해

서... 아이가 학교 입학하는데 한글도 모르고 갈 정도로 무심했

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 것도

있었고 금전적인 것도 분명히 있었고, 여기 자립마을의 역할에

대해서 내 한계도 느끼고 있었고, 그 때 고민할 때 였어요. 그

래서 그 일을 하게 됐죠. (성대골 A 활동가)

그 동안은 마을 활동가들의 역량이 향상되는 과정 자체가 에너

지 자립마을 활동의 동력일 수 있었으나 현재는 향후 활동을 지속

시키기에는 마을 내에 동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이다. 에너지 전화마

을이라는 큰 비전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원 활동만으로는 활

동의 지속성이 부족하고 더 큰 동력이 필요하다. 또한, 성대골은 3

년간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 사업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다양한 활동과 실험을 시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되면 재정적 지원도 중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 사업이 활동

지속성에 위기 요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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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게

있으니까. 지속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의 그런 수익구조라 표현

해야 할지 지속가능성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구조는 만들

어야 할 것이고. 그게 개인과 공동이 같이 가야겠죠. 개인 활동

가에게도 그리고 지역에도 남는 걸로 가야지. 사람들도 더 좋

아하겠죠. 그니까 외부에서 사업을 따오든, 그 공동체가 이 사

업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 누군가가 일자리를 얻고 만족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을이 좋아졌구나 느낀다면 만들어낸다면

괜찮을 거 같아요. (마을기술센터 핸즈)

2013년부터는 마을 안팎에서 성대골이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네

에 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수익도 생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논의 끝에 2013년 말, 단열개선 사업

을 하는 ‘마을닷살림’협동조합을 설립하고, 2014년 1월 24일 협동조

합의 사무실을 겸한 성대골 ‘에너지슈퍼마켙’을 열었다. 에너지슈퍼

마켙에서는 에너지 절약 교육에서 시작해 LED, 멀티탭, 에어컨 실

외기 차양막, 미니태양광발전기 등 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과 생산에 관한 사회적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살펴본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 현황을 [표 8]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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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요인
현황

다양한

행위자

∙ 다양한 행위자와 관계 맺고 있음

∙ 주부로 구성된 마을활동가 10여명 양성됨

∙ 활동가 수 감소와 정체

∙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공식적인 관계 끊어짐

공감대

형성과

공동의

목표

∙ 마을 내에 에너지 절약 공감대 확산

∙ 마을활동가들에게는 '에너지전환'에까지 공감대

형성되어 있음

∙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마을 비전이나 장

기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음

지속적인

교육 및

상호학습

∙ 성대골에서 에너지를 주제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

할 수 있었던 배경임

∙ 도서관 운영위원들에게 에너지 관련 교육의 기회

가 있었음

∙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속적

으로 다양한 상호 학습의 기회 있었음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 워크숍, 집담회, 정기회의 등 논의 자리 있음

∙ 하향식 의사소통 : 마을 대표가 최종 결정을 내

리고 마을 활동가들에게 결정 내용 전달함

∙ 소통 및 결정 방식과 정보 공개 문제 등으로 인

한 갈등 생김

∙ 공동체 내의 의사소통 부분에서 시행착오 겪고

있음

이익과

보상

∙ 마을 활동가들의 역량 향상 등 내적 성장

∙ 마을 활동가들은 활동비 받고 있으나 활동을 촉

진하는 보상은 아님

∙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협

동조합형 마을

기업 개소

[표 8]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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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분석

1)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협력네트워크 구조

2011년 성대골 절전소를 시작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까지

성대골은 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다양

한 행위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에너지 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 기반

을 다지는 시기를 보냈다.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네트워크의 주요

행위자에는 마을대표와 마을 활동가, 마을 주민 등 마을 구성원을 비

롯하여 성대골 에너지 운동 초기에 교육을 제공한 환경단체, 제도적

자원을 통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서울시, 에너지 자립에 필요

한 기술을 제공하는 적정기술 업체 등 다양한 외부 행위자가 있다.

성대골의 네트워크는 계획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었고, 마

을 대표가 시기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찾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되는

사람이나 단체, 기관과 관계를 맺게 되는 우연성에 기반을 둔 네트

워크가 형성되어왔다.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

으로 제공해 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

보를 찾고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밖에 없다.

- 서울시에는 구마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구 전체에 마을넷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관계망에서 에너지 자립마을만 빠져있어

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만 시 직속인 거야. 서울 보면 서울시

혁신기획관이 있어요. 서울혁신기획관에 마을공동체팀이 있어.

여기까지는 서울시야. 그리고 여기에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요. 사단법인 마을이라고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있

어 은평에. 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이 사업 자체를 여기서 아

예 총괄하면서 디자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마을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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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업을 다 총괄하다가 요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지자체로 내

려 보낸 거에요. 지자체에서는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팀이 있

어요. 그래서 여기로 내려왔고, 여기서 중간조직은 마을넷과 자

생단(자치구생태계조성사업단)이 있어요. 마을 생태계를 만드는

팀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상담도 하고, 컨설

팅도 하고 회계보고도 하고, 마을커뮤니티들을 지원을 해요. 그

리고 이 사업들을 다 묶어. 전부 연결해서 연결망을 만들어요.

이게 네트워크야. 그리고 자금도 따로 확보하는 것까지. 서울시

자원이 끝나도 이 사업들이 전부다 자생을 할 수 있게끔 딴딴

하게 전부다 엮어지는 게 서울의 마을만들기 조직이거든요.

(성대골 대표)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는 제도적 자원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자립마을은 마을만들

기 네트워크 내에 속해있지 않다. 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한 관계망을

마을 자체에서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관계를 맺기 위

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계가 맺어지더라도 관계의

지속성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지원 사업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해당 기관과의 공식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됨

으로써 지원 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던 자원을 다른 곳에서 다

시 끌어와야 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직면하게 된다. 현재 성대골의

에너지 자립 활동에 관련한 네트워크는 관계망 내에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필요

에 따라 마을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성대골은 마을 대표가 적극적으로 자원과 정보를 찾으며 마을 외

부 행위자와의 관계를 연결해 왔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정보와 관계

가 마을 대표에게 집중됨에 따라 마을 대표가 주축이 되어 성대골의

에너지 운동을 기획하고 주요 활동을 결정해 왔다. 성대골절전소,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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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에너지 캠페인, 에너지 축제, 합창단, 적정기술 워크숍, 목요스터

디, 에너지 강사, 에너지 진단사 등 다양한 활동이 생겨났고, 활동가

들은 여러 활동에 참여하였다. 개별 활동 내에서는 활동가들 사이에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지만 큰 계획은 주로 마을 대표가 기획하고

결정한다. 즉, 마을 대표가 큰 틀에서 활동 계획을 세우고, 결정된 활

동에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하향식 구조가 형성되었다([그림 5] 참조).

[그림 5]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네트워크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의 내부 관계 구조는 중핵을 담당하는 특정

주체에 권한과 역할이 집중되는 집권형 네트워크 구조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여러 활동에 마을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마을

내 행위자들 간에 관계가 긴밀하지만, 활동가들에게 책임과 권한이 고르

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권형 네트워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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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대골 협력네트워크의 강점과 발전 과제

현재 성대골은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중이다. 성대골 협력네트워크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살펴보고

성대골에 다섯 가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섯 가지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

인 중 성대골의 협력네트워크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다양한 행위자’와 ‘지속적인 교육 및 상호학습’ 요인이었다.

먼저, 성대골의 협력네트워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두 가

지 요인인 ‘다양한 행위자’와 ‘지속적인 교육 및 상호학습’이 발현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행위자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을에 거점이 있다는 점과 마을 대표에게 자원동

원 역량이 이었다는 점이다. 성대골에서 3∼4년 사이에 주부들이 마

을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마을의 거점이 바탕이 되었다. 동네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

는 공간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서관이 만들어졌고, 이후에도 어

린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상도 3, 4동 내에 초등학교가 없어 멀리 다

른 동으로 학교에 다녀야 하는 문제로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

는 등 엄마들 사이에 자녀 돌봄과 교육에 관한 문제의식이 형성되

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성대골에서 에너지 문제는 곧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의 문제와 직결되었고, 에너지 주제와 관련하여 엄마

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

또한,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정보와 자원을 연계하

고 네트워킹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대

골에 마을 활동가와 환경단체, 정부기관, 적정기술 업체, 연구소 등

다양한 행위자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을 대표의 자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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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역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 자원동원 능력이 탁월한 거죠. 보는 눈이 있으신 거죠. 어떤 분

들은 주민들한테만 눈이 꽂혀서 쉽게 말하면 그 안에서만 뭘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분은 주변의 환경을 봐가면서 그리고 자

체적으로 자기도 공부를 많이 해요. 불러주는데도 많고 나가서

보는 것도 많고,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학습이 되고, 본인도

이제 크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탁월하다는 게 본인들 활동

가들의 역량만 믿고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잘

모빌라이즈를 해요. 관공서면 관공서, 민간이면 민간. 특히나

관공서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우리 부서 차원에서는 재정적인

것이 가장 컸을 테고, 지난 3년간, 그게 가장 컸고. 이제 시에

서 재정지원이 안 되니까 구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고, 다양한

단체를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죠.

(서울시 기후화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주무관)

성대골 절전소가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에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이 시행되었다. 성대골이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의

대상 마을로 선정됨으로써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고, 그에 따

른 다양한 행위자들과 연결될 수 있었다. 즉 기존에 대표가 갖고 있

던 자원동원 역량이 제도적 지원으로 더 크게 발휘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호학습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적극적인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있었다. 도서관 만들기 운동으로 공

동체 활동을 통해 결속력이 형성되어 있던 엄마들은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에서 열린 에너지 강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재의 에너지

체제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일방적인 강의를 통한 개별

적 학습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과 교육 제공자와 함께

상호소통하는 방식의 학습이었다. 학습 후에는 일회적인 학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주제가 에너지 절약 운동이라는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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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이어졌다. 실천을 통해 체험적 학습을 하게 되고, 실천 과

정에서 새롭게 생긴 질문은 다시 공동체 안에서 학습하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상호 학습이 가능하였다.

마을 활동가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며 활동의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마을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성대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도 성대골과 함께 사업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새롭게 배우는 부분들이 있었으

며, 학습한 내용을 각자의 영역에 적용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행위자들 간

에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부분은 주민 참여 확대와 마을 활동가 양성, 상향식 의

사소통 체계 구축이다. 주민 참여 확대와 마을 활동가 양성을 위해

서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에 적합한 주민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 한

다. 사례 분석에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을 만들기는 마을 사람 만들

기이기도 하다.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는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사람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2011년 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회 15명의 착한에너지지킴이 활동

을 시작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을 하는 마을 활동가가 생겨났으

나, 그 이후로 새로운 마을 활동가는 1명이 충원되었다. 중간에 활

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반면, 기존에 형성된 마을 활동

가 외에는 새롭게 마을 활동가가 활발하게 양성되지는 못하였다. 다

양한 활동그룹이 생겨났으나 활동가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

의 모든 마을 활동가들은 두, 세 개 이상의 활동 그룹에 중복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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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대가 형성되었어도 그 이후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지

금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그 활동이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따라가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주민 개개별 단위로 할

수 있는 일인가? 무관심 속에서.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이 안

보이고. 이런 부분이 동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우선 사람이 없

어요. 사람이 나서기가 어렵죠. (성대골 대표)

현재 성대골의 사람 충원에 대한 고민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마

을 내에 마을 활동가와 주민 참여자를 늘릴 수 있는 마을 조직 체

계가 필요하다. 영국 전환마을 토트네스는 주민들의 전환마을 활동

을 촉진하기 위해 워킹그룹과 코어그룹 체계를 구성하고, 각 그룹의

역할과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였다. 워킹그룹은 활동의 자율성이 보

장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고, 코어그룹은 워킹그룹의 대표가 모여 전환마을 활동의

방향을 설정해 나간다. 독일 윤데마을에도 토트네스와 유사한 마을

조직 체계가 있다. 이 두 사례에서 워킹그룹과 중앙그룹과 같은 마

을 조직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었던 것은 토트네스에는 전환마을

센터인 TTT가 윤데 마을에는 학제간 연구소인 IZNE와 같은 에너

지 자립마을을 계획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었기에 가능하

였다.

특히 TTT의 경우 성대골처럼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 활동으

로 시작되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마을조직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재단과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2006년 시작된 TTT는 첫 해에는 주민 인식향상과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2년 차에는 전환마을 활동 조직의 구조와 책임, 역할, 자

원 등을 논의하게 되면서 TTT 조직을 정비하였다. TTT는 조직정

비 이후 2008년에 에너지 전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는

에너지 전환실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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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력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활동에서 시작된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은 성대골보다 앞서 주민 조직에서 시작된 토트네스 사례

를 참고하며 운동을 진행해왔다. TTT가 거쳐 온 과정을 보았을 때,

성대골은 에너지 전환에 관한 주민 인식을 향상하고 네트워크 기반

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마을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와

재정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의 지점에 와 있다.

그동안 성대골은 외부로부터 에너지 자립마을에 필요한 각종 자

원을 동원하고 주요 마을 활동가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마을 내부의 네트워크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민 조직 체

계를 정비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활동가를 양성하는 등

마을 내실을 강화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성대골의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 중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의사소통 구조이다. 성대골의 의사소통은 마을 대표가 중심

이 되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

공개와 소통방식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졌다. 현재 마을 활동가들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

- 리더십 과정이라고 활동가들 교육하는 게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마다 가는데, 가면 많은 활동가들이 같이 교육을

받는 거에요. 거기서 했는데 갈등 구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조

직 간의 갈등. 성대골에서 있었던 갈등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

른 곳에서도 똑같은 갈등이 있는 거에요... 저희는 갈등이 해

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데, 아직도 갈등

의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런 갈등 구조 같은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전문적인 사람이 있으면... 마을

활동 어디에나 갈등은 있겠지만, 갈등을 좀 해결해 줄 수 있

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성대골 B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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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사실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 같고... 신

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과정이 회의가 될 수 있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100퍼센트 만

족을 하기가... 결정을 하는 게 어려운데... 그래도 그걸 맞추려

고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할 거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회의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 반대하는 그룹과 찬

성하는 그룹과 좀 더 회의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거나 결

론을 도출할 수 있는 한 번의 추가적인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성대골 A 활동가)

- 특히 에너지 분야는 항상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집담회를 같이 해왔

죠. 마을학교나 다른 분야는 보통의 경우는 우리끼리 회의를

하죠. 그런데 에너지는 외부 전문가나 멘토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끄집어내는 것까지

는 하는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 처방을 할 수는 없

죠.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는. 갈등이

있을 때, 마을학교도 마을교사들끼리, 도서관도 운영진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봤자 해결책이 없어. 기존에 경험이 있는 사

람들과 같이 회의를 해야지. 형식적인 회의는 얼마든지 하죠.

그 사람들끼리 회의해가지고는 처방을 내릴 수가 없죠.

(성대골 대표)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소통이 오고 가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갈등 또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지향점을

가진 사람과 사람이 모여 이루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지향하는 바를

함께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소통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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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중앙집중적 에너지 이용자는 에너지에 연결되어 있으나 소통은

없는 수동적이고 파편화된 존재이고, 이러한 이용자는 전체 시스템

을 조망할 수 없으며 거대한 에너지 통제에 대한 무력은 사회적 위

험이다”(이필렬, 2003).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형 지

역 에너지 체제의 형성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민주성을 회

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에

매몰되기보다는 에너지를 자립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향

점을 생각하며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민

주적 감각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 내 소통에서

비롯된 갈등을 조정하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민

주적 의사소통을 배우고 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을 소통 전문가

가 필요하다.

성대골의 고충은 도시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시도한 사례가 없

다는 점이다. 성대골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의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가

‘에너지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해와 인식 향상을 위해 환경단체나 에너지 전문 자문가가 함께

마을을 구상해왔다면, 앞으로는 에너지 자립 ‘마을 만들기’라는 측면

에서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마을 분야가 함께 결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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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에너지 자립마을은 생활 속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실천을

통해 소비 지향적 생활 방식을 바꾸어나가고,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간다는 측면에서 에너지 절약과 전환

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을 정착시켜 지속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협상, 그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역할과 책

임을 인정하는 협력적 과정이 필요하다. 즉 에너지 자립마을이 지속

할 수 있는 기반으로 협력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 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

을 살펴봄으로써 협력네트워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개선점을 모색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에서 시도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중에서 주민 주도성이 높으며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을 가장 오랫동

안 활발하게 진행해 온 성대골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

였다. 성대골에 에너지 자립 활동을 주제로 어떠한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을 기준으로 현

재의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네트워크가 협력네트워크로 발전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지점을 살펴보았다.

에너지 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 분석 기준을 정하기 위해 국내

보다 앞서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시도하고 경험을 쌓아온 해외 사례,

오스트리아 귀씽과 무레크, 독일 윤데, 영국 토트네스를 통해 에너

지 자립마을 협력네트워크의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네 사례에

서 공통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활성화 요인은 1) 다양한

행위자, 2) 공감대 형성과 공동의 목표, 3) 지속적인 교육 및 상호학

습, 4)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5) 이익과 보상으로 다섯 가지이다.

이 다섯 가지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을 기준으로 성대골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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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양한 행위자’

와 ‘지속적인 교육 및 상호학습’이 성대골의 협력네트워크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는 미흡

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성대골에 다양한 행위자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을 대표의

자원동원 역량과 이 자원동원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었다는 점, 마을의 거점이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마을 활동가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기쁨을 느

끼며 활동의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마을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성

대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도 성대골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상호학습을 하며 협력관계를 더 공

고히 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불충분한 정보 공개와 결

정 방식 등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졌고, 현재 마을 활동가들은 갈등

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성대골의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마을 대표가 적극적으로

자원과 정보를 찾으며 마을 외부 행위자와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

었던 반면, 마을 대표에게 대부분의 정보와 관계가 집중됨에 따라

중핵을 담당하는 특정 주체에 권한과 역할이 집중되는 집권형 네트

워크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2011년 성대골 절전소를 시작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사업까

지 성대골은 에너지 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 기반을 다지는 시기

를 보냈다. 성대골은 에너지 전환에 관한 주민 인식을 향상하고 협

력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마을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와 재정적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성대골의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의 초점이 핵심 마을

활동가 양성과 외부 자원 동원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마을

내부 관계망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활



- 96 -

동가를 양성하는 등 마을 내실 강화가 필요하다.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는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사람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현재 성대

골의 활동가 충원 및 주민 참여 확대에 대한 고민을 풀어가기 위해

서는 마을 내에 마을 활동가와 주민 참여자를 늘릴 수 있는 마을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마을인 성대골의 경우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협력네트워크의 활성화 요인을 적용하여 성대골의 협

력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도출

하였다. 단일사례연구 결과라 이 연구의 발견점들이 성대골 이외 다

른 에너지 자립마을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각 에너지 자립마

을의 조건과 상황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대

골의 특수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자

립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의 시사점을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 내에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마

을 대표와 마을 활동가들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

망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 관계망은 집권형 네트워크보다는 분권형

또는 혼합형 네트워크로 나아가야 한다.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

망 형성은 마을 내부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에

너지 자립마을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연결해줄 수 있는 중

간지원 조직의 역할이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교육과 상호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활동에 참여 및 관여

하는 행위자들이 에너지 자립마을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더욱이 외부 행위자와의 상호학습에서는 협력의 지점을 만들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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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마을 내에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에 관한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가 갖추어져야 한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중앙집중식 에너지 체

제와는 달리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제

의 한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중앙집중식보다는 분산형에 적합하고, 재생

가능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체제를 구축해나가는 방법

에 있어서 소수의 의견과 결정에 의한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

이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의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요인으로

에너지 자립마을과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을 위한 이익과

보상이 갖추어져야 한다. 행위자들의 역량 향상 등 내적인 성장의

기회뿐만 아니라 활동이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뒷받침될

때 마을에 활력이 더해지고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동력이 더 강화

될 수 있다.

국내의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은 역사 자체가 짧고, 그에 관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이 확산되는데 학문

이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의 기반을 다지

는 방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망, 특히 협력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

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개인화가 심화되어 있는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하며 공공선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람과 사람들 사

이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천인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은 수십

년간 익숙해져 있던 기존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이 아닌 새로

운 방식의 지역 에너지 체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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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갖추어졌을 때, 에너지 자립마을에

필요한 생태적 자원과 기술적 자원의 도입이 더 용이해 진다.

이 연구는 에너지 자립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도시의 에너

지 자립마을 운동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을 밝

히고, 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이 더 발전적

으로 나아갈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

는 에너지 자립마을의 인적·사회적 자원에 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생태적·기술적·제도적 자원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마

을 각 구성요소들이 잘 갖추어지고 여러 구성요소가 조화롭게 활용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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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심층면접 질문지(마을 내부 행위자)

범주 질문 내용

중심질문1.

다양한 행위자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에 참여 및 관여하는 행위

자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위질문1-1)

-‘현재 에너지 자립마을에 참여 및 관여 하고 있는

행위자 그룹 외에 더 필요한 그룹이 있습니까?

- 어떤 역할이 충원되어야 합니까?

하위질문1-2) - 현재 부족한 역할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중심질문2.

공감대 형성과 공동의 목표

∙에너지 운동에 관하여 성대골에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에너지 자립마을로서 성대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위질문2-1)

-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조력자 및 다양한 관계자가 함께 구상한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까?

중심질문3.

지속적인 교육 및 상호학습

∙에너지 자립과 전환에 관한 학습의 기회가 있습니

까?

하위질문3-1) - 학습의 내용은 무엇이며 누가 참여합니까?

중심질문4.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안 논의와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위질문4-1)
- 논의와 결정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결정된 내용

은 누구에게 어떻게 공개됩니까?

하위질문4-2)
-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규칙이나

소통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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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심층면접 질문지(마을 외부 행위자)

중심질문5.

이익과 보상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을 통해 얻게 된 점이 있습니

까?

하위질문5-1)
- 개인적인 이익이었습니까? 공동의 이익이었습니

까?

하위질문5-2)
- 에너지 자립마을과 관련하여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범주 질문 내용

중심질문1.

다양한 행위자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에 관하여 선생님이 속해 있
는 단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위질문1-1) - 성대골 마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위질문1-2)

- 현재 에너지 자립마을에 참여 및 관여 하고 있는 
행위자 그룹 외에 더 필요한 그룹이 있다고 보십
니까?

하위질문1-3)
-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에 관한 네트워킹 조직이나 

기구가 있습니까? 

중심질문2.

공감대 형성과 공동의 목표

∙성대골에 에너지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
다고 보십니까?

하위질문2-1)
- 성대골 마을의 에너지 전환 활동에 관계하는 이유

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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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질문2-2)

- 성대골의 에너지 자립마을 또는 에너지전환을 위
해 성대골 주민들과 함께 구상한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까?

중심질문3.

지속적인 교육 및 상호학습

∙성대골과 에너지 자립 또는 에너지전환에 관한 상호
학습의 기회가 있습니까?

하위질문3-1)
- 있다면, 상호학습의 내용은 무엇이며 누가 참여합

니까?

중심질문4.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성대골과의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안 논의와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위질문4-1)
- 논의와 결정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결정된 내용

은 누구에게 어떻게 공개됩니까?

하위질문4-2)
-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규칙이나

소통 방법이 있습니까?

중심질문5.

이익과 보상

∙본 기관(단체)이 성대골 마을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대골이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위질문5-1)
- 있다면, 개인적인 이익입니까? 공동의 이익입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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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behind the Vitalization

of Collaborative Networks

for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s

The Case of Seongdaegol Village, Seoul

Yi, Yoon-Hye

Environmental Management

in Departments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build and sustain an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it is

important that various people play a role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village and forming a network by interacting, and in

this process, collaboration is necessary. Through this collaborative

process, they could recognize the mutual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at is, the collaboration network should be

formed to be sustain the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understand how the collabo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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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could be improved by looking into the factors of the

network vitalization. To do this, Seongdaegol Village was chosen

as a case study object among the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s

tried in cities.

Through the fore foreign cases on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s,

five factors behind the vitalization of collaborative network were

selected as the standard analysis of collaborative network for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s; 1) various people involved, 2)

consensus and common goals, 3) continuing education and mutual

learning, 4) bottom-up communication structures, and 5) benefits

and compensation.

Based on these five factors, this study looked into the current

status of the network of the Seongdaegol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and found out what needs improvement in order to

develop a collaborative network. The case study result showed

that various people involved and continuing education and mutual

learning had a positive impact on strengthening collaborative

network, whereas the bottom-up communication structures factor

was lacking.

The reason why various people involved could be connected is

that a village leader has resource mobilization capacity, and there

is a hub in the village. The reason why continuing education and

mutual learning was possible was that the community members

already have had the solidarity before the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s had started. Furthermore, they were educated by

interacting between educator and learner, and among learners.

However, communication structure needed to be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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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of insufficient sharing information and top-down

communication that the village leader decides on and delivers to

the members, there is a misunderstanding in the communication.

Building a distributed local energy system that is based on

renewable energy could potentially help recover the democracy of

citizens who use the energy. In this respect, Seongdaegol has a

challenge of restoring the community through a democratic

process and bringing out a sense of democracy.

Seongdaegol has formed the base of collaborative network since

2011. Meanwhile, Seongdaegol has focused on training core

activists and mobilizing resources to build a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Looking forward, it is necessary to citizen autonomy

organizationcitizen participation and nurture new activists for the

internal network of the village to be extended.

Keywords :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Seongdaegol,

Collaborative Network, Vitalization Factors

Student Number : 2012-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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