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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 도시 문명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에너지원을

상업적으로 정착시켰고, 에너지 과밀화 지역 또는 에너지 접근성

이 낮은 장소에도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문명 발전 과정에

서 압축적, 급진적으로 소비된 화석연료는 자원고갈의 가시화와

기후변화 시대를 초래했고, 그 대안 격이던 핵발전은 대형 원전사

고를 일으키며 인류 공동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함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적 재래식 에너지 공급체계인 경성에너지 경로를 탈피하

고, 지역분산적 재생에너지 기반의 연성에너지 경로로 나아가야

한다는 에너지 전환 주장이 국제 시민사회, 유엔 등지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7년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고착화된 산업자본

주의 내부의 관성에 제동을 걸고, 탈원전, 탈석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며 에너지 정책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

다. 전례 없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시대에 대비하여 민ㆍ관 협

치 행보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 시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연성에너지 경로

내의 적극적인 소비자로, 에너지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에

너지 전환에 참여하며,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타적 성향’으로

정의되는 에너지 시민성의 형성 여부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핵

심동력으로, 친환경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협동조

합 같은 공간에서 형성ㆍ함양될 수 있다고 간주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에너지협동조합 가운데 에너지 전환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은평구 태양과바람에너

지협동조합 내 유의 선별된 네 명의 조합원을 생애 구술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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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한 경험을 토대로 그들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을 탐색했

다.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 연령대의 각 참여자는 한국 사회

판도를 뒤흔든 군사정권의 종식, IMF외환위기, 노무현대통령탄핵

등의 사건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동시대의 인물들로 각 개인,

가정, 사회적 배경하에 형성된 인식, 행동 양태에 따라 에너지 시

민성 형성이 이뤄졌고 그 세부적 과정과 함양된 수준은 모두 고유

하고 달랐다. 하지만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①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② 에너지 신기술과 지역 기반 에너지

체계 도입이 에너지 인식ㆍ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적

신념’이 돋보였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③ 생활 내 에너지 절약, 소

비억제 노력과 ④ 지인 대상 에너지 전환 참여 권유 빈도가 높았

음이 포착됐으며, 에너지협동조합의 집단적 차원으로 ⑤ 소단위의

지역기반 재생에너지 체계를 소유하고, 에너지 신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지역민과의 프로슈머 역할과 해당 이익을 공유하며, 지역,

국가, 국제 수준의 에너지 정책에 관여하는 ‘참여적 행동’이 나타났

다. 참여자 생애의 개인, 가정, 사회적 배경에서 공통적으로 포착

된 ① 친환경 체험 ② 호기심 충족과 일부 참여자에게 발견된 ③

사회참여 경험 ④ 인간적 호감 ⑤ 충격적 경험의 영향 요소는 에

너지 시민에게 필요한 에너지 관련 인식과 행동 변화를 촉발하고,

에너지 시민성 형성에 기여하며, 향후 에너지 전환 운동에 전제되

어야 한다는 사회적 함의를 제공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 모두 에

너지협동조합이란 공간에서 집단화된 에너지 인식과 행동 변화를

통해 에너지 시민성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남에 따라 도시 공간

의 에너지협동조합의 공동체적 기능이 확인됐다. 이에 에너지 공

동체는 생애사적 접근에서 드러난 개인의 다채로운 경험적 배경과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 및 수준의 다름을 인지하여 에너지 전환

운동에 있어 집단의 전형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다양한 참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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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한 집단 내 에너지 시민의 면모를 띠는 소수만을 대

상으로 생애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과 연구자의 세계관과 연구

가 진행되는 지역, 사회, 국가별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에너지

시민성과 에너지 시민의 학술적 정의가 달라질 수 있는 점으로 이

결과를 학문적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례 연구의 축적은 양적 연구 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향후 후속연구의 학문적 일반화에 기여하며,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에너지 시민 양성을 위한 유의미한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의가 존재한다.

주요어 : 에너지 전환, 에너지 시민성, 에너지 시민, 에너지협동조

합, 생애사 연구, 에너지 정책, 환경교육

학 번 : 2015-2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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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질문

유엔(United Nations, UN)은 1945년 창설된 이래 현존하는 가장 큰

국제조직으로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2016년부터 UN은 과거 밀레니엄 선언 이후 개도국 원조 성격이 강했던

기존 체제를 벗어나, 남·북반구 국가의 경제, 사회 수준에 차별 없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17가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설정했다(Kumar 외, 2016).

그중 7번째 목표는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공급(affordable and

clean energy)’으로 빈곤 종식, 건강과 웰빙, 성평등, 질적인 교육, 경제적

성장 등의 다른 목표들과 함께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화두

로 채택됐다.1)

에너지(energy)는 인류 문명의 근간이다. 150만여년 전 원시인류가 마

른 나무를 태워 열에너지를 활용한 이래 인류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문명

을 발전시켰다(Smil, 2017).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는 현대

문명의 시발점인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핵발전과 태

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상업적으로 정착시켰다. 다양한 에너지원

(energy mix)은 인구 천만 이상의 대도시나 산업단지로 대표되는 에너

지과밀화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에너지 접근성이 낮은 아프리카 오지, 남

태평양 소군도에도 일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가능케 한다(Blechinger

1) SDGs 7번째 목표(goal) 내 세부 달성 목표(target)에는 2016년부터 2030년까

지 적절한 가격의 안정적이고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significantly) 늘리며, 에너지 효율성 개선비율을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 촉진

및 자국 내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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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6; McCollum 외, 2017).

하지만 불과 몇백 년 만에 압축적, 급진적으로 소비된 화석연료는 지

구의 지질학적 연대기를 ‘인류세(anthropocene)’라고 새로이 명명할 정도

로 전례 없는 기후변화 시대를 야기했다(Kolbert, 2014; Sachs, 2015). 청

정에너지로 각광받던 핵발전은 미국 스리마일 사고, 구소련 체르노빌 사

고, 그리고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내재된 불안전성을

노출했고, 이와 더불어 핵연료 처리와 지역갈등 같은 경제적, 환경적, 지

역적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윤순진, 2015).2)

인류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에너지 위기, 자원고갈 및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을 논의하기

시작했다(VerbongㆍGeels, 2007; 조미성ㆍ윤순진, 2016). Lovins(1977)는

핵발전과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적 에너지 공급체계인 “경성에너지

경로(hard energy path)”를 비판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분산형인

“연성에너지 경로(soft energy path)”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에너지 전환 개념은 마을과 지역을 넘어 국가, 국제 에너지 전략 기조에

반영되기 시작했다(Gleick, 2003; 윤순진: 2008; Sovacool, 2011; Griggs,

2013; 이정필ㆍ한재각, 2014; Chapman 외, 2017).

OECD 회원국인 덴마크와 포르투갈, 심지어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서

도 일시적이긴 하나 모든 국가소비전력을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한 사례

가 나타났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이 풍부한 중ㆍ남미의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 북유럽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이미 국가 내 전력 99% 이

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Nunez, 2016; Wikipedia, 2017).

그럼에도 연성에너지 경로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세계 전망이 밝지

만은 않다. 2015년 기후변화협약 파리선언 이후 각 국이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2) 핵발전 최대 장점이던 발전원가의 경제성은 재생에너지 기술발달에 따라

2014년 기준으로 석탄발전, 가스발전, 풍력, 핵발전, 태양광 순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풍력에 뒤쳐진 상태다. 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지속 하락 중이며

2020년 전후로 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핵발전은 물론 화력발전 이하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WWF-Kore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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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C)는 “210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 노력(pursue

efforts)”하겠다는 목표달성에 역부족이다(Rogelj 외, 2016).3) 중앙집중적

에너지원의 대표 격인 핵발전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사자인 일본

조차 과거 기조를 유지 중이다(안상욱, 2017). 주변국인 중국은 여전히

원전 증축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고, 한국도 대형 원전사고의 여파라 할

만큼의 여론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경민ㆍ이성우. 2017; 안상욱,

2017).

이같이 에너지 전환이 힘든 이유는 기존 체제에 대한 관성(inertia)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이정필ㆍ한재각, 2014; 조미성ㆍ윤순진, 2016).

한편, 견고한 관성이 작용하는 사회체제에는 전략적 틈새(strategic

niche)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사회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기도 한다(조미

성ㆍ윤순진, 2016).

지속가능한 발전은 시민의 정치적 지지와 참여 그리고 실천으로 달성

될 수 있고 시민과의 합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박순애, 2001). 그러

나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둘러싼 환경 거버넌스 연

구에서 드러나듯이, 국내의 경우, 그동안 환경이슈와 관련하여 지역민과

의 숙의과정은 부재했다(윤순진, 박순애, 이희선, 2010). 한편, 2017년 문

재인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참여단 제도를 도입

하여 하향식(top-down) 일변도 정책과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 왔다.

환경정책 과정에서 상향식(bottom-up)의 시민참여와 시민이 주체가

된 체제변화 요구는 이미 세계적 현상이다. 세계 에너지 전환운동을 선

도 중인 영국 기반의 ‘전환 네트워크(Transition Network) 조직’은 “우리

에게 필요한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부가 제시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의 환경을 만드는 데 협력하길 원한다.”는 기

치를 내걸고 정부의 변화와 새로운 시민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4)

3)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가입국은 국가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나, 이행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으며, 이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할

때 발효된다(안상욱, 2017).
4) Transition Network, “The rise of community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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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구자는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가치관과 역할이 중요해진 때 ‘에너지 시민성(energy citizenship)’에 주

목하고자 한다. 에너지 시민성이란, ‘연성에너지 경로 내의 적극적인 소

비자로, 에너지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며, 환

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타적 성향’이다(Devine-Wright, 2007; 이정필ㆍ

한재각, 2014; 홍덕화ㆍ이영희, 2014; 박진희, 2015; 백종학ㆍ윤순진,

2015; 박종문ㆍ윤순진, 2016; 조미성ㆍ윤순진, 2016). 이 같은 덕성

(virtue)을 형성하기 위해선 현재 산업자본주의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

른 형태의 공동화(commoning) 노력이 필요한데, 한 예로, 생태적이면서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생 모델로 협동조합이 있다(구도완,

2013). 그 가운데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에너지협동조합은 에

너지 시민성을 함양시키는 대표적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이정필ㆍ한재

각, 2014; 박진희, 2015).5)

따라서 이 연구는 에너지협동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에너지 시

민성 형성과정을 탐색한다. 선행연구로는 학교에너지협동조합(양수연,

2015), 아파트 대상 미니태양광 사업(백종학·윤순진, 2015), 에너지자립마

을(조미성ㆍ윤순진, 2016; 박종문·윤순진, 2016)이 있는데, 해당 연구자들

은 하나의 공간, 특정 사건ㆍ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공통점을 보여

왔다. 여기에 연구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애사적 접근으로 그 형성과

정을 탐색하였다. 왜냐하면 개인의 삶은 다양한 배경과 구조 속에서 학

습ㆍ경험의 축적으로 발생ㆍ결정되기 때문이다(김희경, 2012).

(http://transitionnetwork.org/stories/rise-community-energy.) (검색일: 2017. 9. 21)

5) 에너지 전환운동을 선도하는 덴마크와 독일의 경우 에너지협동조합이 국가

전력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덴마크 풍력발전시설

75%가 자국 내 100개 이상의 풍력에너지협동조합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독

일은 재생에너지 시장(태양광, 풍력) 총발전량 절반(63,000MW)이 지역시민

(에너지협동조합 등) 기반으로 생성됐다.

(덴마크: http://www.bcsea.org/community-energy-co-operatives)

(독일: https://ilsr.org/germanys-63000-megawatts-renewable-energy-locally-owned/)

(검색일: 2017. 9. 21)

http://transitionnetwork.org/stories/rise-community-energy
http://www.bcsea.org/community-energy-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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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에너지협동조합원의 삶 전체를 조명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 질문에 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에너지 시민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유사한 영향

요소가 발견되는가?

둘째, 조합원에게 에너지협동조합은 어떤 의미의 공간인가? 에너지 전환

시대에 에너지협동조합의 사회적 의의는 무엇인가?

셋째, 조합원 생애에서 드러난 에너지 시민(성)은 기존 정의에 부합하

는가? 새로운 특징은 발견되지 않는가?

이 연구는 전례 없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및 에너지위기의 시대적 배

경에서 요구되는 에너지 시민성의 형성과정을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탐

색한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란

모토와 함께 에너지 전환 행보에 나선 반면, 신고리 5, 6호기 재개 결과

에서 드러났듯이 경성에너지 체제에 대한 내부 관성은 여전히 강하게 작

용 중이다.6) 따라서 에너지협동조합원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는 민ㆍ관 협치 시대에 부합하는 에너지 시민의 의미와 역할을

조명하고, 환경교육 커리큘럼에 에너지협동조합 같은 에너지 전환 단체

의 관리 및 운영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데에 사회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 같은 질적 사례연구의 축척은 기존 연구의 학문적 일반화 한계

를 일정 부분 해소한다. 특히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에너지 시민성 개념을 구체화했다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6)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탈원전을 기치로

한 에너지 전환을 선포하며,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한겨레, “탈원전·탈석탄화력 정책에 대한 의견 극명하게 갈려,”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03574.html)

(검색일: 2017. 9. 21)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035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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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논문의 구성

지금까지 제시한 연구 필요성과 연구 질문에 대한 결과 정리를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는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현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소

개하고 주요 연구 질문을 제시 후 논문의 구성을 안내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이 연구의 중심 개념인 에너지 시민성과

관련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먼저 제 1 절에서는 에너지 체제의

변화를 나타내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하고, ‘초기 시민

권’에서 ‘에너지 시민성’까지의 개념 발달과정과 에너지 시민성 형성의 장

(場)으로 간주되는 에너지협동조합의 등장 배경을 설명한다. 제 2 절에서

는 에너지 시민성을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이 연구의 주제인,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 탐색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제 3 절에서는

질적 연구의 생애사적 접근 논의를 통해 이 연구의 방법론적 타당성을

제시한다.

제 3 장 연구 설계는 협동조합의 현황과 은평구 선정배경, 연구 참여

자, 연구 방법으로 구성된다. 제 1 절에서는 국내 에너지협동조합의 현황

조사를 통해 은평구 에너지협동조합이 에너지 시민성의 실질적 형성 공

간으로서의 기능을 확인하고 연구 참여자 모집의 적절한 대상지인지 여

부를 판별한다. 제 2 절에서는 최종 4명의 조합원에 대한 선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제 3 절에서는 생애사 연구에서 활용될 자료수집 방

법과 자료분석 및 자료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제 4 장 연구결과는 연구 참여자의 생애 이야기와 에너지 시민성 형

성과정으로 구분된다. 제 1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주요 경험, 사건, 인

식과 행동 변화 등을 위주로 개인의 일반적인 생애이야기를 다룬다. 그

후 제 2 절에서는 참여자의 생애 중, 언제, 어떤 맥락에서 에너지 시민성

이 형성되었는가를 탐색하고 도식화한다. 제 3 절에서 참여자 간의 형성

과정 비교를 통해 공통된 영향 사례를 제시하여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한다. 그 후, 참여자 생애에 에너지협동조합이 끼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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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하여 ‘두 번째 연구 질문’의 답을 제시해 본다.

제 5 장 논의 및 결론은 연구결과 논의와 결론 및 연구의 한계로 구

성된다. 제 1 절 연구결과 논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

존 에너지 시민성 개념에 부합되는지 새로 나타난 특이점은 없는지를 살

펴 ‘세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한다.

마지막 제 2 절 결론 및 연구의 한계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를 통해 에

너지 전환 시대에서 이 연구 결과가 갖는 학술적, 사회적 의의를 밝히고,

진행하며 드러난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이 논

문의 전체 논문의 구성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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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 논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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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배경적 이해

1. 에너지 전환: 에너지 체제의 변화

본래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란 열, 화학, 빛, 역학 에너지

같은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전기 에너지 등)로 바뀜을

의미하는 ‘에너지 변환(energy conversion)’과 동일한 뜻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신동한, 2017). 에너지 기술이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기반 체제로 간주되고 그로 파생된 다양한 사회ㆍ기술적 이슈에 대

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Lovins, 1977), ‘에너지 전환’ 개념은 과학기술에

서 사회적 의미까지 포괄하는 ‘에너지 체제의 전환’의 뜻으로 용인되고

있다(송위진, 2013; 신동한, 2017).

현대 과학기술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보다 강조하는 ‘테크노사이언스

(technoscience)’ 측면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홍성욱, 2016), 대표적으로

사회ㆍ기술시스템론(socio-technical systems approach) 측면에서의 에너

지 전환은 기술, 제도, 문화, 정치, 경제, 환경 등의 사회 제반변화를 망

라한 ‘에너지 사회-기술 체제의 전환’을 가리킨다(VerbongㆍGeels, 2007;

송위진, 2013; 한재각, 2017).

에너지 전환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에너지 정책 의사결

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생태 민주주의 관점을 도입하며, 미래 세대와

비인간적 존재의 에너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에너지 사회구조의 변

화를 위한 담론이 이뤄지고 있다(구도완, 2017).

1970년대 이래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체제는 변하고 있다

(VerbongㆍGeels, 2007; 조미성ㆍ윤순진, 2016). 1800년대부터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해 온 석유자원은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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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주도의 1차 석유파동(1973년), 2

차 석유파동(1978년)을 거치면서 에너지 안보의 불안정성을 노출했다(신

동한, 2017). Lovins(1977)는 화석연료와 핵발전 기반의 대규모 중앙집중

적 에너지 공급 형태를 경성에너지 경로(hard energy path)라 표현했다.

그는 경성에너지 체제 아래의 에너지 생산, 가격책정, 환경적 영향, 심지

어 소비방식까지 소수의 거대 자본에 종속돼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체제

에선 자원고갈과 환경악화가 필연적이고, 정치 갈등을 일으켜 에너지 문

제로 인한 사회제반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

(Favero, 1978). 미국 물리학자이며 환경과학자인 Lovins(1977)는 그 대

응책으로, 연성에너지 경로(soft energy path)로의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

며 국내외 후속 연구자들에게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다.

연성에너지 경로는 단순히 화석연료와 핵발전 같은 재래식 에너지에

서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확충만이 아니라, 기존의 공급주도적, 중

앙집중적, 시장의존적인 생산ㆍ관리 기반의 경성에너지 체제로부터 에너

지 효율성 증대, 재생에너지원 활용, 시민참여가 보장된 소규모의 지역분

산적인 수급 공급을 망라하는 에너지 체제의 전환을 의미한다(Favero,

1978; Devine-Wright, 2007; 윤순진, 2008; 최병두, 2013; 이정필ㆍ한재

각. 2014; 양수연, 2015; 조미성ㆍ윤순진, 2016; 이태화, 2016; 한재각,

2017).

국내 에너지 전환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이태화, 2016), 한재각(2017)

은 그간 논의된 에너지 전환의 다차원성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아래

<그림 2>로 도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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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에너지 전환의 다차원성

출처: 한재각(2017) 재구성

한재각(2017)은 에너지-기술 측면에서 ‘에너지원의 교체’와 ‘에너지 이

용의 의미 변화’, 사회구조 측면에서 ‘에너지생산/소비의 공간 변화’와

‘에너지 시설의 소유/통제의 변화’, 개인역량 측면에서 ‘에너지 시티즌십

의 변화’로 구분하여 에너지 전환의 다차원성을 설명했다.

첫째로, 에너지-기술 측면은 핵발전/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

너지원 교체와 ‘에너지’가 아닌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 등의 개념을 포괄

하는 ‘에너지 서비스’로의 에너지 이용의 의미 변화를 말한다. 두 번째로

사회구조 측면은 기존의 대규모 중앙집중적 시스템에서 소규모 분산적인

지역 에너지 시스템으로 변화, 즉 에너지 생산/소비 공간의 변화를 의미

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통제의 변화, 다시 말해, 일부 대기업/주주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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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지역주민에게도 이익이 공유되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 통제할 수 있

는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개인역량 측면에서의

에너지 시티즌십의 변화는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에

너지 프로슈머, 에너지 시민을 말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모토로 ‘맑은 공기와 안전

한 사회’를 내걸었고,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신산업을

에너지 전환의 기조로 삼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7). 그러나 한재각

(2017)은 현 정책 기조에 에너지 시티즌십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고,

지역주민 수용성 증대, 능동적 에너지 시민 양성 등의 재생에너지 확대

에 필요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으로 에너지 전환의 다섯 가지 다차원성의

일부만을 충족하는, 전형적인 에너지기술-경제 중심의 협소한 접근이라

비판했다.

에너지 전환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차원은 상호보완적이다.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에너지 시민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에너지 시티

즌십(energy citizenship)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나머지 네 가지

에너지 전환을 보장할 수 없다. 최근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과반

이상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은 현 문재인 정부

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이 에너지 전환 논의에 있어 ‘에너지 시민성’을 주목해야 하는 연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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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성 발달과정

먼저 시민성, 또는 시민권(citizenship)이란 1950년대 영국 사회학자인

토머스 마셜(Thomas H. Marshall)에 의해 발전된 정치사회학적 개념으

로 국가의 통치력이 미치는 지역 내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 평등 권리

(universal equal rights)를 의미한다(Marshall, 1964).7) 시민권 개념은 시

간을 거치면서 확대, 발전되었는데, 마샬은 18세기 영국인은 시민의 권리

로써의 공민권(civil rights, 언론, 사상,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지

녔고, 그것이 19세기에는 정치권(political rights, 정치권력 행사와 관련

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과 20세기 들어서는 사회권(social rights, 인간

적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소한의 사회서비스)으로까지 확장

되었다고 봤다(박종문ㆍ윤순진, 2016).

전통적 시민권의 개념은 과학기술 진보에 따른 사회발달과 시민의식

성장 등을 배경으로 그 외연이 보다 확장되는 중이다(정인경, 2015).8) 문

명 발달과정에서 수반된 도시 내 환경 파괴와 오염은 시민이 헌법에서

보장한 환경적 권리(environmental rights)를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주장함에 따라 환경 시민권(environmental citizenship)은 현대 문명을 지

탱하는 주요 시민 권리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Humphreys, 2009).

7) Dobson(2003)이 생태적 책임감을 강조한 환경시민성(environmental

citizenship)을 주창하며 시민권 논의를 환경 분야로 확장한 이래, 국내에서

‘시민 권리’에 방점을 둔 전통적 의미의 citizenship 용어와 차별화를 두고,

환경 문제에 책임까지 포괄하는 의미에서 ‘시민성’으로 번역하거나 영어식

발음 그대로 시티즌십으로 표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조미성ㆍ윤순진,

201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citizenship은 시민권으로, 참여

원의 개인, 가정, 사회적 배경 하에 시민의무와 책임감이 형성되는 덕성

(virtue)을 의미하는 citizenship은 ‘시민성’으로 번역하였다.

8) 한 예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는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사회구성

원의 정책결정 참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과학기술시민성

(techno-scientific citizenship)같은 대안적 시민권 개념을 등장시켰다(송위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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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환경 시민권 개념은 자유주의적 전통에 입각하여 국가 대 시

민, 시민 대 시민 간의 사회구성원적 권리만을 부각(rights centered)했다

는 비판을 받고 있다(Dobson, 2003). 하지만 과거와 달리 월경성

(transboundary)으로 대표되는 현대 환경문제는 국제 협력이 절실하고,

그간 간과되어 온 ‘생태적 정의(ecological justice)’가 부각됨에 따라 지

역과 국가, 현 세대, 인간 종의 공간적, 시간적, 종적 경계를 넘어선 생태

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Dobson, 2003; Humphreys, 2009; 조미성ㆍ윤

순진, 2016). 이같이 전통적 시민권의 개념은 환경 시민권으로 그 외연이

확장되어 왔고, 시민 의무와 실천 등을 강조한 새로운 시민성

(citizenship)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박종문ㆍ윤순진, 2016).

Dobson(2003)은 누군가의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 현재와

미래 세대의 선택과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되며, 이를 보장하

는 생태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생태 시민성(ecological citizenship)을

주창했다. 생태 시민성이란 1) 환경 문제에 대해 개인책임의 귀속 2) 환

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강조 3) 집단행동을 통한 환경문제 대응

등을 요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 덕성(virtue)이다(Devine-Wright, 2007;

Humphreys, 2009).

한편, 영국 인류지리학자이자 환경심리 전문가인 Devine-Wright은

Schumacher(1974)의 ‘대안기술(alternative technology)’과 ‘작은 규모의

발전(small-scale development)’에 착안하여 에너지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에너지 시민성(energy citizenship)을 처음 제시했다(Devine-Wright,

2007). 한재각(2017)은 에너지 시민성을 “대중들이 에너지 시스템 발달

과정에서 수동적인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해관계

자로서 기후변화 같은 에너지 소비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견지하고 발

전 및 송수신 시설 입지 선정에서 간과되는 환경적 형평성과 정의에 관

한 문제의식을 갖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차원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

젝트와 같은 대안적 에너지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생태 시민성과 비교하여, 에너지 시민성 또한 환경

시민권에 대한 비판, 기후변화에 따른 책임강조, 공동체 의식 및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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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에너지 정의 등의 시대정신을 배경으로 등장하였고 생태 개념이 더

큰 범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생태 시민성의 하위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

다는 학술적 견해가 존재한다(조미성ㆍ윤순진, 2016).

그러나 Devine-Wright은 에너지 시민(energy citizen) 등장의 사회문

화적 전제조건으로 하향식(top-down) 문화를 탈피한 양방향 소통 구조

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기술의 등장을 필수조건으로 꼽았다

(Devine-Wright & Devine-Wright, 2004). 에너지 시민성이 기후변화 방

지 등을 위한 자연친화적 태도를 강조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친환경적

행동을 촉구하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 배경에 과학기술 기반의 재

생에너지 기술과 활용이 전제된 만큼 사회 생태주의(social ecology) 내

지 심층 생태주의(deep ecology) 사상이 근간인 생태 시민성과는 차별화

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현대 시민권 개념은 <그림 3>과 같이 16

세기 이래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며 환경 시민권을 등장시켰고, 전례 없

는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생태와 에너지 측면으로 논의 확장되었다. 환

경 시민권에서 학자가 중시하는 사안에 따라 양 갈래로 분화된 생태 시

민성과 에너지 시민성은 그 등장 배경과 문제해결 접근 측면에서 유별한

다. 그러나 양자 모두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기존 사회체제 관

성을 해체하는 순기능을 지닌 교집합적이며 상호보완적 가치가 내재된,

현 에너지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 덕성이라는 것이 연구자의 소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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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민성 발달과정: 에너지ㆍ생태시민성까지

출처: Marshall(1964), Dobson(2003), Devine-Wright(2007)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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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협동조합(Renewable Energy Source Cooperatives, REScoop)은

사회문화적으로 에너지 전환 운동의 전략적 틈새(strategic niche)로써

작용 가능한 에너지 시민성 형성의 공간이다(박진희, 2013; 홍덕화ㆍ이영

희, 2014; 이정필ㆍ한재각, 2014; 백종학ㆍ윤순진, 2015; 박종문ㆍ윤순진,

2016; 조미성ㆍ윤순진, 2016).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이

채택하고 유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2002년에 의결한 ‘협동조합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No. 193)에 따

르면 협동조합(Co-operative)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

는 사업을 통해 조합원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

족시키려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연합한 자주적 결사체’로 정의된다(ILO,

2013; ILO, 2014).9)

협동조합은 공식적으로 150년 이상 존재해 온 경제적, 사회적 모델로

써, 생산자, 소비자, 신용, 보험, 주택, 스포츠 등 이용자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운영되는 지속가능한 사업체다(ILO, 2013; 류창호, 2015).

협동조합의 탄생은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시민 저항을 배경으로

성숙되어 온 유럽 사민주의 정신이 현실세계에 구현된 것이다(KFEM,

2016).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두레, 계, 품앗이와 같은 공동체 내에서의 협

력하는 가치가 존재해 왔고,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에는 농협이나 수협

같은 협동조합이 법률 테두리 안에서 성장하였으며,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협동조합은 국내 사회적 경제의 한

축으로 커 나가고 있다(KFEM, 2016).10) 국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9) 국제협동조합연맹 웹사이트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http://ica.coop/en/what-co-operative

10) 프레시안 “협동조합 원형, 우리 생활과 전통이다.: 전 농림부 장관 강연”

(2014.2.1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3851

http://ica.coop/en/what-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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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좌 의무, 1인당 총 출자좌수 대비 30% 이상 보

유 금지, 출자좌수에 상관없이 1인 1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 등 조합

규정 및 운영에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다(류창호. 2015).11) 에너지

협동조합도 가터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 테두리 안에서 민주

적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박진희, 2013; KFEM, 2016).

국제협동조합(ICA)은 2016년 11월 17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9차

아시아태평양 협동조합 포럼(the 9th Asia-Pacific Co-operative Forum)

에서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내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공급(affordable and clean

energy)’ 등의 세부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협동조합 간 공동 대응에 관

한 결의문을 천명했다.12) 비록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동조합 운영 가치가

완벽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나, 시대상을 반영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

적 요구에 따른 조화로운 부흥을 목표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ILO,

2013; ILO, 2014). 실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 7

대 원칙’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개념이

다.13)

11) 협동조합 역시 특정한 상황에 따라 소수에 의해 1인 지배 가능성이 존재하

는 등 완벽한 단체는 아니지만,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와는 달리

비영리 부분을 포괄하고 국제협동조합 연맹이 제시한 자율적, 개방적 제도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의 조합원 권익 보장과 공익증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타 사업체에 비해 민주적이라 말할 수 있다(류창호. 2015).

12) 국제협동조합연맹 웹사이트 “ Resolution of the 9th ICA-AP Co-operative Forum”

http://www.ica-ap.coop/icanews/resolution-9th-ica-ap-co-operative-forum

13) 협동조합 7대 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7. 지역사회 공헌(ILO, 2014).

UN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는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

능한 현대적 에너지의 접근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에너지협동조합과 궤를

같이한다(ILO, 2014).

http://www.ica-ap.coop/icanews/resolution-9th-ica-ap-co-operative-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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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협동조합(REScoop)은 기존 재래식 에너지원을 대체하고자 설

립, 확대되었다. 국제환경 NGO인 그린피스가 1999년 독일에서 ‘그린피스

에너지협동조합’(Greenpeace Energy eG)을 출범한 것이 에너지 협동조

합의 시초다.14)

에너지협동조합 활동은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지역 주민이 공동 출자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옥상,

기타 활용 가능 부지 등의 매입을 통해 발전소를 건설한다. 그 후, 전력

판매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조합원 배당을 통해 공익성과 사업성 모

두 획득 가능한 사회적 경제 체제의 밑거름을 제공한다(박진희, 2013;

KFEM, 2016).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2011년경 독일에서만 150개의 에너지협동조합

이 새로이 결성됐다. 독일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831개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활동 중인데,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의 한 설문조사에 따

르면 조합원의 참여목적은 1)재생에너지 확대 2)지역 경제가치 창출 3)

조합원 배당의 순서를 보인다.15) 이는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독일 조합

원들의 에너지 전환 운동 참여의지가 주요했음을 암시한다. 세계 에너지

전환 흐름을 주도 중인 독일이 탈핵, 재생에너지 확대 등과 같은 진보적

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자국 내 에너지협동조

합과 그곳에서 형성되는 에너지 시민성이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짐

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14) ‘그린피스 에너지’(Greenpeace Energy eG / www.greenpeace-energy.de)는

독일에서 가장 큰 에너지 협동조합으로 2만여 명의 조합원과 10만 명 이상

의 고객을 유지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솔라 분데스리가’를 아십니까?” (2013.3.29.)
http://h21.hani.co.kr/arti/PRINT/34204.html

15)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The DGRV-Deutscher Genossenschafts-und Raiffeisenverband e. V.)
https://www.dgrv.de/en/services/energycooperatives/annualsurveyenergycooperatives.html

http://h21.hani.co.kr/arti/PRINT/342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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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에너지 시민성

1. 에너지 시민의 등장

제 2 절 에너지 시민성에서는 앞서 시민성 발달과정에서 전술한 에너

지 시민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에너지 시민성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에 대해 ‘연성에너지 경로 내 적

극적인 소비자로, 에너지 문제를 인식하고,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며, 환

경가치를 중시하는 이타적 성향’으로 정의하고 있다(Devine-Wright,

2007; 이정필ㆍ한재각, 2014; 홍덕화ㆍ이영희, 2014; 박진희, 2015; 백종학

ㆍ윤순진, 2015; 박종문ㆍ윤순진, 2016; 조미성ㆍ윤순진, 2016).

에너지 시민성 개념을 처음 도입한 Devine-Wright는 먼저 기존의 하

향식 소통 방식에서 양방향으로 지식 교류가 이뤄지는, 보다 적극적인

대중 참여가 보장된 사회문화적 배경에 주목하였다(Devine-Wright &

Devine-Wright, 2004). 또한 그는 소규모 지역단위 전력생산

(micro-community generation)과 같은 새로운 탈중앙집권적 에너지 수

요-공급기술의 발달을 에너지 전환사회의 필요조건으로 상정했다

(OwensㆍDriffill, 2008). 이는 에너지 시민성이 형성된 에너지 시민의 등

장 배경에는 양방향 지식 교류와 재생에너지 기술 확보라는 사회적, 과

학기술적 제반 여건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에너지 시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Devine-Wright, 2007).16)

1) 에너지 분산 기술이 에너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를 가져온다

는 신념을 갖고,

16) 스마트 미터링: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한 형태로, 가정 단위에서 ‘전력 사용

량 실시간 측정’과 외부로의 ‘전력 데이터 제공’을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소규모 단위에서 전력 수요와 공급량 제어가 가능해지고, 에너지 사

용자가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의 기술적 여건을 갖추게 된

다. (출처: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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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신기술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3) 직접 열과 전력을 생산ㆍ공급하며 에너지 지역분산 공급 네트워크

를 공동 관리하고,

4) ‘스마트 미터(smart meter)’와 같은 최신 기술을 통해 (단일방향의)

에너지 체제를 극복하고,

5) 지역기반 에너지 체제를 통해 일정 수준의 에너지 독립을 도모하고

6) 기후변화 같은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지며

7) 지역부터 국제 수준까지의 에너지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8) 도시계획 내 에너지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9)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경제 수익과 일정 수준의 통제 권한을 향

유한다.

Devine-Wright이 언급한 에너지 시민의 특징들을 정리ㆍ요약하면 ①

기후변화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② 에너지 신기술과 지

역 기반 에너지 체계 도입이 에너지 인식ㆍ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신념을 지니며 ③ 소단위의 지역기반 재생에너지 체계를 소유하고 ④

에너지 신기술 통한 개인, 지역민과의 프로슈머 역할과 해당 이익을 공

유하며 ⑤ 지역, 국가, 국제 수준의 에너지 정책에 관여하는 사회 구성원

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③, ④, ⑤의 특징은 에너지협동조합과 같은

집단적(communal) 성격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 공간에서 수행될 수 있는

기능으로 간주된다. <표 1>과 같은 에너지 시민의 특징은 에너지 시민

성(energy citizenship)이 형성된 시민에게 발현된다(Devine-Wright,

2007).

한편, Devine-Wright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의 인식,

태도와 집단적 차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있는 반면, 개인 수준

에서 수반되어야 할 환경-에너지 행동은 언급되지 않은 만큼,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에너지 시민성 형성에 어떤 관련 행동이 나타나지는 탐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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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에너지 시민 등장 배경과 특징

출처: Devine-Wright & Devine-Wright (2004), Devine-Wright(2007),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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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그동안 국내 몇몇 학자들 사이에서 에너지 시민성의 이론적 논의와

경험ㆍ실증적 사례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박진희, 2013; 홍덕화ㆍ이영희,

2014; 이정필ㆍ한재각, 2014; 백종학ㆍ윤순진, 2015; 박종문ㆍ윤순진,

2016; 조미성ㆍ윤순진, 2016).

박진희(2013)는 독일 함부르크와 베를린의 ‘재공영화/재지역화’ (지역

에너지 공사) 과정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에너지 시민성 형성여부를 확

인했다. 에너지 생산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시민이 동참하고, 투표를 수

단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에너지 시민성이 형성됐고 그 결과

재생가능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이 향상됐음을 밝혔다.

이정필ㆍ한재각(2014)은 영국 국내외 정치, 경제, 외교와 같은 거시적

요인을 축으로 설정하여 기존 에너지 체제와 공동체 에너지(community

energy)’의 변화과정을 살펴본 후,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에너지협동조

합(energy co-operative)’의 역할을 분석했다. 특히 영국 에너지협동조합

은 지역 내ㆍ외부 간의 교류활동, 정부정책에 대한 요구, 주민 대상의 검

증된 정보 및 교육 제공,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과 주민 참여 논의 등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장소로써, 에너지 시민성이 형성되는 ‘구성적 공

간’이자 그것이 발현되는 ‘창조적 공간’이란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전환운동에서의 에너지협동조합 역할과 가능성을 부각했다.

홍덕화ㆍ이영희(2014)는 2000년대 국내 주요 에너지 운동인 ①부안 핵

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반대운동 ②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활동 ③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④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에너지 시민성을 실천목표(권리와 덕성)와 실천방

식(집단과 개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중 ‘권리’에 초점

을 맞춘 기존 에너지 운동과 달리, 최근 에너지 대안운동 차원에서 전개

된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과 에너지협동조합과 같은 집단적 에너지 공

동체가 새로 등장했고, 에너지 시민성 형성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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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학ㆍ윤순진(2015)은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부인 ‘아

파트 미니 태양광사업’을 에너지 전환의 전략적 틈새로 파악하고, 노원구

내 관련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 동기와 사업 인식을 조사하였

다. 연구에서 제시한 에너지 시민성 평가 요소로써 환경(환경적 가치, 환

경교육), 경제(개인, 공동), 사회(사회적 형평성, 지역공동체성) 세 영역으

로 구분하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수행한 결과, 참여자 학습이 미니태

양광 신청에 있어 유의미한 값이 나타났고, 사용 후 만족도에 ‘자긍심’

같은 비경제적 요인이 존재했다는 결과값을 얻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

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생산 프로젝트가 에너지 전환에 유용한 수단이며

에너지 시민성 형성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양수연(2015)은 기존 연구자들이 집중했던 일반적 형태의 지역 공동체

가 아닌, 혁신학교로 지정ㆍ운영 중인 삼각산고등학교와 상원초등학교의

협동조합방식에 주목하였다. 해당 연구자는 심층면접을 통해 태양광 설

치ㆍ운영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 여부를 확인 후

이를 토대로 학습기, 성숙기, 전파기로 구분하여 에너지 시민성 형성 과

정을 보다 구체화하였다.17)

박종문ㆍ윤순진(2016)은 서울시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주민을 대상으

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발적 에너지 전환운동의 참여행동 촉진 요인으로

관심정도, 성향, 공동체에서의 적응 같은 개인적 요인과 구성원 간의 관

계적 요인이 존재하고, 제한 요인으로는 사회적 시선, 지역 내 학교와의

갈등 같은 공동체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이 사례 연구는

지역 에너지 공동체가 에너지 시민성을 배태시키는 공간이며, 공동체의

참여 정도에 따라 에너지 시민성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냈다.

조미성ㆍ윤순진(2016)은 관악구 ‘꿈마을 에코바람’이란 소모임 구성원

을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해 절전소 운동이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어떤 성장을 이뤄 냈는지 탐색하여 ‘사회적 관계망’과

17) 에너지 시민성에 대한 관찰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학습기’, 영향을

받고 활동 참여의 경험 단계를 ‘성숙기’, 마지막으로 참여를 통해 영향을 주

는 활동을 하는 단계를 ‘전파기’로 구분한다(양수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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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에너지 운동 참여 동기의 주요 요인임을 제시했다. 또한, 이 연

구에서는 구성원의 경제적 어려움과 에너지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개인

별 에너지 시민성 수준을 낮추는 반면, 참여원의 집단화는 생태, 에너지

시민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특히, 몇몇 구성원의

운동 참여 및 실천 후의 태도 변화에 따라 학습 필요성을 느낀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기존의 친환경행동모델인 지식-태도-행동으로의 선형적

변화가 절대적이 않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상 에너지 시민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에너지 전환 운동

주체는 자발적 시민으로 에너지협동조합 등의 에너지 측면에서의 단체

활동을 통해 개인, 집단적으로 에너지 시민성이 형성되고, 그 결과 재생

에너지의 사회수용성을 높이는 등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을 야기하여 기

존 에너지 체제 관성에 대한 전략적 틈새로써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고

간주된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시민성 사례연구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에너지 관

련 인식, 태도, 행동이 상호 복합적인 작용을 일으켜 에너지 시민성을 형

성함을 보였다. 이는 Devine-Wright(2007)이 제시한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인식, 태도, 행동이 구현된 에너지 시민의 덕성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에너지 시민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 기제를 아래 <그림 4>로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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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 기제

출처: Devine-Wright(2007), 에너지 시민성 선행연구: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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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생애사 연구

1. 질적 연구의 생애사적 접근

모든 연구자의 호기심은 체계적, 구체적, 논리적 방법을 통해 상식의

증거를 확립하고 이론 틀을 세우는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성태제·시기

자, 2006). 연구 대상을 선정 후 시작단계에서 어떤 연구 방법으로 접근

할지는 모든 연구자의 주요 고민 가운데 하나로, 연구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익히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며 때로는 동료 연

구자로부터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윤택림, 2004). 그러나 “연구의 선택과

실행은 항상 연구자에게 남겨진 몫이다”(윤택림, 2004).

질적 연구는 국내 굵직한 환경이슈를 수행하는 데 학문,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발휘해 왔다. 한경구, 박순영, 함한희 등은 시화호 오염 사건과

영월댐 환경문제,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행하여

사회,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상황에서 지역민 고려 없이 밀어붙여 야기

된 사회적 갈등과 미집계된 피해들을 조명했고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고

취했다(윤택림, 2004).

이같이 질적 연구는 연구 문제와 대상을 둘러싼 현상에 대한 정보의

부재나 결핍 상황에서 탐색적 접근을 하거나, 현상 이면의 심층적 구조

와 과정을 추출하거나, 현상을 보다 총체적이고 경험적으로 우리 사회에

드러내 공감을 도모할 때 적합하다(조용환, 1999; 김희경, 2011). 따라서

학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직까지 생소한 개념인 에너지 시민성 관련

연구는 질적 연구 논리에 따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 방법은 전략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세분화되

는데(김희경, 2011), 이 연구에서는 생애사적 접근법에 주목하고 있다.

“생애사란 개인적 서술로써 구술자의 개인적 경험과 자신과 타자들에 대

한 관계를 주제로 하는 자기성찰적인 1인칭 서술을 말한다”(윤택림,

2004). 생애사는 연구자에 따라 생애이야기(life story)와 생애사(life

history)로 구분되는데, ‘생애이야기’는 구술자의 이야기체, 즉 내용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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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 형식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생애를 얘기하는지 분석하고 구술자의

자아, 정체성, 자기표현의 측면을 강조한다(윤택림, 2004). 반면, 후자인

‘생애사’는 구술자의 이야기 내용, 그 자체에 초점을 두면서 출생 이후

어떻게 사회에 대처하며 살아왔는가를 나타내는 개인 경험, 활동, 사건의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에 따른 삶의 과정과 역사적, 문화적 맥락

에서 구술자의 생애를 해석하는 연구다(윤택림, 2004). 다시 말해, 생애사

연구는 개인과 사회를 역사적 맥락에서 조명할 수 있게 한다.

생애사 연구는 최근 기존 인류학적 생애사를 비롯하여 행정학ㆍ사회

학ㆍ가정학ㆍ노년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이병선,

2010). 인류학의 한 연구방법으로 출발한 생애사 연구는, 토머스와 츠나

니에키(W. I. Thomas & F. Znaniecki)의 폴란드 농민에 관한 연구 이후

부터(박성희, 2004), 1920년대의 미국 시카고학파에 영향을 받은 인류학

자, 사회학자, 민속학자들이 활용하기 시작했다(윤택림, 2004). 1930년대

이후 계량적 조사와 같은 신실증주의 방법론이 주류화되면서 한때 퇴조

를 보였으나, 1940년대 미국 인류학에서의 문화와 인성(culture and

personality) 연구, 1950년대 가족사 연구로 명맥이 이어졌고, 1960년대

후반부터 생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측면이 주목받기 시작하여 1980년

대 중반에는 인류학 내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영향으로 서술,

서사(narrative)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유럽, 미국 등지에서 재조명되

었다(윤택림, 2004; 박성희, 2004; 이병선, 2010). 이는 학계 내 표본조사

와 계량적 접근법의 한계를 해소하는 데 있어 질적연구와 생애사 접근

방법이 대안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조용환, 1999; 이병선, 2010).

생애사 연구가 학술적으로 재차 주목받기 전에 한 개인의 생애는 주

로 문학의 형태로 소개되어 왔다. 윤택림(2004)은 “인류학자들은 현지조

사 중에 훌륭한 이야기꾼을 만나면, 그 문화의 사회구조에 대한 것은 문

화기술지로 학문적인 출판을 했고, 현지조사의 부산물인 생애사 부분은

문학적 형식으로 출판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근래 생애사 연구는 교육

분야, 특히 삶을 학습의 연속적 과정으로 보는 평생교육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김희경,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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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일반화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조용환,

1999). 인문, 사회과학, 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도 자연과학이나 물리

학 연구만큼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양의 자

료로 표준화된 통계와 수치를 제시하는 양적 연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지게 된 배경이다.

하지만 양적 연구 또한 ‘만약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이라는 전제가 실제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조용환, 1999). 동일한 유전자를 지닌 일란성쌍둥이 기질

이 서로 다르듯 인간은 다양한 배경에서 그만의 고유한 경험을 통해 개

인적 성향을 발달시킨다. “그람시(Gramsci)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적 관

계의 총합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애는 역사적 관계들의 총합이라고도 볼

수 있다”(윤택림, 2004).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현상과 과정을 개방적으로 조사함에 있어 질적 연구의 생애사적 접근은

장려되고 있다(박성희, 2004). 반면, 당사자의 생애가 그가 속한 문화를

가늠할 수는 있어도 이를 근거로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속한 사회나 문화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

다(윤택림, 2004).

이같이 질적 연구의 생애사적 접근이 모든 연구 질문에 답을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개인은 사회와 구조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창구인 동시

에 사회와 구조의 영향을 받아 특정 선택과 적응을 하는 존재라는 점에

서(윤택림, 2004), 질적 연구의 생애사적 접근법은 그 의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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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발달 학습과정

교육학에서는 인간발달의 학습과정은 유기체의 후천적 개인경험과 훈

련을 통한 행동변화의 과정으로 본다(이형행, 2011). 평생교육철학의 시

조라 불리는 미국 철학자이자 교육개혁가인 Dewey에 따르면, 경험이란

인간의 삶 자체로써, 삶이 바뀌는 과정 자체가 교육이며 끊임없이 배우

는 학습자의 경험은 모두 교육적 경험이다(임태평, 2005; 김희경, 2012).

그의 수많은 저서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장은 “첫째, 인간은 삶을 통하

여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둘째, 취학 이전부터 노년까지, 학교 안팎

에서의 모든 생활경험과 근원은 개인의 교육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임태평, 2005; 재인용). 성인교육(adult learning) 분야

를 연구한 Jarvis 또한 인간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맥

락 속에 존재하고 모든 학습은 일상 경험(everyday life)에서 이뤄진다는

데 동의했다(김희경, 2012). 그는 신체, 정신, 자아, 생애사로 구성된 전인

(the whole person)은 외부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사건에 부딪칠 경우

전인의 내부세계와 불화(dissonance)가 일어나는데 이를 분절

(disjuncture)이라 정의했다(Jarvis, 2009). 이 분절의 결과로 발생한 경험

은 생각ㆍ성찰, 정서, 행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되어 기존 전인은 변

화되고, 기억되며, 성숙한(experienced) 전인으로 전환되면서 한 주기

(one cycle)를 마치게 된다. 그 과정을 아래 <그림 5>와 같이 경험학습

모형으로 도식화했다(Jarvis, 2009).

환경교육운동가의 형성과정을 구술 생애사를 통해 살펴본 장미정

(2011)은 환경교육운동가의 ‘동기와 영향요인’을 밝히는 데 참여자의 생

애 전반에 걸친 개인경험, 시대경험, 개인소양이 각각 토대가 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에코맘 형성과정을 추적한 김희경

(2012)은 참여자의 개인, 가정, 사회 세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 경험 등이

내재화되어 에코맘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했다. 이 같은 경험적 사례연구

에서 나타나듯이 한 개인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에서 맞닥뜨린

주요 사건, 경험은 인간발달 학습과정에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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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비스의 경험을 통한 인간의 전환

출처: Jarvis, 2009; 내용에 따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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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연구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의 타당성

에너지 시민성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에너지 전환운동의 주요 행

위자는 ‘시민’이고, 에너지 시민성 형성의 장으로는 ‘에너지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다. 양수연(2015)은 “우리나라 에너지협동조합 연구는 그동안

에너지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과 제도적 측면의 접근이 많았다”고 밝혔

다.

그러나 학교에너지협동조합이란 독특한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한 양수

연(2015)도 기존의 아파트 미니태양광 사업(백종학ㆍ윤순진, 2015), 에너

지자립마을(조미성ㆍ윤순진, 2016; 박종문ㆍ윤순진, 2016)과 같이 하나의

공간, 어느 한 특정 기간으로 한정된 에너지 시민성 사례연구라는 점에

서 선행연구들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새로운 인간 덕성(virtue)의 형성과 관련하여 이 같은 특정 시

기, 공통된 학습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접근방식에 연구자는 개인적

의문을 품어왔다. 앞 절의 인간발달 학습과정에서 다뤘듯이 개인 삶은

다양한 배경과 구조 속에서 학습ㆍ경험의 축적으로 발생ㆍ결정되기 때문

이다(김희경, 2012).

따라서 연구자는 조합원의 복잡다단한 경험과 학습과정 전체를 살피

지 않고서는 에너지협동조합원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을 체계적, 구

체적, 논리적으로 탐색할 수 없다 판단하였고,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하나

인 생애사(life history) 연구로 이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에너지 시민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낯선 개념이고 보다 많은 사례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에너지협동조합

원 생애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부재한 현 시점에서 특정 시간과 사례에

대한 심층면접 또는 설문지법을 수행할 경우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없을

뿐더러 자칫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의 고유한 특질과 에너지 시민의 정

체성에 관한 핵심적 사항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개인, 가정, 사회적 배경에서 참여자의 생애를 조명하여 학

술적,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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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국내 REScoop 현황과 은평구 선정배경

현재 국내에서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발전 사업 중인 에너지협동조합

(Renewable Energy Source Cooperatives, REScoop)은 2016년 12월 기

준, 총 67곳으로 태양광 발전원 66곳, 태양열 발전원 1곳이 존재한다.18)

그 외의 풍력, 지열 등을 활용한 에너지협동조합은 전무하다. 지역별로

에너지협동조합을 구분하면 서울이 총 24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2

곳, 전북이 7곳 등 순으로 설립되어 있다. 해당 에너지협동조합과 세부적

인 지역, 조합명, 인가일 등의 사항은 [부록]에 기재되어 있다.

<그림 6> 지역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현황

출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조사자료 종합

18) 전국 에너지협동조합 현황을 조사 중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담당 연구원

자료(인터뷰)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정부 인가된 에너지협동조합

은 총 112곳이다, 태양광(열), LED, 교육, 시공, 적정, 건축, 에너지설계, 가

스, 복지로 분류된 사업장(90곳)과 사업자와 연결되지 않아 ‘미확인’ 처리된

22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12.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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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설립된 지역은 서울이다.

한편 에너지협동조합 활동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 해당 조합의 실제 태양

광 설비에 따른 총 발전용량이 주요 판단 척도가 될 수 있다. 양수연

(2015)의 에너지협동조합 현황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에너지협동조

합의 태양광 설비 총 용량은 경기지역보다 적은 수치이나 이는 경기도

지역 특성상 부지확보가 용이하다는 배경에 의한 양적 차이로, 실질적으

로는 전국에서 서울 내 발전용량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19)

에너지협동조합 연구에서 서울은 에너지 시민성이 형성되는 공간으로

써의 주요 관심 지역이다. 경성에너지 체제 기반의 서울 같은 현대화된

도시에 이미 세계 인구 절반 이상(54%)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발달 지

표인 도시화율 또한 중ㆍ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

다(UN, 2015). 기존 에너지 체제 기반의 도시가 확대될수록 에너지 전환

에 대한 관성(inertia)은 더욱 견고해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도시

의 에너지협동조합을 연구 대상지로 선별하였고, 국내 인구, 건물밀집도

가 높은 서울 지역 조합원의 생애가 이 연구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울 내 인가받은 에너지협동조합 가운데 에너지 전환 흐름에

공감하고, 실질적 시민참여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계획)ㆍ운영 중인 곳은

아래 <표 2>의 8곳이다. 이 단체들은 ‘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

하여 서울 에너지 네트워크 모임을 운영 중이고, 협동조합 7원칙에 입각

하여 상호 간 연계를 통해 에너지 전환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19) 경기지역의 한살림안성물류센터와 한겨레중고등학교는 438.9kW와 250kW의

대용량 설비시설을 각 1곳에 설비하였는데, 이를 제외하면 경기지역 총 설

비 용량은 130kW에 그친다(양수연, 2015).

또한, 은평구 태양과 바람 에너지협동조합 담당자(김원국 팀장)에 따르면,

경기지역은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도지사 및 시장의 재생에너지 정책 의지

가 강하여 대규모 발전시설 설립이 가능하였으나, 그 후의 발전소 증축 현

황, 조합원 참여 교육 및 활동 측면에서 비춰볼 때 서울 지역 에너지협동조

합에 비해 활발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면담 날짜: 2017.09.27., 장소: 서울시

청 지하 시민청 동그라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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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25일 기준 ** 서울지역 내 태양광발전소만 명시

출처: 각 조합 홈페이지, 담당자 면담 자료 종합20)

조합명
활동

기반
설치장소

설치

용량
준공시기

조합

원수*

강남햇빛발전

협동조합

강남구

서초구

서울시품질시험소 36kW 2014.09.

100탄천물재생센터 50kW 2015.10

신림중학교 70kW 2016.12.

금천햇빛발전

협동조합
금천구 독산고등학교 50kW 2016.12. 66

노원햇빛과

바람발전

협동조합

노원구 노원구청 주차장 30kW 2013.10. 1,200

둥근햇빛

발전협동조합

전국**

(원불교)

가락교당 11.25.kW 2014.06.

451

송천교당 12kW 2014.12.

홍제교당 13kW 2014.12.

목동교당 11kW 2015.10.

금산초등학교 34.5kW 2017.03.

면목초등학교 70kW 2017.07.

서울시민햇빛

발전협동조합

서울

전역

상원초등학교 37.2kW 2014.04.12
330

인헌고등학교 75.6kW 2017.02.07

우리동네햇빛

발전협동조합

서울

전역

삼각산고등학교 19.11kW 2013.06.15

417한신대학교 49.82kW 2014.04.19

동부여성발전센터 30kW 2016.01.15

강서양천햇빛

발전협동조합

강서구

양천구
화원중학교 48.94kW 2017.09. 80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
은평구

은평공영차고지

정비동
50kW 2014.03.29

292

은평공영차고지

관리동
49.5kW 2014.06.28

난지물재생센터 99.82kW 2015.12.22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88.2kW 2016.01.14

<표 2> 서울지역 에너지협동조합(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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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협동조합 8곳 중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운동과 재생

에너지 시설을 확장 중인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원불교)를 제외하고, 서

울 지역 내 태양광발전설치 횟수와 발전량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이

는 곳은 은평구 지역을 기반으로 한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이다.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은 2013년 10월 법인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받은 이래 2014년도부터 태양광발전소 시설 1호기를 시작으로 지속적으

로 햇빛발전소를 건설(총 4호기: 2017년 12월 12일 기준)하여 왔고, 가정

대상 에너지 절전 컨설팅 사업(2013-15년까지 총 2,800세대 대상), 조합

원 사업(명예발전소장 제도, 태양광시설 청소, 탈원전 걷기 캠페인 등),

교육정책사업(에너지 전환교육, 은평지역축제 부스 운영 등)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내 실질적인 에너지 시민성 형성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보여

왔다.21) 따라서 서울지역 내 에너지 전환운동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큰 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만큼 은평구 지역 기반의 태양과바람에너지협

동조합을 선정하였으며, 그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생애사 연구를 진행

하였다.

20)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은 해당 담당자에 따르면 조합원수는 가장 많

으나 설치용량과 활동면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햇빛발전소 1

기 사업 당시 구청장의 강한 의지(독려)와 조합원 출자금 최저기준 부재는

많은 수의 지역 공무원과 구민 가입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으나, 그 후, 실

질적으로 활동하는 조합원의 수가 부족한 관계로 햇빛발전소 추가건설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담당자 면담 날짜: 2017.09.27., 장소: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 동그라미홀)

21)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팀장 면담 (날짜: 2017.05.10., 장소: 녹번역 태양

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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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참여자 선정과정

서울 은평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의

조합원을 유의 선별하여 연구 참여자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을 탐색

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이들 조합원은 연구대상(research subject)으로 칭하

지 않고 제보자(informant) 또는 참여자(participant)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 이는 연구자가 양적 연구에서처럼 연구대상을 일방적으로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며,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부단한 상호작용으로 질적 연구가

이뤄짐을 의미한다(조용환, 1999; 김희경, 2011).

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해 연구한 박진희(2015)는 조합원이 인맥

또는 사회적 관계로 인해 조합 활동을 참여할 경우 협동조합 사업 취지

를 미숙지하거나 투자금만 지불하는 등 실질적 조합활동은 이뤄지지 않

는다며 해당 조합원의 에너지 시민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현재 2,300여 명의 서울시 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 전부를 ‘에너지 시민’

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지적은 타당하다(조미성ㆍ윤순진, 2016).22)

따라서 이 논문은 연구 참여자 모집 단계부터, 에너지 전환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인의 일상생활 내지 공동체(조합) 활동을 통해

Devine-Wright(2007)가 정의한 에너지 시민의 특징이 나타나는 연구 참

여자만을 상정하여 ‘자발적 지원자’ 가운데 유의 선별했다. 또한, 에너지

협동조합 가입 후의 생애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년에 설립한

태양광 시설 1호기부터 참여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했다.

22) 서울지역 에너지협동조합 관계자 여럿과 접촉 시 획득한 협동조합 내부 상

황으로, ① 많은 수의 조합원이 에너지협동조합 발기인(활동가 등) 지역기

반 협동조합에 겹치기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하나의 에너지협동조합

활동에 시간적, 재정적으로 적극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과 ② 구청장

등의 강력한 의지로 공무원 전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조합원수 같은 양적 수치가 에너지협동조합의 활동성을

보증하긴 어렵다. 오히려 에너지협동조합 연도별 설치 현황(지속성) 내지

조합원 대상 프로그램 횟수로 가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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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사를 밝힌 조합원 중 대부분은 사회활동가로, ‘에너지 전환’의

취지보다는 초창기 지역 내 ‘사회적 협동조합’ 확대 지원을 위한 가입성

격이 강했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 확보를 위해 모집 후 참여자 접촉 과

정에서 사회활동가와 비활동가, 남녀성비 같은 사항도 고려했다.

한편, 질적 연구가 일반화에 취약하다는 학계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례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조용환, 1999).

질적 연구 특성 상 네 사람의 연구가 한 사람의 연구보다 네 배의 지식

을 획득할 것이란 생각은 적절치 못하며, 오히려 집중력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연구의 깊이를 더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Wolcott, 1994; 조용

환, 1999).

따라서 연구 참여자수 결정에 있어서, 한 개인의 지나온 삶 전체를 조

명하는 생애사 방법론으로 진행하는 점, 실제 연구 일정과 참여자의 면

담 참석 가능 정도를 고려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총 4명의 조합원을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23)

23) 이 연구는 현행 법률과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규정이 허용 범

위 내에서 생애사 접근을 통한 연구 참여자 공개모집(자발적 참여), 정보

수집 및 처리하였다. 참여자 유의선별 고려사항은 태양과 바람 에너지협동

조합 공식 카페(http://cafe.daum.net/energy-coop/QIsw) 모집을 통해 연락

을 취해온 ‘자발적 조합원들’ 가운데 고려한 사항임을 서두에 밝힌다.

http://cafe.daum.net/energy-coop/Q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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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참여자 이름 전원 가명

** 참여자 연령은 최종 인터뷰 날짜 기준

*** 가족관계는 현재 동거 중인 인물 중심 및 결혼 유무 확인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참여자 모집 및 유의선별 고려사항을 포함한

연구 참여자모집과 진행과정은 아래 <그림 7>과 같다.

이름*
연령
**

성

별

가족

관계
(결혼)

***

거주지

(고향)
학력 직업

사회

활동

여부

손주민
44세

(74년생)
남

독거
(미혼)

은평구

(부산)
대졸 출판업 유

송은성
42세

(76년생)
여

독거
(미혼)

은평구

(부산)
대졸

정당인

*前

국회의원

비서관

/

연구원

유

최다미
42세

(76년생)
여

주말부부
(기혼)

은평구

(서울)

대학

원졸

자영업

*前

공무원

무

조배균
35세

(83년생)
남

母
(미혼)

은평구

(광주)
대졸

프리랜서

*前

생태전문

기자

/

야생동물

구조사

무

<표 3> 참여자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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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모집 및

유의선별 고려사항

- 현재 에너지 시민성 형성 여부

- 일상/공동체 내 에너지 활동 여부

- 활동기간 (태양광 1호기 때부터- 현재까지)

- 생애사 면담(장시간 할애) 가능 여부

- 사회활동가/비활동가 및 남녀 성비 (1:1)

연구 참여자 모집 과정

1. 사무국 팀장 1차면담

(연구취지 설명 및 조합개요 청취: ’17.5.10)

*“태양광시설 1호기-현재”까지 참여조합원 확인 (총 156명, 탈퇴 4명)

*1호기: 2014년 3월 – 현재(2017.10.5.)

2. 사무국 팀장 2차면담 및 모집방법 논의

(조합 내부상황 청취: ’17.9.14)

3. 에너지협동조합 다음카페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

4. 연구참여자 개인일정에 따른 최종 인원 확정 (4명)

*개별 유선연락/대면접촉

5. 면담(1-4차)진행ㆍ완료

<그림 7> 연구 참여자 모집과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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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방법

참여자들의 생애사는 면담 개시일 부터 2017년 12월까지 일대일 심층

면담을 통해 구술 생애사 자료 형태로 수집되었다. 이때 면담은 참여자

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애를 구술할 수 있도록 비구조화된 형식

(unstructured interviewing)으로 참여자에게 가장 편한 장소(근무지, 자택,

인근 카페 등)와 시간대에 진행하였다.24)

전체 면담 과정은 참여자 동의하에 레코드 기기를 이용하여 녹취하였

다. 획득한 원자료는 워드프로세서로 전사한 후 코딩 작업을 거쳐 면담

요약지로 정리하였다. 이 모든 작업은 다음 면담 전까지 해당 참여자에

게 이메일로 공유되어 검토과정(수정, 보충ㆍ보완 등)을 거쳐 자료 신뢰

도를 높였고, 이를 근거로 연구자의 이해와 해석을 통해 연구 시 인용될

수 있는 생애사 자료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한편, 개인 간 직접 대면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생애사 연구 특성

상 참여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이 중요하고, 흐릿할 수 있는 과거 내

용의 재확인 등의 과정이 수반 되어야 하는 바, 면접횟수는 최소 3회 이

상 진행하였고 매 차수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됐다.25)

24) 비구조화된 인터뷰는 개방적(opened)이고 심층적(in-depth)인 면담 방법으

로 인류학적 현지조사에서 흔히 사용되는데, 설문조사 방식으로 질문을 통

해 계량화된 질적 정보를 수집하는 구조화된 인터뷰(structured

interviewing)에 반해, 비구조화 인터뷰는 조사의 폭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생애나 특정 사건에 대해 증언을 수집하는 구술사 인터뷰에 적합하

다(윤택림, 2004).

25) 이 연구에서는 면담을 통한 구술자료를 인용함에 있어 해당 참여자1(가명)

이름을 명시하였고, 인용 말미에 면담 회차를 표시하였다. 예컨대 서두의 ‘참

여자1’과 인용문 말미의 ‘(3회차)’는 참여자1과의 ‘3회차’ 면담을 통해 획득한

구술 자료를 인용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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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면담 전, 후 참여자와 식사를 하며 라포를 형성했고, 대

화 가운데 연구 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언급된 경우엔 간단히 메모하

여 실제 면담 시 질문으로 활용하였다.

1회차 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에 관한 개인 인적사항(나이, 직업, 학

력, 가족관계, 고향, 결혼 등)과 전반적인 삶(출생부터 현재까지)을 청취

하며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 비구조화 형식으로 면담을 진행하

였다. 이때 참여자 출생 이후의 유년기와 성장기, 청년기, 현재까지의 삶

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진행을

통해 대화 방향을 유도했다.26) 구술 도중 궁금증이 있을 경우 메모해두

고 이야기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참여자에게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질문했다. 참여자 구술 내용이 주제 또는 연대기적 시간에서 벗

어나는 경우에도 특별히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켜 이야기 흐름을

따라갔다. 윤택림(2004)은 구술자가 사실이나 시간을 이야기하는 순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이나 사실이 연대기적 시간

과 관계없이 구술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중 2명은 1, 2차 면담까지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생애 구

술을 마쳤고, 나머지 2명은 3차 면담 초입에서 마무리가 됐다. 그 후, 1,

2(3)차 녹취 내용을 주요 근거로 하여 3, 4차 면담 때는 환경, 에너지 시

민성과 관련 있던 경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전 면담에서 불확

실하거나 모호했던 내용을 재확인하는 식으로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과

정에서 기존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심층적인 생애 구술이 이뤄졌다.27)

26) 참여자 생애 이야기 면담에서의 대화 유도 질문은, “유년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학교, 직장, 집에서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특별
히 기억나는 사건 내지 사람은?” 등이 있다.

27) 3-4차 때는 심층질문을 통해 참여자의 특별한 경험담을 보다 상세히 들었

다. 자연스러운 구술을 위한 유도 질문으로는 “삶 가운데 환경인식, 에너지

인식 첫 계기 및 관심이 확대된 이유는?”, “에너지협동조합 가입 전, 후의

인식, 행동 변화가 있었는지?” 등이 있다. 또한 추가 심층질문은 참여자의

전 회차 답변내용을 근거로 비구조화된 질문을 준비하였고, 그 예로 “지난

번 언급하신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프로그램에 유달리 매력을 느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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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에 있어 자료에 대한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

(validity) 검증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양적연구에서는 이 두 용어를 별

개로 구분하여 자료 자체의 신뢰성과 그 자료를 토대로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통계적 검증을 수반하지만, 질적연구에서는 심층자료와

자료 해석에 있어 연구자 스스로를 도구로 활용하여 삼각검증

(triangulation) 기법 등을 통해 신뢰성(credibility), 전이가능성

(transferability), 믿음성(trustworthiness), 엄격성(rigor). 질(quality)을

높임에 따라 전통적 의미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Golafshani, 2003;

나장함, 2006).

구체적으로 질적 연구의 타당성 검증 절차는 연구자가 활용하는 렌즈

(lens)와 연구자의 패러다임 가정(paradigm assumption) 또는 세계관에

의해 “삼각검증, 불일치적증거, 연구자 반성, 참여자 확인, 장기간의 현장

조사, 공조, 추적조사, 풍부한 기술ㆍ서술, 동료복명”과 같이 총 9가지 유

형의 기법으로 구분된다(Creswell & Miller, 2000; 나장함, 2006).28)

이 연구에서는 연구일정과 비용, 참여자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Cresswell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9가지 타당도 확보 기법 가운데, 삼각

검증(triangulation: 복수의 면담과 자료 검토 등), 참여자확인(member

checking: 연구 기술ㆍ설명, 해석 등을 연구 참여자가 검토), 그리고 추

적조사(audit trail: 연구 기술ㆍ설명, 해석에 대한 타당성을 외부 평가자

가 감사하여 연구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해 평가)를 아래 <표 4>와 같이

실시하였다.

에 대해 혹시 말씀해주시겠어요?”, “앞서 면담에서 어머니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게 지금 사회이슈에 관심을 쏟게 된 영향을 줬을까요?” 등이 있다.

28) 언급된 렌즈에는 연구자 본인(the researcher), 연구 참여자(study

participants), 외부 검토자(reviewers, readers)로 구분되고, 패러다임가정/

세계관은 후기실증주의 패러다임(postpositivist/systematic paradigm), 구

성주의 패러다임(constructivist paradigm), 비관적 패러다임(critical

paradigm)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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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가정

렌즈

후기실증주의 패러다임 논문 내 적용사항

연구자의

렌즈

ㆍ삼각검증

ㆍ복수의 자료원, 이론, 방법

(면담, 관찰, 문헌), 조사자

에 의한 분석 주제, 분류에

대한 검토

ㆍ참여자 당 4차례 면담

ㆍ연구자료 및 결과 다회

검토

참여자의

렌즈

ㆍ참여자확인

ㆍ연구 기술ㆍ설명, 해석 등을

연구 참여자가 검토함

ㆍ모든 면담요약지 검토

ㆍ연구결과 자료 2회 이

상 검토

외부자의

렌즈

(평가자,

독자)

ㆍ추적조사

ㆍ기술ㆍ설명 및 연구에 따른

결정들의 타당성을 외부 평

가자가 감사하여 연구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하여 평가함

ㆍ가족, 지인, 직장동료

통한 외부자 검토

(추적조사 인원)

ㆍ손주민(3), 송은성(1),

최다미(2)

ㆍ외부인 검토 미실시

ㆍ조배균(개인사정)

<표 4> 연구 타당성 확보 위한 연구 기법

출처: 나장함(2006), 논문 적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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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분석 방법

질적 연구에서 자료분석이란 조직화된 원자료를 코딩하고 주제별로

묶는 범주화 작업을 하여 최종적으로 그림, 표, 논의의 형태 등으로 자료

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Creswell, 2010).29) 이 논문의 자료 분석 방법

은 생애사적 접근방법을 통해 에코맘의 삶과 형성과정을 연구한 김희경

(2011)의 ‘기술-분석-해석’ 전략을 참조하였다. 이 전략은 ‘기술

(description)’된 원자료를 코딩 후 각 조각을 범주화하여 분류(분석,

analysis)하고, 이를 더 큰 추상적 단위로 조직화하는 해석

(interpretation) 과정을 제안한 월코트(1994)의 ‘기술-분석-해석’이 바탕

이 된다.30) 한편, 원자료는 일반적 의미의 광범위한 생애사가 아닌 이론

적 배경에서 다뤘던 ‘환경과 에너지 시민성’에 연관된 주제에 집중하여

자료를 가공했다.

구체적 분석과정으로 먼저 전사된 내용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주제와

관련성 있는 부분을 찾아내 한 조각으로 떼어 내어 이름을 붙이는 코딩

작업을 수행했다. 이렇게 모인 조각들은 범주화 작업을 통해 보다 큰 주

제별로 묶여 분류됨에 따라 연구 질문에 답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

료가 만들어졌다. 또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김희경

(2011)의 생애사 접근 전략을 참조하여 성장기-청년기-(중년기)의 연대

29) 코딩작업이란 원자료의 유의미한 내용을 조각으로 묶고, 그 조각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의미하며, 코딩된 결과물들은 더 큰 주제들로 범주화되어 해석

되어질 수 있다(Creswell, 2010).

30) 월코트(1944)는 기술이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see)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분석은 “연구자가 안 것을 독자가 알게(know) 하는 일”이며, 해석

은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해하게(understand) 하는 일”이라

고 구분하였는데, 이 과정의 질 평가 기준은, 기술은 내부인의 세계에 대한

생생한 묘사, 분석은 내부인 세계를 분석하는 과학적 체계성과 치밀성, 해

석은 학문적 전통에 따른 객관성과 타당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조용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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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흐름에 따라 참여자의 주요 경험 사건, 사례를 개인-가정-사회(학

교 포함)로 구분하여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시각화했고, 관련 사례 수에

맞춰 시기 구분선(점선)의 위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했다.31) 이러한 표, 차

트, 도표, 그림 등을 활용한 자료는 연구 결과를 시각화하여 사례 간 비

교ㆍ대조를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질적 연구자들에게 권장된다

(Creswell, 2010).

이상의 자료 분석 과정은 각 참여자의 개인, 가정, 사회 배경에서 발

생한 사건, 경험 등을 추출하고 범주화하여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을

탐색하는 자료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자료 분석 과정을 마친 참여자 간

의 자료를 비교하여 일반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에

영향을 준 공통적, 특이적 사례를 도출하여 에너지 시민성 형성이 개인

과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8>)

31) 참여자 생애를 종합하는 그림 표현 방식은 김희경(2011)의 것을 바탕으로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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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 탐색 기본구조

출처: 본문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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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참여자의 생애 이야기

연구 참여자의 직업은 회사원(출판사), 정당인(전 국회의원 비서관/전

연구원), 경제 활동을 하는 주부(전 공무원), 프리랜서(전 생태잡지기자/

전 야생동물구조사)로 다양했고 참여자 남녀 성비는 1:1로 균형이 이뤄

져 있다. 한편 참여자 가운데 (순서상) 앞의 두 명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

여 활발하게 지역, 사회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운동가 유형이

고, 남은 두 참여자는 사회운동 경력이 일체 없는 소시민 유형으로 구분

된다.

이들은 모두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74년생부터 83년

생까지 상호 간 10살 미만의 나이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1990년대

부터 성인이 되어 동시대 문화를 직, 간접적으로 겪었다는 공통점이 존

재한다. 면담과정에서 참여자의 경제적 형편은 중하에서 중층 수준으로

확인됐고, 각자 정규직, 비정규직 형태로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한편, 참여자 가운데 여성 한 명만이 기혼 상태지만, 자녀는 없으며

배우자의 직업 특성상 주말부부로 지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자 간

결혼 여부에 따른 생활 차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각 참여자에 대한 이야기 기술 순서는 연대기적 시간 흐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식, 행동변화를 가져온 계기, 사건을 중점적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는 생애 전체를 요약하는 차원에

서 주목할 만한 사건과 경험을 그림 형태로 요약했다.

이 그림에서 시간 흐름은 성장기(출생-고등학교 시절), 청년기(고등학

교 졸업 후 - 30대 초ㆍ중반), 중년기(30대 초ㆍ중반-현재)로 나이에 따

라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별 기술 순서는 나이순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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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주민: “탐구하는 느낌을 좋아해요”

손주민은 기독교 목회자 가정의 삼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목회자

부모의 직업 특성상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았고, 부수적 수입을 위해 연

탄창고 한 곳에 5-10마리 염소를 키우며 젖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그는 목회일로 분주한 부모를 도우면서, 특별한 “간섭 없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했다. 손주민은 부모를 “인품이 훌륭하다”고 표현하며 면

담 가운데 존경의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세 살 터울의 누나, 여동생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가족 구성원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손주민: 부모님 자체가 검소하게 사셨고요. 목회만 해가지고는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염소를 키워 젖을 짜서 시장에 내다 팔고 그러셨거든요.(3차면담)

손주민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과거 동래구 행정구역)에서 나고 자랐

다.32) 30대 초반 그는 서울에서 직장을 잡기 전까지 계속 부산에 적을

두고 생활했다. 부산은 지방에서도 큰 도시였으나, 연산동 일대는 뒷산에

올라 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할 정도로 시골 분위기가 강했다. 그는 유

년, 학창시절 내내 친구들과 함께 자연을 벗 삼아 뛰어 놀았는데, 당시

산을 일종의 “자연과학실험장”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손주민: 학교에서 바로 조금만 걸어가면 산이 있고. 학교 마치면 산으로 주로 놀러

많이 다녔고요···(중략)···각종 동물들을 또 많이 괴롭혔습니다. (어린 시절이라) 개념이

없으니까요. 개구리를 끈에 묶어 던지거나 어떤 개구리가 더 멀리 뛰는지 시합도 하잖아

요. 물 속에 번호를 붙여 만든 입구 중에 물방개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맞히면서 놀

기도 하고요···(중략)···그리고 플라나리아를 잡아 와서 막 잘라보는 실험도 했죠···(중

략)···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중략)···일반적으로 도시민 가운데 염소

를 키워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연산동이라는 특수성으로. 바로 뒷산에

32) 연산동(蓮山洞)의 지명은 이 지역이 낮은 늪지대로 되어 있어 수련(水蓮)이

많고, ‘뫼 산’이 들어간 지명답게 배산(盃山)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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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면 염소 먹일 풀들이 있었죠. 좀 특별한 유년기를 보낸 거죠.(1차면담)

손주민은 학창시절 학업엔 큰 관심이 없었고, 선생님의 주목을 받는

학생도 아니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과 “노는 데” 소비했다.

또한, 그는 목회자 자녀답게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학교, 가정 못지않게

많았다. 방학 기간 신앙수련회 때는 “늘 선발대”였고, 심지어 “교회에서

잠도 많이 자는” 등 교회 공동체와 깊은 교류를 해 왔다. 손주민은 초등

학교 시절 내내 교회 생활, 친구들과의 교류 등 외부 활동에 많이 치중

하였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놀러 다니는) 활동범위는 부산 전역으

로 확장됐다.33)

연구자: 유년(학창)시절은 어떠셨나요?

손주민: 거의 대부분은 교회 안 활동이죠. 누나, 동생, 저 다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중략)···지금의 교회 수련회는 특정한 건물에 들어가서 종교 활동하는 데 치중한다면,

제 학창 시절 당시 수련회는 진짜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물놀이 하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런 거죠···(중략)···저희는 어렸을 때 그런 걸 정말 많이 했어요.

선발대로 가서 텐트 치고 자리 확보해서 며칠 동안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놀고 있으면

이제 교인들 오지 않습니까···(중략)···90년대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연구자: 말씀 가운데 학교보다 교회 얘기가 많네요.

손주민: 저는 학교보다는 늘 바깥에 집중을 했거든요···(중략)···(초ㆍ중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선생님한테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죠. 집보다는 밖으로 많이 돌아다녔죠. 교회

에서 놀고 자고. 쉬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1차면담)

손주민은 가정 내 유일한 불만은 “책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유년

시절부터 독서에 열중했다. 자연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집

에 비치된 백과사전을 여러 번 들춰보고, 친구 집에 놀러가서 늦게까지

책을 읽고 귀가하던, 지적호기심이 가득한 책벌레였다. 이 같은 유년기의

독서 습관은 학창시절로 이어지는데, ‘기생수’, ‘이방인’ 같은 책을 읽으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생의 부조리” 등에 고민하던, 또래에 비해 상

33) 고학년이 될수록 연산동 외 지역에서 통학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자연

스레 활동범위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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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조숙한 아이였다. 독서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책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져 향후 진로도 일찌감치 “출판업”을 염두에 두고 대학전공을

결정하였다.

손주민: 아버지는 목회하시니까 수익이 적잖아요. 책을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

었어요. 그러니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책을 보는 거죠. 집에 있기보다 친구 집으로 놀러

다니면서 책보고 그랬어요···(중략)···어떤 친구는 역사만화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누

구는 셜록홈즈 시리즈 같은 책을 가지고 있죠. 밤 될 때까지 보는 거예요.(1차면담)

손주민은 독서와 함께 중학생 때 방영됐던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란

프로그램을 유달리 좋아했다. 유년시절부터 자연에서 줄곧 뛰놀고 독서

를 좋아하던 그에게, 다양한 지구 생명체가 등장하고 그들에 대한 궁금

증을 한 번에 해소시켜 주는 이 프로그램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는 가족 가운데 유일한 이 프로그램의 시청자로서 삽시간에 “전 내용을

다 알 정도로” 매료되었다. 이후, 고등학교 시절에는 비슷한 영상 포맷을

갖춘 다큐멘터리에 푹 빠졌고, “다큐감상”은 그의 주요 취미생활이 되었

다.

손주민: 저는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덕후예요. 완전 덕후. 자연 다큐멘터리 쪽으로 빠

져들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이 프로그램이죠···(중략)···저는 정말 다큐멘터리 마니아

거든요.(2차면담)

연구자: 혹시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에 빠지게 된 원인도 백과사전 독서 때문일까요?

손주민: 그런 습관의 영향이 분명 존재하죠. 탐구하는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연 현상을 보여주고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딱 질문하고 그걸 맞추는 거예요. 풀이

하는 방식인 거죠···(중략)···처음보는 동물의 생태에 관한 문제라도 경험으로 답을 유추

하는 즐거움이 있죠. (3차면담)

일찌감치 출판업으로 진로를 정한 손주민은 자연스럽게 국어국문학과

에 진학한다. 언어학에 정통한 허웅 선생 책에 푹 빠졌기에, 그분의 제자

들이 있는 부산의 모 대학에 입학했다. 그 당시 1993년에는 김영삼 문민

정부가 들어섰고, X세대 문화가 시작됐으며, 전대협에서 한총련으로 넘

어가던, 사회 전역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일던 시기였다. 손주민은 “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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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싫어하는 성격 탓에 1학년 때부터 과대를 맡아 등록금 투쟁,

SOFA 개정, 우루과이라운드 쌀 협상 등 당시 젊은 세대가 제기한 “사

회적 모순, 부조리” 타파를 위한 토론과 데모에 적극 가담했다.

손주민: 그 당시에는 개나리만 딱 피면은 무조건 하는 게 등록금 투쟁부터 시작해서

그 힘을 갖고 각종 이슈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4월이 되면 4.19혁명을 기념해서 마

라톤을 했어요. 그러면 과마다 엄청나게 긴 장대에 깃발을 달아 준비하는데, 국문과는

다른 과보다 더 긴 장대를 들고 뛰었죠···(중략)···대학교 때는 그런 식으로 사회와의 관

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그렇게 까지 관여할 일은 없잖

아요. 중학교 시절 때 ‘아, 그거 부조리한데?’ 이러던 생각들이 대학생 때 물꼬가 터지면

서 SOFA 개정, 우루과이 라운드 쌀 개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죠. (1차

면담)

한편, 손주민은 강원도 고성군 육군 모 통신소대에서 암호병으로 복무

하게 된다. 수년간 암 투병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뜬 것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었다. “김일성 사망” 이틀 뒤인 1994년 7월 11일, 한반도 위기설로

세간 안팎이 요동칠 때, 그렇게 손주민은 마음을 추스르며 군 입대를 했

다.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 생활하며 그는 천연기념물인 산양도 구경하는

등 천혜의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였다. 손주민은

정해진 규율에 따라 책임감을 요하는 조직문화에 대체적으로 잘 적응했

으나 사적인 명령을 거부하여 간부의 노여움을 산 적도 있었다.

손주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군대를 갔잖아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조직 생활하면서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또 제가 기본적으로 군대체질

이에요. “말뚝 박아라” 그런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중략)···근데 안 좋은 부분도 많잖

아요. 간부들이 사적인 일도 많이 시키죠. 제가 어느 정도 짬밥이 생기면서는 엄청 개겼

어요. 예를 들어 훈련을 뛰잖아요. 훈련 기간에는 간부라도 알아서 배식하라고 하고 그

래서 간부들한테 엄청 미움을 받았죠. (1차면담)

손주민: 고성군의 특징적인 자연 환경 중의 하나가 산양이에요. 우리나라 천연기념

물이죠. 전방으로 파견되었을 때 산을 다니다 보면 가끔 볼 수 있어요.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을 던져 줘요. 그러면 어느새 와서 먹고 가요. 그

건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경험이죠. 산양은 살아 있는 화석이라 하거든요. (2차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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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은 그가 집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게

된 첫 경험이었다. 당시, 통신 주특기로 익혔던 전기 및 통신 설비관련

기술은 제대 후 학교를 옮기기 위해 생활비 및 학비를 마련하는 데 요긴

하게 활용됐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그는 평소 관심 있던 환경, 생태 문제

를 더 알아보고자 ‘녹색평론’을 정기구독하기 시작했고, 해당 지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환경운동연합 집회 등의 참석을 위해 서울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탈원전 집회 등에 적극 참

석하고 후원하는 등 현재까지도 관련 사회적 활동에 힘을 보태 왔다.

손주민: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야 하는 시발점이 된 게 군대였던 거죠.

군대를 갔다 와서 생활하기 위해 돈도 벌어야 했고, 주체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잖아요. (2차면담)

그 후, 손주민은 “연로한”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의 교육, 소통방식과

맞지 않아 재입시를 준비했다. “굉장히 젊은” 교수들이 포진했다는, 경북

포항의 기독교 신생학교를 매형에게 추천받아 언론정보문화학부 매스커

뮤니케이션을 전공(기독교문화 복수전공)하며 학업을 이어갔다. 그 학교

는 외진 지대에 산을 깎아 만든 곳으로 ‘자체 전력시설’까지 구비한, “마

치 섬 같은” 곳이었는데, 그는 이곳에서 색다른 경험들을 하게 된다.

한번은 초창기 학교 예산 집행에 불만이 있던 이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교내 모든 전력을 책임지는 ‘전력시설’을 점거하려는 시도가 있었

다. 그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학생들과 교수들이 “인간 띠”를 둘러 밤새

지키기도 했다. 또한 그는 미술 관련 수업 시간에 알게 된 ‘광주비엔날

레’ 행사를 보고자 차를 렌트하고 참관단을 꾸리는 등 포항에서 광주까

지 전시 관람 행사를 기획하기도 한다. 대학교 인근에 농가가 많은 지리

적 특성에 따라 폭풍, 호우 등의 기상재해 발생 시 지역민을 위한 봉사

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일이 많았다. 그 외에도 손주민은 교내 봉사 학점

이수를 위해 장거리 노인 대상 컴퓨터 교육 봉사 등을 마다하지 않는 등

캠퍼스 공간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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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민: 사실 학교에서 그분들 월급 제때 줘야 하는데 재단이 없고 그러다 보니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기가 어려워서 마찰이 좀 있고···(중략)···일부 세력이 똘똘

뭉쳐서 학교 수업도 막 못하게 하고. 그때 학교 행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파워플랜트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인간 띠

를 만들고 그랬죠. (1차면담)

손주민: 학교가 완전 산이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농사를 지어요. 한번 태풍이

엄청 세게 와가지고 학교도 침수되고 그랬는데 그때 농민분들이 엄청 피해를 봤어요···

(중략)···총학 차원에서 쓰러진 벼를 세우는 등의 대민지원을 많이 했어요. 군대에서 대

민지원을 많이 나가는데 학교 와서 할 줄은 생각도 못 했죠. 일반 대학교에선 농활을 각

자 가잖아요. 근데 여긴 농활이 아닌 대민지원을 가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중간고

사 와중에 대민지원을 나가기도 하고. (1차면담)

손주민은 졸업 이후 지금까지 출판업계에 종사했다. 첫 회사는 출판사

의 인쇄, 제본, 후가공 작업을 외주를 받아 운영하는 서울의 한 출판외주

업체였다. 한번은 출판업계의 불황과 출판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수익모델이 필요한 상황에서 45인용 대형버스를 리모델링하여 국내 최초

이동식 북아트 스쿨(book art: 수제로 만드는 책), 북버스(book bus, 책

만드는 버스)를 기획했다. 이 사업은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소외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언론매체에 주목받기까지 했다.

손주민: 어린아이들의 책 문화 체험을 위해 버스 안에서 책 만드는 최초의 버스였

어요. 버스 안 다 뜯고, 리모델링해서 책 만드는 기자재를 넣고, 좌석도 새로 만들고, 낡

은 버스 바깥에 그림을 그려 색칠하고, 폐차 직전 버스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재활용한

거죠. 어떤 학교에서 체험 요청 연락이 오면 출발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서

신문, 방송에도 나왔어요. (2차면담)

이후 개인 사정으로 직장을 옮긴 손주민은 자연, 환경, 생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책을 출판하고 싶었다. 소위 “잘나가는” 출판사에서 근무도

해봤으나 “입사 당일부터” 편집해야 할 책 목록이 정해졌을 정도여서 기

획자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 돈이 안 되면 기획단계

에서 묵살되는 분위기였기에 환경, 생태 관련 책을 펴내자는 손주민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1년 만에 퇴사한다. 그 후 본인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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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사회적 신념을 구현할 수 있는 출판사들을 거치면서 환경ㆍ생태분

야 출판 경력을 쌓아 나갔다.

손주민: 여기서부터는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었죠. MBC 다큐멘터리 중에 ‘DMZ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3부작 자연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최삼규 생태전문PD인데 제가 워

낙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고 그분을 알기도 해서 무조건 책으로 만들어야겠다고···(중

략)···이 책을 출간한 계기로 육군본부하고 전쟁기념관과 연계해서 전시회를 했어요. 되

게 재밌었어요. 최삼규PD가 DMZ 전역을 누빈 터라 곳곳의 사단장과 친분이 있고 DMZ

(생태 관련하여)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중략)···슬라이드 필름을 액자로 만들

려면 큰 사진으로 인화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드는데 육군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전

시했죠.

연구자: 직업적 보람, 성취감을 많이 느끼셨군요?

손주민: 전시회가 있는지 모르고 전쟁기념관에 왔던 사람들이 대박이라고 너무 좋

다고 해주시는 거죠. 깨진 철모 안에 얼레지 꽃이 피어 있다거나 근무 서는 장병의 총구

위에 나비가 앉아 있는 모습, 고라니가 헤엄치며 연꽃잎을 먹는 모습···(중략)···전쟁의

상흔이 남은 DMZ에 자연이 회복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많이 전시했어요.

연구자: 환경의식도 정점을 찍으셨겠네요.

손주민: 책을 만들면서 불을 뿜었죠. MBC에서 받은 슬라이드집이 있어요. 책과

전시회에 사용할 사진을 선정하기 위해 수많은 슬라이드를 뒤져야 했는데···(중략)···정

말 좋았어요. (2차면담)

2011년 초 겨울 손주민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제주도 여행 중

해군기지 건설 건으로 지역주민 간 분쟁발생과 구럼비 개발 등 환경파괴

가 자명했던 강정마을의 현실을 직접 둘러보게 된 것이다. 그는 이 계기

를 통해 2012년부터 구럼비 발파로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평일, 주말 시간을 할애하여 제주도에 내려가 “강정마을 지킴이”들과 더

불어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손주민: 강정마을 주민과 지킴이들을 통해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제주 해군기지

반대투쟁의 상징적인 장소인 중덕삼거리 식당이 있어요. 해안가에서 민물이 솟아나는

‘할망물’은 매우 소중히 여기는 곳이었죠. 그 물로 밥도 짓고 하다 보니 자연히 물을 아

껴 써야 했죠. 설거지는 퐁퐁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3개 정도 되는 대야에 식기를 차례

로 담가 닦아야 했어요···(중략)···전국 각지에서 쌀 보내주고 하는데 함부로 낭비할 수

없고, 어떤 분은 더운데 수고한다고 냉장고를 들고 오시는 분도 계셨죠. 그런 후원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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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쓸 수 없잖아요. 그야말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재생산해서 쓰고. (3차면담)

손주민이 현재 마포구의 ‘○○○○’ 출판사를 운영한 지 3년 차 되던

해에 은평구 지역에 녹색당이 생겼다. 2012년 첫모임부터 현재까지 당을

통해 지역사회운동에 적극 참여 중이다. 또한, 2014년 은평구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 초창기에 참여한 조합원이기도 하다. 손주민은 앞으로도

환경, 에너지 관련 책을 계속 출판하길 원한다. 그리고 그동안 읽고 수집

한 책들을 가득 채운 도서관을 만들 꿈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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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손주민(44세)의 생애: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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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은성: “주요 방점은 지역활동”

송은성은 1976년생으로 경남 울산에서 태어나 대학 졸업 때까지 부산

에서 줄곧 거주한 경상도 토박이다. 그녀는 세탁소를 운영하던 부모님의

맏딸, 여동생 3명의 맏언니로서 가족들과 평범하게 “지지고 볶으며” 성

장했다.

유년시절 송은성은 할머니와 같은 방을 썼고, 할머니를 따라 쑥 캐러

동네 산을 돌아다녔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그녀는 동생, 동네친구들과

집 근처 개울가와 산과 들에서 뛰어놀면서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가 따

로 학습지를 구비하여 자식들을 가르친 적도 있으나, 부모님 모두 자녀

들에게 학업을 강요하진 않았다.

송은성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해 선생님의 관심을 받거나 급우

사이에 인기 많은 학생은 아니었다. 다만, 뛰어놀기를 원체 좋아했기에

비슷한 성향의 급우, 동네친구들과 어울리며 집과 학교를 벗어나 바깥에

서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보냈다.

송은성: 저희 집 딸만 넷인데 저희끼리 고무줄 같은 거 하늘 땅 하며 자주 놀았어

요···(중략)···산, 들로 놀러 다니고. 동네 자체가 개울도 있고, 오리 키우는 집도 있고,

동네 자연을 벗 삼아 올챙이 잡으러 다니고, 백양산이 있는데 쪼금 올라가면 약수터 있

고, 연못도 있고 그 주변에 산딸기 밭도 있고, 조금만 가면 밤나무도 있고, 가을에 밤 따

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심어 놓은 무를 서리하고···(중략)···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몰랐고, 재밌어하지 않았고···(중략)···방과 후엔 피구를

너무 좋아해서 손가락도 다치고, 다방구 같은 놀이 하고 집에 늦게 6-7시에 들어가고.

지금도 공놀이 되게 좋아해요.(1차면담)

송은성은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학원을 다녔고, 성적이 급격하게 상

승함에 따라 난생 처음 학업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그렇게 공부의 매력

에 빠진 후 학업에 매진하다 보니 “응당 실업계를 가겠지”란 부모의 막

연했던 예측과 달리 근처 인문계 사립여고로 진학하게 됐다.

고교 진학 후 송은성은 학원을 따로 다니진 않았으나, 1학년 때는 학

급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성적으로 선생님으로부터 질문을 받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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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었다.34) 선생님의 주목과 칭찬은 그녀가 질문, 대답을 더 잘하기

위해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됐고 자연스레 학교를

좋아하게 됐다. 송은성은 심지어 주말에도 자진해서 학교에 나와 공부했

다. 시내에서 지하철 타본 경험이 없는 친구가 대부분일 정도로 그녀 거

주지와 학교는 부산 북부의 시골이었다. 특히 학교가 산중턱에 위치하여

여름 밤 캠핑할 정도로 자연이 가까이에 있었고, 텃밭을 가꾸는 교사도

더러 있을 정도로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가득했다. 그러다 보니 송은성은

유년기시절처럼 여가시간에 밖으로 나가 산딸기, 밤 등을 따 먹으며 뛰

어 놀 수 있었다.

송은성: 중3 때 학원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학생회 하던, 예쁘고 키 큰, 소위 잘나가

는 애들이었는데 그중에 제가 잘하게 되서 성취감이 있었죠. 공부 따윈 관심 없었는데,

신기했죠. 어머니는 제가 여상 가면 되겠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공부를 잘해서···(중

략)···고3 언니들은 주말에도 학교에서 강제학습을 했는데 저는 친구들이랑 주말에도 교

실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았어요. 학교 바로 옆으로 산이고 들이고 하니까요. 선생님

들이 옆에서 텃밭 하는 것도 좋았고요···(중략)···지리쌤 시험문제 중 1호선 끝이 신평인

데 다른 끝은 어디라고 했을 때 애들이 거의 다 틀렸을 정도로 시내 지하철 탄 경험이

없는 북부의 시골이었어요. (1차면담)

송은성은 자연에 매료된 나머지 일찌감치 생물학 전공으로 진로를 정

하고 부산 소재의 한 국립 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진학한다. 그러나 그녀

의 의도와는 달리 입학 때 통합관리 차원에서 배정된 미생물학과 선배들

34) 송은성이 다니던 학기는 신생 사립학교로, 우열반 제도를 운영했다. 반배정

고사를 통해 입학 전 1등에서 100등까지 2개 반으로 나눠 따로 우등반에

배정했고, 그 이하 등수 학생들만으로 나머지 반을 구성했다. 이 우열반제

도는 그녀가 2학년에 진학하면서 폐지됐다.

송은성: 1학년 때까지 우열반을 만들었어요···(중략)···전교 100명의 공부 잘하는 애들

이 빠지고, 나머지 반 내에서 제가 성적이 좋으니깐, 선생님이 질문을 저한테 하셨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예습 복습 열심히 해서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이 우열

반이 문제가 돼서 고2 때부터 없어졌어요. 원래 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우등반에

서 40몇 등을 했는데 점점 저보다 공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1차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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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생운동에 참여하며 친분을 쌓은 탓에 미생물학과에 잔류했다.

학창시절 내내 “체제 순응적으로” 자라온 송은성에게 학과 선배들과

세미나를 통해 접한 근현대사는 충격적이었다. “미제국주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5ㆍ18 사건의 진실”을 폭로한 영상을 보며 사회 부조리에 놀랐고

바로 집회에 참여하며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2학년이

된 후 본격적으로 단과대 학생회 활동을 보조하기 시작했고. 3학년 때

선전국장, 4학년 때는 단대 부학생회장을 맡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학생

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1997년에 이석 치사 사건이 발생하고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됐으며, 동기였던 단대학생회장이 수배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평소 한총련 활동 노선에 문제의식을 가진 그

녀는 졸업과 함께 운동권의 길을 접게 된다.35)

송은성: 1학년 때 사회과학 세미나를 선배, 동기들과 열심히 했죠. 그 사람들과 대화

하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예를 들어, 영화 ‘포레스트 검프(Forrest Gump, 1994)’ 하나를

봐도 그 안에서 미제 문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90학번 선배에게 듣고. 그러면서 사회운

동에 관심을 갖게 됐죠···(중략)···2학년 때는 저희 과 학생회장이던 분이 단대 부학생회

장이 되면서 그 선배 일을 도와 회계정리하고 자보 쓰고, 3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선전국

장 이런 직위를 맡았고, 4학년 때는 단대 부학생회장을 했죠···(중략)···사실 졸업하고도

운동의 길로 갈 수 있었는데, 97년 이석씨 치사사건이 발생하고···(중략)···한총련 학생회

의 활동에 공감하지 못한 게 있기도 했고요.(1차면담)

한편, 송은성은 전공시험도 친구 족보에 의존해 벼락치기로 준비했을

정도로 학생회 활동 위주로 생활한 탓에 취업을 위한 학점, 토익, 경력사

항 등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 사회경제가 1997년 IMF로

매우 경직된 상황이기도 했다.

그렇게 향후 거취를 고민하던 송은성은 함께 운동했던 과 선배들의

추천으로 부산 식약청에서 미생물 검출 등의 실험연수 프로그램을 이수

할 기회를 갖게 됐고, 그 후 다른 선배로부터 ‘시험관 아기’ 기술을 연구

35) 이석 치사 사건. 1997년 6월 한양대 한총련 제5기 출범식장 근처를 지나가

던 재학생 이석씨를 정부 프락치로 오해해 한총련계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

하여 내상과 과다출혈로 이르게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이후 한총련은 이

적단체로 규정된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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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던 병원장을 소개받는다. 이렇게 그녀는 경남 김해의 산부인과 병원

과 경기도 포천 실험실에서 난자 채취, 배양 기술을 연마하며 도합 2년

정도의 근무 경력을 쌓는다.

한편, 송은성은 당시 병원장의 권위적인 분위기에 거부감이 들었는데

그 결과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한 달걀 가공(액란) 회사의 미생물 검출

실험 연구원으로 이직하게 된다.36) 그러나 이곳에서도 송은성은 담당 연

구소장과 성격적으로 맞지 않아 1년 만에 그만두고 한솥밥 먹던 영업담

당자의 소개를 받아 충남 공주에 신설된 액란 가공 회사의 품질관리실로

이직하게 된다.

송은성: 제가 4학년이던 97년에 IMF가 터지면서, 취업을 하려 해도, 토익 쳐 봐야 뭐

도 없고. 그런데 고학번 선배들이 부산의 식약청 들어가 있으니깐, 지금 같으면 청년인

턴 같은 코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미생물 배지 만들고···(중략)···선배 중 한 명이 여성전

문병원에 시험관 아기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함께 일하는 병원장님 밑에 저를 꽂아 놓

은 거죠. 포천에 그 선배가 만들어 놓은 실험실에서 쥐 호르몬 주사 후 배란시켜 난자

채취하고 그런 실험을···(중략)···의정부에 살면서 1년 정도 다녔는데, 새로 소장으로 오

신 분이랑 잘 안 맞아서 좀 독 권위적이셔서 그만두니 마니 할 때···(중략)···과장님 중

에 저보다 일찍 퇴사한 분인데, 공주에서 액란을 처음 도입하는데 미생물 실험을 총괄하

는 사람이 필요한데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충남 공주로 갔어요. (1차면담)

충남 공주에서 새로이 직장생활을 시작한 송은성은 이전까지 머물던

부산, 의정부에 비해, 공주는 사회적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도시라 답답

해하였다. 지금까지 해오던 배지 제작 및 미생물 검출 작업은 그녀에게

익숙한 반복노동이어서 무료한 나날이 이어지던 와중 2002년 민주당이

국민경선에 참여하며 불어닥친 ‘노풍(노무현 돌풍)’은 그녀의 삶에 생기

를 불어넣었다. 마침 부산의 한 친구에게 민주노동당을 소개받고 당시

민노당 서울시장 후보의 팬카페 ‘깨끗한 손’의 게시글을 탐독하다 매료되

어 “동네에서 유인물 한 장이라도” 돌리겠다는 의지로 민주노동당에 가

입한다.

36) 달걀의 흰자, 노른자 액체를 모아둔 상태로 대형 베이커리 체인점에 탱크채

로 납품용도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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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성은 당시 7명밖에 없던 공주지역의 민주노동당원이었는데 한번

은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저자로 유명한 홍세화 초청강연을 공주의

모 대학교에 성사시키기까지 했다. 이렇게 그녀는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

며 2012년 대선과 2014년 총선과정에서 공주지역에서 정당활동을 시작

했다.

송은성: 정말 너무 조용한 도시예요. 의정부에 살았을 때 서울의 대학가도 가깝고, 문

화나, 시내 나오면 집회하는 것도 보고, 유인물도 받고, 소시민으로 살지만 (과거 사회운

동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데, 충남은 충남대든 공주대를 가 봐도 자보 한 장

없는 거예요···(중략)···2002년에 라디오로 노풍을 들으면서 뭔가 새로웠는데 친구가 민

주노동당 홈페이지를 읽어 보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 “깨끗한 손”이란 사이트까지 따라갔

어요···(중략)···거기 자유게시판 글 중 선배들하고 갈등하던 부분을 풀어 주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배지 만드는 시간 외에는 만날 그 사이트만 보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했

죠. 이 동네에서 유인물이라도 한 장 돌리면 내 삶이 의미 있겠다 싶었어요···(중략)···그

때부터 회사 일을 빼놓고는 본격적으로···(중략)···진보정당의 운동을 처음부터 들어가야

겠다 싶어서 고향으로 내려갔죠. (1차면담)

송은성은 진보정당에 적극 참여하며 정치의 꿈을 갖게 됐다. ‘상가임

대차보호법’ 같은 지역과 서민을 우선하는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상근자

로서 본격적으로 정당 활동을 시작한 그녀의 기본 토대가 되었다. 그렇

게 송은성은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해운대기장지구당 조직부장부터 사

무국장까지 4년여간 상근자로 활동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친환경급

식조례제정운동’, ‘신용불량자 구제상담’ 등 소시민 생활에 기여하는 지역

정치를 해 나갔다.

송은성: 장사할라치면, 3개월, 6개월 되면 나가라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한 명

도 없는 민주노동당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끌어내는 과정이 있었어요···(중략)···대학

교 때 생각했던 운동이 굉장히 뜬구름에 가까웠구나. 제 부모님이 세탁소를 하셨잖아요.

학교는 안 바뀌었어도 초등학교 때만 3번 이사했거든요···(중략)···우리 집도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았겠단 생각을 했어요. 정치운동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먹고사는 것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제대로 와 닿았죠. (1차면담)

한편, 송은성은 당 내부의 ‘한총련 NL계’의 민주노동당원들과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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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빚어 왔다. 그 와중에 김선일 이라크 피살 건으로 촛불시위가 연

달아 열리던 와중 민주노동당 부산시 부위원장의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

의 촛불로 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적 발언에 대해 송은성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민

주노동당을 떠나게 된다.37)

이 같은 민주노동당 내부의 정치노선 갈등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을 야기했는데, 당시 노회찬, 심상정이 새로 진보신당을 꾸리면서 2008년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38) 송은성은 진보신당의 당원으로 지역 정책을 다

듬고, 회계작성하고, 선거캠페인을 위해 춤을 연마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

을 쏟았다. 또한 이 3개월간의 총선 준비 과정은 스스로 정당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한 시간이기도 했다.

송은성: 민주노동당 안에서 북핵을 찬성하고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정치그룹이 있

었어요. 전 되게 황당했죠. 원전을 반대하는 조직에서 당 주요 간부들이 북한 핵을 옹호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고 저와 마찰을 빚었죠···(중략)···시당운영위원회 때 들이박았죠.

그 발언에 대해 사과하시라고···(중략)···본인이 민주노동당 부위원장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저런 싸가지

없는 년부터 시작해서···(중략)···제 인생 중에 잘한 것 중 하나가 그 자리에서 발언한

것으로 봐요···(중략)···내가 60세까지 정당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내 무기가 뭘까 했는

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조직활동가는 제너럴리스트이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래서 총선 끝나면 쉬면서 내가 뭘 할지 생각하려고 상근을 그만두려 했죠. (2차면담)

그렇게 송은성은 선거 후 상근직을 내려놓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37) 송은성은 민주노동당의 중앙위원석에 여성할당 개념이 있어 경력은 다른

당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나 당 내 주요직책을 맡았고, ‘부산시당운영위

원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 그녀는 당시 부위원장에게

북한 핵무기 찬성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38) 송은성에 따르면, NL은 민족해방의 기치를 건 민족주의적 성향의 당원들이

있었다. 당시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등의 민노당 주요활동가 정보를 북에

넘긴 ‘최기영(민노당 사무부총장) 간첩사건’ 처리를 두고 민주노동당 내 정

치노선 갈등이 격화됐고, 결국 NL노선과 다른 이들은 진보신당으로 분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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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마침 그녀는 레디앙(Redian)의 한 인터뷰기사에서 에너지정치센터

창립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곳의 대표는 기초의원으로 시작해 진보정당

의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으로 그녀가 평소 존경하던 인물이었다. 그 후

송은성은 은평구의 한 지인 집에 머물면서 에너지정치센터(현 에너지기

후정책연구소)에서 6개월간 인턴생활을 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정치센

터의 조승수 대표가 한 보궐선거에서 진보신당 후보로 당선되고, 선거과

정에 참여한 송은성은 그의 국회 보좌관으로 발탁되어 3여 년의 경력을

쌓게 된다.39)

하지만 송은성은 국회에서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

회의원 한 명밖에 없던 당시 진보신당의 입지는 매우 좁았고 공무원을

상대하는 사무업무가 지역 현장을 누비던 그녀 몸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

다. 설상가상으로 야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진보신당 입지가 더욱 좁아지

게 되었고, 합당 여부를 놓고 의원과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그녀는 보좌

관직을 사임한다.

송은성: 제가 그 전에 뛰었던 선거는 다 떨어졌거든요. 한 번도 10%를 넘겨서 선거비

용 절반도 보전받은 적 없어요. 근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다니 정말 감동

적이었죠···(중략)···제일 안 행복했을 때가 국회였어요. 의원 한 명이다 보니 법안 발의

도 어렵고, 민주노동당 입장에선 자기 당 박차고 나온 사람 도와주기도 쉽지 않고, 국정

감사 질의준비도 힘들었고···(중략)···우리 의원은 권위적이지 않고 되게 열려 있는 분이

에요. 저의 갑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했죠. 그러다 합당 논의 관련해서 술 마시

고 한 판 붙었죠···(중략)···난 지금 통합이 그렇게밖에 해석 안 된다 그러면서 필름 끊

길 때까지 술 마시고 그만두겠다고 하고 정리했죠. (2차면담)

송은성은 그 후 부산에 내려와 지역정치, 환경, 에너지 등 지역정당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을 읽으며 세미나에 참여했다. 또한, 어학연수

차 잠시 떠난 필리핀에 머무르면서 태국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주민 인

터뷰를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해외출장에 합류하였다. 그러던 중

진보신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과거 충남 공주에서 인연을 맺은 홍세화가

39) 당시 울산의 한나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가 발생했다. 조승

수는 과거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피선거권이 복권된 상태

였고, 여기에 출마하여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 65 -

내정됐다는 소식에 상경하여 중앙당 회계처리 업무를 맡게 된다.40)

송은성: 부산에 내려와 거의 한 달에 15-20권씩 책을 읽고 세미나를 했어요···(중략)···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핑계로 놀러 갔는데, 에정연 연구원이 태국으로 출장 왔어요. 필리

핀에 있으면서 가까워 겸사겸사 갔는데···(중략)···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주민 공동체, 연대를 목격했죠.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 연구소 사람과도

친해졌죠···(중략)···조승수 의원이 진보신당을 탈당했지만 그 전 국가보조금 관련 회계

처리 건이 남아 있었어요. 다시 서울로 올라와 마지막까지 뒤처리했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챙겨 줬어요. (2차면담)

송은성은 경기도 고양시 지인 집에 머물다 과거 잠시 체류했던 서울

은평구에 전셋집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본인의 지역정치에 대한 꿈을 이

루기 위해 활동 중이다. 은평구의 진보성향 활동가들과 함께 ‘핵 없는 세

상을 만드는 은평시민모임’을 만들었고, 2014년에는 태양과바람에너지협

동조합의 창립멤버이자 기획팀장으로 반상근 업무를 잠시 맡기도 했다.

그리고 2015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그동안 연을 이어온 에너지기후

정책연구소에서 행정, 회계를 맡았고, 현재는 정당인으로서 지역 정당 활

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송은성: 경제활동도 해야 해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 주 3일 출근했어요. 그래도 주

요 방점은 지역활동에 있었어요···(중략)···지역에서의 역할도 좀 늘어나고 에정연 업무

량이 지역활동에 집중하는 데 좀 한계로 느껴져 그만두게 됐죠···(중략)···은평에서 당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은평시민모임이라고 해서 이걸 진보

신당과 녹색당 이런 사람을 엮어서 만들었죠···(중략)···2012년 12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니깐, 지원도 생기겠다 싶어서, 연말에 계속 준비를 같이 했죠. 그렇게 만들어졌고,

2013년 은평당협위원장하면서 이런저런 활동하며, 2014년 구의원에 출마하고, 2014년에

태바를 창립하고, 처음에는 기획팀장 쪽으로 반상근을 했죠.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만뒀죠.41) (2차면담)

40) 진보신당은 2012년 창당한 대한민국 사회주의 정당으로 2013년 7월에 노동

당으로 재창당하였다. 송은성은 현재 노동당 은평구당원협의회 운영위원으

로 2014년에는 지방성거 은평구의회의원선거 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다.

41) 태바: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의 줄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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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송은성(42세)의 생애: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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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다미: “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까”

최다미는 1976년생으로 1남 2녀 중 맏딸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30여 년을 서울 은평구에서 거주했고 연구 참여자 가운

데 유일한 기혼자다. 토목기사인 남편의 지방근무 건으로 주말(격주)에

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다미는 자녀가 없는 관계로 결혼 전ㆍ후

생활에 큰 차이는 현재까진 없다고 했다.

그녀는 노원구 상계동에서 태어났으며 유년시절 2년여 남짓 전남 강

진의 할머니 댁에 거주했다. 한편 그녀는 워낙 어렸을 때의 일이라 “난

방도, 의복도 발달하지 않은” 매우 추웠던 강진의 날씨와 “툇마루에 앉

아 책을 봤던” 파편적인 기억들만 남아 있었는데, 당시 중동에서 건설

일을 하던 이주 노동자인 아버지가 가끔 사 오는 외국 선물을 급우들과

나눠 썼다고 추억했다.

최다미: 아버지가 다녀오시면 거기에 있는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은 이런 게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새로웠거든요. 그럼 그걸 친구들이랑 나눠

쓰고 자랑하고 이러면···(중략)···아이들은 “와! 서울 아이 왔다!” 이러고 하니까 시골에

있었을 때 좋았어요.

연구자: 저도 교생실습을 전남 그쪽 근방에서 했어요. 반갑네요.

최다미: 저희 집 남편 현장도 지금 전남 강진이에요.

연구자: 묘하게 아버님 모습과 겹쳐지는데요?

최다미: 그렇네요···(중략)···저흰 주말부부해요. 근무 현장이 바쁘다고 격주로 와요.

(1차면담)

최다미 부모는 서울 은평구에 터를 잡은 후로 음식점을 줄곧 운영해

왔다. 음식점 특성상 부모는 늘 식당에 있었고 그녀와 동생들은 그곳에

서 매 끼를 해결했다. 한편 아버지는 대부분의 집안일을 맏딸인 그녀에

게 부여했다.42) 그러다 보니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귀가하

42) 과거 아버지에 대한 아쉬움은 많으나 어렸을 적 본인의 다양한 질문에 “친

절하게” 답해줬던 점만큼은 고마웠다고 소회했다.

최다미: 아버지가 육아의 대한 관심이 있다든지 성격적으로 차분한 분이 아닌데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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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급급했고 초·중등학교 시절 내내 교우관계는 매우 드물었다고 한

다.

최다미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누렸던 동생들과 “많이 싸웠

던” 기억 외에 가정 내에서 특별히 공유하는 추억이 없다고 했다. 지금

도 동생들과는 “데면데면한 상황”이라 표현했다. 장녀로서 다소 제한적

인 환경에서 성장한 그녀는 스스로 “성격 자체가 내향적, 내성적”이라

지칭할 정도로 정적이었다.

최다미: 은평에 와서부터 (부모님이) 음식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시

간이 많았어요. 맞벌이 개념으로 하시기 때문에···(중략)···저희는 밥 때가 되면 가게 가

서 밥을 먹었으니까. 그때 집 안의 청소는 좀 도맡아 해서. 그래서 되게 초등학교, 중학

교 때까지 친구가 별로 없어요. 집에 있는 걸 부모님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가 되게 완강

하시고.

연구자: 동생들하고는 어떠셨나요?

최다미: 많이 싸웠던 기억밖에 없고. 아 그리고 비가 오면 (부모들이) 학교에 우산을

가지고 오는 게 저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가게에 메여 계시다

보니까 수업이 일찍 끝나면 동생들 한 번씩 가져다주기는 했어요···(중략)···근데 이게

동생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동생들이)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에. 동생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기억하려나. (1차면담)

한편, 최다미는 고등학교에서부터 친구들과도 곧잘 어울리기 시작했

다. 같은 반의 “보이시(boyish)하면서 꼿꼿하고 당당하며 바른 자세를 지

닌” 평소 좋아하던 친구와 가까워진 것이다. 또한 그 친구의 권유로 교

내 “음성적으로 존재하던” 풍물동아리에 가입하여 독서모임 등의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독서모임에 필요한 발제 등은 하지 않

고 주로 수동적으로 듣기만 했다고 한다. 최다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여전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소녀였다.

최다미: 제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하던 친구들이 풍물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공부

도 하면서 사회성 있는 모임이라든지 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중략)···그 친구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 동아리 선배들도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당시 독서모임이라던가 이

대답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질문인지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아버지는 늘 성

실하게 제 질문에 잘 대답해 주신 것 같아요. (1차면담)



- 69 -

런 거 하면서 어렴풋하게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1차면담)

그 후, 최다미는 경기도 부천 소재의 전문대에서 의상디자인을 전공하

게 된다. 이 기간에 그녀는 아버지의 엄격한 ‘통금’ 강요에 심적으로 힘

들어했다. 아버지의 훈계에 반발하여 때론 언성 높여 대꾸하기도 했다.

한편 과 특성상 공동과제가 많음에도 내성적 성향으로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못한 채, 끌려만 다니던 자신에게 답답함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이

같은 소극적인 성격을 극복하고자 2학기부터 일부러 과대표를 맡기도 했

다. 인간관계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다미는 사람 자체에 대해 흥미를 갖기 시작한다.

연구자: 대학교 생활 하시면서 통금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네요.

최다미: 네, 아버지한테 많이 대들기도 하고···(중략)···학교 생활 하면서 성격을 좀

바꿔 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또, 제가 맏이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동생들도 부

모님께 뭐라고 얘기를 못 하니까 제가 조금 막 울면서 말대꾸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예

전에는 얘가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 막 체크하고 일일이 그러셨는데 제가 하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확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1차면담)

최다미: 워낙 소극적이고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없었고···(중략)···인간관계를 확대하

고 싶고 제 성격도 좀 바꾸고 싶어서 과대를 맡았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다른 과와 연

합하여 집부 회의에 참석하고, 대학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죠. (2차면담)

최다미는 졸업 후 에어로빅 의상과 남성복 제작 회사에서 1여 년

넘게 근무했다. 그러나 막내로서 원단시장에서 옷감을 떼고 심부름만 하

던 “짐순이” 생활과 디자인 베끼기 위주의 창의적이지 않은 업무는 그녀

가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디자인 업계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여기저기 알아본 후 그녀가 이직한 곳은 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한복회사였고 이곳에서 새로이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연구자: 선생님께서 하셨던 풍물과 한복, 정서가 한국적이신데요?

최다미: 그런 거 받아들이는 거에 거부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팝(pop)이라든지 랩

이라든지 제가 이런 거는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는데 우리 것에 대한 것은 친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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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중략)···일반, 양장하는 곳은 카피가 성행해요. 잡지나 이

런데 예쁜 옷 보면 바로 베껴 패턴 넘기면 공장에서 쫙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한 염증도

느껴서 ‘옷을 제대로 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한복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1차면

담)

한편 최다미는 남성복에서 한복으로 직종 전환하던 과도기에 충무로

를 친구와 거닐다 우연히 ‘야학교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된다. 당시 고되

고 반복된 업무로 점철된 사회생활만 하다 보니 사람 관계 폭이 좁아짐

을 느끼던 때였다. 그래서 “사람관계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야학에서 수

학을 1년간 가르치게 됐다. 통금 문제로 아버지와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

했으나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던 청년의 시기였기에 개의치 않았

다.

야학에서의 활동 기간은 비록 1년 정도였지만 최다미의 사회 인식을

증폭시키고 실천까지 야기했던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당시 야학 교장은

그녀의 삶의 롤 모델로 불릴 정도로 현재까지도 왕성한 지역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우연히 방문한 동료교사의 자유롭고 따스한 가정환경을 보고

선, 한창 아버지와의 갈등을 빚을 때인지라 “가정 내에서 가장도 배려할

수 있다는데”에 충격과 부러움이 교차했다고 한다.

최다미: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도 재미도 없고 일 자체, 힘은 드는데 재미는 없고 뭔

가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하다 전봇대에 붙은 야학교사 모집

을 봤죠. 같이 본 친구는 관심 없더라고요. 야학에 같이 가서 상담도 저만 받았거든

요···(중략)···IMF 터지고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와 맞물리면서 1년간 했어요. 임기도 1년

이었고요.

연구자: 혹시 같이 근무하셨던 분 가운데 기억나는 분이 계신가요?

최다미: ···(중략)···명함 뒤편에 선생님 직함만 10개 이상일 정도로 다양한 사회활동

을 하셨어요. 거의 100세 가까이 잡수셨는데 지금도 일 년에 한두 차례 전화 주셔서 “선

생님 잘 지내세요, 사랑해요.”라고 말씀하세요. 변함없이 존대해 주시고 사랑한단 표현을

과감 없이 하세요.

연구자: 다른 추억거리는 없으신가요?

최다미: 야학교사 모임 후 술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당시 한 동료교사 집에 늦게 들

어가 2차를 했는데, 담배도 베란다에 나가서 피시고, 안주도 걱정해 주시고···(중략)···집

안의 가장이 배려하는 모습이···(중략)···아버지가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셔서 여자가 술

마시는 것을 안 좋아하셨고···(중략)···아버지와 갈등이 많았던 측면도 있어요. (2차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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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학의 경험은 그녀에게 기존에 없었던 다른 봉사, 가치관 등의 사회

인식을 형성시켰다. 당시 활동을 통해 만난 지인들과는 현재도 교류할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사회봉사에 대해 관

심을 갖게 됨에 따라 시간과 장소의 여력이 될 때마다 헌혈을 했고 결혼

전까지 총 30회에 걸쳐 헌혈을 했다.

최다미: 야학과 같은 맥락에서 내 건강이 허락되는 한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의

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중략)···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철분수치가 낮아서 피검사

해서 퇴짜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예전부터 헌혈하였고 마음 같아선 더하고

싶었는데 서른 번밖에 못 했네요. 이젠 건강상 문제로 남편에게 안 하겠다고 약속해서

그만둔 상태예요.

연구자: 봉사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있으셨나요?

최다미: 제가 사회와 공감하거나 그런 건 많지는 않았는데···(중략)···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 네가 그러니까 이과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다 후천적으로

된 것 같아요. 저도 제 삶에 대해 잘 모르겠네요. (1차면담)

최다미는 한복업계에서 8여 년 정도 일했다. 선배의 한복 회사를 나와

개인 작업실을 운영할 때도 꾸준히 전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가며 협업

했다. 그렇게 업무가 손에 익자 생활은 점차 편해져 갔고 여유가 생기면

서 방송대학교에 편입하여 가정학 학사도 취득했다. 그러나 가정학 전공

이 “자격증도 많이 없고, (타 전공에 비해) 다소 전망이 밝지 않단” 생각

이 들어 그녀는 한복 작업을 병행하며 ‘건강가정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

한다. 그 과정에서 최다미는 가정법률상담소의 ‘가정폭력 상담사’ 수업을

들으며 ‘상담’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상담업무가 그녀의 소극적 성향과

잘 맞아떨어지고 향후 전문적인 봉사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익숙해진 생활을 등지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서 해 나

간 배경에는 노무현 탄핵에 따른 충격과 사회참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그 후 학습, 봉사 수준을 넘어 사회에 밀접하게 기여하는 새 직

업에 도전하기에 이른다.43)

43) 이는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의 ‘사회경험’ 영향의 배경인 만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최다미: 태바를 계기로 태양광에 관심을” 편에서 자세히 다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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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미: 상담을 통해 뭔가 유익한 일을 하고자 했어요. 듣는 것을 좋아하는 제 소극

적 정서에도 맞았고요. 만약 제가 성격이 활발했다면 상담보다는 그 당시 인기 많았던

웃음치료사 같은 것을 했을 것 같네요. (2차면담)

최다미는 경기도의 한 시청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

정사’에 채용되어 2007년부터 계약직 공무원으로 행정 경력을 쌓게 된다.

당시 막 30대에 접어든 그녀는 새로운 조직 환경에 적응하면서 보다 많

은 학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또한 늦은 만큼 관련 경력을 압축

적으로 쌓아야겠다고 생각하여 보통 가정 내 직무로 국한되는 ‘건강 가

정사’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전 영역의 전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 과정을 각각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

득했다. 또한, 서울의 한 교육대학원에서 평생교육전공을 졸업하기까지

이른다. 이같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최다미는 강원도에서

평생교육사로 근무하기도 하고, 서울 내 각기 다른 공공기관에서 건강가

정사, 평생교육사 직함으로 일정 계약기간 동안 행정업무를 맡아 왔다.

그 가운데 서울 양천구에서의 건강가정사로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통

일과 탈북아동에 대한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했다. 양천구는 공공임대 주

택이 많아서 하나원 교육을 이수한 북한이탈주민이 많은 지역이었다. 이

곳에서 북한이탈청소년 대상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껏 인식하지

못한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 후, 그녀는 문경 소재의 정토수련

원 프로그램을 통해 존경하는 법륜 스님의 ‘통일의병’에 2년간 재정기부

도 했다.

최다미: 당시 ○○전문대와 함께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했어

요. 한번은 탈북 청소년들과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뒷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창 밖

너머의 커다란 굴뚝을 보고 ‘저 굴뚝에서 떨어지면 죽을까’라고 은연중에 말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자의가 아닌, 부모님 따라 타의로 넘어 온 친구였는데 마음에 큰 상처가 있다

는 것을 알았어요. 말과 행동에서 폭력성이 짙었거든요···(중략)···시간, 재정적 여력이

될 경우 탈북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3차면담)

최다미가 마지막으로 일한 곳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평

생교육사로 근무한 은평구 지역의 평생학습관이다. 30년 넘게 거주한 은



- 73 -

평구 지역에서의 근무는 “밥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전문대학 시절부터

타지에서 활동한 최다미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형성시켰다. 평생

학습관에서 지역주민 대상의 업무활동은 가정, 복지, 성인, 교육의 중요

성과 더불어 ‘지역사회’가 주요 이슈였기 때문이다. 은평구 태양과바람에

너지협동조합의 존재도 당시 근무하며 알게 된다.

최다미: 30년 넘게 살았는데 은평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밥만 먹고

잠만 자지 대학도 여기가 아닌 부천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지역을 돌아볼만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중략)···학습관에 입사해서 그때부터 되

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지역주민을 만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해야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아야 되고 되게 많이 지역

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1차면담)

최다미의 에너지협동조합의 가입은 은평학습관에서 근무하며 자연스

럽게 이뤄졌다. 발기인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담당 간사는 회의 및 공간

대여 등 여러 문의를 해왔고 그 취지가 학습관 차원에서도 인정되어 에

너지협동조합 모임 장소로 활용될 수 있었다. 한편 당시 담당 간사에게

인간적 호감을 느끼면서, 그 인연으로 지역 내 독서모임까지도 참석하였

다.

최다미: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간사 선생님하고도 인연을 잘 쌓았어요. 학습관에

서 태양과바람에너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학습관 근무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아

요···(중략)···그분이 역촌역 부근에 막막한 독서모임이 있대요. 저희가 막독이라 부르는

데 그 모임에 가 보기 전에 듣기만 해도 확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다고 그러

길래 가서 등록했죠. (1차면담)

최다미는 2016년 8월부터 은평구 갈현동에서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관 근무를 통해 은평구 지역에 대한 정이 싹트면서,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카페를 “동네”에서 희망했기 때문이다.

한편, 그녀는 학습관 근무 전까진 은평구란 지역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부모님을 모시고 지방으로 내려갈 의향

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는 서울 은평구에 마당이 있는 집을 장만하



- 74 -

는 것으로 목표가 바뀌었다. 아버지가 지인들과의 등산을 좋아하셔서 북

한산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는 마음을 비쳤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아

버지와 갈등을 빚어 왔으나 연세 드신 아버지의 작아진 모습에 그녀의

마음은 누그러졌다. 그녀가 지닌 사회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가정 내에

도 투영된 것이다.

최다미: 저는 은평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저와 가장 친한 친구도 은평에 사는데 은평

을 되게 좋아해요. 은평이 서울 치고 매력적이진 않은데 이 한적함도 좋대요. 근데 저도

앞으로 은평에 살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도 시골로 내려가시고···(중략)···아버지가 마음

이 바뀌셨더라고요. 70대 중반이신데 산에 가시는 게 유일한 낙이시래요. 지방에 내려가

시면 삶이 재미없을 것 같다고 안 내려 갈 거래요. 그러면서 제가 내려갈 이유가 없어지

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거든요. “아, 나도 그냥 서울에서 살겠구나.” (3차면담)

최다미는 평생교육 전공자답게 지금도 왕성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학

습인의 자세로 꾸준히 배우길 희망하고 있다. 주말부부다 보니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 카페 운영 중에도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 그녀는 평생교육

사의 직함에 걸 맞는 삶을 살고 있다.

최다미: 제가 현재 카페를 운영 중에 있지만 늘 스스로 평생교육사라고 생각하고 있

어요. 가장 애착이 갔던 직업이에요.” “학습관에서 근무하며 지역, 중년, 성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3차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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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최다미(42세)의 생애: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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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배균: “과학책 읽던 서점은 도피처”

조배균은 전남 광주 출생으로 평범한 가정의 외동으로 자랐다. 아버지

의 근무지 이전으로 3여 년간 대전으로 전학을 가기도 했으나 중학교 졸

업 때까지 광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당시 광주 서구 지역은 약간만

교외로 나가도 저수지가 눈에 띄고, 소로 밭을 가는 풍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그는 소회한다.44)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대전으로 발령

받았는데 회사 아파트 단지도 이웃집이 칠면조를 기를 정도로 시골과 유

사한 환경이었다.

조배균: 광주가 그때는 그렇게 개발된 곳은 아니잖아요. 약간만 교외로 나가면 소가

밭 갈고 그랬어요···(중략)···옛날에 도룡뇽 잡았던 데 가볼까 해서 대전에 갔는데, 그 시

골스러웠던 곳이 완전히 콘크리트로 포장되었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서울의 근린공원처

럼 변했어요. 어릴 때는 대단하게 보이던 것들이 성인이 된 후엔 초라하게 보이더라고

요. (1차면담)

조배균이 고향 광주로 다시 돌아온 계기는 부친의 사망 때문이다. 그

전까지 두 차례 학급임원을 맡을 정도로 어느 정도 자신감에 찼던 적도

있으나, 가족생활사를 송두리째 바꿔 버린 이 사건으로 그는 심리적 침

체기를 겪는다. 그 후 광주로 다시 내려와 초등학교 마지막 학기를 마치

고 이 후의 중학교 시절까지 추억은 거의 없다고 한다.

조배균: 약간 위축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좀 컸고요, 그 이후에 중학교

내내 조용히 지냈던 것 같아요···(중략)···소심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선생님한텐 딱히

눈에 안 띄는 학생, 친하게 다니던 친구가 3명 정도였고. 그건 예전에도 똑같았어요. 이

시기에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1차면담)

한편, 가정환경의 변화로 심리적 위축을 느끼던 그는 점차 내성적으로

변해 갔다. 그러면서 서점에서 홀로 책을 보는 취미를 갖게 된다. 특히

44) 조배균은 지금은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선 서구 염주동에서 유년시절

과 서구 상무지구에서 중학교 시절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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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적부터 자연환경에 관심이 많던 터라 특히 “과학 대중서”에 푹

빠졌다고 한다. 어머니 권유로 과외를 했을 때도 과외교사가 “책 얘기는

그만하고 문제 풀자.”고 할 정도로 독서에 심취했다.

그 후, 어머니 재혼 건으로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 간 뒤 새로운 가족

환경과 비평준화 학교 분위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집 근처의 “5

분 거리 서점”을 찾아 독서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항상 읽던 과학

대중서 관련 서적 외에도 추천받은 ‘장자>’와 같은 고전도 읽었다. 고3

때는 학업을 염두에 두어 영어이론서도 여러 권 뒤적거렸다고 한다. 이

같이 독서를 좋아했고 특히나 과학서적에 심취했던 조배균은 과학자의

꿈을 품게 됐다. 하지만 “수학을 극복하지 못한 채” 문과를 선택한 이래

결과적으로는 충북의 어느 대학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하게 된다.

대학에 입학한 조배균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자취하며 본격적인 성인

으로서 삶을 시작하는데 그의 내성적 성향은 캠퍼스에서도 여전히 유지

됐다. 선배, 동기들과 술 먹고 어울리는 것보다 스스로 “활자중독”이라

표현할 정도로 도서관에서 주로 잡지, 서적 등을 펼쳤다. 한 학기 정도

사진동아리 활동을 하며 학우들과 어울리기도 했으나, 학교 근처 강 언

저리에서 혼자만의 시간도 종종 가졌다.

조배균: 술 먹고 어울리는 것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심

심하다고 놀러오라고 해서 같이 술 먹고 그랬죠···(중략)···주로 도서관에 있었는데, 문자

중독이라고 할까요, 전공공부는 안 하고, 잡지 보고 책 보고, 일종의 도피처였던 것 같아

요. 학교 주변 강에서 물고기 구경하고, 낚시는 얼마 하다 말고. (1차면담)

조배균은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 입대를 하게 된다. 경기도 남양주

광릉수목원 근처의 한 동원 예비군 부대에서 복무한 그는 스스로 “고문

관”이었다 칭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의 내성적 성향이 폐쇄적

인 남성문화의 조직과 어우러지지 않은 탓이다. 한편 그의 책 사랑은 군

대에서도 유효했는데 휴가 때 책을 사서 반입하여 읽곤 했다. 제대 후의

삶을 고민하던 조배균은 영어의 필요성과 “또 다른 세상”에 대한 “막연

한 희망”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계획했다. 실제 그는 군대에서

‘Lonely Planet, 호주편’이란 여행책자를 읽으며 준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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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워킹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조배균: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죠. 전역 후에 왠지 호주 가면 필

요할 것 같아서 운전면허도 따고 당해 8월에 바로 나갔어요. (1차면담)

조배균은 호주의 도시로부터 8시간 떨어진 농장에서 레몬, 사과, 포

도를 수확하는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고 여행하

다 평소 관심 있던 흑등고래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내성적

으로 자라 온 그가 언어의사 소통이 활발하지 않은 이국땅에서 정을 붙

이기는 쉽지 않았고, 결국 원래 목표였던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8개월

만에 귀국하게 된다.

조배균: 영어가 안 되니깐 아쉬웠어요. 한국, 일본인과 해 떨어지면 어울려서 한정된

영어로 생활했어요. 단어 20개만 알면 호주 농장 매니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사람들

과 농담했죠···(중략)···영어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소심함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더 할

수 있는 것도 많았는데.···(중략)···돌이켜보면 고래도 구경했어요. 적도와 남극을 오가는

애들인데 1년에 두 번씩 호주 해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흑등고래예요. (1차면담)

조배균은 귀국 후 바로 복학하여 진로를 고민한다. 평소 관심 있던 자

연과 생명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픈 “막연한” 희망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축산학을 복수로 전공했다. 전공 학생들과 어울릴 수 없는

분위기였으나 개의치 않고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이쪽 성적도 주 전공

인 문헌정보 전공과목보다 좋았다. 태안사고가 발생한 2007년에는 “해양

연구원”에 직접 메일을 보내 짧게나마 업무보조 아르바이트도 했다. 당

시 어머니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으로 이사한 상태로 경기도 안산의 해양

연구원은 상당히 멀었음에도 개의치 않고 매일 출퇴근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 4학년 방학 때는 학교에 남아 영어시험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배균은 뭔가를 막연히 바랐기 때문에 딱히 이뤄진

것은 없었다며 “실패”와 “지리멸렬”이란 단어로 그의 대학생활을 소회하

였다.

조배균: 복학 후 “이제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축산학을 복수전

공 했어요. 졸업하고 막연하게 동물 관련된 직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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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과학자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탐색을 했던 기간이었어

요. 그리고 태안사고 무렵이었는데, 안산 상록수역 쪽의 해양연구원에서 2달 근무했어

요···(중략)···실패라고 하면 실패죠. 지리멸렬한 거죠. 막연하게 바라는 건 있으나, 막연

해서 그런지 이뤄진 것은 없네요. (2차면담)

2009년, 조배균이 졸업하던 해에 환경부는 ‘전국자연환경조사 전문인

력양성 교육과정’을 최초로 개설하였다.45) 때마침 졸업 후 활로를 모색하

던 조배균의 관심사와 맞아떨어진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그는 이론, 실험

교육, 현장실습교육 모두 성실히 이수하여 ‘전국자연환경조사 실무 전문

가(일반조사원)’란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실제 기초교육을 받았던 30여

명의 동기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그를 포함한 단 2명뿐이었다.

그러나 조배균은 자연환경조사원으로 활동하면서도 해당 업무만으로 생

활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다. 일반조사원에게 할당되는 업무 자체가 비

정기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여 년 동안 조사원 관련 교육, 실습을

하면서 지인의 조경회사의 “날품팔이” 등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결

과적으로 조배균은 조사원 업무에 대한 비전이 없다 판단하고 보다 안정

적인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국내 유일의 자연ㆍ생태를 다루는

○○○ 월간지 취재기자 공고를 접하고, 2010년 12월에 입사하면서 잡지

기자로서 새로운 경력을 쌓게 되었다.

조배균: 조경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 날품팔이 일이 생기면 가서 하고

그랬어요. 보도블록도 깔고요. 놀 돈이 없었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핑계겠지만 경제적으로 일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중

략)···그런 불안감을 못 견뎌 하는 것이 제 실체였어요. 그런 찰나에 “○○○” 잡지에서

기자를 구한다고 하니 막연하게,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랬던 거예요. (2차면담)

45) 2009년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마련한 전국자연환경조사 목적으

로 크게 지형, 식생, 식물, 곤충, 저서무척추, 담수어류, 조류, 양서파충류,

포유류, 총 9개 분야로 나눠 관련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자연환경조사, 내륙습지조사, 멸종위기종 조사, 무인

도서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국립생물자원관 공고 제2009 –102호, ‘전국자

연환경조사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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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균이 부푼 꿈을 갖고 입사한 ○○○ 월간지는 그가 기대했던 곳

이 아니었다. 한때 외부연구자들까지 초청해 울릉도를 탐사하며 특집기

사까지 쓸 정도로 국내의 자연과학 생태를 다룬 월간 잡지사였다고 그는

알고 있었다. 또한 이곳에서 현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의 김원국 팀

장(마케팅 담당)을 직장동료로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가 몸담았던 시기

의 회사는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다.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

해 외부 간행물 제작을 수주받아 매진하기까지 했다. 유일한 선임기자였

던 한 동료는 조배균 입사 후 6개월 뒤에 해고당했다. 그러면서 일반 행

정업무와 마케팅까지 보조하던 그의 업무량은 가중되었다. 평소 관심 있

던 자연과 생태를 직업적으로 관찰할 수 있던 업무환경이었음에도 3개월

간 월급이 연체될 정도로 사세가 기운 상황과 사장과의 마찰로 그는 3여

년의 근무를 끝으로 자진퇴사하게 된다.

조배균은 퇴사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란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

에서는 자연환경조사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이

시작됐다. 어머니의 잔소리와 취업에 대한 압박은 갈수록 심해졌고 그렇

게 1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남쪽 지방의 어느 야생동물구조센터

관리 보조원 직책 공고를 발견하여 지원하게 된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기본적으로 동물병원이었다. 6명이란 적은 인원으

로 갖은 응급상황을 맞게 되니 동료 간의 업무 분장 경계도 모호했다.

조배균은 거의 매일 다친 동물들을 마주했다. 하루 종일 걸려 오는 신고

를 받고 사고 현장의 상황 정리와 응급처지 및 후송, 관리 및 방생, 수의

사의 안락사 작업도 지켜봤다. 강도 높은 업무와 수많은 죽음의 현장은

그의 심신을 상당히 지치게 했으나, 그럼에도 조배균은 이곳의 근무여건

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보람되었다고 소회한다. 하지만 입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역 간 야생동물구조센터 조직개편에 따라 무기계

약직이던 그의 퇴사를 종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조배균은 조직 내부

에 대한 실망과 함께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1년 3개월간의 구조센터 업무를 마무리하게 됐다.

조배균: 일하기는 힘들지만 매력적인 곳이에요. 다친 야생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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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응급처치하고,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수의사와 협의하고, 엑스레이 찍고, 치료하고,

재활 훈련시키고, 계절 고려해 방생하고. 안락사를 꽤 많이 해요. 야생에 못 돌려보내는

애들의 경우요. (2차면담)

서울로 돌아온 조배균은 난생 처음 고등학교 친구들과 유럽여행을

떠나는 등 몇 개월 정도 휴식기를 갖는다. 그 와중에도 자연환경조사 업

무 연락이 오면 지방으로 며칠 내려가 조사하는 비정규직 생활을 해 나

갔다. 그러다 2017년 서울 한 공원의 생태 코디네이터(기간제)로 재취업

하게 됐다. 공원 내 유치원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유아숲 체험, 식물원

투어, 자연물 드로잉 등의 생태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을 맡아 일했다.

그러나 조직 생활에 대한 염증, 같이 방향을 잡고 고민을 나눌 동료의

부재, 업무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결국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직

장을 그만두게 된다.

조배균: 기간제 근로자로 2017년 10월까지 계약이었는데 7월에 그만뒀어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들어갔는데 많이 헤매면서 일했죠. 끙끙대다 안 되면 집에 일거리를 갖

고 와서 찾아보고. 주말엔 지방 세미나에도 참석해 보고···(중략)···매뉴얼이 없으면 사람

매뉴얼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던 거예요. 어차피 기간제 근로자인데 더 한

다고 뭐가 나아질까. 시간낭비가 아닐까 그런 충동이 들었죠. 직업에 대한 보람도 없었

고요. 컴플레인은 없었으나,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고. 여름에 제가 땀 많이 흘리는 거 어린애들이 걱정해 주고, 그러면서 의욕이 꺾였

던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조배균은 자연환경 전문조사원인 지인과 함께 해당 업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이때까지 늘 고단하게 직장생활을 해 온 만

큼 앞으로는 스트레스가 덜한 곳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으

나 현실적으로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여러 분야에 취업문을 두드

리고 있다.

35살 중반에 접어든 그에게 작은 취미가 생겼다. 몇 해 전 고교 친구

들과의 유럽 여행을 통해 그림에 매료된 후, 현재는 지인의 한 여동생에

게 한국화 그림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그림에 대한 그의 관심은 생태

숲 근무 당시 기획했던 ‘자연물 그리기’의 배경이 됐다. 조배균은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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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최근 흥미가 생긴 박물학 관련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막연하지만” 꾸준히 미래를 준비해 나가

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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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조배균(35세)의 생애: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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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

연구 참여자의 에너지 시민성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형성되기 시작하

였는지 탐색하는 것은 이 논문의 연구 질문 가운데 하나다. 제 1 절에서

조합원의 생애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다뤘다면, 제 2 절에서는 연구자의

해석을 담아 조합원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을 탐색하였다. 먼저 조합

원들에게는 개인, 가정, 사회 각각의 영역에서 환경, 생태, 에너지, 사회

등에 대한 기존의 인식, 태도,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각인된 사건, 계

기가 존재했다. 이 경험들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일보한 인

식적 신념과 참여적 행동을 유발하며 참여자가 에너지 시민으로 나아가

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이와 같은 형성과정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벤 다이어그램을 활

용하여 연대기적 시간 흐름에 따라 개인, 가정, 사회 영역으로 구분하여

도식화하였다. 특히, 하나의 범주를 구성한 경험, 사건, 신념, 행동의 상

호작용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축적형 벤 다이어그램(stacked venn

diagram)을 도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범주 간에 그림 겹치기와 단일 내

지 양방향 화살표를 이용하여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를 부각했

다.46)

46) 축적형 벤 다이어그램 크기 자체는 사건, 계기, 인식, 행동 등의 수준, 상태

와 무관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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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주민: “생태, 자연, 에너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

손주민은 전반적으로 검소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그를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은 자연스럽게 “금욕적”이고, “자족적”인 생활 소비 습관과,

에너지 절약 습관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손주민: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삶을 살 수 없었어요. 부모님의 영향을 따라

서 저 역시도 에너지를 낭비하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진 않죠. TV도 거의 보지 않습니

다.

연구자: 누나, 동생분도 그러신가요?

손주민: 다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생활 습관은 없어요. 남들이 보면 되게 금

욕적인 삶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예를 들어,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여

름엔 어디로 나가야 된다며 해외를 선호하는 가족들과는 달리 저희는 그런 생각은 거의

안 해요···(중략)···지나친 소비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자족적인 분위기예요. (3차면담)

손주민은 목회자였던 부모 슬하에서 기독교 신앙을 키워 가며 학창시

절 내내 많은 시간을 교회 공동체와 보냈다.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상당히 “친환경적”이었고 종교단체 특성에 맞게 “봉사활동”도 지속적으

로 이뤄졌다. 이 같은 삶의 경험은 그의 환경, 사회의식을 형성했다.

손주민: 어렸을 때부터 (교회활동을 하며) 환경 친화적인 캠핑을 하는 것에 대한 고

민을 많이 했죠. 교회 형님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고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재미있게 놀고 가는데 더럽히고 가면 안 된다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한 부분이 있

죠···(중략)···제가 볼 때 교육으로 가르치기보단 자연을 벗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

이 있다고 생각해요.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니면서 그 안에서 뭔가 생겼다고 봅니다. (2

차면담)

연구자: 사회를 향한 태도가 남다르신데, 봉사활동 같은 것을 꾸준히 하셨나요?

손주민: 봉사는 사실 교회에서부터 계속했는데, 고아원, 자활원 등 방문하는 곳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간다고 하니까 ‘맞다, 가는가 보다.’ 이렇

게 생각하다가도 계속하게 되면 자기 일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봉사에 대한 생각이 생

기게 돼요. (3차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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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민은 독서에 푹 빠질 정도로 지적호기심이 가득한 아이였다. 대

학 졸업 후 그가 거친 모든 직장이 ‘책’과 관련된 연유는 그의 남다른

‘독서 사랑’에 기인한다. 손주민이 독서에 빠지게 된 배경에는 ‘타고난 탐

구심(호기심)’과 집에 있던 ‘백과사전’, 그리고 집 주변의 ‘자연환경’이 있

었다. ‘자연’에서 뛰놀면서 ‘자연현상’에 대해 호기심이 가득했던 그는 집

에 “유일하게 있던 백과사전”을 들춰 가며 스스로 고민을 해결해 나갔

다. 그러면서 그는 책 자체에 매료되었고, 이는 향후 학교 전공 선택과

직장에서의 환경-에너지 신념을 구현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손주민: 제가 능동적으로 읽은 첫 책이 백과사전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읽었죠. 설명하는 내용이 엄청 많은 건 아니고 한 챕터마다 하나의 지식을 습득하는, 예

를 들어, 무지개는 어떻게 생길까요? 그러면 무지개는 태양을 등지고 분무기로 물을 뿜

었을 때 생성된다. 그것이 생성되는 원리를 그림과 설명을 통해 알려 주어 자연현상에

대한 해답을 주는 방식이죠···(중략)···어떤 내용은 먼저 읽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자

연현상을 확인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학교 갔다 오면서 ‘이거 뭐지?’ 하다 보면서 확

인하기도 했죠,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 놀이 같은 일이었어요. (3차면담)

연구자: 책 제작의 역사는 출판업계분들은 다 알고 계신가요?

손주민: 아니 몰라요. 출판계 들어왔다고 종이나 책의 역사를 공부하진 않습니

다···(중략)···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책을 읽었잖아요. 책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종

이의 역사나 인쇄기 발명에 대해 계속 찾아 읽었어요. 그게 나중에 북아트 스쿨과 연결

될지 그때는 몰랐죠. (2차면담)

한편, 손주민의 호기심(탐구심)에서 비롯된 독서행위는 다채로운 영상

미를 자랑하는 다큐멘터리 감상 취미로 확장된다. 그는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프로그램에 매료되었다. 다큐멘터리 특유의 다채로운 영상과 현상

에 대한 명쾌한 전후관계 설명은 그의 왕성한 호기심을 충족시켰고, 환

경, 생태, 에너지, 사회문제 등을 학습하고 인식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그 가운데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그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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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이 프로그램에서 비롯된 거네요?

손주민: 자연 다큐멘터리 쪽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이 프로그램이

죠···(중략)···자연, 생태, 환경에 관한 다큐를 무수히 많이 봤어요. 환경의식이 생겨날 수

밖에 없었죠.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생긴 의식이 탈원전 다큐멘터리로 계속 이어지

거든요. 체르노빌 관련 다큐(BBC Chernobyl Nuclear Disaster, 2006년작)을 포함해서

요.(2차면담)

첫 번째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한 손주민은 선배들과 함께 등

록금 투쟁, SOFA 개정, 우루과이라운드 쌀 협상 등에 대한 사회운동에

적극 가담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념적 운동에 가까웠고, 생태,

환경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의식적인 발현은 아니었다.

또한 그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며 자급자족하며 재활용을

생활화해 왔으나 특별한 환경적 인식 없이 단순 반복적으로 한 친환경적

행동은 실제 그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손주민: 화염병을 만들어 던지는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치열했던···(중략)···예

를 들어 ‘양키 고 홈’ 이런 구호가 낯설지 않은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환경 친화

적인 그런 모습은 약했어요. (2차면담)

손주민: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껴 쓰고 만들어서 써요. 예를 들어, 군

대는 월동준비를 하는데···(중략)···연대에서 쓸 싸리비를 만들기 위해 산으로 가서 싸리

나무를 모아 와요. 눈을 치울 때 쓰는 싸리비가 부실해지면 싸리나무를 덧대 고쳐서 쓰

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죠. 이런 것만 봐도 군대는 재활용에 (일가견이) 있죠···(중략)···

하지만 자발적인 행위가 아닌, 명령에 따라 수행해서 그런지, 환경적 부분까진 생각이

안 미쳤어요. (2차면담)

가정에서 독립하기 전까진 손주민의 소비활동 범위는 협소했다. 한편,

군 제대 후 손주민의 첫 독립적인 경제활동은 그의 삶에 큰 변화를 안겨

주었는데, 평소 지녔던 환경-에너지 신념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는 경제적 독립이 환경, 생태, 에너지에 대한 인식

확장과 참여행동에 주요 시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손주민: 과거 머릿속에서만 타오르던 것이 이제는 뭔가 직접 사회에서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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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탬이 되는 뭔가를 해야겠다고 줄곧 생각했거든요···(중략)···서울을 누구 돈으로 가겠

어요. 돈 없으면 못 가는 거죠.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계기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어요. (2차면담)

그 후, 손주민은 새로 입학한 포항의 한 대학에서 보다 많은 환경-에

너지 경험을 하게 된다. 교내 ‘전력시설’을 점거하려는 일부 세력의 움직

임을 저지하기 위해 교내 파워플랜트를 지키며 “인간 띠”를 형성하는 과

정에서 그는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손주민: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인간 띠를 만들고 그랬

죠···(중략)···전기, 에너지가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이때 처음 깨달았

죠. (1차면담)

또한, 광주 비엔날레 행사에 참여하여 각종 재활용품이 예술로 탈바꿈

한 전시품들을 봤을 때 “뭔가를 모아서 다시 쓴다는” 것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인식도 가졌다. 그 외에도, 학교의 특별한 교육적, 지리적 상

황으로 빈번히 이웃 농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 환경, 먹거리 문

제에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주민: 광주 비엔날레 초창기에 학생을 모아 갔어요. 당시 나왔던 작품들이 재활용

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쓸 수 있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죠.

연구자: 작품을 보시면서 긍정적인 것을 많이 느끼신 거였죠?

손주민: 그렇죠. 이전에는 머릿속에 있던 추상적인 부분들이, 실제 재활용해서 작품

이 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것은 광주 비엔날레가 최초였죠. (2차면담)

손주민: 대민지원을 많이 했어요···(중략)···그러면서 환경 또 우리 먹거리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죠.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농민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때는 완전 생활 밀착형이거든요.

연구자: 실질적인 환경인식과 실천이 동시에 이뤄진 때로 보이는데요?

손주민: 네. 확실히 컸어요···(중략)···이 대학에선 사회봉사가 필수였는데 특히 저는

학생들이 잘 가지 않는, 시간이 꽤 많이 드는 봉사지를 일부러 찾아 갔어요. 그런 지역

활동의 경험이 지금 녹색당이나 에너지 관련 조합이나 이런 활동에 연결되었던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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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1차면담)

이와 같이 손주민은 출판업계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양한 경험을 통해 환경, 생태, 에너지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고 일상에

서 실천하는 성숙한 에너지 시민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에게 직장은

에너지 시민성이 극대화되는 공간이었다.

그는 평소 지닌 환경-에너지 신념을 구현하여 국내 최초 이동식 북아

트 스쿨인 북버스를 기획하여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재활용,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수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책 만드는 즐거

움을 선사했다.

손주민: 기계를 사용하긴 하지만 모두 수작업이에요. 그리고 북아트 재료는 다 친

환경적이에요. 우유갑 바깥 코팅된 걸 벗기면 그게 다 100퍼센트 펄프, 최고로 좋은 펄

프예요. 그걸 물에 불린 다음 잘게 찢어 믹서에 갈아서···(중략)···신문지로도 종이를 만

들 수 있고, 100% 수작업 과정을 다 알려줘요.

연구자: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손주민: 여러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업사이클링이란 용어 자체가 별로 안

쓰일 때예요. 사장과 2인 체제였는데 그분은 외국 공방들을 돌아다니며 조금씩 경험을

축적했거든요···(중략)···이 모든 과정이 책의 역사와 결부되어 있어요. 외국에는 긴 섬유

질이 있는 좋은 나무가 없었죠. 그래서 종이 만드는 기술이 전래되었을 때 환자들 고름

닦아낸 붕대나 옷감, 그리고 마을에서 넝마주이가 주워 온 면 같은 소재를 종이업자들이

매수해서 물레방아로 찧어 틀로 떠서 종이를 만든 거죠···(중략)···기본적으로 종이, 책

만드는 일은 재활용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연구자: ···(중략)···일반재료도 쓸 수 있었을 텐데요.

손주민: 그렇죠. 폐지를 재활용한다 정도의 환경적 생각은 있었지만 종이를 직접

만들어 쓴다거나 하는 이런 체험 문화는 없었어요···(중략)···소가죽처럼 폼 나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기막힌 책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은 많아요···(중략)···그래서 과거에는

책값이 엄청 비쌌던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오늘날로 치면 업사이클을 모티브 삼아서 프

로그램을 운영했죠. 강의도 많이 다니고 정말 활동적으로 많이 했어요. (2차면담)

손주민은 그동안 여러 출판회사를 거쳐 현재는 ○○○○ 출판사를 운

영 중이다. 그간 거친 출판업계 회사는 여러 곳이나 그동안 저자들과 협

업한 책들은 그의 관심사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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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이슈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직접 연관된 책도 출간했다. 그가 연구자

에게 가장 최근에 출판했다며 선물한 책의 제목은 ‘왜 에너지가 문제일

까?: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논리’였다.

그가 그동안 기획하고 협업한 작품들을 통해 연구자는 그의 에너지

시민성이 도드라지게 구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 그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작업하셨나요?

손주민: 희망제작소와 협업한 ‘다음의 도전적인 실험’이 있어요. 포털 회사인 다음

의 제주도 이전 자체가 정말 도전적이지요. 서울에서 자연풍경이 아름다운 제주도로 탈

중앙한 셈이잖아요. 건물도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소비문화 자체가 기존 기업과 다른 거

죠···(중략)··· ‘불만 합창단’이라고 하는 책 내용 중 어떤 사람들이 자기만의 나라를 만

들어요. 그 나라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하죠···(중략)···‘탄소 민주주의’는 최근 발간한 번역

본인데,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가 탄소를 쓰는 에너지 소비 체제와 관계있

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석탄은 땅에 들어가서 캐내야 하니 노동자의 힘이 강했죠. 전

통적으로 강한 영국 노동자의 힘을,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게 바로 (마거릿) 대처였죠. 석

탄과 달리 석유는 많은 자본과 기계가 투입되어 퍼내기 때문에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안정적인 석유 공급과 통제를 위해 산유국, 그중에서도 유전이 밀집한 중동 국가의 내정

에 끊임없이 간섭했어요. 석탄이나 석유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접근 방식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자: 환경, 생태에서 에너지와 민주주의까지 다루셨네요?

손주민: 전부 밀접한 관련요소가 있죠. 자연환경은 환경오염 문제와 떼 놓을 수

없거든요. DMZ는 한동안 인간이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오염이 안 된 곳

이죠. 반면 에너지 관련 문제들은 결국 자연을 망가뜨리잖아요.

연구자: 갖고 계신 에너지 의식이 환경, 생태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손주민: 환경과 동물 관련 책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관련 얘기도 쓰게 되

죠···(중략)···그러는 사이에 원자력, 전력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 이슈에 계속 의

문이 생기는 거죠. (2차면담)

한편 출판업에 종사하는 와중 2011-2012년부터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강정마을 지킴이”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

며 그는 에너지 시민으로 한층 거듭나게 된다. 은평구에서 직장인 마포

구까지 자전거로만 출퇴근을 하게 된 것도 강정마을에서의 연대 경험 때

문이었고, 그의 친환경-에너지 습관에도 강력한 변화를 야기했다. 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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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이후 은평구 지역 내 녹색당과 에너지협동조합에 가입 후 활동하게

된 것도 에너지 시민성을 갖춘 자로서 에너지 전환에 적극 동참하기 위

한 당연한 결과였다.

손주민: 한번은 제가 돌아가는 날에 태풍(무이파, 2011년)이 와서 며칠 더 있게 됐

어요. 태풍이 휩쓸고 간 구럼비 바위에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온갖 쓰레기들이 다 온 거예요. 우리가 구럼비를 지키자고 온 사람들인데 다 치워

야죠. 며칠 동안 쓰레기 치우고 태풍 피해 입은 곳 정리하느라 장난 아니었어요···(중

략)···강정마을만큼 오래 연대하고 그런 경험은 없었죠.

연구자: 강정마을 계기로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손주민: 강정마을 갔다 와서는 오로지 자전거만 탔어요. 그 이전에도 자전거가 환

경을 살린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강정마을 이후로는 ‘자전거를 타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실천이구나.’ 하고 명확히 각인됐어요. (3차면담).

자연친화적 경험을 하며 성장한 손주민은 환경-에너지 관련 지적 호

기심을 충족해 가며 에너지 인식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경제적 형편이

나아짐에 따라 기존 사회참여적 활동의 반경이 넓어졌고 그 과정에서 다

양한 활동가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며 에너지 시민성을 형성하기에 이른

다. 특히 그의 환경-에너지 인식은 그의 평생의 업인 출판업계에서 명확

히 구현될 정도였고, 에너지협동조합 가입 전에 이미 개인, 가정,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에너지 시민성이 나타난 에너지 시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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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손주민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 축적형 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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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은성: “그 어떤 핵도 안 된다는 신념으로”

송은성이 유년, 학창시절을 보낸 곳은 부산에서도 낙동강 근처의 산으

로 둘러싸인 자연 접근성이 높은 동네였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 유일하

게 할머니와 같은 방을 쓰면서 “근검절약” 습관을 형성했고, 어릴 때 할

머니를 따라 쑥을 캐러 다니면서 자연환경에 줄곧 노출되어 왔다. 송은

성이 중학교 무렵부터 “식물원, 자연림”에서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꾼 것도, 실제로 생명과학부에 진학한 계기도 자연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집 근처의 낙동강에 녹조가 낀 것을 보고 물을 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송은성: 집이 낙동강과 가까워요. 고등학생 때 낙동강에 녹조가 꼈는데, 친구들은 별

반응 없는데 전 막연하게 약품처리를 통해 저 물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

요···(중략)···부모님은 가게 일로 바빴기에 방학 때마다 합천의 고모댁 완전 시골에 가

서 가재 잡고 물놀이하고, 겨울에 나무하러 다니고 이런 수렵, 채취가 일상이었어요. 그

런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자연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못하면 꽃

집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중략)···초등학교 때 할머니랑 같은 방을 썼는데 근검

절약하시며 사셨거든요. 전기세(전기요금) 아깝다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땐 정전도 자주 됐는데, 정전이 아닌데도 촛불 켜고 바느질하셨고요···(중략)···바로 밑에

동생이 3살 차이가 나는데, 어릴 땐 이 차이가 크잖아요. 쑥 캐러 다닌 것도 할머니랑

많이 다녔어요···(중략)···전 지금 멀티탭 켜 있고 이런 거 잘 못 봐요. 한 달에 전기요금

이 혼자 살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삼천 원대거든요. (3차면담)

한편, 대학에 입학 후 송은성의 생애에서 환경-에너지와 관련한 사건,

사례는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보다는 학생회에 참여하여 사회부조

리에 대항하는 사회경험 위주로 그녀의 삶이 전개되었다. 미생물학 전공

을 살려 식품업계의 미생물 검출 연구원으로 근무할 때도 사회문제에 대

한 관심은 계속됐다.

성인이 된 송은성이 환경-에너지 문제에 다시 흥미를 띤 것은 2003년

부안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반대에서 비롯됐다. 2002년 “노풍(노무현 돌

풍)”을 배경으로 진보정당운동에 흥미를 갖고 홍세화 초청강연을 성사시

킨 계기로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시작하던 그 시기에 부안사건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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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하지만 당시 송은성이 바라본 부안문제는 어디까지나 노동, 여성

등의 하나의 사회문제처럼 정당 차원에서 반대하던, 사회운동 일환의 투

쟁이었다.

송은성: 민주노동당 가입 후 그 안에 환경, 장애, 여성운동 하는 분이 계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중략)···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부안 중저

준위 핵폐기물장 건설반대 활동이 기억나네요. 당시 유일하게 주민들과 폐기물장 반대했

던 당이 민주노동당이었어요. 그때 공주에서 홍세화 선생님 강의 끝난 후였는데 문제점

을 인식해서 당원으로서 집회참석하고 유인물 나눠 줬죠. 부안 핵폐기물장 때, 원전이

아니라 핵발전소의 폐기물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했어요. 거기서 투쟁을 하면서 핵발전

소가 위험하단 얘기는 계속 들었어요. 근데 민주주의 문제랑 같이 꽂힌 거예요···(중

략)···여하튼 부안에선 원전이 안 된다는 열망보단 우리 당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해야하는 측면이 강했어요. (3차면담)

그 후, 송은성은 직장을 그만두고 민주노동당 부산 해운대기장지구당

에서 상근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지역정치에 뛰어들었다. 당시 부산 기

장 지역의 고리발전소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었다. 송은성은 다른

조직의 여성 환경활동가와 연합하여 고리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과 반대

와 신고리 건설 반대에 힘을 쏟았다.

그 가운데 북한 핵무기를 옹호하던 민주노동당 내 NL세력과의 갈등

은 송은성에 큰 반발감을 일으켰다. “국내 원전은 없애야 한다면서, 북한

의 자위적 핵무장을 옹호하고, 한국이 미국 식민지”라는 주장에 그녀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그녀는 고리발전소 반대운동 과정에서

원전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그 어떤 핵도 안 된다는 환경-에너

지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송은성: 기장군 고리발전소의 1호기 수명연장 건과 신고리에 반대하여 부산환경운동

연합과 청년환경센터의 같은 76년생 여성활동가들과 힘을 합쳐 싸웠어요···(중략)···부산

에서는 더 신념화되었어요. 부산에 60만이 살고 울산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더 느낀 것이죠. 그게 핵발전은 안 된다는 신념으로

연결됐어요. (2차면담)

그 후 새로 창당된 진보신당에서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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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까발리아’ 부산-서울 자전거 시위운동 참여는 송은성의 환경의

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녹색정치의 뜻을 품게 했다. 그 후, 그녀는

스스로 부산에서 지인들과 ‘자연과 타협하기’, ‘아톰의 시대를 넘어 코난

의 시대로’ 등을 읽으며 ‘생태 사회주의’, ‘지역 에너지 전환’을 고민했고,

핵발전 반대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갔다.

특히 서울에 상경하여 에너지정치센터(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인턴근무를 하고, 2008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기후정의(climate

justice) 회의도 참석하며 보다 깊이 생태, 민주적 측면에서 에너지 문제

를 바라보게 됐는데, 그 경험을 살려 ‘나쁜 에너지 기행’ 책을 공동저술

하기도 했다.

송은성이 대학생 때 학생운동에 투신했던 것은 사회운동의 가치 못지

않게 운동권 선배들에게 인간적 호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현재 매진 중

인 여성운동의 가치도 은평 지역의 여성운동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

연스레 본인 삶에 형성됐다고 한다. 같은 맥락으로 환경, 에너지 운동에

있어서도 그녀는 늘 환경 최전선의 활동가들에게 영향을 받아 성장했다.

그렇게 송은성은 사람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다양한 사회 가치들, 그중

에서도 환경-에너지 인식을 형성해 온 것이다.

송은성: 이때 녹색을 생각하게 됐죠. 진보신당은 ‘보다 녹색으로 보다 적색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했어요.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중심의 기치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

고, 노동과 함께 평등, 평화, 생태연대의 새로운 시대로 넘어갔다고 생각했어요···(중

략)···까발리아 운동 중간의 경북 문경에서 한 선배한테 ‘왜 대운하가 문제인지’, ‘진보신

당의 녹색정치가 무엇인지’ 강의를 부탁 했죠. 이 과정에서 녹색정치에 대한 생각을 많

이 했죠···(중략)···부산에서 세미나 하며 책을 보면서 핵발전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

라 에너지 전환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중략)···기후정의 개념도 몰

랐어요. 사실 책 하나 읽었다고 실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당운동 하는 사람

중에 환경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멋있으니깐, 같이 가자니깐 방콕에 간 건데 여

기서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중국은 기후변화의 책임이 선진국

과는 다르잖아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숲을 잘라 내고 산에 계단 내서 먹고

살기 위해 농사 짓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예전에는

나무 자르면 무조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이 책임에 대해 누가 더 뭘 해야 하는지에 대

한 생각까지 이어진 거죠. (3차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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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성은 현재 은평구에 거주 중인데, 부산에서 정당 활동을 정리하고

서울로 첫 상경했을 때 은평구 친구 집에 머물면서 이곳 특유의 시골스

러움에 반했기 때문이라고 회상했다. 옛날 부산 동네가 겹쳐 보이는 은

평 지역에 애착을 가졌고 자연을 느끼고 싶어 지근거리의 불광천을 종종

걷는다고 했다.

은평구는 그녀의 삶의 영역이면서 정당활동 대상지이다. 송은성은

‘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은평시민모임’을 진보신당, 녹색당 소속의 구민

들과 조직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 이 단체는 태양과바람에너지 협동

조합의 모태가 되었고, 그녀는 초창기 반상근 형태로 기획팀장 업무를

수행하며 탈핵 강연회와 태양광 조리개 제작 워크샵도 기획했다. 이는

모두 지역민의 에너지 전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송은성: 고양시 지인 집에서 머물며 생활하다 지역운동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거처

를 마련하고자 은평에 전셋집을 구했죠. 은평구는 처음 친구 때문에 오긴 했지만 되게

좋았어요. 옛날 부산의 제 동네처럼 시골스러운 게 있고, 불광천, 북한산이 지근거리에

있으니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었죠. 요새도 매일 불광천을 걷는데 이렇게 자연을 보는

것이 제게 큰 힘이 돼요. (2차면담)

송은성은 20대부터 정당 활동을 하며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늘 목소

리를 높여 앞장서 왔던 사회활동가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만난 환경-에

너지계의 활동가들과 어울리며 환경, 생태, 에너지 인식을 확장시켰고,

개인 삶의 영역에서 에너지 절약 등을 실천해 왔다. 돈 가는 데 마음 간

다는 신념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매월 에너지협동조합 출자금 증좌도 하

고 있다. 심지어 100여 명의 은평구 당원들을 비롯해 만나는 이들에게

에너지 조합 활동을 권유하는 ‘에너지 권유자’이다.

한편 활동적인 그녀에게도 난관은 존재한다. 부산의 부모님과 흩어진

동생들을 에너지 전환 활동에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고백한다. 그

럼에도 가정 내 멀티탭 생활화 같은 작은 변화는 고무적이라 한다. 내년

엔 용인에 사는 조카들 명의로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가입을 생일선

물로 줄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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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현재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송은성: 당이 1순위예요. 아무래도 현재는 여기 활동에 더 치중하고 있죠.···(중략)···

사람에 대한 매력에 행동이 결정되는 것 같기도 해요. 대학교 때도 학생운동 하는 선배

들이 그냥 선배들보다 인간적 매력이 더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치 하나만 놓고 학생운동

을 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중략)···은평에서 활동하면서 코어에 있는 분들이 여

성들이거든요. 예전엔 여성주의가 제겐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현재 같이 여성운동하는

친구들과는 같이 뭘 하고 싶고, 대화하는 게 좋고.···(중략)···어떤 가치에 대해서 시선을

확장할 때, 그 확장을 더 끌어주는 것은 내가 관계 맺는 매력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3차면담)

송은성은 자연친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통

해 만난 녹색활동가들에게 인간적 호감을 느끼며 생애 전반에 걸쳐 자연

스럽게 에너지 시민성을 형성해 나갔다. 그녀는 현 삶의 우선순위를 당

활동에 두고 있는데, 그 왕성한 활동력으로 인해 은평구 태양과바람에너

지협동조합 설립에 기여하며 지인들에게 에너지 권유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녀는 에너지협동조합 이전부터 정당 활동 차원을 넘어 개

인, 가정,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에너지 시민성이 부각된 에너지 시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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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송은성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 축적형 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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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다미: “태바를 계기로 태양광에 관심을”

최다미는 다른 연구자들과는 달리 유년시절에 친환경적 경험이 부각

되진 않았다. 그녀가 어렸을 때 은평구를 비롯한 서울은 주택, 아파트 등

의 건물이 대거 들어서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녀는 본래 은평구의 불

광천은 지금의 연신내 위치까지 흐르고 있었으나 현재는 복개된 상태라

고 기억했다.47) 그리고 주변에 동창이 드문 까닭으로, 은평구를 떠나 “강

남 개발에 막차를 타 이사를 갔던” 친구(부모)들이 많았던 것을 주요 이

유로 꼽았다. 반면 이 같은 도시화 물결은 주변의 공사현장과 많은 인부

들을 불러들였고, 덕분에 부모의 음식점은 늘 손님으로 붐볐다. 그녀는

도시화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도시적 삶에 익숙한 인물이었다.

최다미의 환경-에너지 인식은 다른 연구 참여자에 비해 늦게 형성됐

다. 반면 고등학생 때부터 일반적인 사회문제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

했다. 풍물동아리 독서모임이 결정적이었다. 평소 호감이 있었던 학급 친

구의 권유로 풍물에 대한 선호 없이 참여했다. 단지 “이 친구와 친해지

고 싶기” 때문이었다. 동아리 내 독서모임을 통해 사회이슈와 관련된 다

양한 읽을거리를 접하면서 조금씩 사회문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고 한

다. 그러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원체 내성적 성향의 인물이었기에 사

회참여 같은 실질적 행동으로 연결된 사례는 성장기 동안 발견되지 않았

다. 현재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의 참여활동에 덜 적극적인 것도 그

녀의 내성적 성향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연구자: 풍물 독서모임을 통해 사회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최다미: 저런 면도 있구나. 관심 갖고 접해 봤지 활동하진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그

모임 자체가 좋았다면 더 깊이 파고들었을 텐데 친구가 더 좋았기 때문에···(중략)···발

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 “누가 해 올래?” 이러면 저는 나서진 않았어요. 그냥 자료 받아

47) 복개(覆蓋)는 하천이 흐르는 위를 콘크리트로 덮는 것을 의미하며, 복개된

하천을 복개천(覆蓋川)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복개천은 도시화로 인한다.

(네이버 위키백과)



- 100 -

서 그냥 읽어 보고 이런 게 있구나, 관심 있어 하는 정도였죠.

연구자: 혹시라도 기억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최다미: 모임의 분위기나 기억나지 내용 자체는 기억 안 나네요. 아마 그때 적극적이

었으면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도 보다 적극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발만 담그

고 있는 정도예요. (2차면담)

최다미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흠모했다. 인간적으로 호감을 가졌던 풍

물동아리 선배들이 다들 좋다 하니 자연스럽게 노무현을 긍정적으로 생

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번은 그의 탄핵 소식이 작업실 라디오에서 울

려 퍼지자 본인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했다.

최다미는 청년기 시절 야학교사부터 헌혈과, 상담공부를 통한 직업 전

환과, 탈북청소년과의 만남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참여를 해 왔다. 그

배경에는 평소 (그녀 기준에서) “잘못된 사회”에 대한 저항심과 사회에

순응만 하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존재했는데, 그것이 마침내 노무현

탄핵 건을 통해 표면화된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사회가 잘못됐다는 인

식이 생긴 후 스스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상담’

관련 학업을 이수하고 공공기관 업무로 전직하기에 이르렀다.

최다미: 교육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쉬움이 남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

각해요.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참여, 실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에 투표하게 된 것은 풍물패 모임 선배들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선배들이 다들

좋다고 하니 저도 자연스럽게 노무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

나는 것이 작업실에서 바느질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가셨던 장면이 어렴풋이

기억나네요. 좋아했던 대통령이신데 탄핵됐다고 라디오로 들었을 때 눈물이 떨어졌어요.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분은 본인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시절엔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인지하게 됐

어요. (2차면담)

그렇게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하던 최다미가 환경문제에 처음 눈

을 뜬 계기는 ‘법륜스님’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다. 은평학습관에서

근무하던 중 우연히 매체를 통해 결혼 전 이수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는

데, 그것을 법륜 스님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평소 호기심

이 생기면 이를 충족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녀답게 경북 문경의 수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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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갔다. 그곳에서 최다미는 생애 처음으로 친환경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연에서 얻은 재료만으로 절제하며 생활하고 욕심에 기반을 둔 소비를

억제해야한다는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아 삶에서 조금씩 실천하기에

이른다.

최다미: 협동조합 가입 전의 일이에요. 은평학습관 근무시절 TV를 보다 우연히 김홍

신 작가님이 ‘법륜 스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에게 결혼하기 전에 법륜 스님이 운영

하는 수련원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추천했는데 그게 신기했어요. 도대체 어떤 프로그

램이기에 결혼 전 꼭 이수해야 한다고 하신 걸까. 그래서 문경까지 내려갔죠. 산에 있는

수련원이었는데 화장실도 정말 100%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이였어요···(중략)···이 프

로그램을 거치면서 환경을 보존해야겠다는 인식을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2차면담)

최다미는 법륜 스님에게 이끌려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지방까지 내

려가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고등학교 풍물동아리 때부터 인간적

호감에 영향을 받으며 특정 모임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생애에서 드러났다. 그 외에도 최다미는 은평학습관에서 진행하는 글쓰

기 프로그램으로 접한 한 선생님에게 매료되어 운영 중이던 인문학 공동

체 기관에 찾아가 참여하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최다미: 제가 학습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행정업무를 하면 글쓰기가 많잖아요. 좀 더 창

의적으로 쓰고 싶기도 하고, 그 선생님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텐데, 저희 학습관에 강의

를 하러 오셨어요···(중략)···그분이 그 기관을 운영하시는데 거기 방식도 되게 독특해요.

인문학 공동체인데요, 같이 먹고 자고 학습하고. (1차면담)

그렇다고 최다미가 인간적으로 호감을 가진 누군가의 권유를 무엇이

든 수락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친한 지인으로부터 교회 전

도를 받았을 땐 확고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즉, 호감 가는

인물의 권유에 마음이 열려있으나, 만약 그 취지가 본인 가치관에 맞지

않을 경우 실제 행동으로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최다미: 전 자기주장이 강해서 혼자서 의사결정을 내려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권

유해도 그 취지가 제 가치관과 맞아 떨어져야 실행하는 것 같아요. 한 예로 가장 친한

친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같이하자고 손잡고 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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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시에 간 적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등록하거나 믿진 않았어요. (3차면담)

그런 점에서 최다미가 은평구 평생학습관 근무시절 태양과바람에너지

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것은 에너지 시민성 형성 측면에서 그녀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 경험이었다. 그녀는 당시 은평학습관의 기관 근무자

로서 여러 지역 활동가들과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었는데 에너지협동조합

과 비슷한 이유로 가입한 협동조합만 6개에 이른다고 했다. 그 가운데

출자금을 낸 곳은 은평시민신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태양과바

람에너지협동조합 3군데였고, “개근까진 못했으나” 실제 참여활동으로

이어진 곳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회의, 소모임 공부, 태양광패널

제작 등)이 유일하다고 했다.

그녀는 에너지협동조합에서 활동하게 된 배경에는 “사람이 매개체”가

된다고 구술했다. 그만큼, 당시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간사의 친절함

에 상당한 인간적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에너지협동조합의 취지에

도 충분히 공감했기에 수익 목적을 바라고 가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

금도 배당금과 관련해서 연락이 올 때 민망하고, 담당자들의 노고를 먼

저 떠올린다고 한다.

최다미: 당시 평생학습관에서 근무하다 보니 협동조합 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가

입한 협동조합만 6개예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은 못

되도 그 정도···(중략)···태바에서는 회의를 몇 번 참석했고. 뭔가 공부도 했어요. 그리고

만들기 수업도 했는데 어디서 예산을 받았나 봐요. 일상이자,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그

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는데 태양광 패널로 휴대폰 충전기를 만들고 그랬죠.

연구자: 참여활동을 태바에서만 유일하게 하신 이유는 뭔가요?

최다미: 왜냐하면 그 간사님 덕분에. 제가 학습관에 근무를 하면서 평생학습박람회란

행사에 태양과바람에너지 소개를 하고 싶어서 그 간사님께 브로슈어나 소개내용 이런

것을 부탁하고자 몇 번 만났어요···(중략)···저는 사람이 되게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해 주셔서 그분이 계셨으니까 그 모임도 갔던 것 같아요. 태바 취지나 이런 것

모두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태바 모임에 참여까진 안 했을 텐데 그 간사님이 있기 때문

에 갔던 것이죠. (1차면담)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활동은 친환경적 인식이 있던 그녀에게 에

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형성하는 공간으로 작용했다.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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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긴 환경-에너지 의식이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서 발현된 사건은 2016년 초 결혼준비과정이었다. 그녀가 혼수를 준비함

에 있어 에너지 전환 운동 측면에서 의식적으로 에어컨을 제외한 모든

가전을 1등급 제품으로 구입한 것이다. 비록 예산 문제로 에너지효율 5

등급 에어컨을 구입했으나, 그것조차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라고 밝

힐 정도로 에너지 시민성이 형성된 것이다.

이 에너지 시민성은 그녀의 주된 생활공간인 카페에도 투영되기 시작

했다. 협동조합 내 학습을 통해 공산품의 생산비용과 공정 등에 투입되

는 모든 것이 에너지란 사실을 인지했고, 테이크아웃 위주의 카페 운영

자로서 일회용품 배출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지닌 터라 텀블러 지참

시 무료쿠폰 도장을 찍는 서비스를 고안했다고 한다. 또, 손님이 남기고

간 컵홀더의 경우 냄비 받침대로 만들어 무료로 나눠 줄 정도로 에너지

시민성이 구현된 최다미의 카페는 동일 브랜드의 타 체인점과 다른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었다.48)

40대 초반에 접어든 현재는 “중년의 시각”에서 “이 땅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지

난겨울에는 태양광 조명을 구비하기도 했다. 기기가 생각보다 제대로 작

동하지 않아 방치해 둔 상태긴 하나 “어린 학생들”을 겨냥하여 일부로

구입한 것이었다.

최다미: 지난 겨울에 등을 하나 샀어요. 그게 태양광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저희 가게

가 학교 앞에 있다 보니 꼬맹이들이 그런 거에 호기심을 가져서 “이게 전기가 아니라 태

양광으로 되는구나”를 겨냥해서 하나 구입한 거예요. 나중에 좋은 쪽으로 꽃 피울 수 있

다 생각해서···(중략)···특허도 받고 이랬다 길래 괜찮은 제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충분

48) 연구자는 이 논문을 시작 전부터 평소 이용하던 헬스장과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이 카페를 여러 차례 이용했고, 당시 최다미 연구 참여자를 인상 깊

게 봐 왔다. 대형 브랜드 프랜차이즈 카페와 견줄 수 없는, 영세한 규모의

카페임에도 텀블러 지참 무료쿠폰, 컵홀더 재활용 냄비 받침대 등의 친환경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연구자가 궁금증을 못 참고 한번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가입여부를 물었을 때 화들짝 놀라면서 “그렇다”

고 반갑게 인사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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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잘되지 않고 이러더라고요. (1차면담)

최다미는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면” 은평구에 마당 있는 집을 구입하

고 마당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 제로하우스”를 실현

해 보고 싶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에너지협동조합 이후 에너지 전

환에 동참하게 되면서 달라진 의지 표명이었다.

최다미: 서울시내 마당 있는 집이 은평이 가장 만만하겠더라고요. 제가 태바를 계기

로 태양광에 관심을 갖게 됐으니 그런 걸로 마당을 꾸미고 싶어요. 에너지 제로하우스

같은 것 있잖아요. (1차면담)

최다미는 사회에 대한 연민과 봉사의식으로 가득한 인물이다. 그녀의

풍성한 사회참여 경력은 최근의 친환경 경험과 조화를 이뤄 그녀가 에너

지협동조합에 들어와 에너지 시민성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바탕이 됐다.

그 과정에서 당시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간사에 대한 인간적 호감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현재 그녀가 (예전 간사도 그만둠에 따라) 에너지협

동조합 활동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그녀는 본인의 신념에 따

라 가정, 직장 내에서 에너지 전환 운동 일환의 실천을 꾸준히 전개한

에너지 시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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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최다미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 축적형 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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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배균: “출자하면 뭔가 한 것 같은 느낌”

조배균은 줄곧 도심지에 거주하였으나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지근거리에 서식하는 “올챙이, 두꺼비, 잠자리

등”을 잡고 관찰하는 것이 “친구들과 구슬치기” 하는 것보다 더 재밌었

다고 한다. 초등학생 고학년 때 2년여간 대전에 머물던 시기에도 여전히

그는 “1년 내내 빨간 단풍나무”, “차양천에 붙어 있는 사마귀”, “근처 약

수처의 도룡뇽”같이 일상의 동식물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만큼 자연과 생

명에 대한 관심이 컸다.

조배균: 평소에 올챙이, 두꺼비, 잠자리 잡으러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구슬

치기 하면 이런데 관심이 가야 하는데, “어 구슬이 이쁘네, 그 정도,” 오히려 자연에 끌

리고 그랬죠.

연구자: 어렸을 때부터 생명체에 대한 관심이 있었네요?

조배균: 네. 한번은 친구들하고 상무지구 덜 개발됐을 때 시골 같은 데가 있는데, 친

구가 고슴도치를 잡았는데 실물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팔아달라고 제가 졸

라서 오천 원에 사 가지고 집에 갖고 온 적은 있어요. 당시 기준으로 오천 원은 큰돈일

수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샀죠. (1차면담)

조배균의 자연과 생명에 대한 관심은 학창 시절에 심취했던 과학대중

서 위주의 독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또한, 당시 인터넷 발달로 ‘스

타크래프트’같은 온라인 게임에 많은 청소년이 열광한 시기였으나 오히

려 그는 ‘낚시’, ‘고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

을 하곤 했다. 심지어 고교시절에는 낚시에 꽂혀 즉흥적으로 친구와 단

둘이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그의 친환경적 인식이 구체화된

사례였다.

조배균: 한번은 친한 친구랑 둘이서 낚시 해 보겠다고 서해안 섬에 놀러간 적 있어

요. 기왕이면 멀리 가고 싶고, 또 섬이라는 게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또, 낚시가 자연친

화적인, 자연과의 교감이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중략)···전 스타크래프트도 몇 번 하

고 안 했어요. 게임엔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때 한창 베스낚시, 이렇게 유행했는데 강

원도 산골짜기에서 플라이 낚시 하는 공중보건의가 쓴 인터넷 글을 탐독했죠. (1차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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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렸을 적부터 자연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배경으로 과학 대중

서를 읽어 왔다. 취미생활 대부분도 자연, 생명현상과 밀접히 관련 있었

고 자연스럽게 과학자라는 꿈을 갖게 됐다. 비록 당시 성적 등 제반 여

건 상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하였으나, 일부로 축산학을 복수전공하고, 직

접 문의하여 해양연구원에서 방학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과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았다.

이같이 이과적 내용에도 익숙했던 조배균은 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그

리드 기술과, 안면도, 굴업도, 위도, 부안으로까지 장소를 달리하며 슈화

된 핵폐기물장 건설건도 언론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모두 인지하고 있었

다. 그중 군 복무 당시 부안 현장에 차출됐던 의경 친구를 통해 핵폐기

물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관련 이슈를 사회구조

적 문제에서 발생된 하나의 갈등 사례로 보았을 뿐, 지금처럼 환경-에너

지 문제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조배균: 인터넷을 통해 부안 사태를 접하긴 했는데 신경 쓰진 않았죠. 당시 군대에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의경이었던 친구가 그곳에 차출되어 넋두리를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죠. 시위대의 폭력 사태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 그런 거를 자주 접했더라고요. 그

후 저는 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친구에 말했죠···(중략)···핵

폐기물 문제는 핵융합이나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와 해결할 줄 알았어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원전사고처럼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자: 그 전 굴업도 등의 사태 때도 ‘사회적 갈등’ 측면으로 생각하셨나요?

조배균: 아니오. 부안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죠. 사람들끼리 싸우고 지역사회, 공동체

그런 게 무너지고···(중략)···사회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걸 처음 인식한 게 부안사태였던

것 같아요. (3차면담)

조배균은 군 제대 이후 떠난 호주 워킹홀리데이 때를 심신이 모두 피

로한 경험이었다고 구술하면서도, 여행 중 우연히 본 혹등고래를 추억할

때만큼의 표정엔 미소를 띠었다. 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엿보였다.

졸업 후, 주 전공과 무관하게 ‘전국자연환경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과

정’에 참여하여 일반조사원 자격을 획득한 것, 자연, 생태 이슈를 다루는

잡지회사 취업도 그의 환경 관심사의 연장선상이었다. 또한 그가 ‘흑역

사’였다고 소회할 만큼 고된 잡지사 생활 가운데서도 고래 연구자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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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끼 연구자를 따라 산과 바다로 몇 번 안 되는 동행 취재를 나갔을

때만큼은 좋았다고 추억한다. 특히 조류 취재 차 방문한 서해 굴업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목격하고, 한때 정부가 이곳을 폐기장으로 만들려

고 한 사실에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조배균: 굴업도는 취재 차 들어간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새 보는 분들 들어갈 때 묻

어간 적이 있고. 캠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소죠. 구렁이도 바닷새도 살아 있어요.

누가 키워서 장사하려고 했던 사슴들이 방생되어 있고요. 검은머리물떼새가 항상 둥지를

틀고 있어요. 생태학적인 가치가 2000년 때부터 부각되면서 서해의 갈라파고스라 불리

죠. 그전에 느낌은 서해의 한 예쁜 섬을 파헤쳐서 핵폐기장을 만들고, 주민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고, 활성단층 어쩌고저쩌고 그런 정도만 알고 있

었죠. 그런데 실제로 가면 느낌이 다르죠···(중략)···지금 CJ가 골프장 지으려고 하잖아

요. (3차면담)

한편, 동 잡지사에서 근무했던 시기는 그의 에너지 인식에 큰 전환을

맞이한 때다. 먼저 2011년 후쿠시마 사고는 교과서에 등장한 체르노빌

같은 사건이 바로 옆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켰다. 조배균은 어렸을 적 겪은 아버지의 사고와 지인의 전기누전

사고로 ‘죽음’에 대해 예민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후쿠시마 사고는 그에

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조배균: 핵폐기물 처리장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대해선 좀 알고 있었는데, 원

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후쿠시마 전까진) 없었어요. 그 사고가 실감나게 다가

왔어요. 교과서에서 체르노빌을 접했는데, 실제 옆에서 일어나니 주변 가까운 친구들, 어

르신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공포심이 상당했거든요···(중략)···‘원전을 청와대로’라는 구호

가 떠올라요. 그렇게 안전하면 많이 쓰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송전탑 돈 많이

들고, 손실되는 전기도 많잖아요.

조배균이 인터뷰 도중 유일하게 눈물을 보였던 때는 학교 졸업 후 얼

마 되지 않아 가까운 지인이 전기 누전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경험을 설

명할 때였다. 실제 그는 그 사건 이후 전기기구 콘센트를 뽑는 강박증이

생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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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균: 대학교 다닐 때는 전기기구 콘센트를 뽑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전기 누전사고로 죽은 형이 있어요···(중략)···그 이후에 강박증 같은 게 생겼어요. (3차

면담)

한편, 당시 직장 동료였던, 현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의 김원국 팀

장과의 만남은 그가 에너지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계기가 됐다. 김원국 팀

장은 “열혈 녹색당원”이자 지역활동에 관심 많은 인물로 조배균에게 본

인이 활동 중인 녹색당과 에너지협동조합과 지역 의료협동조합을 주기적

으로 권유했다. 그 가운데 조배균은 취재 차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에서 마련한 김익중 교수의 ‘탈원전 강연’을 듣게 되었고 당일 태양과바

람에너지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평소 매체를 통

해 인식하던 핵발전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명료하게 해설해

준 교수의 강연으로 미력하나마 에너지 전환 운동에 기여해야겠다는 결

심이 섰기 때문이다.

조배균: 원국이 형이 권해서 취재도 할 겸해서 강연에 참석했어요. 세미나 들으러 간

거예요. 강연 중에 기억나는 것은 원전 숫자 3위. 더 지을수록 당첨될 확률은 로또처럼

증가하고···(중략)···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생각을 접착제처럼 잘 연결시켜 준 것이 있

죠. 김익중 선생님 강연이 먼저였는지 가입이 먼저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연구자: 후쿠시마 사건 이후, 김익중 교수 강연 이후 차이점은?

조배균: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 위험하구나.···(중략)···태양광으로 지역에서 발

전하겠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세상을 바꾸는 데 작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가입까지 했습니다.49)

조배균의 환경-에너지 의식은 스스로 밝혔듯이 생태 시민성에 가깝다

고 간주된다. 그는 남쪽 지역의 한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이때 경험은 평소 친환경 의식이 상당했던 그가 생태주의에 가까

운 감수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조배균은 다친 동물의 간호를 통해 생명체와 교감하며 그 접점에서

49) 가입 시기가 확실치 않았던 대목으로, 추적조사 결과, 조배균은 김익중 교수

강연을 들은 당일 에너지협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출자금 10만 원 납입은 그

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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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연민을 느꼈다. 새끼를 밴 고라니의 죽음에 본인도 모르게 눈물

을 흘렸고 동종이나 개체별로 생김새와 성격까지 구분할 만큼 하나의 인

격체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동물을 대했다. 심지어 특정 종교가 없는 그

임에도 ‘티벳 사자의 서’를 구입하여 죽어 가는 동물의 넋을 위로하는 사

례도 있을 정도였다.

조배균: 죽음에 대해 감정선 정리가 잘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중

략)···종교에 의지하면 좀 채워지는 것이 있어서, ‘티벳 사자의 서’를 사다가 그걸 읊기도

하고 했죠. 여름에는 제가 구조담당을 했으니깐 운전석에 살아요. 그런데 한 고라니가

기억나요. 보통 눈가리개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그랬을 때, 안락사 할 때, 예기치 못하

게 눈물이 나기도 그랬어요.” (2차면담)

조배균이 최근 모처에서 맡았던 숲 생태코디네이터 업무도 경제적 상

황보다는 본인의 환경 관심에 따른 선택이었다. 이처럼 그는 취미에서부

터 학부 (복수)전공과 취업 등의 대다수 활동이 자연과 생명에 대한 관

심이 투영된 결과물이었다.

“생태적 가치”를 추구해 오던 조배균이 후쿠시마 이후 에너지 문제를

인식하고 에너지 전환에 동조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나듯이 그의 환경-에너지 의식은 이미 에너지협

동조합 가입 전에 형성되어 있었다.

에너지협동조합은 그의 생각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줬고, 부분적이

나마 참여적 행동을 이끌어 냈다. 개인적으로 지갑을 열었고 무분별한

소비를 자제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지인들에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배

당금도 받는다며, 소극적인 형태로나마 에너지 전환 운동 참여를 권유하

기 시작한 것이다.

조배균: 실제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뭔가 한 것 같은 느낌

이 들긴 해요···(중략)···술자리에서 에너지협동조합 자랑을 한두 번 해요. 얼마라곤 얘기

안 하지만 “배당금도 좀 받았어, 내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며 권유도 살짝 하

곤 하죠.···(중략)···에너지협동조합 가입 후엔 생수를 사 먹지 않게 됐어요. 물 만들 때

뭐가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생태, 환경, 에너지 전부 섞여 있는 것 같아요···(중략)···

소비를 잘 못 하는 것은 일단 돈이 없기 때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유물을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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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생각에 이르기도 했죠.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데 집에 책과 옷가지를 올해 초 절

반으로 줄였어요. 바쁘다 귀찮다 차일피일하다 이번 초에 확 줄였죠. 책을 팔고 옷가지

는 기증했어요···(중략)···예전부터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에너지협동조합 가입 이후, 사

회구조 문제까지 생각하게 되니깐 제 행동에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3차면담)

조배균의 메신저 프로필엔 ‘우리 모두 시궁창에 살고 있지만 누군가는

별을 본다.’란 문구가 적혀 있다. 생애사 연구를 하는 동안 그와의 인터

뷰는 상당히 무거웠고, 부정적이었다. 때론 욕을 섞어 가며 자괴감에 젖

은 발언도 종종 있었다. 어린 그에게 마음의 짐이 된 가정환경의 변화와

그 영향으로 형성된 “소심한 성격”은 그에게 지역에 대한 애착과 사회와

의 교감을 갖는 것을 어렵게 만든 배경이 됐다. 그 결과, 그에게 에너지

시민성에서 주요한 축인 사회참여 특징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조배균: 개인적이긴 한데, 은평구에 정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중략)···에너지협동조합 내 활동은 거의 없어요. 협동조합에서 네트워킹

한다고 문자 오잖아요 그런 게 부담스러워요. 제 문제인 것 같아요. 지역에 관심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중략)···조합원 모임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낯가림이 좀 있고. 모이는 자리가 어떤

내용이건 간에 부담이 돼요. 대학교 때도 술 마시고 게임 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게 싫어서 술 안 먹은 적도 있고요. (3차면담)

연구자는 조배균의 문구 중 ‘누군가는 별을 본다’란 문구가 인상에 남

았다. 그의 녹록지 않은 삶의 과정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임에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신념과 참여의지가 있었기에 (조합가입 후 5개월 뒤

인, 2013년 9월 5일) 그 당시 형편에서 10만 원을 출자한 것이다.

실제 김원국 팀장이 권유한 세 가지 중 조배균이 가입하고 출자한 곳

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이 유일했다. 녹색당의 경우 그의 신념에

부합하고 월 3,000원의 적은 액수로도 당원이 될 수 있었으나, 에너지협

동조합만이 최종적으로 그가 선택한 결론이었다.

조배균: 녹색당이랑, 또 뭐, 의료협동조합, 원국이 형이 자주 채근하거나 그런 스타일

은 아닌데 잊을 만하면 권유했어요. 그중 출자는 여기밖에 없어요···(중략)···10만 원이

참 별거 아니긴 한데 제가 월급도 삼 개월씩 밀리던 상황도 있었거든요. 지인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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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는 일도 많았죠. 내가 얼마 안 되는 돈 보태는 거지만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을 하면서 출자를 했죠···(중략)···근데 에너지협동조합은 공공기관 위를 덮고, 공용지 확

보하고, 에너지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니

출자까지 한 거죠. (3차면담)

조배균은 친환경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였고, 힘든 가정 여건에서 본

인 형편에 맞게 환경-에너지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며 에너지 인식을

길러 왔다. 그의 취미와 관심사는 대학 전공과 직업 선정에 있어 모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 그는 생태적 측면을 강조하는 (생태

근본주의까진 아니지만) 삶의 태도를 견지하며 에너지 전환에 동참 중에

있었다. 물론, 소극적 성향으로 사회참여적인 에너지 시민 행동 양태는

잘 묻어나지 않았으나, 그의 생애는 그가 에너지 시민임을 나타내 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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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조배균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 축적형 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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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형성과정 비교

지금까지 연구결과에 따르면 참여자는 모두 각자의 고유한 경험을 토

대로 에너지 시민성을 형성시켜 왔다. 이번 제 3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 참여자 간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 비교를 통해

이들이 에너지 시민으로 나아가는 데 영향을 미친 요소를 추출하는 작업

을 진행한다. 또한, 마찬가지 과정을 통해 생애사적 접근 측면에서 드러

난 에너지 시민성 형성공간으로 간주되는 에너지 협동조합의 의미를 탐

색해 본다.

1. 에너지 시민성 영향 요소

1) 호기심 충족

연구 참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왕성한 호기심을 보여 왔다.50) 그리고

이들은 각자의 성향과 가정, 사회여건에 맞춰 내재된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는 고유의 수단을 지니고 있었다. 즉, 참여자는 모두 의문점을 풀어

가고자 지인에게 묻거나 그룹세미나에 참여하고 책, 영상물,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내재된 호기심을 충족시켜 왔다.

손주민과 조배균은 유년시절부터 유달리 생명체와 자연현상에 왕성한

호기심을 보였다. 이들은 책을 통해 스스로 궁금증을 풀어 가며 새 지식

(특히 생태 분야)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였다. 또한, 영상매체와 인터넷 시

대 흐름에 맞게 손주민은 자연 다큐멘터리 시청을 통해, 조배균은 인터

넷 동호회 활동을 통해 보다 입체적으로 환경-에너지 관련 호기심을 충

족했다. 이 둘은 출판업과 생태전문 기자직(前)에 종사하는 인물들로 (외

부 도움 없이) 환경-에너지 문제를 자발적으로 인식한 경우였다.

50) 연구자 개인 사견으로 참여자들이 낯선 생애사 연구에 흔쾌히 수락해 준 여

러 배경 가운데 하나로 이들의 강한 호기심도 영향이 있다고 추정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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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성은 대학 운동권 시절 “5.18사건과 미제국주의”에 관한 내용을

그룹 세미나(스터디)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이래, 정당에 참여하며 노동,

인권, 환경, 에너지 등 다방면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다. 그녀에게 그룹스

터디란 끊임없이 환경-에너지 문제를 학습하는 인식의 배움터였다.

최다미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무언가를 계속 배우고 싶은” 학습

욕구가 생애 전반에 나타난 인물이다. 학부 전공인 의상디자인뿐만 아니

라 가정관리, 복지, 상담, 평생학습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수강해 왔다.51)

그녀가 첫 환경문제를 인식한 법륜 스님의 친환경적 공동체 프로그램 수

강도 호기심 충족과정의 일환이었다.

이와 같이 참여자 생애에서 드러난 왕성한 호기심과 각자의 충족 방

법은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현 에너지 체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 격인 재생에너지에 관한 기초지식에 접근케 하여 에너지 인식을 갖

추는 데 영향을 줬다.

2) 친환경 체험52)

네 명의 참여자는 1980-90년대 전국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시기

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도시에서 성장하며 보냈다. 한편, 최다미를 제외

한, 세 명의 거주지는 실제 도심지에서 다소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있었

다.

최다미는 참여자 가운데 유일한 서울 출신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부

모님의 음식점에 공사 인부들이 많았고”, “강남 개발 막차를 타고 그쪽

으로 전학 간 동창이 꽤 된다.”고 소회했다. 그녀는 살아오며 친환경 체

51) 최다미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가정 내 마찰이 오랜 기간 지속됐으나 어렸

을 적부터 그녀 아버지는 질문에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성실히 답해 줬고,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며 호기심을 해소했다고 소회했다.

52) 유사 형성 요소로 ‘친환경 체험’으로 범주화했으나, 참여자 중 손주민, 조배

균은 친환경 체험을 넘어 생태적 체험을 한 인물들로 생명/생태에 대한 남

다른 감수성을 면담과정에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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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성인이 된 후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참여한 법

륜 스님의 친환경적 공동체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환경문제를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 경험이 바탕이 되어 에너지협동조합 활동 권유를 받았을

때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다.

한편 손주민, 송은성, 조배균은 산과 들, 논과 밭, 개울과 저수지 등으

로 둘러싸인, 서울에 비해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던 부산, 광주(

및 대전)의 변두리에서 성장했다. 외향적 성향을 지닌 송은성은 사람들

과 어울리며 자연공간에서 뛰어놀기를 좋아했고, 내향적이던 조배균은

홀로 생물과 자연현상을 탐구하고 책을 통해 호기심을 충족하며 시간을

보냈다. 손주민은 성장기 전반에 걸쳐 이 모두를 즐겼던 인물이다.

유년시절부터의 친환경 체험은 각 참여자의 학창시절 관심사, 대학 전

공, 진로와 직장업무 등에 투영될 정도로 이들 생애에 강한 영향을 미쳤

는다. 손주민은 어렸을 적부터 생명체 대한 남다른 관심과 DMZ 사진전

경험 등을 통해, 조배균은 야생동물구조센터 근무 시 죽어 가는 동물과

의 교감을 통해 둘 다 “생태주의”에 가까운 감수성을 형성했다.

송은성은 친환경 체험이 대학전공 선택에는 영향을 미쳤는데, 그 후,

핵발전소 건설, 4대강 개발이라든지 연구소 사람들과 동행한 태국의 환

경투쟁을 보면서 환경-에너지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밑바탕이 되었

다. 한편, 송은성은 정당 활동 측면에서 환경-에너지 문제를 주로 접근

해 온 만큼 그녀의 에너지 시민성은 “사회적으로 부정의” 관점에서 출발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와 같이 참여자 네 명 모두 ① 어렸을 적부터 자연에 줄곧 노출되

었거나 ② 늦게나마 성인이 되어 환경문제에 눈을 뜬, 친환경 경험이 존

재했고, 그것이 각자의 삶에서 환경-에너지 연관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데 영향요소로 작용했다.

3) 사회참여 경험

연구 참여자 중 70년대생은 독재정권의 종식과 문민정부 서막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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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인물들이다. 그 가운데 손주민과 송은성은 문민정부 시절, 학생운동

에 가담하여 사회 기득권에 반하는 집회와 데모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송은성은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줄곧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현재는 전문 정당인으로 진보운동 최전선의 삶을 살고 있다. 실제 태양

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설립에도 기여한 인물로서 네 명의 참여자 가운데

조합 활동 참여도가 가장 높은 인물이다.

목회자 자녀로 자라온 손주민은 유년시절부터 교회를 통해 봉사활동

하며 이웃 소외계층에 대한 연민을 품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이 태도

는 유지되었다. 국가 개발행위로 갈등을 겪던 강정마을 지역민, 전국 각

지에서의 활동가(지킴이)들과 연대 한 경험도 있고, 현재는 은평녹색당원

으로 지역, 사회운동에 참여 중이다.

최다미는 고교시절 사회문제를 논의하던 비공식 풍물동아리 활동을

했으나 엄격한 가정환경과 내성적 성향을 지녀 직접 사회운동에 가담한

사례는 없었다. 반면 야학자원교사 출신이기도 한 그녀는 노무현 탄핵

사건을 계기로 “부정의 사회가 바로 서는데 무엇이라도 기여하고자” 복

지, 상담 분야를 학습하고 관련 공무부처 근무를 통해 탈북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여하는 등 사회참여를 지속해 왔다.

이 세 명은 모두 청년기 때부터 학생운동, 야학교사, 정당 활동, 협동

조합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에 주목하고, 사회 부정의를 거

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는’ 사회참여 경험이 존재했고, 이 같은 경험이

에너지 시민성을 형성하는 데 가교 역할을 했음이 나타났다.

반면 조배균은 참여자 중 유일하게 2000년대 성년이 된 인물로 다른

참여자와 달리 시대적으로 사회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그

는 가정 내 힘든 상황 가운데 사회문제를 돌이켜 볼 여력도 없었다. 실

제 그는 에너지협동조합 가입 외에 기타 사회적 활동을 한 사례는 없었

고, “머리로는 인지해도 몸이 안 따르는 상황”으로 현 상태를 설명하며

조합 내 활동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같이 사회참여 경험은 에너지 시민으로서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

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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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간적 호감

네 명의 연구 참여자 생애 구술 과정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삶의 영향을 준 인물들이 종종 언급됐고, 그 중 몇몇은 참여자가 환경-

에너지 시민성을 형성하는데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왔다.

면담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나던 손주민은 가정 내 근

검절약 정신을 물려받았다.53) 또한, 다양한 활동 후 뒷정리를 확실히 하

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환경운동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 및 지킴이

들과 연대한 경험은 그의 환경-에너지 인식 및 참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송은성 역시 가정에서 (할머니를 통해) 근검절약 습관을 물려받았다.

특히 그녀는 학생운동, 정당 활동(녹색정치), ‘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은

평시민모임’ 등의 사회참여 과정에서 운동권 선배, 소속 정당원, 사회유

명인사인 홍세화, 조승수 전 국회의원, 에너지정치센터(현 에너지기후정

책연구소) 동료에게 “인간적 호감을 느껴, 관심이 생겼고 활동을 이어나

간 측면이 강했다“고 밝혔다.

내성적 성향의 최다미는 고교 풍물동아리 시절부터 인간적 호감을 바

탕으로 사회적 활동 폭을 넓혀 간 인물로, 풍물동아리 선배, 야학학교 동

료. 에너지협동조합 예전 간사 등이 그녀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

을 해왔다. 특히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을 가입하고 활동 참여가 이

뤄진 데에는 “당시 협동조합 간사에 대한 인간적 호감이 결정적”이었다

고 고백했다.

반면 조배균의 경우 인간적 호감에 의해 에너지 시민성 형성에 영향

을 미친 사례는 부각되지 않았다. 직장동료의 권유로 에너지협동조합과

연이 닿기는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소 본인 신념에 기반한 결정이었

다. 그는 순탄치 않은 가정환경에서 내성적으로 성장한 탓에 생애 전반

에 걸쳐 친분 없는 사람, 다수의 인원과 교류하는 데 부담감을 느끼고

53) 그들은 현재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손주민은 이런 부모의 삶을 존경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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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는 인간적 호감 요소가 에너지 시민성 형성에 직ㆍ간접적 영

향을 주지 않은 예외 사례였다.

5) 충격적 경험

연구 참여자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 관련된 개인, 가정, 사회에서의

다양한 인식과 경험은 힘든 경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인 사례

였다. 한편 조배균과 손주민은 생애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고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에너지의 인식과 행동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조배균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다른 참여자에 비해 당시 느꼈

던 감정을 소상히 언급하였는데 주된 감정은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그

배경에는 아버지와 지인의 ‘죽음’ 원인이 된 ‘인재(人災)’로 인한 충격적

경험이 저변에 존재했다. 그는 학부 졸업 후 얼마 되지 않아 “전기누전

사고”로 인한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목도한 후 전기기구 콘센트를 무조

건 뽑는 “강박증”이 생겼다. 에너지와 죽음이 연관된 충격적인 이 사건

은 기술에 대한 위험인식을 증대시켰고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게 에너지

절약 습과를 형성시킨 독특한 사례였다.

손주민은 2011년 태풍 무이파가 제주도를 마비시켰던 당시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현장에 있었다. 그는 항공기 운항 중단에 따라 며칠을

더 머무는 가운데 태풍이 쓸고 지나간 구럼비 바위에 쓰레기가 잔뜩 쌓

인 현장을 목도하고 충격을 받는다. 인간이 발생시킨 온갖 폐기물 더미

를 헤집고 청소하면서 손주민은 의도적으로 “앞으로 무조건 자전거만 타

겠다는” 극단적 친에너지-환경적 행동을 결심하고 계속 실천 중에 있다.

송은성과 최다미에겐 ‘충격적 경험’으로 간주될 만큼 중점적으로 다뤄

진 사건은 면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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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사를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참여자

들은 각자의 개인, 가정, 사회적 배경에 따라 각기 고유한 형태로 에너지

시민성을 형성해 나갔다. 부각된 영향요소로는 네 명 전원 모두에게 1)

호기심 충족 2)친환경 체험이 나타났다. 또한, 조배균을 제외한 세 명에

게 나타난 공통 영향 요소로 3)사회참여 경험 4)인간적 호감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조배균과 손주민에게만 해당되던 영향요소로 5)충격적 경험

이 존재했다. 이 비교결과는 아래 <그림 17>과 같이 축적형 벤 다이어

그램 형태로 도식화했다.54)

<그림 17>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 영향 요소

54) 축적형 벤 다이어그램 내 ‘4, 3, 2’는 각 영향요소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의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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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협동조합: 생애사적 의미

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 전환 운동의 전략적 틈새로써 지역 내 조합

원들이 공동으로 에너지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자주

적 결사체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이 소속된 은평구 태양과바람에너지협

동조합은 대표적인 에너지 시민성 형성공간으로, 지역기반 에너지 생산

시설인 1-4호기 햇빛 발전소 운영 외에도 ①에너지 절약(에너지 클리닉/

컨설팅 사업), ②에너지 교육(조합원/시민/학교 대상), ③조합원 활동(발

전소 청소 모임, 탈핵서명캠페인), ④정책개선(에너지기본조례/미니태양

광 지원), ⑤타지역 간의 연대활동(은평과 밀양이 함께하는 탈핵연대)과

같은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수행 중이다(박종문 외, 2017).

선행연구와 연구설계 과정에서 전술했듯이 에너지협동조합원이라고

모두 에너지 시민성을 갖췄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 연구에서 조명한 네

명의 은평구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원 모두는 생애 전반에 걸쳐 ‘연

성에너지 경로 내 적극적인 소비자로, 에너지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

로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며 환경가치를 중시하는 이타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 중 에너지

협동조합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자들이 1) 이 공간에서 처음으로 에

너지 인식과 행동이 이뤄진 경우와 2) 이미 형성된 에너지 인식과 행동

이 강화된 경우로 구분되는 것이었다.

1) 에너지 인식과 행동의 형성

먼저 최다미는 연구결과에 나타났듯이 에너지협동조합의 에너지 클리

닉, 조합원 교육을 통해 과거에는 몰랐던 에너지 문제를 인식하면서 친

환경노력이 에너지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는 신념을 지니게 된다. 과거

환경보전의 중요성만 인지하던 그녀는 결정적으로 에너지협동조합 활동

을 통해 “의식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게 됐고, 개인 수준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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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활동(워크숍 참여, 탈핵서명 참여 등)으로까지 이어지며 에너지

시민성을 형성하게 된 경우였다.

최다미: 지난 겨울에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등을 구입했어요.

연구자: 가게 인테리어 측면에서 구입한 건데 굳이 태양광으로 하신 이유가?

최다미: 그러네요. 진짜 태바 영향을 받았네요. 왜냐하면 태바를 계기로 제가 태양

열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중략)···마당 있는 제 집이 생긴다면 그땐 다

그런 걸로 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은 전세집이어서 신청 못 하고 있지만. 정말 돌이켜보

니 태바 영향인 것 같네요. (3차면담)

2) 집단 에너지 인식과 행동의 강화

손주민, 송은성, 조배균은 에너지협동조합 가입 전부터 생애 전반의

과정에서 에너지문제를 인식했고, 에너지 전환이 현 석탄 석유 체제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삶에서 보여 왔던 에너지 절약과 소비 억제 같은 개인적인 행동은 에너

지에 대한 인식과 신념이 투영된 결과물이었다.

특히 손주민과 송은성은 에너지협동조합 초창기 원년멤버답게 가입

훨씬 이전부터 에너지 시민성이 두드러지는 인식과 신념과 행동이 생애

곳곳에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에너지협동조합 활동이 이들 에너지 시민

성형성에 있어 유의미했던 것으로 그들은 ①“에너지농부”로서의 역할과

② 권유기회 증가를 꼽았다.

먼저 이들은 서울 같은 대도시는 공간이 협소한 탓에 아파트가 보편

화된 데다가, 전세나 월세 등을 내는 세입자의 경우 개인 수준에서 에너

지를 생산하기가 용이치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에너지협동조합이 도

시민에게 있어 에너지 생산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점을 높이 샀다.

송은성: 일단 세입자이면서도 햇빛이 안 들어요. 그래서 태바를 만든 거예요. 도시

민들은 보통 주택을 갖고 있지 않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중략)···도시에서

에너지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부지에 하는 것이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3차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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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에너지협동조합은 지역민에게 생소한 개념이다. 에너지협동조합

은 도시지역에서 에너지 전환 운동의 일환으로 중요한 전략 요충지이나,

전술된 연구 설계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전반적으로는 침체기를 겪고 있

다. 손주민은 조합의 취지는 좋으나 가입비용 문턱, 에너지 활동의 비가

시성,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고정관념과 오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림 등

의 이유로 주변인에게 가입 및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가 힘들다고

소회했다. 에너지 활동을 일반 지역주민에게 이해시키기 힘든 측면이 존

재한다.

송은성: 사람들 만나면 일단 태바 가입부터 권유해요. 그런데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설명해요. 협동조합도 낯선데 에너지 협동조합은 정말 낯설잖아요. (3차면담)

그럼에도 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 권유자”로서 역할 기회를 제공하

는 장으로 유의미하다. 양수연(2015)은 학교에너지협동조합에서 나타난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에서 “주변 사람에게 에너지 시민성의 파급력을

주는” 전파기가 최종 단계임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이의 실증 사례로 에너지협동조합의 지역 내 햇빛발전소

시설 증가와 다양한 활동이 일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료, 활동내역

을 생산하여 에너지 권유를 용이케 하는 점이 부각됐다. 따라서 제 기능

을 발휘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의 경우, 에너지 시민성이 이미 형성된 인물

에게는 에너지 권유자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

다.

손주민: 정기총회 하면 자료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집에 썩혀 두지 않고 계속

사람들한테 돌려 보게 해요. 에너지협동조합이 갖는 특수성이 분명 있거든요. 경험이 있

단 말이에요. 우리가 출자해서 1호기, 2호기, 3호기 올릴 때마다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중략)···화제가 되는 거죠. 제가 독서모임 여러 개를 운영도 하고 참여도 하는데 갈 때

마다 에너지협동조합 관련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계속 공유해요. (3차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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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균: 술자리에서 에너지협동조합 자랑을 한두 번 해요. 얼마라곤 얘기 안 하지

만 “배당금도 좀 받았어, 내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며 권유도 살짝 하곤 하

죠. (3차면담)

정리하면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본 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 생산 및

전환이 쉽지 않은 도시 환경에서 조합원의 에너지 의식과 행동을 형성하

는 데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공간이다. 또한 기존의 에너지 시민성이 형

성된 인물들에게는 지역 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농부이자

에너지 이슈화를 통해 에너지 전환 참여를 독려하는 에너지 권유자로서

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데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공간임이 확인됐다. (<그림 18>)

<그림 18>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한 에너지 시민성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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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참여자 별로 형성된 에너지 시

민성은 각기 다른 경험, 사건, 계기에서 비롯됐다. 실제 연구 참여자는

모두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연령으로, 군사정권의 종식, IMF 외

환위기, 노무현 탄핵 등의 사건을 경험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이

다. 하지만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한 참여자의 삶에 강하게 각인된

‘노무현 탄핵’은 다른 누군가의 생애에는 부각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덜

기억되는) 사건이었다. 다시 말해, 유사 환경에서 성장하고, 동일한 사회

경험을 함에도 각 생애주체의 개인, 가정,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유한 인

식, 행동양태와 각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개인 생애에서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과 수준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제 1 절 연구결과 논의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논문의 핵심 개념인 에

너지 시민성에 관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함의를 찾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에너지 시민의 구체적인 특징으로는 인

식(awareness)과 태도(attitude) 측면에서 ① 기후변화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② 에너지 신기술과 지역 기반 에너지 체계 도입이

에너지 인식ㆍ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념과 같은 개인적

(personal) 특징이 나타나고, 행동적(action) 측면에서는 ③ 소단위의 지

역기반 재생에너지 체계를 소유하고 ④ 에너지 신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지역민과의 프로슈머 역할과 해당 이익을 공유하며 ⑤ 지역, 국가, 국제

수준의 에너지 정책에 관여하는 집단적인(communal) 행동 특성을 보인

다는 것이다(Devine-Wright, 2007).

반면 생애사 연구 결과에서는 에너지 시민의 개인 수준의 행동으로

에너지 절약, 자전거 타기, 소비 억제를 비롯해 적극적인 에너지 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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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이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에너지 시민의 특징으로 개인

적 차원의 행동을 추가하여 아래 <표 5>와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표 5> 연구에서 도출된 에너지 시민의 특징

에너지 시민성 관련 후속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은(Devine-Wright,

2007; 이정필ㆍ한재각, 2014; 홍덕화ㆍ이영희, 2014; 박진희, 2015; 백종학

ㆍ윤순진, 2015; 박종문ㆍ윤순진, 2016; 조미성ㆍ윤순진, 2016) 에너지 시

민성을 ‘연성에너지 경로 내 적극적인 소비자로, 에너지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며 환경가치를 중시하는 이타적 성향’

이라 정의했다. 이번 생애사적 접근 연구에서 도출된 바에 따르면 개인

적 차원의 인식과 태도, 행동 그리고 집단적 차원 행동은 모두 기존에

정의된 에너지 시민성의 범주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번 연구에

서의 ‘생애사적 의미’와 ‘에너지 시민의 다채로운 특성’을 기존 정의에 새

로 부여한다면 에너지 시민성이란, ‘에너지 시민으로 탈바꿈하는 데 부합

하는 삶의 총체적 경험으로 형성되는 덕성’으로 새로이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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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태도, 행동으로 구분했던 것에 대해 연구자로서 의문을 갖게 한다.

조미성ㆍ윤순진(2016)은 인식, 태도, 행동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된 비선

형적 친환경 행동모델을 새로이 제시하였다.55) 반면 이번 생애사 연구에

서는 참여 연구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는 태도의 변화와 성찰을 동반하였

으며 그 시기를 구분하기에는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했다. 다시 말해, 참

여자의 생애 가운데 인식과 행동 가운데 ‘태도’의 영역을 이 연구에서 추

출해 내기엔 생애주체의 깊고 오묘한 심리상태까지 진단할 수 없고, 혹

여 이와 관련하여 심리측정 기법을 동원하더라도, 과거의 감정 상태와

그 변화를 현 시점에서 구분하여 분류해 내는 작업은 용이치 않다는 것

이 연구자의 소견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주요하게 기억

하는 경험과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 각 ‘인식’과 ‘행동’의 단계에

서 ‘태도의 변화와 성찰’이 동시적으로 이뤄진다고 상정했다. 따라서 생

애사 연구에서 에너지 시민 형성과정 기제는 <그림 19>와 같이 ‘인식적

신념(cognitive belief)’과 ‘참여적 행위(participatory behavior)’로 새로이

범주화하여 기존 연구에 새로운 학술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56)

55) 조미성ㆍ윤순진(2016)은 Kollmuss & Agyeman의 초기 선형적 친환경 행동

모델인 인식-태도-행동 순으로 개인행동의 인과적 변화가 수반된다는 주장

에 대하여, 관악주민연대 절전소 운동의 참여관찰을 통해 행동-태도-인식으

로 이뤄지는 반대 사례를 제시했다.

56) ‘인식(인지)적 신념’은 심리학의 ABC 태도 모델(정서, 행동, 인지;

Affective, Behavioral, Cognitive model of attitudes)의 한 구성요소로, ‘한

대상을 인식하며 학습된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적 신념을 의미한다

(McLeod, 2009).

‘참여적 행위’는 정치, 심리학, 환경교육 분야에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인

식/학습, 태도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의미한다(Birhanu,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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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evine-Wright(2007) 외 선행연구, 연구결과 재구성

<그림 19> 연구에서 도출된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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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론과 연구의 한계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시민성

에 관한 논의가 중요해졌다. OECD 국가인 독일, 덴마크, 포르투갈 등에

서는 한 지역을 넘어 국가 전체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기술 측면과 사회구조 측면에서의 에너지

전환이 현대사회에서 실현가능함을 시사한다.57)

한편 한국의 경우 최근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시

민참여단에 일임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에너지-기술 측면(재생에너지

확대 등)과 사회구조 측면(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자립마을 지원 등)에서

는 일정 수준 에너지 전환 대책을 마련한 반면, 그 핵심 주체인 시민의

변화, 즉, 에너지 시민성 형성을 위한 전략은 부재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목도한 국가임에도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은 현 대한민국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근본적 한

계가 존재함을 드러냈다. 향후 시민 참여가 확대될 환경-에너지 정책결

정에 있어 에너지 시민성 이슈에 민관학계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 논문에서는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을 체계적, 구체적,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협동조합원들의 삶과 경험을 통시적으로 조명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생애사적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선행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설계 과정을 거쳐 에너지 시민성 형성의 장

으로 은평구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을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연구 참

여자 네 명을 유의 선별하여 출생 이후부터 에너지협동조합을 거친 현재

까지의 삶과 경험에 대한 생애구술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Devine-Wright(2007) 등이 정의

한 에너지 시민에 부합하는 에너지 시민성을 개인, 가정, 사회의 경험적

57) 한재각(2017)은 에너지-기술 측면에서 ‘에너지원의 교체’와 ‘에너지 이용의

의미 변화’, 사회구조 측면에서 ‘에너지생산/소비의 공간 변화’와 ‘에너지 시

설의 소유/통제의 변화’, 개인역량 측면에서 ‘에너지 시티즌십의 변화’로 구

분하여 에너지 전환의 다차원성을 설명했다.



- 130 -

요소 간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해왔다. 논문에서 활용한 생애

사적 접근은 참여자의 사회, 환경(생태), 에너지 의식과 행동 발달에 따

라 에너지 시민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유용한 도구였다. 참여

자간 도출된 연구결과 비교를 통해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에 영향을 준

요소로 친환경 체험, 호기심 충족, 사회참여 경험, 인간적 호감이 존재했

고, 예외적으로 충격적 경험 또한 탐색되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 시민성이 형성되

고 강화되는 공간이었다. 기존 에너지 시민성이 형성되지 않은 참여자는

이곳에서 활동을 하며 에너지 인식, 태도, 행동이 새롭게 형성되었고, 이

미 생애에서 에너지 시민 특징이 나타난 참여자는 개인 영역에 머무르던

인식과 행동이 집단 수준의 인식과 행동(에너지 농부, 에너지 권유자)으

로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생애사적 접근으로 본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은 개인마다 다양한 삶

의 배경과 과정에 따라 에너지 인식과 행동의 수준, 강도, 빈도가 다양하

게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협동조합이 개인 내 독자적으로 형성된 에너지

시민성을 집단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으나, 고유한 덕

성을 지닌 개개인에 집단의 전형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 운동에 있어 보다 융통성 있는 참여 수준

과 방식이 고려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한편,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에너지 시민성이 형성

됐다고 간주된 네 명의 참여자만을 유의 선별하여 생애사 연구를 진행함

으로서 일반화하는 데 방법론적 제약이 존재하는 점이다. 이는 학계에

알려진 질적연구가 지닌 한계이기도 하나, 이번 탐색적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후속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확대와 통계 등의 양적 방법론을 적용한

다면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논문에서 도출된 에너지 시민성 개념이 절대적 진리일 수 없

다는 학술적 측면에서의 태생적 한계점이다.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시민

권의 개념이 문명발달에 따라 환경 시민권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됐고,

학자 간의 세계를 바라보는 렌즈에 따라 현 인류에게 나타나는, 또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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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추구해야 하는 시민성의 형태가 다양함을 확인했다. 에너지 시민성도

담론이 형성되는 지역, 사회, 국가별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함이 마땅하다.

연구자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에너지 시민성을 에너지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인간 덕성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그 형성과정을 생애

사적 접근을 통해 살펴봤다. 한편, 연구 참여자 네 명 모두 동시대를 살

아가는 한국인으로서 현재 에너지협동조합원으로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

다는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장기, 청년기, 중년기로 이어지는 삶

은 모두 고유했기에, 이들만을 대상으로 살펴본 이 연구의 에너지 시민

성 개념을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그럼에도 사례 연구의 의미는 이 같은 특수한 사례의 축적을 통해 학

문적 일반화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간과될 수 있는 부분

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존재한다. 이 연구가 향후 전개될

질적, 양적 연구에 미력하나마 작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에너

지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에너지 시민 양성을 위한 유의미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아울러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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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내 에너지협동조합(REScoop) 현황

지역 조합명 인가일 비고

강원도

(5곳)

강원햇빛발전협동조합 2014.01.21

강원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2014.10.30

삼척랜드협동조합 2015.04.23

화천LP가스공급협동조합 2016.09.06

햇빛협동조합 2016.12.18

경기도

(12곳)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013.01.11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2013.02.18 한살림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2013.06.07

초록발전협동조합 2013.06.18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013.09.10

안양군포의왕 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2013.10.30

성남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2013.12.24

공기식 태양열 협동조합 2014.11.11 태양열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2015.07.08

신답리태양광발전협동조합 2015.12.16

평택햇빛발전협동조합 2015.12.29

말부흥태양광발전협동조합 2016.02.15

경남

(4곳)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2013.02.07

거창해미래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2013.12.10

거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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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015.09.24

광주

(3곳)

빛고을햇빛발전 협동조합 2014.06.09

빛고을햇빛발전 협동조합 2015.05.07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2015.06.12

대전

(3곳)

대전태양광발전협동조합 2013.07.22

대전빈들햇빛발전협동조합 2015.03.16

태양광발전협동조합 2015.03.24

부산

(3곳)

다물태양광소비자협동조합 2014.04.10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2014.07.29

부산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2015.06.01

서울

(24곳)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013.01.07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2013.01.17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2013.01.17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2013.02.26

녹색드림 협동조합 2013.03.21

노원햇빛과바람발전 협동조합 2013.04.19

학교햇빛발전소협동조합 2013.04.19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2013.06.25

햇빛공방협동조합 2013.06.27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2013.08.21 원불교

에코구로협동조합 2013.09.17

경복에너지협동조합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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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JOULE)협동조합 2014.06.30

강동에코시티햇빛발전협동조합 2014.07.09

도봉시민햇빛발전소사회적협동조합 2014.08.21

한국태양발전협동조합 2014.08.27

서울친환경에너지기술협동조합 2014.11.25

강동햇빛발전협동조합 2014.12.29

대한에너지협동조합 2015.03.18

해드림협동조합 2015.04.28

기장햇빛발전협동조합 2015.05.20

한국

기독교

장로회

케이엠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2015.05.22

강서양천햇빛발전협동조합 2016.09.13

광전ENG협동조합 2016.11.17

인천

(1곳)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2013.02.05

전남

(3곳)

전남햇빛발전협동조합 2014.07.17

클린에너지협동조합 2014.08.19

대한태양광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2016.02.29

전북

(6곳)

한국태양광발전협동조합 2013.10.04

대동태양광 협동조합 2014.09.22

국민재생에너지협동조합 2014.10.29

햇빛누리협동조합 2015.02.27
한국태양광 협동조합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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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원자료(손은숙 연구원), 2016

전북 햇빛에너지 협동조합 2016.01.11

충남

(3곳)

한빛태양광발전협동조합 2014.10.16

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2015.07.26

해바람에너지협동조합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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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urban civilization,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commercialized various energy sources and has

supplied power to places that are underdeveloped, or where energy

access is low.

Fossil fuels, however, have been compressed and radically

consumed in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and brought about an era

of depletion and climate change.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used

as an alternative to fossil fuels, has only resulted in the increased

frequency of nuclear accidents. The ‘energy transition’ claims to move

away from the existing centralized conventional energy supply

system, known as the hard energy path, moving instead towards the

soft energy path that distributes local renewable energy. This has

resulted in the rapid acceptance of the energy transition among

international civil society, the United Nations, and others. In 2017,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Korea, which is striving to create

“clean air and safe society”, has encouraged civilian participation in

making an energy policy decision to break the inertia within fixed

industrial capitalism and to prepare policies for anti-nuclear and

anti-carbonic policies. The role of the citizen in the energy transition

is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due to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this world as the civil-governmental movements

merge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unprecedented climate change and

energy crisis. The formation of energy citizenship—which is defined

as ‘active consumers in the soft energy path, recognizing energy

problems, actively participating in energy transition, and forming

altruistic virtue that emphasize environmental values—is the driving

force for the energy transition. Energy citizenship can be formed and

cultivated in spaces such as the Renewable Energy Source

Cooperatives (REScoop), which support the environment-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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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conomy.

In this study, we explored the formation process of energy

citizenship through life history research centering on 4 selected

members of REScoop of Euenpyeon-gu, which was considered the

most energetic amid domestic REScoops in Korea.

Each participant that was in their late 30s to early 40s had been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d by the end of the military regime, the

IMF crisis, and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Roh Moo-hyun, as

contemporary witnesses. The formation of energy citizenship was

done according to the awareness and behavioral patterns formed

under the background of respective life histories, and the detail and

cultivated level of energy citizenship was found to be very much

unique and different in each participant. However, several positive

traits were common amongst them: ① they had a feeling of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②

they believed that the introduction of new energy technologies as

well as local micro-energy systems, which are decentralized, will lead

to changes that increase awareness and behavior of energy transition.

These can be defined as ‘cognitive beliefs.’ With regard to personal

participation, it was shown that ③ the efforts of energy conservation

and consumption restraint and ④ the frequency of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energy transition to acquaintances, were high. In the

communal aspect of REScoop, ⑤ they demonstrated ‘participatory

actions’ in that they practiced ownership of a small unit of

local-based renewable system, while using new technology to produce

and supply energy and share economic benefits from it with the

locals, and participated in energy-related policies ranging from local

to international levels.

The study revealed that the participants shared influenti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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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ir personal, familial, and social backgrounds through life

history: all 4 of them had ① an eco-friendly experience ②

satisfaction of curiosity; and some participants had ③ public

participation experience ④ personal impact ⑤ or had some form of

relevant traumatic experience. In a nutshell, these factors contribute

to the change of a person’s awareness, attitude, and actions, thus

forming energy citizenship, which provides a social implication of this

study, that it should be premised on energy transition movements

that the society works on. In addition, all the research participants

showed that their energy citizenship was strengthened through

cognitive awareness and participatory action in terms of communal

space of REScoop, showing that the meaningful communal function of

the energy cooperation in urban city space was recognized and should

be encouraged. Therefore, the energy community should recognize the

different empirical backgrounds of individuals exposed using the

life-history approach and the difference in the formation process and

level of energy citizenship.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apply

various levels of participation rather than emphasizing the typicality

of the group within the community.

There is, however, a limit to generalizing this research and

respective result done in an academic level, given that this study is

based on the life history approach being conducted on only a small

number of energy citizens in a certain community. Moreover, the

researcher’s lens and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the region, society,

country involved can attribute to changing the academic definition of

energy citizenship and the citizen. Nevertheless, an academic

significance in this study was found in our results. More specifically,

the accumulation of this energy citizenship-related case study further

reduces the negligible part that can be made by any quant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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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contributes to the academic generalization of future studies,

and can be used as meaningful baseline data for having more energy

citizens in the energy transi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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