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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후 위기 시대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로, 제로에너지건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 제로에너지 주택단지가 건축되고 

실제로 입주민들이 거주하여 건물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되고 

있다. 제로에너지주택은 주거 분야 에너지 전환의 방편이자 동시에 

효과적인 기후변화 에너지 학습의 소재가 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지속가능한 건축 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으로서 레짐을 바꾸는 전환의 

틈새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에 관련한 담론은 기술결정론과 

기술낙관주의가 바탕이 되어 있고, 시민 참여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연구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진행하고 있으며, 거주자의 반응과 운영 관리 등을 포함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의 통합 연구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거주자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학습에 대한 국내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A제로에너지주택단지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현실에서 제로에너지주택단지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사건과 활동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거주자들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들은 이 기술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며,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또한 주거 생활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탐색하였다. 더 나아가 주민들이 독자적인 관점을 가지거나 지식을 

생산하는지 질문을 던졌으며, 마지막으로 이들의 참여와 학습을 

가로막는 기제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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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역사활동이론(CHAT)을 적용하여 개인이 아닌 집단의 행위와 

활동을 구조적 맥락 속에서 탐색하였다. 활동이론에서 파생된 확장학습 

관점과 확장적 사이클은 주민들의 학습 과정을 분석하는 틀로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활동체계의 주체인 주민들은 도구인 제로에너지주택과 

온라인 소통 매체를 통해 에너지절약과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목적을 

추구했다. 활동체계의 활동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암묵적 규칙은 

에너지절약, 민주주의와 공정성개방성이었다. 전문가와 관리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활동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공동체를 구성했다.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한 홍보나 대중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세계에서는 

하자, 에너지 사용 등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주택 하자는 기후, 

기술자, 자재 등 구조적인 모순이 얽힌 사회기술시스템적 양상들로 

나타났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과 반등 효과, 

에너지 비용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했다. 전문가주의와 

관료주의를 기반으로 한 주택단지 운영과 관리는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과 참여에 대한 욕구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주민들은 언론 홍보와 

다른 주택의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소외감을 느꼈다. 

학습의 측면에서 제로에너지주택을 매개로 한 주민 교육이 

진행되었지만, 주민들은 일방적인 전달식 교육 방식을 수용하기 

어려워했다. 주민들은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집단적인 확장학습 양상을 보였다. 이들은 전문가들과는 다른 관점과 

관심사를 가지고 기술을 바라보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과 관련한 

독자적인 시민 지식과 아이디어를 생산했다. 이들의 관점과 지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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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반영한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학습과 성장이 더 큰 비전으로 확장되거나 기존 관성과 경로를 바꾸어 

내지는 못함으로써 한계도 보였다.  

이 사례는 제로에너지주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해 준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비전을 보다 

명확히 하여 에너지의 비효율적 사용과 반등 효과를 방지할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기술 개발과 적용에 있어 자연적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사회기술시스템의 관점으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과 거주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정에는 시행착오와 실패와 문제가 당연히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소중한 학습의 기회로 삼는 틈새와 리빙랩의 관점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기술사용자로서의 시민이 전문가 

못지않게 기술혁신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학습의 관점에서 비형식 교육과 무형식 학습을 포함한 보다 

다양하고 소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시민은 수동적인 소비자이자 

무지한 존재가 아니라, 참여 욕구를 지닌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주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 시민들의 주체적 역량 향상과 주도적 

지식 생산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시민들의 관점과 지식은 맥락적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기에 전문 지식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시민 

지식과 전문가 지식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식’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변혁 학습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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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제로에너지건축기술, 에너지 전환, 틈새, 리빙랩, 

사회기술시스템, 문화역사활동이론, 확장학습, 변혁적 환경 학습, 시민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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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영국 가디언지는 더 이상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으며, ‘기후위기’, ‘기후붕괴’, ‘기후비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현실을 반영한다는 기사를 낸 적이 있다. 1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를 말하는 시대, 이런 위기감을 반영하듯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각종 방안들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 관심들 중 한 축은 ‘제로에너지건물’에 대한 관심이다.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도 더 쾌적한 집, 제로에너지주택은 

건물 부분 기후변화 대응, 적응과 관련하여 관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건물 에너지소비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IPCC의 1.5도 이하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따라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배 증가시켰다.2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단계적으로 신축 건물에 제로에너지 성능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부터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 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5백㎡ 이상의 민간공공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성능 구현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연구 

                                            
1 더 가디언. 2019년 5월 17일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9/may/17/ 
2 국토교통부 제 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019년 12월.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21일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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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나 공기업, 민간기업과 손잡고 제로에너지주택 단지를 짓는 

시범사업들도 진행되고 있다. 2017년 말, 국내 최초의 제로에너지주택 

실증 단지가 생긴 이래, 2019년 5월 기준 제로에너지주택을 표방하는 

공동/단독주택단지가 벌써 6개로 늘었고, 현재도 속속 지어지고 있다.4   

제로에너지주택은 그 자체로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에 대한 긍정적 

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기술 혁신 측면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특정한 사회에 도입되어 안착되거나 혁신을 일으키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의 개발, 운영, 거주 과정에서 전문가, 

기술자, 정부, 시민들은 새로운 경험과 실험을 하게 된다. 단지 기술 

개발뿐 아니라 이를 적용하고 운영하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구조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바꾸어보는 실험을 할 수 있다. 실험과 

시행착오는 그 자체로 전환을 위한 학습 과정이 된다. 학습 측면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은 생태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풍부하여 

효과적인 환경 학습과 시민 역량 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시민들에게 

제로에너지주택 거주 경험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이면서도 강렬한 

경험으로, 삶에 밀착한 환경에너지학습이 가능하게 된다. 

제로에너지건축기술과 건축물은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을 향한 혁신의 

장이므로 더욱 시민들의 참여와 학습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제로에너지건축을 바라보는 연구자들과 언론, 대중들의 

시선에는 기술결정론과 기술낙관주의가 바탕이 되어 있다. 

                                            

4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현황(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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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주택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에는 ‘최첨단’이라는 수식어가 

종종 따라온다. 5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에 대한 선망과 홍보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소비자로서 이미 지어진 집을 구입하는 것, 이미 다 지어진 건물에 

살면서 적응하는 것, 그리고 좀더 나아가면 이 주택에 만족하고 장점을 

홍보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다른 역할에 대한 담론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제로에너지건축과 관련한 국내 연구도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거주자에 대한 연구나 사회문화적, 시민적 관점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한국에서는 에너지협동조합이나 에너지자립마을과 같은 

풀뿌리 에너지운동의 활성화로 에너지시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라는 역사적 경험과 더불어 숙의적 

에너지민주주의 담론도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에너지와 관련한 공동체 활동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에너지기술이나 전문적 영역에서의 

시민의 직접적 참여는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있다. 에너지 전환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기술적 논의에 좀처럼 시민들을 

참여시키지 않는다. 시민들 스스로도 에너지와 기술에 대한 중요한 

                                            

5 ‘[지방자치 3.0] 제로에너지주택실증단지란?’ 2017년 4월 3일. 

https://news.v.daum.net/v/20170403112625649?f=o 

‘[기고] 최첨단 제품·기술의 총아 제로에너지빌딩, 산업 고도화 촉진제’ 2018년 10월 

19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12006619374560&mediaCodeNo

=257&OutLnkChk=Y 

https://news.v.daum.net/v/20170403112625649?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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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정치적 판단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사례 연구에서, 활발한 에너지 공동체 활동을 하는 

풀뿌리 활동가들마저 “에너지는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조미성 & 

윤순진, 2016). 에너지기후변화 문제는 과학기술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시민 참여는 과학기술 시민성의 시각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 참여 장벽으로 작동하는 기술전문성의 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홍덕화 & 이영희, 2014).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기술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떠한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하였다. 이것은 시민 참여가 민주적 

에너지전환의 핵심이며, 지속가능한 미래상을 함께 그려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정부나 기술자들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적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지속가능한 주거 방식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과 더불어 시민의 역할로 돌리고자 한다. 특히 

다른 지속가능한 기술에 비해 주거 관련 기술은 거주자의 일상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에너지기술을 접하고 

상호작용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 제로에너지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기술에 시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개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학습하는지 살펴보았다. 지속가능한 전환의 관점에서 기술과 사람들의 

상호작용 방식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였으며,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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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틀로 문화역사활동이론을 차용하였다. 문화역사활동이론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학습의 내용과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인 힘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학습의 변혁적 역동성과 집단적 속성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윤창국 & 박상옥, 2012). 한 개인뿐 아니라 

그들간의 관계와 이들이 만들어내는 집단, 그 사이를 매개하는 건축과 

기술, 시장과 제도 등 제로에너지건축기술을 둘러싼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로 문화역사활동이론이 적합하였다. 또한 

무형식 학습의 역동성과 집단적 혁신 활동의 발전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확장 학습이라는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제로에너지주택 

거주자들의 학습 과정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더불어 시민들이 

고유한 관점과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전환적변혁적(transformative) 학습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사회의 모습을 그려내는 작은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질문과 연구의 흐름 

 

이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물음은, ‘시민들은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며, 이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가?’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기술을 매개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으로 전환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 학습이 가능하고 필요한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시민과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영역, 그리고 시민들이 이를 통해 

학습하거나 지식을 해석하고 생산하는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다.  

기술과 시민의 상호작용에 관한 질문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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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제로에너지건축 기술과 만나는 지점에서 어떠한 사건과 

활동이 발생했는가? 둘째, 시민들은 제로에너지건축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행위하는가? 시민의 학습과 지식 생산에 대한 

물음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시민들은 제로에너지주거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가? 둘째, 시민들은 제로에너지주거 

생활을 하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며 어떤 지식을 생산하는가? 셋째, 

제로에너지건축기술을 매개로 한 시민들의 참여와 학습을 가로막는 

기제는 무엇인가?  

 

<표 1> 연구 질문 

상위 질문 시민들은 제로에너지건축기술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며, 이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가? 

기술-

시민 

1. 시민들이 제로에너지건축기술과 만나는 지점에서 

어떠한 사건과 활동이 발생하는가? 

2. 시민들은 제로에너지건축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행위하는가? 

지식-

학습 

3. 시민들은 제로에너지주거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가? 

4. 시민들은 제로에너지주거 생활을 하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며 어떤 지식을 생산하는가? 

5.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을 매개로 한 시민들의 참여와 

학습을 가로막는 기제는 무엇인가? 

 

이 논문은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진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 현장 개요, 연구방법이 소개된다. 2장에는 제로에너지건축 

개념과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시민의 학습과 지식 생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소개하였다. 3장에는 A주택에서 일어난 사건과 시민들의 

반응과 활동을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A주택 주민들의 학습과 지식 



 

 18 

생산과 관련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5장에서는 앞의 두 

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기술-시민의 측면과 학습-지식의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6장에서 요약과 결론을 내리고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그림 1> 연구의 구조와 흐름 

 

 

 

제 3 절 연구 방법 

 

1. 사례연구와 사례의 범위 

 

사례 연구란, 맥락 속에서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시간의 경계에 따라 하나의 ‘경계 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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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탐색하는 연구이다(Creswell, 2015). 사례는 하나의 사건이나 

과정,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연구에서 다룬 사례는 일군의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사례로 간주하고 있다. ‘사례’ 연구라는 용어는 

단일한 사례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Stake, 2005). 사례 연구는 연구자가 사건을 통제하기 힘들고 

동시대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다룰 때 선호되는 연구 방법이다. 

사례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단순히 사건의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건들의 관계에 ‘어떻게’와 ‘왜’에 관한 적절한 

답을 찾는 것이다(Yin, 2016).  

일반적으로 사례 연구에서 사례의 이야기는 그 자체가 결과로서 

온전히 담론 자체로 읽혀야 하며, 이것을 요약하여 일반적인 명제나 

이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다(Flyvbjerg, 2006). 그런데 

비전형적인 사례를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면 사례연구 결과가 이론적 

일반화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도 있다(Flyvbjerg, 2006). 국내에는 

제로에너지주택 단지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A주택의 사례는 비 

전형적이고 극단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런 사례는 더 많은 행위자와 

더 근본적인 기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Flyvbjerg, 2011). 따라서 적은 사례를 가지고도 사례연구가 이 

분야에 주는 이론적 시사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사례연구를 그 자체로 방법론의 하나로 보는 입장(Denzin & 

Lincoln, 2014; Creswell, 2015)과, 사례연구는 방법론이 아니라 

단위의 경계 구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Stake, 2005; Flyvbjerg, 

2011; Yin, 2016)보는 입장이 있다. 전자의 학자들은 질적연구방법의 

하나로 사례연구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 입장에서는 관찰과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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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Creswell, 2015). 반면 후자의 입장에서는 사례의 경계가 

중요하고, 질적 연구든 양적 연구든 여러 방법으로 연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Flyvbjerg, 2011). 이 연구에서는 사례를 탐색하기에 질적 

연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소집단의 역동에 대해 국지적이지만 총체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였고, 사건의 맥락과 흐름과 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조용환, 2008). 그러나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설문조사 결과도 문헌 자료의 일부로 수집하였기에 

결과적으로는 정량적인 자료도 사용하게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량적 

성격의 자료든 정성적인 자료든 사례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기술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모두 충분히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Yin(2016)은 사례 연구의 유형을 설명적(explanatory), 

탐색적(exploratory), 기술적(descriptive) 연구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설명적 사례연구는 현상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탐색적 사례연구는 연구 주제가 새로운 것이거나 특이한 

것이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일 경우,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없어서 개방적인 성격을 띤다. 한편 기술적 사례연구는 현상을 기술하는 

연구로, 탐색적 연구보다 훨씬 구조화되고 상대적으로 적은 변수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Yin, 2016). 이 연구는 초기에는 탐색적 

사례연구로 시작하였으나, 자료가 수집되고 연구가 진행되면서 ‘기술과 

시민참여’라는 비교적 명확한 초점이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후반부에는 

기술적 사례연구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어떤 연구를 사례 연구라고 정의할 때, 그 연구에서 개별 사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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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구분은 중요한 지표가 된다(Denzin & Lincoln, 2014). 특히 

사례연구에서 시간적 경계와 공간적(인적) 경계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례연구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인 “현상”과 사례 밖의 

자료인 “정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Yin, 2016). 이 연구에서도 

사례의 시간적, 공간적(인적) 범위, 그리고 사례 외부의 정황을 

구분하였다. 사례 단위가 집단이기 때문에 사례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핵심 참여자와, 사례의 경계 내에는 있지만 중심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부수적 참여자들이 존재하게 된다.  

A주택 사례의 시간적 범위는 거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2017년 

12월부터 연구가 마무리되는 2019년 10월까지이다. 다만 문헌 자료는 

시간적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았고, 언론 기사 등은 추가적인 정황 

자료로서 참고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A주택 단지의 경계로 

한정지어진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제한된다. 

단지의 설계와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건축가 등 전문가 집단, 공무원들, 

주택관리자들, 정치인,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경계의 

바깥에서 상황적인 맥락을 형성하는 이해관계자들이다. 다음 <그림 

2>는 Miles와 Huberman(2009)의 사례 분석 단위에서 초점과 경계를 

표현하는 아이디어를 변형하여 도식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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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례의 분석 단위: 초점과 경계 

(Miles & Huberman, 2009)변형 

 

2. 자료 수집과 분석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연구 방법은 참여관찰법이다. 

참여관찰자들의 연구 유형을 분류하자면, 연구 대상의 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비 참여부터 수동적 참여, 중간 수준 참여, 적극적 참여, 

완전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자가 처한 입장을 

Spradley(2006)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완전 참여자(complete 

participant)였다. 완전 참여자는 연구 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 

(Spradley, 2006)일상적 참여자로서 현장에 완전히 소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2018년 1월 A주택에 입주하여 

연구현장에 2년간 입주민으로 상주하였다. 연구자는 내부인으로서 

오랫동안 현장에 머물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였으며, 주민들만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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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은 Yin(2016)이 제시한 사례연구의 네 가지 원칙을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제시한 원칙들은 첫째, 두개 이상의 

자료원을 사용하며, 둘째, 사례연구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셋째, 

증거의 연결고리를 만들 것과,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와 같은 전자적 

정보원을 이용한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Yin, 2016).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질적 사례 연구에서 쓰이는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이용하였다. 해당 사례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연구, 참여관찰 일지,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 등을 사용하여 

사례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풍부하게 수집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가 포화(data saturation)’될 때까지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료의 포화란, 추가하는 자료가 모두 기존 

범주와 코딩에 포함되어 새로운 범주가 생성되지 않아 새로이 자료를 

더 수집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Bowen, 2008). 이 개념에 

따른다면 이 연구에서도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수집했다고 말할 수 

있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인간의 삶과 사회는 그 자체로는 

무궁무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범주화시키는 

관점과 역량에 있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문헌 연구에서는 문서, 회의록 등 기록물, 언론 기사 등 일반적인 

문헌 자료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카페 등 다양한 

온라인 자료원을 수집하였다. 주민대표회의나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기록한 회의록은 주요한 자료가 되었다. 또한 온라인 자료원도 

중요한 자료였는데, 입주민들은 온라인 카페와 SNS를 통한 소통이 

활발하였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의 90%가 5년 이하 신혼부부 세대로 

구성되어, 젊은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온라인 카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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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되어 있었다. 수집한 자료들은 파일로 만들고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증거를 수집한 상황을 기록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입주민들이 직접 진행했던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이다. 6  이 설문조사는 원래 연구의 일부로 

진행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로 수집한 것이다. 설문 결과를 자료로 수합한 이유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이들의 목소리가 묻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구자는 협동조합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회의록과 온라인 카페 자료, 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번째 단계는 주로 문헌을 

통한 자료수집이다. 이 단계에서는 회의록과 홈페이지, 온라인 카페 

등에 공개된 문서와 참여관찰을 기록한 연구자의 연구일지를 주로 

살펴보고 1차 코딩을 하였다. 이 단계에서 자료 분석의 기본 단위는 

특정한 주제를 가진 ‘사건’이다. 사건별, 주제별로 자료를 분류하고 

정렬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1차 코딩을 통해 드러난 핵심적인 주제 및 

사건과 연관된 중요한 발화자를 추적하였다. 자료를 다시 발화자별로 

정렬하여 주민, 관리자, 전문가 등으로 발화자가 속한 집단을 나누었다. 

                                            
6 주민설문조사는 먼저 2회의 주민 모임을 통해 대략적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

고 이를 토대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8년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였고, 조사방법은 온라인 설문을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설

문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10세대에는 별도의 종이 설문을 배포하여 수합하였다. 총 

118세대 중 112세대가 설문에 참여하여 94.9%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높은 응답률

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자 했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 연구자는 당

시 이사회 일원으로서 설문조사 과정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본래 설문 자체를 연구목적

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었다. 설문 실시 주체는 협동조합 이사회이며 이 설문조사결과의 

저작권은 이사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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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발화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2차 코딩을 하여 주제를 수정하거나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화자별 발화 내용을 통해 각 집단의 관점을 

재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그림 3> 참고) 자료수집과정에서는 

가급적 모든 면담과 모임, 행사 내용을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그림 3> 분석의 절차 

 

자료 분석 두 번째 단계에서 발화자별 분류를 통해 이들 

이해관계자들을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을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 이유는 사례의 특수성에 기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었다. A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수 주민들은 다양한 기관이 진행하는 여러 번의 

설문조사와 언론 인터뷰 요청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다. 7  또한 

                                            
7 입주자들은 입주 서류를 작성하면서 설문 조사 문항도 함께 작성했다. 그 이후 입주

민 이사회를 포함한 여러 기관들과 연구자들의 설문조사가 1년 반 동안 총 다섯 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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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에서 보다 자세한 기술을 하겠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연구’라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험쥐’가 된 것 

같다는 소외감 등을 호소하였다. 이로 인해 실제로 한 주민은 

개인적으로 면접은 얼마든지 하겠지만 면접 내용이 연구에 쓰이는 것은 

싫다는 의사표현을 해서, 그와 면담을 하고 나서도 내용 전체를 자료로 

쓰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문헌 자료를 일차로 분석하고 면접을 보조적으로 사용한 전략은 

결과적으로 질적사례연구 접근법으로 유용했던 측면이 있다. 면접을 할 

때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자신의 관점이나 편견, 연구 목적에 의거하여 

면접 질문을 구성하게 되고, 자칫하면 다소간의 연구자 개입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8  그러나 온라인 카페와 홈페이지, 회의록 등의 

자료를 일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슈가 되고 있는지가 먼저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은 질적연구에서 이론의 관점에 사물과 현상을 끼워 

맞추기보다는, 개별 사물과 현상의 고유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조용환, 2012). 따라서 상황의 중요한 

측면을 먼저 자연스럽게 포착하고 이와 관련한 주제를 면접에서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각종 언론들을 포함한 방문자들의 개별 인터뷰, 포커스그룹 인터

뷰 요청이 부지기수로 많았다.  
8 연구자 효과는 면접할 때 면접자의 태도, 인상 등에 의해 피면접자의 태도나 발화 내

용이 달라지는 것 등을 말한다. 이것과 비슷한 개념으로는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가 있다. 자기 자신이 연구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혹은 자신들이 주목받

고 있다는 자각에 의해 어떤 실험이나 연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동의 변화

를 말한다(이종규, 2006). 호손 효과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자연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연구자가 관심을 보여주어서 발생한 일인지 구분할 수 없어 타당성에 문제가 생

길 수도 있다(Onwuegbuzie & Leech,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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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었다.  

연구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모든 참여자들은 이름을 지우고 번호로 대체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취지와 목적에 대해 이해를 구하며, 면접과 참여관찰 및 온라인 

대화 등 자료수집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연구 

참여자가 원할 때는 언제라도 참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미 수집한 

자료의 사용에 대해서도 연구 참여자의 허락을 얻었다. 자료가 먼저 

수집된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사후 동의를 얻고 참여자 

검토(member check)를 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간혹 회의록과 설문 응답, 온라인 자료 등 문헌자료에서는 발화자를 

알 수 없는 자료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문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관리자들과 전문가들의 

발화는 보고서 및 공식적인 행사와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만을 자료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시에는 개방 코딩을 통해 의미를 추출하고 범주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1차 코딩에서는 Saldaña(2009)의 부호화 방법에 

따라 구조, 현장, 감정 부호화를 주로 사용하였다. 구조 부호화는 특정 

연구문제를 밝히는 데 유용하고, 현장 부호화는 참여자가 실생활에서 

쓰는 용어와 직접적인 음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Saldaña, 2009). 

참여자가 직접 발화한 현장 부호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차별화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감정적으로 고양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상황을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해 감정 부호화를 병행하였다. 두번째 

분석을 할 때는 두 사례를 비교하면서 대조 부호화를 주로 사용하였다. 

대조 부호화는 두 개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현상을 설명하며 관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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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갈등을 분석하고 권력관계를 분명히 드러낼 때 

유용하다(Saldaña, 2009).  

이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자료원을 사용했다. 

언론 기사와 인터넷 자료, 회의록, 보고서 등 문헌 연구, 참여관찰일지, 

면접 등 가능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에 대해 참여자 확인(member check)을 받음으로써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참여자 확인은 참여자들에게 되돌아가 자료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들의 이야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신빙성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법’이다(Lincoln & Guba, 1985). 

 

3. 질적 연구 도구인 연구자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중요한 연구도구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연구자의 관점과 감정은 연구에 투영된다. 

Creswell(2017)에 따르면, 질적 연구 과정은 그 자체로 감정적 

여정이며,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감정적 고조는 더 

심화된다(Creswell, 2017). 또한 연구자가 현장 조사를 하면서 

자료수집을 할 때 정신적, 감정적으로 매우 지치게 되는 ‘분석적 에너지 

고갈’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Yin, 2016).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째, 연구 참여자와의 래포(rapport) 형성에 따른 몰입으로 

인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둘째는 

연구참여자가 가진 강력한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자료가 내포한 감정에 

압도되기도 하기 때문이다(Dickson-Swift et al., 2009). 이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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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완전 참여자이자 내부자로서 참여관찰을 하였다. 환경교육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주민이었기 때문에 주된 연구 참여자인 주민들의 

입장에 보다 공감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집한 

자료를 전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그 자료가 자체적으로 

품고 있는 강력한 감정에 이입되기도 하였다.  

질적연구에서 연구자는 ‘초월적 관찰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입장 

지어진 주체’이므로, 맥락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 연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현서, 2018). 그러나 질적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은 과학적 인지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자가 처해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다 분명히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식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현서, 2018). 이 연구에서 

질적 연구자의 공감은 주요 연구 참여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보다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그리고 연구자 자신은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시각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질적 연구는 객관성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자의 

가치와 정체성, 감정을 명료하게 드러냄으로써 맥락적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획득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주민이라는 정체성이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잠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작업이 필요했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 

특정한 입장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연구자의 경험과 감정이 

현상을 해석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스스로 인식해야만 

했다(Creswell, 2017). 이 연구는 초월적 해석자인 연구자가 아닌, 

‘위치 지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생활인으로서의 연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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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으로 기술하고 분석한 결과물이다. 유일한 하나의 해석학적 진실은 

없으며, 해석을 평가하는 각각의 기준을 가진 다양한 해석학적 공동체가 

공존한다(Denzin & Lincoln, 2014).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하나의 

관점이 아닌, 여러 다양한 관점 중 독특한 하나의 관점으로 이 연구 

결과를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자는 이 연구 과정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의 원인을 

분석하고 여러 정체성이 교차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연구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단지 논문 생산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대변하기 어려운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현장과 그곳의 여러 존재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여러 

은폐된 사실과 모순을 드러내는 데 동참하는 존재”다(정수남, 2018). 

연구자는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으며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드러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처한 맥락과 그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작업은 

연구 현장의 권력 관계와 불평등을 인식해내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목소리를 부여하는 일은 연구 참여자들의 주체성 발현과 역량 형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 드러내기와 불평등에 

대한 연구자 인식은 ‘비판적 연구자-브리콜뢰(bricoleur)’로서 연구자 

자신에 대한 인식과 연결된다. 9  특히 교육 연구자로서 브리콜뢰는 

권력의 문제는 지식 생산과 공유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에 

                                            
9 브리콜뢰(bricoleur)는 브리콜라주(bricolage)를 하는 사람, 즉 이것저것 잡동사니를 

모아 퀼트를 만드는 사람을 의미한다. 질적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하나의 해

석적 관점을 만들어내므로 흔히 브리콜라주에, 질적 연구자를 브리콜뢰에 비유한다

(Denzin & Lincol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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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지식 생산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된 이유다. Kincheloe와 동료들(2011)은 권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비판적 연구자-브리콜뢰’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판적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활동이 연구현장의 불평등을 인식하고 정치

적 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브리콜뢰는 지배 

권력과 다양한 사람들이 갖는 세계관을 더 이해하려고 한다. 이런 맥락에

서 브리콜뢰는 엘리트 그룹이 통제하는 지식 생산과 그러한 지식이 가져다 

주는 혜택을 제거하려고 시도한다. 엘리트 그룹은 그들의 특권을 지속적으

로 강화하려 하며 소외된 집단을 더 멀리 밀어낸다. 브리콜뢰는 이러한 상

태를 거부하고 소외된 집단의 이데올로기적 요구, 정보에 대한 요구를 설

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적 작업에 헌신한다(Kincheloe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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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한 소재인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였다. 다음으로 기술과 시민의 관계를 보여주는 

논의와 더불어 기술의 발전에 있어 시민들의 역할과 시민 지식 생산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틀로서 문화역사활동이론과 

확장학습,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변혁적 학습 논의를 소개하였다.  

 

 

제 1 절 제로에너지주택 

 

이 절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 개념과 정의를 정리하였다. 

제로에너지주택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공간의 하나로 주목해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로에너지건축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간과되지만 주요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거주자의 역할과 학습의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1. 제로에너지건축 개념과 정의 

 

제로에너지건축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다양하고 폭넓은 정의가 있다. 

사용자마다 제로에너지건물에 대한 다른 정의와 개념을 쓴다. 사실 

제로에너지건물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에너지원을 거의 쓰지 않았던 

산업혁명 이전 시대 건물들은 거의 제로에너지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화석연료와 에너지 사용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유럽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현대적 의미의 제로에너지건물 개념이 등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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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Marszal & Heiselberg, 2009). 제로에너지건물의 정의를 

언급한 문헌들을 살펴 본 Marszal과 Heiselberg(2009)는 핵심적으로 

무엇을 ‘제로’라고 하는지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로에너지라고 했을 때는 에너지사용이 제로인 경우, 에너지비용이나 

탄소배출량이 제로인 경우 등 여러가지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제로에너지건축 개념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Torcellini와 

Crawley(2006)의 정의는 비용과 탄소배출 등의 경우를 포함하여 

에너지원이 오는 지점과 에너지사용의 결과를 나타낸다. 이들은 

‘제로’라는 단어가 사실은 ‘순제로(net zero)’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투입과 산출량이 같다는 의미이지 흐름이 제로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10 다음 <표 2>는 Torcellini와 Crawley(2006)가 네 가지로 

정의한 제로에너지건물 개념에 Marszal과 Heiselberg(2009)가 각 

개념의 장단점을 언급한 것을 통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이중에서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건물(주차장 등 포함)에서 

바로 생산하는 경우는 순제로최종에너지 건물이고, 일정한 경계 내에 

발전소가 있어서 그 경계 안에서 사용량을 생산량이 충당하는 경우는 

순제로일차에너지 건물이다. 순제로일차에너지 건물 개념은 제로에너지 

달성을 위해 전력망의 핵심적인 역할로서 지역공동체와 

제로에너지타운에 주목하게 된다. “순제로에너지건물은 일년을 단위로 

했을 때 전력망으로부터 받아오는 만큼의 에너지를 전송하는 에너지 

계통 연결 건물(Garde, 2017)”이라는 다른 정의도 여기서 파생된다.  

                                            
10 국내에서는 ‘net zero’라는 용어를 번역하지 않고 넷제로(net zero), 니얼리 제로

(nearly zero) 등으로 원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순제로(net zero), 근제로(nearly 

zero)라는 번역어는 본 연구자가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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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순제로에너지건물의 네 가지 정의와 장단점 

유형 개념 

순제로일차에너지 

건물 

net zero source 

energy building 

에너지원을 고려했을 때 사용하는 만큼 생산함. 

에너지(source energy)는 생산하여 현장(site)에 공급

하는 일차 에너지(primary energy)를 말함 

장점 국가에너지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나타내기에 

더 좋은 모델, 목표 달성 용이 

단점 연료 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음(오염, 연료공급 가능성) 

총 에너지비용을 고려하지 않음 

순제로최종에너지 

건물 

net zero site 

energy building 

현장(site)에서 측정했을 때 사용하는 만큼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 

장점 실행하기 쉽고 입증하기 쉬움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소통하기 쉬움 

에너지효율적 건물 설계를 촉진함 

단점 천연가스를 상쇄하기 위해 더 큰 태양광 발전 

용량이 필요함 

‘현장’의 정의도 필요 

연료의 유형(오염)이나 시설망에서의 

비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음 

순제로 에너지비용 

건물 

net zero energy 

cost building 

일년을 봤을 때 건물 소유주가 지불하는 비용과 

재생에너지생산으로 얻는 수익이 균형을 이룸 

장점 실행하기 쉽고 측정하기 쉬움  

에너지 비용의 합이 부과로 쉽게 확인됨 

단점 시설 요금 구조의 영향으로 제로에 

도달하기는 어려움 

탄소배출순제로 건물 

net zero energy 

emissions building 

건물이 사용하는 총 에너지로 인한 배출량이 제로 

장점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위한 좋은 모델 

단점 계산하기 어려움 

출처: (Torcellini & Crawley, 2006; Marszal & Heiselber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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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들은 세번째 정의인 순제로에너지비용 건물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선호하며, 시장성 측면에서도 순제로에너지비용 건물 개념이 

가장 유효하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정의 중 가장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 맞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향해야 할 것은 탄소배출순제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개념들이 의미하는 것은, 제로에너지건물 정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책 결정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위 정의들 

중 하나를 쓸 수 있고,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변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기후대와 다른 문화, 다양한 목적의 건물은 각각에 적합한 

제로에너지 건물 정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Marszal & Heiselberg, 

2009).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해 제로에너지건물 정의도 변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미래 50년간의 

기상 전망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기존 기준으로는 

제로에너지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준다(Robert & 

Kummert, 2012). 이들 연구자들은 기존 제로에너지건물 설계에서는 

과거 기상 데이터만을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 설계와 기준에 있어서는 

기후변화라는 조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로에너지건물에 대한 가장 간략하고 직관적인 개념 정의는 

‘건물이 생산한 에너지-건물이 소비한 에너지=0’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주택을 “주택에 필요한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주거기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 사용하는 주택”으로 정의한다(국토교통부, 

2018). 보다 폭넓게는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절감한 소비량과 

생산량이 균형을 이루는 건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민경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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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다만 이 정의는 균형의 단위를 최종에너지로 잡는지 1차 

에너지로 잡는지, 에너지 이용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데 이 정의에만 따르면 건물이 에너지를 많이 써도 그만큼 

많이 생산하기만 하면 제로에너지가 될 수 있다. 다음 <그림 4>와 같이 

많이 쓰고 많이 생산해도 제로가 되고, 적게 쓰고 적게 생산해도 제로가 

된다. 그러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그만큼 경제성을 실현하기도 어렵기에, 제로에너지건축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물을 전제로 한다. 즉 

제로에너지건물은 건물의 단열 성능을 극대화해서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 

기능을 위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물이다.11 

<그림 4> 두 가지 제로 에너지 

출처: 한국패시브건축협회(www.phiko.kr) 

 

 

                                            
1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6421/DTL.jsp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6421/DT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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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5>의 개념도에 등장하는 ‘패시브’는 건물 사용에너지를 

최소화하는 패시브하우스 건축기술을 말하며, ‘액티브’는 

재생에너지설비로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5> 제로에너지건물의 개념 

출처:(국토교통부, 2018)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여 냉난방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패시브건축은 1990년대 이후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 개념이다.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독일 패시브하우스 

연구소(PHI) 정의에 따르면, “패시브하우스는 단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물이 아니라 에너지효율성, 쾌적함,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물의 기준”이다. 12  PHI는 패시브하우스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패시브하우스는 기존 건물과 비교해서는 90%, 신축 건물 표준과 비교해서

는 75%의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패시브하우스는 년간 단위면적

당 난방에 1.5ℓ 이하의 석유나 1.5m3 이하의 가스 만을 사용한다.”(PHI 홈

페이지) 

                                            

12 PHI(Passivehaus institit/Passive House Institute) 홈페이지. 

https://passivehouse.com/02_informations/01_whatisapassivehouse/01_whatisapas

sivehouse.htm  

https://passivehouse.com/02_informations/01_whatisapassivehouse/01_whatisapassivehouse.htm
https://passivehouse.com/02_informations/01_whatisapassivehouse/01_whatisapassivehous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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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로에너지건물의 개념도 

출처:(국토교통부, 2018) 

 

<그림 6>과 같이 국토부가 제시한 제로에너지건물 개념도에서 

패시브건축 기술 요소는 고단열 지붕, 고단열 벽체, 폐열 활용, 외피, 

차양 시스템, 고기밀 창호, 고단열 바닥 등을 말한다. 액티브 요소인 

재생에너지로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기, 지열, 펠릿보일러 등을 

언급하였다. 

현재 기술 수준이나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완전하게 제로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로에너지 

건물의 엄격한 정의로부터 한걸음 물러나서 순제로가 아닌 

‘근제로에너지 건물’(Nearly zero energy building) 기준을 사용하여 

각 나라 현실 상황에 맞추기도 한다(Marszal et al., 2011).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제로에너지건물 기준을 순제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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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제로에 맞추고 있다. <표 3>과 같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인증할 때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만 되어도 5등급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각에서는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기준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국토부 담당자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최대한 제로에너지라는 개념을 인식시키고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13 

<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인증 등급 비 고 

ZEB 1 에너지자립률이 100% 이상 

ZEB 2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 

ZEB 3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 

ZEB 4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 

ZEB 5 에너지자립률이 20%이상 ~ 40% 미만 

출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5조) 

 

제로에너지 인증 취득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2019년 5월 기준 

예비인증을 포함한 전체 인증 취득 54건 중, 본인증 건물이 6건에 

불과한 것만 보아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14  그 중 주거용은 5건인데 

이들은 모두 예비인증이고 1곳이 4등급, 나머지 4곳은 5등급이다. 15 

한편으로는 건물 설계 단계에서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제로에너지 목표 

달성 여부가 달려 있다.  

                                            
13 ‘제로에너지건물 정부 정책방향’, ZEB 시스템 기술세미나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2019년 5월 24일. 
14 예비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 적합성에 대해 설계도서를 평가·인증 

  본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 적합성에 대해 준공 건축물을 평가·인증 

15 국토 교통부, 201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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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을 위한 공간으로서 제로에너지주택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은 일종의 지속가능기술(sustainable 

technology)이다. 지속가능한 기술은 전기자동차, 태양광 발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기술을 

말한다(박동오 & 송위진, 2008).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transition)을 추구하는 전환 연구자들은 기술의 역할 및 

발달확산쇠퇴를 사회적 맥락과 긴밀하게 연결시켜 사회-기술시스템의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그 중 전략적 틈새 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 접근은 일반적인 사회기술시스템 연구와 다르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려는 목표가 확실하고, 연구 대상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기술을 주로 다루고 있다(Hommels et al., 2007).  

전략적 틈새 관리는 공고하게 형성된 한 체제가 새로운 체제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처음에는 기존 시스템에서 

독특한 작은 ‘틈새’로 시작했지만 이 틈새 실험이 살아남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면, 이것은 ‘체제(regime)’에 영향을 주고, 종국에는 경관의 

변화를 일으켜 시스템이 변화하게 된다(Geels, 2002).(<그림 7> 참고) 

특히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적 틈새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여 

급진적 혁신을 주도하게 된다(Schot & Geels, 2008).  

박동오와 송위진(2008)에 따르면 전략적 틈새 관리 개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는 정책적 적용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 접근이 기술 중심시장 실패론적 접근이라면 틈새 관리 

접근은 사회기술시스템적 접근으로서, 기술만이 아니라 기술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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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용자, 관련 하부 구조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다. 둘째, 따라서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는 참여적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 

셋째, 전통적인 정책 방식과 달리 전략적 틈새 관리에서는 지속가능한 

전환에 보다 적합하게 미래의 목표를 정하고 되짚어 현재의 전략을 

도출하는 백캐스팅(backcasting) 방식을 적용한다(박동오 & 송위진, 

2008). 

 

 

<그림 7> 틈새를 포함한 위계의 다층적 수준 

출처: (Geels, 2002) 

 

전략적 틈새는 발생과 성장, 해체의 단계를 거친다. Kemp와 

동료들(1998)은 이를 5단계로 구분하여, 기술의 선택, 실험의 선택, 

실험의 설치, 실험의 확대, 보호 해제로 나누었다.(<표 4> 참고) 틈새가 

성공적으로 발생하고 성장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적인 과정은, 기대감을 

관리하기,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학습이다(Kemp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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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가지 핵심적인 과정은 모두 참여하는 주체들의 학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전략적 틈새 관리에서는 기술적 변화에 따른 

틈새의 관리와 학습을 주요한 목표로 삼는다.  

 

<표 4> 전략적 틈새의 설치와 해체 5단계 

단계 활동 내용 

1단계 기술의 선택 기술적 기회가 있고 확장과 확대 가능한 기술 

효용성이 있으며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 기술 

2단계 실험의 선택 특정한 문제로 인해 새로운 기술이 크게 의미가 

있고 신기술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 

환경적 다양성, 새로운 기술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 

3단계 실험의 설치 보호와 선택 압박의 비중 조절 

경제적 보호, 기술적 보호, 사회제도적 보호 

4단계 실험의 확대 정부의 지원 여부 결정 

정부가 이 기술을 꼭 지원해야 하는가의 문제제기 

5단계 보호 해체 해당 기술이 자립하거나 탈락됨 

출처:(박동오 & 송위진, 2008) (Kemp et al., 1998)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에서 제로에너지/패시브건물을 바라보는 

연구자들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틈새의 혁신적 역할에 주목한다. 

Brown과 Vergragt(2008)는 보스턴 제로화석연료(zero-greenhouse 

gas emission)주거용 건물의 경험적 사례 연구를 통해 건물의 설계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학습과정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기술적 관심뿐 

아니라 그에 관련된 팀과 개인들의 학습과 관련한 역동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 결론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 학습은 개인적인 수준과 

팀 수준에서 동시에 일어나며, 이 학습은 주로 문제 규정에서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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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다. 둘째, 참여자들의 팀 학습은 세계관과 해석적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들은 제로에너지건축에 

있어서 건축물은 물론이고 건축 과정 자체가 혁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Brown & Vergragt, 2008).  

제로에너지건축물은 혁신의 장이다. 성공적으로 잘 설계하고 성과를 

거두는 것은 어렵지만 그 과정 자체가 다른 기존 건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험의 장이다. 전략적 틈새 관리에서 ‘학습’은 실험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틈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의 범위를 

확장하고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적 학습을 촉진함으로써 저항의 

공간을 창조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Hoogma et al., 2002). 

그리고 생산자, 기술 설계자, 사용자 간 연합된 사회적 학습 과정이 

조직되어야 한다(Ornetzeder & Rohracher, 2009). 여기서 학습은 

기술적 측면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사용자 맥락, 정부 정책 등에 대한 

학습 등도 모두 해당한다(Hommels et al., 2007).  

틈새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 비전을 설정하는 과정은 틈새 

내외부의 동의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박동오 

& 송위진, 2008). 틈새는 그것이 만들어진 내부는 물론이고, 틈새를 

바라보는 외부, 크게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내부 행위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운용방법을 습득하고 문제점을 인지한다. 한편 

외부에서도 역시 운영과정을 살펴보며 이를 관찰하게 된다. 틈새의 

운영은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외부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제로에너지건물의 과정과 성과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며 제도와 시장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틈새의 성공 여부는 특정 사례 결과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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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여부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틈새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혁신 가능성을 보여주어 레짐을 변화시킬 때 성공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제로에너지건축 성공 여부는 한 건축물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실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으며 

얼마나 다른 사례에 도움이 되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틈새의 성공을 위한 학습 과정을 가장 잘 조직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는 리빙랩(Living lab)이다. 리빙랩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혁신 

과정에서 기술 사용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시장성을 높이는 

방편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의 실험을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틈새로서 그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성지은 & 박인용, 

2016). 리빙랩이 전통적인 테스트베드에 비해 가지는 강점은, 통제된 

공간이 아닌 실제 생활 공간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병걸, 2017). 

모형(mock up)주택이 아닌, 실제로 평범한 시민들이 거주하며 기술 

적용과 혁신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단지는 리빙랩 

관점이 적용되기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리빙랩은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에 따라 기업 주도형, 지자체 주도형, 

연구기관 주도형, 사용자 주도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사용자 

주도형 리빙랩이 가장 문제해결력이 높으며 지속성이 강하다(성지은 et 

al., 2013).(<표 5> 참고)  

기술혁신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사용자이기 때문에 기술과 

사용자를 분리해서 바라보기 어렵다. 따라서 리빙랩에서는 기술 

사용자로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다(김준한 & 한재각, 2018). 리빙랩 

관점에서 사용자는 수동적인 고객이나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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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주체로 간주된다(송위진, 2012). 

 

<표 5> 주도 주체에 따른 리빙랩의 유형 분류 

리빙랩의 유형 특성 

기업 주도형 기업이 리빙랩을 통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테스트. 지속성은 약하나 단기간 성과 창출이 

빠름 

지자체 주도형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역 커뮤니티가 리빙랩 기반 및 

조력자로서 참여하며, 혁신 지식정보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쉽게 확산 

연구기관 주도형 연구 기능을 가진 혁신 주체(대학, 연구소 등)가 

리빙랩 활동을 주도하며, 이미 존재하는 기술 활용 및 

혁신 플랫폼 구축에 의의를 둠 

사용자 주도형 리빙랩 네트워크 및 활동이 사용자에 초점이 맞추어진 

형태로, 사회문제 해결력과 리빙랩 지속성이 강함. 

출처: (성지은 et al., 2013) 

 

  

3. 제로에너지주택과 시민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설계와 설비 등 기술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 연구자가 아는 한, 거주자와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국내에 제로에너지건물 자체가 소수이고 그 

극소수 건물마저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거주자들이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럽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전환이라는 정책 하에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기술적 연구뿐 아니라 거주자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연구,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들 중 일부는 제로에너지건물의 실질적 에너지절감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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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이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이 단선적으로 

에너지효율성과 에너지절감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에너지 효율성 증가는 그 의도와는 다르게 반등 

효과(rebound effect)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16  특히 건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이 에너지비용 감소로 나타날 때, 거주자들은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거나 다른 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하여 총 에너지 소비 감소 

효과는 사라진다는 연구도 있다(Bourrelle, 2014). 그렇다면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서 건물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어떻게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건축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거주자 행위와 심리, 문화적 연관성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다. 제로에너지주택의 경우, 건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자 

행동으로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의식과 정보의 정도, 관성, 리바운드 

효과, 문화적 상징,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요소 등을 들 수 있다(Garde, 

2017). 

거주자 행동은 건물 에너지사용 예측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동시에 가장 불확실한 요소다(Barthelmes et 

al., 2016). 한 연구에서 가정 에너지 사용의 대략 반 정도는 주택 

특성과 장비에 의존하며, 나머지 반은 거주자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Schipper et al., 1989).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거주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최대 300% 이상 에너지 소비 차이가 

                                            
16 반등 효과(rebound effect)는 ‘제본스의 역설’(Jevons Paradox)과 유사한 개념이다. 

Jevons는 『The Coal Question』(1905)이라는 책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효율이 향상되면 

오히려 자원의 소비가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제본스의 역

설’이라고 일컫는다(Alcott, 2005). 실제로도 에너지효율성이 향상되었지만 국가적인 총 

에너지소비량은 더 늘어나는 현상이 관찰된다(Gunderson & Yu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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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Mahdavi, 2011). 건축자재와 기술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건물 성능이 향상될수록 건물에너지 성능에 

있어서 거주자 역할은 이에 비례하여 더 커진다(Garde, 2017). 

제로에너지주택은 열적으로 민감한 건축물이어서 거주자 인원, 거주자의 

작은 행동과 생활습관에 따라서 상당한 성능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거주자가 느끼는 쾌적함을 고려하지 않고 에너지와 숫자에만 

의존한 디자인은 오히려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에 실패하기도 한다.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에 있는 30개 제로에너지 건물과 거주자를 

조사한 Garde의 연구(2017)에서, 한 사무실은 첫 해에는 제로에너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두번째 해부터는 실패하였다. 이유는 사용자들이 

건물이 너무 춥다고 불평하여 난방 설정 온도를 1~2도 가량 높게 했던 

것이다. 이 사례는 에너지가 단일한 디자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고 

거주자의 쾌적함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Garde, 2017). 또한 건물 디자인에 거주자 욕구와 피드백이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8>은 제로에너지건물에서 거주자 불확실성을 의식한 설계 

요소를 보여준다. 고정적인 디자인일수록 건축 성능의 확실성은 

높아진다. 거주자의 행동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진다. 이 경우는 사용자가 건물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정보제공과 에너지 모니터링,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알려주는 장치 등이 그것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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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거주자를 의식한 ZEB 설계 

출처: O’Brien, 201217 

 

Garde(2017)의 사례연구에서 제로에너지건물에서는, 거주자가 

에너지절약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해서 이것이 언제나 낮은 

에너지소비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에너지절약 행동과 

제로에너지건물의 에너지절약 행동은 다르다. 예를 들어 

패시브하우스에서 외부 블라인드의 적절한 계절별 작동은 태양열 

유입을 통한 실내 냉난방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로에너지건물 특성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의도와 다르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제로에너지건물 

거주자는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위해 거주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17 O’Brien, W.(2012) Occupant-conscious NZEB design, in 8th IEA 

Task40/Annex52 Meeting 2012; Barcelona, Spain. Garde(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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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상품이나 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Janda(2011)는 정보의 

‘시간차’에 대한 언급을 한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즉시 가격을 

지불하지만 에너지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 소비 행위에 

따른 손익을 즉각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렵다. 한 연구에서는 만약 실시간 

에너지 사용 계측과 같은 직접적인 피드백을 했을 때는 에너지 사용이 

5~15% 절약이 되고, 한 달 뒤에 받는 부과 명세서와 같이 시간이 

지체된 간접적인 피드백은 0~10% 절약된 결과를 보여준다(Janda, 

2011). 이것은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패시브하우스 디자인에 대해 효과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당한 차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Day & Gunderson, 2015). 연구에 따르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실내 환경이 불만족스러울 때 어떻게 환경을 통제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 건물을 이해하더라도 자동화 정도가 높거나 

중앙 통제 방식이어서 통제 권한이 없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낮아졌다(Day & Gunderson, 2015). 이 연구 결과는 Brown과 

Vergragt(2008)의 연구에서 발견된 점과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새로운 에너지절약건축기술이 소유주와 임대인에게 같은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결정 권한이 많은 소유주들은 임대인보다 만족감이 

높고 기술의 변화에 보다 열려있고 긍정적으로 반응한다(Brown & 

Vergragt, 2008). 교육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지만, 주위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주인의식이 만족도와 더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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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자들에게 정보를 

많이 제공하면 제로에너지주택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에너지 사용 

패턴을 보여줄 것이라는 가정은 매우 단선적인 정보결핍모델에 기반한 

것이다. 사람들의 에너지사용 행위는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에너지 

사용은 오래된 습관, 관행, 규범 등 사회적 기대와 문화적 요소의 

결합으로 발생하므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Janda, 2011). 결국 기술과 

거주자 행동이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 그리고 이 둘의 결합을 이해하는 

것이 제로에너지 건물의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핵심이 

될 것이다.  

Orr(1993)는 건축은 일종의 ‘결정화된 교육학’(crystallized 

pedagogy)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움은 건물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가정하지만, 사실 건물은 그 자체로 숨겨진 

교육과정을 품고 있다(Orr, 1993). 그는 건물을 짓는 초기 단계에 

이용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태적이고 미학적인 

가치가 간과되고 학생들은 은연중에 수동성과 무책임함을 배우게 

된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기존 건축이 전하는 메시지는) 건축과 건물 설계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며, 

그래서 기술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에게 맡겨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건물의 윤리적, 생태적, 미학적 측면이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면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미 지어진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동성

을 배운다. 또한 어떻게 물건들이 작동하고 왜 작동하고 또는 어떤 대안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 결코 초대받지 못하는 무책임함을 배운

다(Orr, 1993). 

그렇다면 우리는 건축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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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건축 과정은 지역공동체가 원하는 것,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상을 구체화하는 기회이다. 건물 

디자인은 시민 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성의 아이디어를 확장시킬 수 

있다. 둘째, 건축 과정은 생태와 경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우리의 생태적 역량을 확장시킬 수 

있다(Orr, 1993). 특히 제로에너지건축은 그 자체로 생태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풍부하며 훌륭한 학습과 시민 역량 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제 2 절 시민과 기술의 상호작용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습을 상상할 때 기술의 역할을 빼놓기 어렵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제로에너지건축은 패시브건축기술과 

재생에너지기술의 결과물이자 종합체이다. 여기서는 먼저 기술과 

시민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는 관점들을 살펴보고, 시민들의 역할과 

시민참여, 그리고 시민들이 스스로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론을 탐색한다.  

 

1. 기술과 시민의 관계 

 

기술과 시민과의 관계를 보는 전통적 관점은 전문가주의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사회라고 불리는 데, 그 이유는 단순히 

과학기술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이 

전 사회의 핵심 원리로 스며들고 그에 따라 사회 전 영역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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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주의가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영희, 2012). 전문가주의는 

기술을 보는 시각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그 배경에는 

기술결정론이 뒷받침되어 있다. Feenberg(1999)는 기술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기술이 가치중립적인지 

가치내재적인지에 따라 기술의 본질을 다음의 네 가지로 규정하였다. 

 

<표 6> 기술의 본질 

기술의 본질 자율성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중립적 

(수단과 결과는 구분됨) 
기술결정론 

도구주의 

진보에 대한 자유주의적 

믿음 

가치내재적 

(수단은 결과를 

포함하여 삶의 양식을 

형성) 

실재주의 

수단과 결과가 시스템에 

연결 

비판이론 

대안적인 수단-결과 

시스템의 선택 가능 

출처:(Feenberg, 1999, p. 17) 

 

<표 6>에서 보듯 기술결정론에서는 기술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치와 무관하게 중립적이라고 본다. 기술결정론은 기술이 

필연적이고 일방향적으로 사회의 발전을 결정한다는 것으로서 첫째, 

기술의 발전은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술 자체에 내재하는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며 둘째, 기술이 사회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는 의미이다(홍성욱, 2013). 기술을 발전시키는 엔지니어,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가, 기술 정책을 선전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은 결정론적 

시각을 선호하고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홍성욱, 2013).  

기술결정론과 전문가주의는 대중에 대한 정보결핍모델(deficit 

model)과 짝을 이루며 전문가/일반인 이분법을 강화시킨다. 이 



 

 53 

관점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각자 주어지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있다. 과학기술 전문가는 시민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계몽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며, 과학기술전문가와 시민의 관계는 일종의 교사-

학생과 같은 위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된다(이영희, 2014). 

그리고 일반대중은 수동적인 존재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일련의 주장들을 지켜보는 “목격자”로 간주된다(Irwin, 2011, p. 146). 

전문가주의에서 다수 전문가와 관료들은 과학기술과 관련한 사회갈등 

원인은 대중의 무지 때문이며, 일반시민들은 홍보나 계몽의 대상에 

불과하고 의사결정은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김병수, 2005). 특히 원자력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반 대중의 

무지와 배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윤순진, 2005).  

기술결정론과 전문가주의는 최근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현실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현대 기술은 그 규모와 

복잡성에 있어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억압 기제가 되어 가고 

있으며(손화철, 2006), 이에 따라 전문가주의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Callon(2009)은 전문가들이 왜 전문가주의를 고수하는지 생생한 

언어로 말하고 있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정치인, 엘리트 기술자 집단은 사람들과 논의하거나 

협상하지 않고서 단지 사람들의 행복을 바랄 뿐이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사

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민주주

의의 적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진심으로 사람들의 이익을 

원하기에,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

신들에게 뭐가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역사책에 나오는 중세인

들처럼 우매하고 원시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 기술자 집단이 사람들을 

이끄는 빛이기 때문이다(Callon, 2009,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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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기술적 문제들은 시민 역량을 넘어선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자들은 일반 시민들이 그들을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시민들과의 논쟁이 “잘 해 봤자 시간낭비, 최악의 

경우는 지적 후퇴”라고 생각한다(Callon, 2009, p. 28). 그들의 특별한 

지식은 시민의 침묵을 요구하고, 자기주도적인 시민운동은 ‘거대 기술의 

복잡한 세상’ 안에서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Welton, 

1995). 전문가주의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강화된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대중들이 스스로 전문가주의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현대 과학기술은 너무나 복잡해서 일반 시민들이 

선뜻 참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특별한 지식에 

대해 침묵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침묵(socially 

structured silence)’이다(Welton, 1995). 일반인들은 과학기술이라는 

외피를 쓴 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비판과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는 진위를 평가할 능력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Kolstø, 2005). 심지어 장기간 에너지와 관련한 

풀뿌리 운동 경험이 있는 지역 주민들도 에너지나 과학기술 정보를 

대하는 태도에는 양가 감정이 있는데, 범접하기 어려워하는 두려움과 

동시에 맹목적인 믿음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조미성, 2016). 또한 

과학기술이 채택하는 담론 양식은 지역주민들에게 힘을 부여하기보다 

그들을 배제하고 주변화 하는 데 기여한다(Irwin, 2011).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전문가주의가 아주 견고한 것은 아니다. 현대 

거대 기술의 부작용, 원자력 기술의 위험성, 기후변화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과학기술과 전문가에 대한 대중 신뢰에 균열이 생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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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기술적 인공물과 체계, 이들의 작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 

그리고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을 포함하여 ‘전문가 체계’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전문가 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심할수록 이 체계와 

전문가에 대한 대중 신뢰가 핵심적 사회통합의 원천이 된다(김환석, 

2010). 그러나 이 신뢰는 매우 취약해서 전문가 체계가 안전하고 

안정된 일상생활을 유지시켜주지 못하고 문제를 초래하면 대중들은 그 

신뢰를 거두어 버린다(김환석, 2010).  

대중들이 전문가를 신뢰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술이나 

해법을 거부하는 현상을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Callon(2009)은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사람들이 ‘좋은’ 기술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래서 기술을 거부하는 것을 ‘진보에 대한 비이성적 거부’라고 

생각하고,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social 

acceptability of technology)”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한다(Callon, 

2009). 따라서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용어에는 전문가들이 

개발한 ‘진보한’ 과학기술을 대중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며, 이는 기술결정론과 전문가주의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에 

있어서 시민 참여를 보는 관점에는, 전통적인 전문가 중심주의외에 다른 

시각의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송위진(2018)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을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였는데 그것은 각각 

전문가 중심, 시민 중심, 전문가-시민 협업 관점이다. <표 7>은 그의 

관점을 요약하여 재구성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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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회문제해결형 과학기술 혁신의 세가지 관점 

 전문가 중심 시민중심 전문가-시민협업 

시민이 혁신에 

관여하는 방식 

시민을 위한 

(innovation for 

people) 

시민에 의한 

(innovation by 

people) 

시민과 함께 하는 

(innovation with 

people) 

기술 혁신의 

주체 

전문가와 관료 

중심 

시민이 주체 시민성과 전문성 

결합 

목표 기술적이고 

명료한 목표 달성 

기술개발 자체보다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문제해결 지향 

협업을 통해 

국지성과 확장성의 

한계를 극복 

방법 제도화된 

과학기술 조직을 

통해 문제해결 

현장의 시민들이 

과학기술 지식을 

습득하여 대안을 

구성 

전문가와 시민들의 

수평적 결합과 

보완  

장점 효율적 현장의 독특한 

맥락에 적합 

암묵지와 형식지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지식 창출 

약점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 

사회문제해결력 

부족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 등 

복잡한 문제 

해결에 부적합 

기술 진화의 

비전과 전망이 

약함.  

국지적 혁신으로 

그치고 사회전체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가진 

집단의 공동작업을 

위해서는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론이 

필요. 

사례 전통적 

과학기술자 단체, 

연구기관과 대학 

풀뿌리 혁신, 팹랩, 

적정기술 운동, 

리빙랩 

출처: (송위진, 201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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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중심 관점은 시민을 ‘위한’ 기술로서 전문가와 기술관료들이 

중심이 되고, 시민중심의 두번째 관점은 시민에 ‘의한’ 기술로 시민들이 

직접 기술 개발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시민중심 관점에서 시민은 일반 

대중(mass)이 아니라 공공적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가진 주체(informed citizen)를 

말한다(송위진, 2018). 시민중심 관점에서는 전문가 중심 관점을 

비판하고 사용자 주도성을 강조한다.  

세번째 관점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협력하여 기술을 개발하여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과학기술 전문가 집단은 구체적 현장의 

문제 해결에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민 집단은 지나치게 

구체화된 현장 경험이 전체 사회문제 해결 방안으로 확장되기 어렵고 

비전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약점들을 서로 보완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과 협업을 통해 현장 지식과 국지적 지식을 

확보하고, 현장의 시민 아이디어는 확장성을 획득한다. 현장의 암묵지와 

연구실의 형식지가 공진화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적 활동을 

통해 생활 세계가 변화하는 경험을, 시민들은 과학기술활동에 참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다(송위진, 2018). 전문가와 

시민이 협업하여 새로운 지식이 공동 생산되는 과정은 과학적 개념과 

일상적 개념이 만나 근접발달영역이 창출되는 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관점과 시민들의 관점이 만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과학자들은 대중이 제기하는 쟁점, 

질문을 부적절하다거나 무지의 산물이라며 무시해버리고, 대중들은 

과학을 접근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Irwin, 2011).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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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을 일반적인 언어로 바꾸지(translate) 

못하며, 대중들은 그들의 지식을 과학의 특별한 언어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Corburn, 2005). 과학자 집단과 대중을 서로 연결시키려는 

사회적 실험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작동하는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두 집단이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언어를 서로에게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민의 역할과 시민 지식 생산 

 

1) 기술 관련 정책 결정과 시민 참여 

과학 기술은 단순히 기술로서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기술이 적용되는 사회적 맥락과 연결되어 진화하며, 다시 그 

기술은 사회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상호작용을 

한다(Hughes, 1987). 기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물음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작동시킬 때 “어떤 종류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어떤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조건들을 만들어내는가”이다(Winner, 2010). 

Winner(2010)는 시스템과 연결되어 권력을 가지고 인간을 억압하는 

기술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상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많은 기술 

장치와 시스템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간 행위에 질서를 부여하고, 

사회는 기술을 위한 구조를 선택한다(Winner, 2010).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기술에도 종류가 있고, 특정한 기술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기보다는 중앙집권적이거나 분권적이거나, 혹은 억압적이거나 

평등한 성격을 가진다. 기술이 가치중립적인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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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반영해서 구성되며, 이렇게 구성된 기술이 다시 사회를 

형성한다는 생각은 과학기술학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홍성욱, 

2013). 과학기술이 사회와 상호구성된다는 사고의 핵심에는 

과학기술이 사회 구성원인 시민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가의 

문제가 놓여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시민참여는 특히 위해성과 

위험성이 큰 핵발전이나 유전자조작기술 등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들 분야에서는 기술 적용이 일반 대중의 삶에 미치는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민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재생에너지기술 등 지속가능한기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시민들은 재생에너지기술이나 

지속가능기술은 ‘좋은 기술’이라고 간주하여 의사결정에만 만족하고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겨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기술의 문제는 단순한 기술개발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 즉 새로운 기술을 위한 제반 환경과 시스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박동오 & 송위진, 2008).  

기후변화와 에너지환경문제와 관련한 과학기술은 보다 더 시민이 

참여하는 기술 설계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라는 위험 

자체가 산업화가 낳은 대량생산의 산물이자 근대 문명이 유발한 

위험이며, 아이러니하게도 전문가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Beck, 2010). 또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서 

전문가들은 매우 불확실하거나 상반되는 예측과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며 논쟁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고 긴급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분야는 ‘탈정상과학(post-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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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으로, 이때 의사결정은 ‘확장된 동료 공동체’로서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Funtowicz & Ravetz, 1994). 현대 과학기술은 일반시민의 

삶과 그 토대가 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시민은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윤순진 & 정연미, 2013). 이러한 시민 참여와 사회적 

토론과 논쟁은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추장스러운 

과정이 아니다. 시민 참여는 위험을 예방하고 사회적 합의와 시민 

학습을 돕는 성찰적 과정이라고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윤순진 & 

정연미, 2013).  

우리는 기술 개발과 사용에 있어 시민들에게 소비자, 수혜자, 고객, 

사용자 등 여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이들 행위자들은 그들의 역할을 

만들고 그 역할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들의 역할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Walker & Cass, 2007). 기술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기술 시민성 (technological 

citizenship)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Frankenfeld(1992)는 기술 시민성 

이상이 궁극적으로 전문가와 일반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자율성과 

존엄성, 조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의 기술 시민성 

개념은 공동체적 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일반 대중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Frankenfeld는 일반 대중이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자기주도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체적 능력을 통해 만들어내는 신념과 계획은 누구의 

것이든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결과와 상관없이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Frankenfeld, 1992). 

기술 시민성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Devine-Wright(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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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는 에너지 시민성(energy citizenship)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그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에서 대중은 정보가 부족한 수동적인 

소비자이며, 기술자들은 기술변화에 따른 대중 저항을 우려하여 대중의 

관여를 최소화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능동적으로 시스템 혁신을 추구하거나 형평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때 에너지 시민성이 발현된다고 보았다(Devine-Wright, 

2012). 그는 기존 중앙집권적 에너지 시스템과 지향해야 할 분권적 

에너지시스템의 기술적, 환경적, 거버넌스, 인간 측면을 다음 <표 8>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러한 에너지 시민성 발현을 위해서는 기존 담론에 

뿌리 박혀 있는 수동적 소비자/정보결핍자로서 대중을 보는 관점에 

대한 내외부적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에너지전환은 기술변화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사회기술시스템 변화를 요구하며 에너지운동은 

에너지 과학기술과 시민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한다(윤순진 et al., 2011).  

 

<표 8> 에너지시스템 진화의 사회적 표현 양상 

측면 중앙집권적 분권적 진화 

거버넌스 

하향식 

대중 배제 

대의 민주주의 

전문지식에 가치를 둠 

상향식 

통합적, 포괄적 파트너십 

참여 민주주의 

일반인의 지식에도 가치를 둠 

인간 

소비자/ 정보결핍 

무지함 

게으름 

수동적 

개인주의적 자기 관심 

권한없음(disempowered) 

소비자이자 생산자/시민 

의식 

참여 

능동적 

사회적 관여 

권한있음(empowered) 

출처: (Devine-Wrigh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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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민주주의에 대한 

논의(홍성욱, 2000; 김환석, 2010; 이영희, 2011)와 더불어 과학기술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 사례들(김지연, 2018; 박진희, 

2018)이 늘어나고 있다. 에너지자립마을의 확장과 시민 중심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설립도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에너지 관련 정책결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내고 있다(윤순진 & 심혜영, 2015; 박종문 & 윤순진, 2016; 조미성 & 

윤순진, 2016).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그 결과를 떠나서 원자력과 

관련한 거대과학기술 정책에서 전문가주의를 극복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적 의사결정과정의 의미 있는 첫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윤순진, 

2018). 더욱이 단순한 시민참여와는 달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최종 

결정권한을 위임하여 ‘시민 권력’이 탄생하고 에너지민주주의를 

앞당겼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이영희, 2018). 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기술적 논의에 개입하였거나 적극적으로 시민 

지식 생산에 기여한 사례, 혹은 그에 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위험 기술이 아닌 지속가능한 기술에 대한 의사결정을 넘어선 

기술적 개입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2) 시민 지식 생산 

에너지기술 시민성은 단순히 시민들에게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기술의 내적 설계와 기술적 디자인에 관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속가능성도 이루어질 수 있다(Valkenburg, 

2012). 또한 기술이 설계되는 단계에서부터 최종 사용자의 관심과 



 

 63 

관점이 반영된다면 그 기술은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진다.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과학기술 연구와 내용에 관여하는 것을 

‘시민과학’(citizen science)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박진희(2018)는 

시민과학에는 두 가지 다른 흐름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우려와 관심사에 따라 스스로 대안 지식을 생산하고 

발전시키는 형태의 시민과학이다. 둘째는 시민들이 과학자들의 지도를 

받아 주로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태의 시민과학이다(박진희, 

2018).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시민과학의 몇 가지 사례는 두번째이며, 

첫번째 유형의 사례는 거의 출현한 적이 없다(김지연, 2018). 이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혹은 독자적으로 대안 

지식을 생산해내는 첫번째 유형의 시민과학 정의에 주목한다.  

인간 역사에서 과학기술 지식 생산의 주체로 전문가들이 등장한 

것은 그리 얼마 되지 않는다. Conner(2005, 2014)는 2차 

대전이전까지는 중요한 과학기술의 발견과 진보를 이끌어왔던 이들은, 

소수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아니라 일반 민중들이었다는 것을 밝혀낸다. 

그는 “자신의 삶의 조건으로 인해 매일 자연과 맞부딪쳐 생존 수단을 

짜내야 했던” 생산자 민중들이 자연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과학지식 생산은 개인 활동이 아닌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이며, 생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핵심적 기여를 했으나 

이들이 지식 생산에 기여한 공로는 종종 엘리트 이론가들이 부당하게 

독점해왔다는 것이다(Conner, 2014).  

일반 대중들이 생산하는 지식은 다시 관점에 따라 시민 지식(lay 

knowledge), 지역 지식(local knowledge), 공동체 지식(community 

knowledge)등 여러가지 용어로 불린다. 이들을 하나로 정의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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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어려우나 몇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 시민 지식은 보편성을 

내세우지 않고 지역적이고 맥락적이며, ‘앎’으로부터 ‘삶’을 분리해 내기 

어렵다(Irwin, 2011). 지역 지식은 “특정한 장소, 문화, 공동체에 

위치한 내러티브, 도구, 실천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Corburn, 2005, 

p. 63). 시민지식이나 지역 지식은 단일한 정의를 내리기 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계를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원인이 된다. 

Corburn(2005)은 지식이 생산되는 양상에 따라 지역 지식과 전문적 

지식의 대략적인 특성을 다음 <표 9>와 같이 구분했다. 

 

<표 9> 지역 지식과 전문가 지식 

지식 생산에 대한 

질문 
지역 지식 전문적 지식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 

커뮤니티 구성원들-종종 

집단/장소에 특정한 정체성  

전문가, 대학, 산업체, 

정부기관 구성원들; 

때때로 정교한 NGO들 

어떻게 획득하는가? 경험, 문화적 전통 실험, 역학조사 

무엇이 증거를 

신뢰성 있게 하는가? 

시각적 증거, 생생한 경험, 

도구에 의존하지 않음 

고도로 도구에 매개함, 

통계적인 중요성, 법적인 

기준 

검증되는 곳 
대중의 내러티브, 공동체 

이야기, 법정, 미디어 
동료 검증, 법정, 미디어 

활동 지향성 

예방적/보호적, 원인에 

대한 합의는 필수적인 

것은 아님 

인과적 요인에 대한 

과학적 합의,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심도 있는 연구 

출처: (Corburn, 2005, p. 51) 

 

시민들의 지식은 전문가들의 지식을 보완하거나 다른 관점을 

보여줄 수 있다. 가령 기술자들은 가정용 에너지관리를 ‘과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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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여 비용 효과성, 단열, 에너지효율과 같은 원칙들에 기반한다. 

그래서 과학적 관점은 난방이 갖는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관점과 충돌할 

수 있으며, 에너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의 맥락 속에서 여러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재구성된다(Irwin, 2011). 시민들이 가지는 지식은 

실증적이거나 과학적인 지식이기 보다는 제한된 맥락과 장소 내에 ‘위치 

지워진 지식(situated knowledge)’에 가깝다(Haraway, 1988). 

한편으로는 과학적 지식과 시민 지식 사이의 엄밀한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시민 지식이나 지역 지식에 대한 단 

하나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전문가’나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도 합의된 단 하나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편부당한’ 것이라고 다수가 인정하는 과학 지식은 그러한 

외피를 쓰고 있을 뿐이며, 사실은 종종 변화가능하고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며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Yearley, 2018). 다른 신념을 가진 두 과학자 집단은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다른 결론으로 이끄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과학자든 비전문가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과 문화, 맥락, 권력의 영향을 받는다. 지식의 성립은 결국 해당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Yearly(2018)는 더불어, 

대중들이 과학에 대해 이견을 보이거나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과학에 대한 대중들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믿음에 대해 

대중이 다른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대중들이 

과학을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에 대해 

대중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문제라고 본다. 

시민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은 종종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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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대변하여 주류 시스템과 대립을 유발하며, 이들이 전문가의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려 할 때 ‘이중 의식’(double-consciousness)을 

가지게 된다(Corburn, 2005). ‘이중 의식’이라는 용어는 19세기말 흑인 

사상가인 W.E.B. Du Bois가 자유로운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억압받는 

흑인의 내적 갈등, 주류사회로부터 배제되지만 동시에 백인의 

사고방식이 삶과 사고를 지배하는 흑인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다(Bruce, 1992). 이 용어는 주류 사회에서 살아가는 소수자들의 

심리적 갈등을 서술하기 위해 즐겨 쓰인다. Corburn(2005)은 이중 

의식이라는 개념을 로컬 지식을 가진 이가 전문지식의 세계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전문가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한편 동시에 그들 

자신의 경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긴장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끌어왔다. 그래서 시민 지식인은 그들의 지식을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한 이중의 부담을 가진다(Corburn, 

2005). 이러한 상황은 시민 지식이 전문가 세계에서 인정을 받거나, 

시민 지식과 과학 지식이 만나서 공동 생산(co-production)하는 것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한다.  

시민 지식과 전문가 지식은 협력과 갈등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시민과 전문가는 상호 협력 하에 지식을 공동 생산할 수 

있다. 일상적인 삶의 경험에서 축적한 일반시민들의 지역 지식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의 해결에 오히려 더 효과적인 

사례도 있다(이영희, 2012). 왜냐하면 그들은 과학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하기 때문이다(Corburn, 

2005). 전문가들이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점들에 대해 일반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고려하게 되며, 전문가들도 상호적으로 배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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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Callon, 2009). 지식의 공동생산에서는 과학적 지식과 사회적 

질서가 상호의존하게 되며, 전문가적 앎의 방식과 일반인들의 앎의 방식 

사이의 엄격한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Corburn, 2005).  

그러나 한편으로 시민 지식은 기존 과학과는 완전히 다른 인식론적 

관점에 기반하여 전문성을 주장하므로 과학 지식에 대립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기득권이 아닌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하므로 이로 인해 대항 

담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 형성되는 대항 담론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 전문가지식과 시민 지식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권력 불균형이 있으며, 과학기술 전문가가 특권적 위치를 점유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기술은 일종의 권력으로 작용하여 기술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제 3 절 문화역사활동이론과 변혁 학습 

 

이 연구에서는 문화역사활동이론을 분석틀로 적용하였다. 

문화역사활동이론의 유용성은 다양한 도구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개인의 행위를 집단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므로 구조적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활동이론은 전환연구에서 틈새 발생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집단과 개인 차원에서 혁신과 전환의 동기와 

과정을 분석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이론에서 모순은 

전환 관점에서는 역돌출부(reverse salient)나 틈새 시작 원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절에서는 먼저 문화역사활동이론의 대략적 배경과 

원리를 정리하고, 문화역사활동이론에서 주요한 학습 원리인 확장 

학습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비판적, 사회적 성격을 가진 확장 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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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아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 전환을 위한 환경 학습 논의에서 

대두되고 있는 전환/변혁(transformative) 학습 접근에 대해 

소개하였다.  

 

1. 문화역사활동이론 

 

문화역사활동이론(Cultural-Historical Activity Theory: 이하 

활동이론)은 미시와 거대 구조, 개인과 사회, 정신과 물질(몸), 관찰과 

개입 사이의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목적을 가진 분석틀이다(Engeström, 

2000). 활동이론은 학습에 관한 이론이기도 하기에, 교육학 분야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이 분석틀이 교육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이론과 실천 사이 간극을 줄여주기 때문이다(Roth & 

Lee, 2007). 국내에서도 활동이론은 교육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천 측면에서 다각도로 해석되었다.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에서 

활동이론과 확장 학습을 논의한 연구로는, 평생학습활동을 확장적 활동 

체계로 보고 그 지향점을 확장 학습 관점으로 조명한 연구(김경희, 

2011), 평생교육이론의 집단적, 변혁적, 역동적 속성을 강조한 

연구(윤창국 & 박상옥, 2012), 모순 개념의 중요성과 교육적 시사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성열관, 2018)등이 있다. 한편 활동이론을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활용한 국내 연구들도 있다. 주로 수업 혁신과 수업 

전문성 신장 활동을 활동이론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들이다(김남수 & 

이혁규, 2012; 김남수 & 황세영, 2013). 활동이론이 가지는 역동적 

성격으로 인해 학교 교육보다는 지역사회 운동이나 학습 동아리, 

평생학습도시 발전전략 등 비형식, 무형식 학습 분야의 다양한 접근들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권인탁, 2008; 정혜경 & 전주성, 2016; 구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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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섭, 2018). 

활동이론은 여러 철학적 뿌리와 세 겹의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Engeström(1999a)은 활동이론의 철학적 기반은 첫째 칸트, 

헤겔과 같은 독일 고전 철학, 두번째 마르크스 엥겔스로 대표되는 

변증법, 세번째는 Vygotsky와 Leont’ev와 같은 러시아 심리학자들의 

연구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활동이론이 세 번에 걸친 도약을 통해 

발전했다고 말한다. 1세대 활동이론 기반을 마련한 Vygotsky는 목적을 

가진 인간의 행위는 도구나 기호 등 매개를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Vygotsky, 2012). Vygotsky의 매개 개념은 이전까지 

사회와 개인, 물질과 의식을 독립적으로 파악하던 이분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분석의 단위가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 한계를 2세대 활동이론 주자인 Leont’ev가 

보완해 주었다(Engeström, 2001). Leont’ev(1978)의 주된 기여는 

개인적 행위(action)와 집단적 활동(activity) 사이의 문화적 차이점을 

명확히 하면서 활동체계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조작(operation), 행위(action), 활동(activity) 사이에는 다음 <표 

10>과 같은 위계적 구조가 있음을 밝혔다.  

 

<표 10> 활동, 행위, 조작의 구분 

구분 특성 

조작(operation) 일시적, 자동적, 조건적 

행위(action) 단기간의 목표 지향적(goal-oriented) 

활동(activity) 장기간의 목적 지향적(object-oriented) 

출처: (Engeström, 200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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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goal)는 특정한 행위와 연결되는데, 행위는 확실한 시작과 끝 

지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이다. 반면 목적(object)은 장기적이며, 

이와 관련된 활동 체계는 명확한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결정하기 

어려운 긴 역사적 사이클을 통해서 진화한다. 행위는 역사적인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지만, 활동은 행위를 체계적이고 목적적이며 역사적인 

맥락에서 더 넓은 관점으로 개념화한다(Sannino et al., 2009). 

개인의(혹은 개별적이고 단기적인) 행위는 집단 활동 체계라는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활동은 행위와 조작을 

통해서 인식되고 재생산된다(Engeström, 2000).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의 특정한 행위는 목적을 가진 집단 활동과 상호보완적이고 

총체적으로 연결된다. 이후 활동이론 3세대는 대화, 다층적인 관점, 

상호작용하는 다수의 활동체계를 이해하는 개념적 도구로 

발전했다(Engeström, 2001).  

하나의 활동체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움직임을 모형화하여 보여준다. 주체들은 도구나 기호같은 매개를 통해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공유하는 더 큰 공동체에 속해 

있다. 각 구성원들은 암묵적, 명시적인 규칙이나 하위 문화에 따라 

분업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Engeström, 1987, 2014). (<그림 

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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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활동체계의 기본 모형  

출처: (Engeström, 1987, 2014) 

 

활동체계의 각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Mwanza와 

Engeström(2005)은 다음 <표 11>과 같은 8단계의 질문을 

던졌다.  

<표 11> 활동체계의 요소 파악을 위한 질문 

단계 요소 질문 

1 관심 활동 어떤 종류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가? 

2 목적 왜 그 활동이 일어나는가? 

3 주체 이 활동을 수행하는 데 누가 관여하는가? 

4 도구 주체들은 이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가? 

5 규칙 활동의 수행을 지배하는 문화적 규범, 규칙 등이 

있는가? 

6 분업 활동을 수행할 때 어떤 분야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 역할은 어떻게 조직되는가?  

7 공동체 활동이 수행되는 환경은 무엇인가? 

8 결과물 이 활동을 수행하여 어떤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가? 

출처: (Mwanza & Engeström, 2005; 김남수 & 황세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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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체계 요소들 중에서 도구, 혹은 매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구와 기호를 의미하는 매개는 개인과 사회를 구분하는 데카르트적 

이분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Engeström, 1999a) 18 . 

우리는 매개된 인공물을 통해 사회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사회와 

개인은 매개물을 통해 서로를 구성한다. 개인은 문화적 의미 없이는 

이해될 수 없으며, 사회는 인공물을 만들고 사용하는 개인의 기능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Engeström, 2001).  

Vygotsky(2012)는 인간 문화와 실천이 외부화 되면 도구로 

드러나고, 내부화 되면 말과 같은 기호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Engeström은 이러한 분리를 비판하였고, 내부화와 외부화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함을 강조했다. 매개하는 인공물을 외부적이거나 

실천적인 것으로만 범주화시키거나, 혹은 반대로 내부적인 것이거나 

인지적인 것으로만 범주화시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능과 사용은 접혀진 활동으로서 지속적으로 흐르고 변화한다. 그래서 

내부적인 표현은 외부화 될 수 있고, 외부적인 것은 내면화 될 수 

있다(Engeström, 1999b). Engeström은 이 과정을 분리시키지 않아야 

인공물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가령 제로에너지건축은 

건축 기술이라는 기호가 건물의 형태로 드러난 도구의 총합체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총체 안에서 기술 변화가 건축물에 반영되고 건축물을 통해 

                                            
18 그러나 『도구와 기호』를 번역한 비고츠키 연구회는 역자주에서 Engeström의 활동이

론이 Vygotsky가 원래 의도한 매개의 역할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한다. 

Vygotsky는 매개하는 기호가 다시 주체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적 과정을 변화시

킨다는 점을 중요하게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ngeström이 원래 매개의 상호작용적 

의미를 축소시켰다고 주장한다(Vygotsk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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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기술이 변화되어 도구의 특성과 기호의 특성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 매개의 개념으로 제로에너지 건축을 본다면, 사람들이 

건축을 하지만 제로에너지건축을 하는 사람들과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건축의 영향을 받고 이것을 매개로 소통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은 문화적 진화를 가시적인 표현물로 보여준다.  

제로에너지주택은 ‘집’이라는 매개의 특성상, 인간의 확장물이 된다. 

McLuhan(2011)은 집은 옷과 더불어 인간이 체온을 유지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인간의 피부가 확장된 것이며, 

사회적 방식으로 공동체 유형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소통의 

매개(media)라고 하였다. 또한 집이라는 매개는 신체적 감각의 확장과 

더불어 자아를 인식하는 감각도 변화시킨다(McLuhan & Gordon, 

2011). 그래서 매개는 인간의 확장물이지만 동시에 다시 인간을 

확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박고운, 2017). 건축가와 거주자는 

제로에너지주택을 매개로 자신들의 인식과 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다. 

제로에너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는 

다른 감각과 생활방식을 가지게 되며 자연과 에너지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 다른 관점은 그들만의 독특한 지식을 생산해내는 

경험의 기초가 된다. 한편 도구와 기호는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제로에너지주택이라는 매개는 그 자체로 ‘에너지효율성’,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기술혁신’이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다. 

활동이론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중심 원리는 모순 개념이다. 변화와 

발전의 원천으로서 모순은 변증법적 전통의 핵심이다. 활동체계는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내부적으로 항상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일상의 

혼란과 혁신에 내포된 시스템적 모순은 변화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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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Engeström, 2000). 모순은 활동 체계 내부, 혹은 활동 

체계들 사이에서 역사적으로 축적된 ‘구조적 긴장’을 

의미한다(Engeström, 2001). 또한 변증법에서 모순은 골치 아픈 

문제라는 부정적인 함의가 아니라, 학습과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성열관, 2018). 모순이란 표면적인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 긴장이기 때문에, 주체들은 모순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파악하게 된다. 더불어 주체들은 모순 해결을 위해 

실천하고, 사고를 확장시키고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다. 모순을 잘 

다루는 과정에서 주체와 체계의 혁신이 일어난다. 

Engeström(1987)은 모순을 다음 <표 12>와 같이 네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1차 모순은 활동체계 안의 개별 요소들 안에서 

나타난다. 2차 모순은 활동 체계 안의 하나의 요소와 다른 요소 사이의 

긴장이 있는 곳에서 발생한다. 3차 모순은 낡은 활동 체계가 더 진전된 

활동 체계의 버전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차 

모순은 중심적 활동체계가 이웃한 활동체계와 충돌할 때 일어난다.  

<표 12> 모순의 범주 

모순 구분 모순 발생의 층위 

1차 모순 개별 요소 안에서 발생(예: 사용가치 vs 교환가치 모순) 

2차 모순 활동체계 안의 하나의 요소와 다른 요소 사이 

3차 모순 낡은 활동 체계가 발전하려는 버전 사이에서 충돌 

4차 모순 이웃한 활동 체계와 충돌 

출처: (Engeström, 1987, 2014) 

 

활동체계의 각 요소들에 나타나는 1차 모순은 자본주의 

기본모순으로서, 상품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사이의 모순이다. 이 

모순은 우리 일상 전체와 활동체계의 모든 요소에 침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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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Engeström, 2001). 예를 들어 집이란 안전과 보호, 생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필수품이라는 사용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한국사회에서 집은 투자와 투기 기능을 하며 

소유자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이다.  

2차 모순은 도구와 목적, 목적과 규칙, 도구와 공동체 등 각 요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이다. 집이라는 도구가 쾌적한 생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지점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3차 모순은 혁신, 변화와 그에 따른 저항을 설명한다. 하나의 

활동체계가 새로운 요소를 채택하면, 활동체계는 일부 낡은 요소가 

새로운 요소와 충돌하는 곳에서 모순을 발생시킨다(Engeström, 2001). 

그러나 또한 바로 이 지점에서 활동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시도가 

나타난다.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적용될 

때 기존 건축 기술시스템과 충돌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혁신을 

설명할 수 있다.  

4차 모순은 인접한 두 활동체계가 서로 갈등하는 것이다. 두 

활동체계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자신의 목적/규칙 등의 요소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거나 서로의 목적과 요소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인접한 활동체계와 상호작용으로 인해 각 활동체계가 가진 내/외부적 

모순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4차 모순은 한 활동체계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 환경이자 맥락과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모순이다.  

한 활동체계의 모순이 악화되면 일부 개인은 기존 규범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 규범으로부터 일탈한다. 때로는 이것은 성찰적인 집합적 

노력을 통해 협력적 비전을 설정하고 변화를 위한 활동으로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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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목표와 동기가 이전 단계보다 더 급진적이고 수평적으로 

확장되기 위해 변형되고 재개념화된다. 이것이 바로 

확장학습이다(Engeström, 2001).  

 

2. 확장 학습과 근접발달영역 

 

일반적으로 인간의 학습과 발달은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향한 

수직적 과정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토론, 협상, 다른 관점 

사이의 결합을 통해 집단적 전문성이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학습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다. 문화역사활동이론에서 주체들의 학습을 설명하는 

확장학습(expansive learning; Engeström, 2000)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와 실천을 통해 능동적 주체성을 집단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기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학습을 연구하는 데 

확장학습 개념을 염두에 두고자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유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연구 현장의 무형식 학습 과정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학습에 관한 다수 이론들이 주로 형식 교육 현장에서의 개인적 학습을 

다루는 데 비해, 확장학습은 인간의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무형식 학습의 역동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윤창국 & 박상옥, 2012). 

둘째 집단 학습을 탐색하기에 용이하다. 확장학습은 분석의 단위를 

개인보다는 목적지향적인 집합적인 활동(activity)체계, 그리고 그 

활동체계의 내외부에 관련된 다층적인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로 삼기 

때문이다(Engeström, 2001). 셋째, 제로에너지건축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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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다. 확장학습은 기존 지식과 자산을 물려받는 순응이나 적응이 

아닌, 새롭게 재생산하는 능동적 과정을 강조한다(윤창국 & 박상옥, 

2012). 우리는 혁신을 위해서 사전에 무엇인지 규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며, 안정적이지 않은 것을 배워야 한다(Engeström, 2001). 

실제로 확장학습은 저항과 의문이 제기되는 비판의 맥락, 실험이 

일어나는 발견의 맥락, 그리고 새로운 지식이 적용되는 맥락에서 주로 

일어난다(Mukute & Lotz-Sisitka, 2012).  

확장학습(expansive learning)은 모순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확장학습에서 ‘확장’이란 여러 측면을 의미한다. 확장은 개인적이고 

단기적 행위에서 새로운 집단적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체가 

확장되기도 하며 하나의 활동 체계 안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Engeström, 1999b). 또한 

목적의 질적인 변형과 재조직화를 의미하기도 한다(Sannino et al., 

2009). 확장학습은 한마디로, 학습의 변증법, 혹은 변증법적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Engeström(2001)은 확장학습을 분석하기 위해 가로축의 5가지 

활동 이론 원리와 세로축의 4가지 확장 학습의 질문이 교차하는 <표 

13>과 같은 매트릭스를 만든 바 있다. 활동이론의 다섯 가지 핵심 

원리는 활동 체계, 활동의 다중적 목소리(multivoicedness), 활동의 

역사성, 모순, 확장적 사이클이다. 첫째 원리인 활동체계는 기본적인 

분석의 단위로서, 개인의 행위는 전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원리는 다중적 목소리(multi-voicedness)이다. 활동 

체계 내에는 항상 다수의 관점과 역사와 다양한 관심사가 있고 이 

목소리들은 상호작용하는 활동 체계 네트워크 안에서 중첩된다.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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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혁신의 근원이다. 세 번째 원리는 역사성(historicity)이다. 

문제와 가능성은 활동 체계 내의 국지적 역사와, 매개되는 인공물과 

도구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네 번째는 모순이다. 

모순은 변화와 발달의 원천으로서, 하나의 활동 체계 내부 혹은 활동 

체계들 간에 역사적으로 축적된 구조적 긴장이다. 다섯 번째 원리는 

확장적 변형 가능성이다. 모순이 악화되면 일탈과 새로운 혁신의 비전 

설정과 변화 노력이 발생한다(Engeström, 2001).  

Engeström(2001)이 확장학습을 파악하기 위해 던진 네 개의 

질문은 각각 누가 학습의 주체인가, 그들은 왜 배우는가, 그들은 무엇을 

배우는가, 그들은 어떻게 배우는가이다. 그는 단순한 참여와 점진적 

기능 습득만으로는 학습의 동기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참여자들이 짊어진 모순적 요구와 속박이 학습을 유도하며, 기존 관행에 

대한 갈등적인 문제제기가 확장학습을 결정적으로 촉진한다는 

것이다(Engeström, 2001). <표 13>과 같은 확장학습 분석을 위한 

매트릭스는 이 다섯 원리와 네 질문으로 구성된다. 

<표 13> 확장학습 분석을 위한 매트릭스 

 활동 체계 
다중적 

목소리 
역사성 모순 

확장적 

사이클 

누가 배우는가?      

그들은 왜 배우는가?      

그들은 무엇을 

배우는가? 

     

그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출처: (Engeström,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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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학습의 다섯 번째 원리인 확장적 사이클은 확장학습이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확장학습 사이클은 초기의 

단순한 아이디어가 점점 새로운 실천을 위한 구체적 형태로 변형되고 

풍부해진다. 확장적 사이클의 전형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Engeström, 

1999b). 첫째, 문제 제기 단계이다. 확장학습이 시작되는 결정적 촉진 

활동은 기존 관행과 실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하는 

것이다(Engeström, 2001). 둘째, 분석하는 단계다.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다. 역사적-발생적(historical-genetic) 

분석과 실제적-경험적(actual-empirical) 분석이 병행된다. 셋째, 

모델을 만드는 단계다.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명시적이고 단순하게 구성하는 과정이다. 관찰가능하고 전달 

가능한 방식으로 새로 발견한 설명적 관계를 표현한다. 넷째, 모델을 

검토하는 단계다.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 검토하고 

운영하고 실험하는 과정이다. 다섯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실행하고, 여섯째 단계에서 과정을 성찰한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모델의 결과가 안정화되어 정착되는 단계이다. 이는 <그림 10>에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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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학습 행위의 확장적 사이클  

출처: (Engeström, 2000) 

확장적 사이클의 특성은 미리 결정된 발달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부적으로 주어진 잣대를 사용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올라갈지’ 알 수 

없다(Engeström, 1999a). 집합적 활동체계의 수준에서 이러한 확장적 

사이클은 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Engeström, 1999a).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통해 상위 지적 수준으로 자신을 

고양시킬 수 있고, 모방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능성의 영역을 말한다(Vygotsky, 1986). 

근접발달영역은 과거에 했던 발달이 아닌,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발달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근접발달영역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일상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이 만나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 

개념은 사물에 대한 구체적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과학적 개념은 주로 형식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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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간의 추상적 논리적 체계를 의식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인간의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은 피라미드의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뚫는 것처럼 양 방향에서 동시에 

수행된다(Vygotsky, 1986). 그 양방향의 한쪽 끝에 일상적 개념이 

있고, 다른 한 쪽 끝에 과학적 개념이 있다. 일상적 개념은 과학적 

개념을 통해 상향적, 추상적으로 성장하고, 과학적 개념은 일상적 

개념을 통해 하향적, 구체적으로 성장한다(Vygotsky, 1986). 그러나 

과학적 개념이 일상적 개념보다 더 ‘우월’한 것은 아니며 두 개념의 

본질적 차이는 체계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이때 일상적 개념의 발달과 

과학적 개념의 발달이 만나는 곳이 바로 근접발달영역이다. 일상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의 차이는 <표 14>에 비교하였다. 

 

<표 14> 일상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 

 일상적 개념 과학적 개념 

발생 자연발생적 비자연발생적 

발달 노선 사물 → 개념 

구체적 경험 → 의식적 

파악 

개념 → 사물 

의식적 파악 → 구체적 경험 

발달 방향 과학적 개념 통해 상향 

성장 

일상적 개념 통해 하향 성장 

강점 풍부한 경험적 내용, 구체적 

적용 

논리적 체계성 

출처: (Vygotsky, 1986; 진보교육연구소, 2015) 재구성 

 

Vygotsky는 과학적 개념과 일상적 개념 논의를 통해 현실과 

이론이 통합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에게 있어서 진개념(진정한 

개념)은 “형식적인 뜻 이해를 넘어 체계화된 개념으로 구체적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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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것, 과학적 이론으로 일상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 이론적으로 

배운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을 결합해 나가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진보교육연구소, 2015, p. 88). 우리가 어떤 것을 보다 잘 

이해하고 학습한다는 것은 그것의 경험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3. 변혁 학습19 

 

지속가능성 전환(sustainability transition)은 ‘미래 세대와 

현세대의 필요를 함께 충족하며 자연, 사회, 경제를 균형 있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 생태 체계의 틀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구도완 et al., 2018). 그러나 사실 ‘지속가능성 전환’이란 

하나로 정의하거나 합의하기 어려운 모호하고 양가적인 개념이며, 

                                            
19 연구자가 transformative learning을 ‘변혁 학습’이라고 번역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Mezirow(1978)의 전환 학습(transformative learning)과의 구별을 위해서

다. 전환 학습은 성인 학습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의 습관(habits of mind)’과 같은 인식

론적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고 의미 구조와 관점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Mezirow, 1997, 2008). 그러나 Lotz-Sisitka, Wals, Macintyre등의 환경교육 연구자

들은 그들의 연구가 Mezirow의 transformative learning과는 맥락이 다르다는 점을 분

명히 하고 있다(Lotz-Sisitka et al., 2015). Mezirow의 전환 학습은 개인 인지구조의 

변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일군의 환경교육자들은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 전

환이라는 가치를 명확히 하며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변혁과 실천을 강조한다. 이런 연유

로 영어 원어는 동일하지만 두 논의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용어로 

번역하였다. 

둘째,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에서 transition이라는 단어가 ‘전환’이라는 번역

어로 사용되고 있다. Transition이 다른 동적 평형을 이루는 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구한다면, transformation은 transition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도 있다(Hölscher et al., 2018). 따라

서 ‘탈바꿈, 변형, 변혁’ 등의 의미를 살려 transformative learning을 변혁 학습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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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현실에서 무엇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혹은 아닌지 ‘경계를 긋는’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구도완 et al., 2018; 김민재 

et al., 2018).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으로의 

이행(transition)이라는 결과보다, 이행 과정에서 어떻게 과거의 

하향적(top-down) 정치와 전문가 중심/기술관료적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민주적이고 정의로우며 광범위한 사회시스템의 탈바꿈과 

변형(transformation)을 이룰 것인지가 이슈가 된다(Stirling, 2015). 

여기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주도할 주체적인 ‘해석적 

행위자들(interpretive actors)’의 역할과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Geels, 2010).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환경교육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일군의 연구자들은 변혁적 

사회적 학습(transformative social learning)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Jickling & Wals, 2008; Lotz-Sisitka et al., 2015; 

Macintyre et al., 2018).  

Jickling과 Wals(2008)는 지속가능성 교육에서 기존 학습 이론의 

관점과는 다른 접근법과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학습자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 그리고 미리 결정되고 닫힌 

지식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열린 지식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전달적(transmissive) 환경교육과 변혁적(transformative) 

환경교육으로 구분했다. 전달적 교육은 소수의 권위적인 전문가가 

생산한, 답이 정해진 지식·기술·가치를 전달하는 접근법이다. 반면 

변혁적 관점에서의 환경교육은 창발적이고 상호적이며, 학습자들이 

자율적이고 자기결정권을 가진 열린 형태로 구성된다. 변혁적 

관점에서의 환경교육은 학습자들이 지속불가능한 사회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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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되도록 

한다(Jickling & Wals, 2008). 이들은 가로축에는 학습자 역할과 참여 

정도를, 세로축에는 지식의 성격과 상호작용 방식을 구분하여 다음 

<그림 11>과 같은 좌표에 표시하였다.  

 

 

<그림 11> 전달적, 변혁적 환경교육 접근법 

출처: (Jickling & Wals, 2008; Macintyre et al., 2018) 

 

이후 Macintyre와 동료들(2018)은 이 좌표의 각 사분면을 과학 

지향, 정책 지향, 조직관리 지향, 전환/변혁 지향 접근법으로 명명하였다. 

이 중 2사분면의 과학 지향 학습은 전문가들이 이론적으로 생산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접근법이다. 한편 4사분면의 

전환/변혁 지향 학습은 시민들이 가치에 기반하여 해방적, 참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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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적인 방식으로 복잡한 관심분야와 전환적 활동에 개입하는 

접근법이다. 이 네 가지 접근법은 여러 맥락에서 필요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 전환을 위한 불확실성의 

학습 맥락에서는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하여 신념 체계 사이의 경계를 

넘는 포용적인 전환/변혁 지향 학습 접근법이 보다 

요구된다(Macintyre et al., 2018).  

변혁 학습은 다양한 주체의 집합적 참여를 통해 수평적으로 

전문성이 확대되며 모순의 발견과 해결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확장학습 

전통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Lotz-Sisitka et al., 2015). 또한 이 

접근법에서는 전통적인 학문 분과를 초월하는 간 학문적인 접근과 

시민이 참여하는 지식 공동 생산(knowledge co-production)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지식’은 전통적인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암묵적 지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의 ‘앎’으로부터 유도된 ‘다른’ 

형태의 지식들을 함께 아우르고 있음을 의미한다((Lotz-Sisitka et al., 

2015; Macintyre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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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로에너지건축과 시민의 상호작용  

 

 

제 1 절 연구 현장: A 주택단지 

 

1. 연구 현장 개요 

 

국토교통부는 2014년 <기후변화에 대응한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선도형 실증단지 구축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20  이것은 2020년부터 시작되는 제로에너지건물의 단계적 

의무화를 앞두고, 제로에너지건축이 상용화되고 시장이 확대되기 위한 

전략의 첫 걸음으로써 경제적사회적으로 성공적인 모델을 먼저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A주택은 실증적 모델을 건축하기 위한 

<제로에너지주택 최적화 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이라는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건축되었다. A주택 건축에는 서울시 B구와 

C건축사가 참여하고, D시공사가 2015년 착공하여 2017년 10월 

완공하였다.  

A주택은 지상 7층의 공동주택 단지 3개동(106세대), 연립주택 

1동(9세대), 합벽주택 2동(4세대), 단독주택 2동(2세대)의 총 8개동 

121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대는 39㎡에서 59㎡의 전용면적을 

가지고 있다.<표 15> 또한 거주시설 이외에 단지에 적용된 기술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고,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구비되었다.<그림 12>  

                                            
20 국토교통부, 2014년 7월 17일,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방안.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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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A주택 세대 개요 

단위 세대 세대 수 전용면적 

101동 아파트 36 39.96㎡ 

102동 아파트 42 49.66㎡ 

103동 아파트 28 59.54㎡ 

203동 연립 9 49.81㎡ 

201,202동 합벽  4 59.78㎡ 

301,302동 단독 2 59.78㎡ 

소계 121 - 

출처: B 구청 

 

 

<그림 12> A주택 시설 개요 

출처: B 구청 

 

2017년 배포된 공식 홍보물에 의하면 “A주택은 연간 5대 

에너지소요량(난방, 냉방, 온수, 환기, 조명)보다 생산량이 많은 에너지 

플러스 주택단지”이며, “화석연료를 쓰지않는 국내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단지”다. 이 단지는 패시브 설계 기술로 기존 주택 대비 

에너지요구량의 61%를 절감하고, 고효율 설비 기술(열회수 환기장치, 

LED 등)로 에너지요구량의 45%를 추가 절감하며, 신재생 

에너지기술(태양광발전과 지열히트펌프 시스템)로 필요한 에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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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었다. 21  태양광 발전의 설치 용량은 

407kWp이며, 지열 설치 용량은 130RT이다.22 

B구청은 A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2017년 

7월부터 설명회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전체 121세대 중 

115세대를 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70%는 해당 지역 구민에게 우선 공급하였다. 115세대 모집에 

총444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3.86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이 단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았다.23 최종 입주 시에 전체 세대 중 90%는 

5년 이하 신혼부부가, 10%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입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민 연령대 분포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와 다르다. 주민들 중 

30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70%를 차지하며, 40대가 15%, 

20대와 60대 이상이 약간 있고, 50대는 거의 없다. 신혼부부들의 

거주로 인해 영유아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그림 13> A주택 

주민들의 연령별 인구 비율은 전체 한국인 연령별 인구 비율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다.<그림 14>  

입주자들은 기본적으로 2년마다 재계약하며 소득이 기준이상으로 

높아지면 할증된 임대료를 내야 한다. 또한 최대 거주 기간은 

                                            
21 2017년 B구청에서 발행한 공식 안내 자료에 표시된 숫자들은 시뮬레이션 예측치이

며, 2018년 E재단 홈페이지에는 실 사용을 반영해 조정된 숫자가 기입되었다. “고효율 

설비 기술로 에너지 요구량의 13% 추가 절감, 신재생에너지기술로 필요한 에너지의 

33% 공급”으로 수정되었다. 
22

kWp(kilo Watt peak) 킬로와트피는 태양광 발전 모듈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전력

최고점을 의미. RT(Ton of Refrigeration)는 단위시간에 냉각하는 냉각 열량을 나타내

는 단위로 냉동톤이라고 함. 지열 난방은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냉동기의 응축기로부터 

방열되는 열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므로 RT 단위를 사용(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

너지 용어. http://knrec.or.kr/file/2018신재생에너지백서) 
23 2017년 7월 25일 B 구청 보도자료 

http://knrec.or.kr/fil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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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없으면 6년, 자녀가 1명이면 8년, 자녀가 

2명인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고령자들의 경우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림 13> A주택 주민들의 연령별 인구 분포 

 

<그림 14> 한국인 연령별 인구 분포 

출처: 행정자치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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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구청은 이 주택단지가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모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추가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첫째는 임차인 주택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여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구청은 협동조합식 운영을 제안한 또 다른 

이유로, 이 단지가 상대적으로 세대 수가 적어 관리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관리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음을 밝혔다. 둘째는 환경 전문가와 공동체 

전문가에게 특별 분양을 한 것이다. 전체 121세대 중 환경 전문가에 

2세대, 공동체 전문가에 2세대를 따로 배정하여 분양하였고, 

결과적으로 환경 전문가 2세대와 공동체 전문가 1세대가 입주하였다. 

셋째는 일반 임대주택과 다르게 입주 전 2차례에 걸친 주민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였다. 주민 교육의 내용은 에너지제로주택 기본 

이해와 주거공동체 및 협동조합 기본 교육이었다.24 

 

2. 연구 참여자와 이해관계자 

 

A주택의 설계, 건축, 운영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는 복잡한 

구조를 보인다. A주택을 B구에 유치하고 건설하고 비전을 세운 데는 

2014년 당시 B구청장이 주된 역할을 하였고, 실제 건축 설계와 

프로젝트를 주도한 행위자는 C건축사 소속 전문가들이었다. B구청은 

A주택을 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재단에 단지 운영을 

                                            
24 주민 교육의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4장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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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했다. 하자 보수는 주택을 시공했던 D시공사가 책임을 진다. 한편 

전 B구청장과 정치인 F는 A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외부에서 지원하는 입장을 취했다.<그림 15>  

<표 16>에는 연구 참여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다시 소속 집단별로 

분류하여 표시하였다. 주된 연구 초점은 연구 참여자인 주민들에게 

맞추어져 있다. 전문가 집단과 관리자 집단은 이해관계자로서 상황적 

맥락을 구성한다. 이 단지에는 특별 분양을 받은 환경 전문가 2세대와 

공동체 전문가 1세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거의 

일치하여 주민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기타로 분류한 참여자들은 

외부인이지만 주택의 운영 현황을 보거나 들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 있었던 이들이다.  

 

 

<그림 15> 이해관계자 집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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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연구 참여자/이해관계자들 집단 구분 

구분1 구분2 연구 참여자/이해관계자 

주민들 

(연구 참여자) 
A 주택 주민들 

주민 1~38 

환경/공동체 전문가 세대 1~3 

전문가 집단 C 건축사 전문가들 설계자 1, 설계자 2 

관리자 집단 
B 구청 구청측 관리자 1~5 

E 재단 재단측 관리자 1~2 

기타 

D 시공사 시공사 관계자 1 

정치인 전 B구청장, 정치인F 

지역주민 

이해관계자1 

홍보관 관련자1 

지역주민1 

 

3. A주택 거주 활동 체계 형성 

 

A주택을 활동이론의 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활동의 성격과 

정체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로에너지건축기술과 시민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A주택을 둘러싼 활동은 

‘적응(adaptation)’, ‘적용(application)’, ‘관리(management)’, ‘거주’ 

등 여러 층위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적응 활동은 주민들이 새로운 

기술 현장과 환경에 자신을 맞춘다는 수동적인 의미의 용어다. 주민들이 

주택 설계나 기술 적용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고 이미 지어진 환경(built 

environment)에 놓여져 주위 환경을 변화시킬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는 이 활동을 적응 활동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반면 적용은 이론적이고 실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기술이나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해본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관리는 

기술자와 행정가들이 주택을 운영하는 입장을 강조하는 의미다. 



 

 93 

마지막으로 거주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도 다소 중립적이며 거주자 

입장을 강조하는 용어다. 따라서 여기서는 관리나 적응, 적용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주 활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1) 주체: 주민들 

활동체계에서 주체(subject)라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그 활동을 

수행하는 데 누가 관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거주 활동의 

주체는 실제로 거주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는 입주민들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연령대에서 편차가 크고, 아기를 

키우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의 요구가 다르다. 또한 아파트 세대, 

연립 세대, 합벽단독 세대는 각각 다른 주거 형태로 인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 안에서도 다시 다양한 목소리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 이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장 중요하게는 거주 목적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있다. 이 단지가 

‘제로에너지주택’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의미와 목적성을 파악하여 

입주한 주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도 있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 중에는 이곳이 제로에너지주택인지 모르고 입주한 경우도 

있었다.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내고 모임을 주도하는 등의 

가시적인 행위를 했던 협동조합 이사진들과 온라인 카페에 의견을 자주 

개진했던 사람들이 이 거주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구청에서는 이 단지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였기에 

주민들은 입주와 동시에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2018년 2월 주민 총회를 통해 협동조합 이사들을 선출하고 4월에는 

협동조합 설립 총회를 하였다. 10명 남짓의 이사진들은 매달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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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모임을 가지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논의하며 필요한 

활동을 조직하였다. 2018년 초기에는 협동조합 설립 및 단지 내 

현안들로 거의 매주 회의를 하였다.  

한편 협동조합 이사회는 관리비와 에너지 비용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관리비위원회에는 특별 분양을 받은 환경 

전문가 세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관리비위원회는 주민들은 

누구나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모임이었다. 사안의 

관심도에 따라 오프라인 참여 인원이 달라져서 10~25명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보조적으로 온라인 대화방을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더 나누기도 했다. 온라인 대화방에는 13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와 있다. 관리비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만 

모이는 비정기적 모임이었고, 주로 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논의하였으며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것을 검토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토론을 한 후 이사회와 주민 카페에 정보와 상황을 공유하는 

일이 주된 역할이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의 권한은 

이사회나 주민총회에 있었다.  

 

2) 매개 개념(mediating concept): 제로에너지, 화석연료제로  

활동체계에서 새로운 매개 개념은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활동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김남수 & 이혁규, 2012). 이 사례의 

활동체계에서 핵심적 매개 개념은 ‘제로에너지’이다. 그런데 ‘제로에너지’ 

개념은 절대적이거나 고정된 것은 아니다. 선행 이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목적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제로에너지 정의가 있다. A주택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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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제로에너지 정의 중 주택 단지에 적합한 한 가지 개념을 사용했다. 

이 주택단지를 설계한 전문가들이 상정한 제로에너지 개념은 다음과 

같다.  

단지 내 전체 세대가 필요로 하는 5대 에너지(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를 단지 내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모

자랄 때는 외부 에너지 공급망으로부터 받고 남을 때는 외부 에너지 공급망

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양을 각각 1차 에너지로 환산하였을 때, 연간 대차대

조하여 제로가 되는 주택단지이다.  

A주택 설계자들은 이 개념을 ‘넷-제로 일차 에너지(Net-Zero 

Source Energy)’라고 명명했다. 이 개념은 Torcellini와 

Crawley(2006)의 정의 중 순제로일차에너지건물(net zero source 

energy building)과 가장 유사하다. 이 경우 시스템의 경계는 단지 

내로 제한되며 단지 안에 발전소나 연료원이 있다. A주택은 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이 연료원 역할을 하였다.  

A주택 제로에너지 개념에서 몇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 첫째, 

제로에너지 범위에 취사와 콘센트 전기 등 세대 전기와 공용 전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개념 서술에 ‘충당’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일년 대차대조상에서 5가지 에너지를 태양광발전으로 감당하면 

제로에너지가 달성된 것으로 본다. 환기와 조명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므로, 냉난방과 온수를 생산하는 지열냉난방시스템이 소비한 

전력을 태양광이 얼마나 충당해주는지를 계산하는 소위 ‘충당률’을 

기준으로 한다. 즉, 위의 개념에 따르면, 1년을 기준으로 

지열냉난방시스템이 사용한 전력을 태양광 발전 설비로 생산하면 이 

주택 단지는 제로에너지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개념상으로는 나와있지 않지만, 제로에너지의 조건으로 여름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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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겨울철 20℃ 이하의 실내온도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 만약 

여름철에 기준보다 더 낮은 실내온도를, 그리고 겨울철에 기준보다 더 

높은 실내온도를 유지한다면 에너지는 더 소요된다. 

A주택 단지와 관련한 또 하나의 제로 개념은 ‘화석연료 제로’이다. 

B구청에서 발행한 공식 홍보물에는 이 단지가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시스템으로 필요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화석연료 ZERO단지”라고 소개되어 있다. A주택은 단지 내 모든 최종 

에너지를 전기로 사용하는 전력화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런데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자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전기와 공용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한다. 따라서 한전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이상, A주택이 화석연료 제로단지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매개 개념은 주체의 활동 목적에 방향성을 제시하며, 목적이 

변화하였는지 가늠하는 역할을 한다. ‘제로에너지’, ‘화석연료 제로’와 

같은 매개 개념을 통해 이 주택단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전환을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주 활동 체계의 

주체인 주민들이 제로에너지 개념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동의하는지 

여부에 주목하게 된다.  

 

3) 목적: 에너지절감과 쾌적한 주거 환경 

활동 체계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목적(object)이다. 활동 체계는 목적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이다.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왜 그 활동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이 

사례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첫째는 ‘왜 A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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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었는가?’, 둘째는 사람들은 ‘왜 A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큰 틀에서는 일치한다. 

에너지절감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건축 분야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 실험을 하는 

것이다.  

에너지절감과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는 목적은 다시 세부적인 

층위의 목표들로 구분할 수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거 생활이 

에너지 비용 측면과 쾌적함에서 만족스럽다면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국가적 프로젝트를 유치한 구청 입장에서는 

건물에너지효율 연구와 실험이 성공하고 좋은 모델로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이다. 주민 만족도는 그러한 성과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되므로 단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원활한 운영과 주민 

만족이라는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또한 기술을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혁신적 기술 실험 성공이라는 측면이 보다 강조될 것이다. 거주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면 세부 목표로 등장하고 목적은 구체화되거나 변화를 겪는다. 

 

4) 매개/도구: A주택과 온라인 카페 

이 활동 체계에서 주택이라는 매개는 활동의 독특함을 좌우하는 

요소로서 활동의 목적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 도구로서 A주택은 

첫째, 일단은 ‘주택’이므로 거주자의 쾌적한 삶과 만족감을 충족시켜야 

하고 둘째, ‘제로 에너지’를 표방하는 주택이므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일년 에너지 밸런스가 제로가 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제로에너지주택이라는 도구는 패시브건축기술, 재생에너지 설비 기술 등 



 

 98 

기호와 강력하게 결합된 인공물로 거주자들의 생활방식과 사고에 

영향을 주게 된다.  

주택 이외에도 이 활동 체계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은 

온라인 소통 수단이라는 도구다. 구청은 입주 초기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주민들은 온라인 

카페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다. 입주 관련 질문 사항을 우선적으로 

카페에 물어보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카페를 통해 이웃과 

공유하였다. 또한 카페는 작아진 아이 옷이나 장난감을 나누는 

벼룩시장의 역할을 하였고, 게스트하우스나 다목적실과 같은 공유 

공간을 예약하고 사용 일정을 조정하거나 규칙을 공지하는 기능도 

하였다. 아카이브의 기능도 있었다. 이사회는 카페에서 회의 안건을 

모으고, 안건에 대해 주민 의견을 묻고, 최종적으로는 회의록을 올려서 

공유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온라인 카페가 전체 주민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면, 동 별 단체 

SNS 대화방은 소규모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 동 별 온라인 대화방은 

구청 개입 없이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만들었다. 온라인 대화방은 

카페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소통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볼 수 

있었기에 때로는 더 선호되는 소통 도구의 역할을 했다. 주민들이 

면대면 접촉보다 온라인 카페와 대화방을 주로 활용한 데에는 젊은 

세대의 비율이 높은 인구통계적 배경도 있었다.  

 

5) 공동체: 이해관계자들 

활동 체계에서 공동체라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이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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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는 환경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A주택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국가적 프로젝트인만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이다. 

프로젝트를 발주한 국토교통부, 프로젝트를 유치한 B구청과 당시 

구청장 및 소속 공무원들, 단지를 설계한 C건축사와 설계자들, 설계에 

따라 시공한 D시공사와 하청업체와 기술자들, 단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위탁 받은 E재단, 마지막으로 지역 정치인 F 등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자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은 각각 

자체적으로 새로운 활동 체계를 생성하거나 변화하며 주민들의 거주 

활동 체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활동 결과의 공유’를 통해 2차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김남수 & 황세영, 2013). 특히 제로에너지 건축이라는 혁신적 

기술 실험 공간으로서 A주택의 성과와 결과물을 어떻게 공유하는가에 

따라 2차적 공동체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단지에서 일어난 

실험의 과정과 성과가 정확하게 공유된다면, 공동체가 확장되거나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 관련성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 

제로에너지건축 분야는 초기 단계이고 관련된 전문가들과 시장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하나의 사례와 과정이 가지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크다. 

결과의 공유는 더 나아가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해 사회적으로 

확장되면서 사회기술시스템 전체가 변화할 가능성까지 내포한다.  

 

6) 분업: 주민들의 역할 

A주택을 둘러싼 공동체(이해관계자들)는 역할에 따른 분업이 

비교적 명확하다. 주택의 소유와 관리 측면에서 보자면, 이곳은 임대 

주택으로 주민들은 임차인이다. B구청은 실질적인 소유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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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으로서 재산권을 행사하고, 최종 관리 책임을 진다. 그러나 행정 

기관이 집주인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B구청은 E재단에 단지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였다. 따라서 E재단은 관리 대행 조직으로서 

전반적 운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지는 일반적 임대주택이 아니라,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이 실험되고 적용되는 혁신의 공간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토교통부는 혁신을 지원하는 외부 조직이며 B구청은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C건축사와 소속 설계자들은 혁신적 

전문가이며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 실험과 모니터링을 거쳐 더욱 

발전시킬 책임을 맡고 있다. D시공사는 설계를 잘 구현하여 성공적 

모델이 될만한 주택 단지를 건축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반해 기술 

분야에서 주민 역할은 상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법적 임차인, 그리고 이미 건설된 주택에 입주한 거주자가 담당하는 

역할은 수동적이고 책임은 미미하다. 공동체와 외부 조직들, 언론 등이 

주민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B구청은 주민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주민들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여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스스로 주택과 공용 시설을 관리’한다. 그러나 ‘실증 단지의 

특성상 다수의 방문, 견학, 행사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25  

한편 이 단지를 취재하러 오는 언론 매체나 지인들은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거기 살면 정말로 난방비를 안 내는가?”, 

                                            
25 A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2017년 7월. 



 

 101 

“살면서 어떤 점이 좋은가?” 구청의 모집 공고문과 주민들에게 

던져지는 이 질문들을 통해 외부에서 주민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효율이 높은 집에서 

공동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 모습을 외부에 홍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의 만족과 홍보는 결국 A주택의 경제성과 

쾌적성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기술 확산에 도움이 된다. 

만약 혁신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이 공동체 구성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해낼 것이고 역할 변화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해낸다면 혁신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생기면 새로운 목적이 생기면서 역할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분업 체계로 변화할 가능성이 생긴다.  

 

7) 규칙: 민주주의와 에너지절약 

A주택 거주 활동과 관련하여 명시적 규칙이 정해진 바는 없다. 

그런데 초기 설정으로 인해 활동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암묵적 규칙이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친환경성이다. 첫째, 민주주의는 단지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구청의 방침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인 협동조합 운영 원칙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조합원들은 

출자한 금액에 상관없이 1인 1표를 행사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총회를 

통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이사회 운영도 

자연스럽게 민주적 원칙을 따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회의 과정과 결정 

내용, 주택 관련 정보를 온라인 카페에 게시하여 주민 전체에게 알리는 

작업을 중시하였고 최대한 주민들 다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주민들 간 갈등이 있거나 상반되는 견해가 드러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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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총회를 열어 가급적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토론을 하는 등, 민주주의라는 규칙은 주체들의 활동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로 친환경성은 ‘에너지제로’라는 주택 이름이 가지는 무게감과 

관련이 있다. 이 이름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활동 방향성을 잡는 데 반영되고 있었다. 주민들은 행사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친환경 에너지절약을 컨셉으로 내세우기를 원했다. 일부 

주민들은 친환경/에너지절약을 소속감정체성과도 일치시키고 있었다.  

활동을 지배하는 암묵적인 규칙은 이후 활동 체계가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함께 변화하거나 새로운 규칙이 생겨나게 된다. 새로운 

규칙은 활동 체계가 처한 문제나 모순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이상의 

요소들을 토대로 A주택 거주 활동 체계를 <그림 1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 초기 활동체계는 주민들 입주 초기인 2017년 

12월~2018년 3월경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그림 16> A주택 거주 활동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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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기별 주요 사건 진행 

 

A주택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2017년 11월 20일부터 

연구가 마무리되는 2019년 10월까지 현장에서 있었던 주요한 사건과 

가장 중심이 되었던 이슈를 기준으로 시기를 분석하였다. 크게 다섯 

시기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 시기는 입주시기이다. 입주 전부터 설명회와 세 번에 걸친 

교육과 분과 모임 등의 사전 준비 단계가 있었다. 이 시기에 주민들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이익도 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새로운 멋진 집에 살게 된다는 설렘이 묻어 있었다.  

두 번째 시기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하자와 에너지 

비용이었다. 입주하고 나자 입주 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자들이 보이고 

이 하자들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한 전체 세대 첫 관리비 고지서가 나왔고 주민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에너지 요금이 많이 부과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제기로 주민 총 투표를 실시하여 부과 체계를 

바꾸기도 했다.  

세 번째 시기는 여름을 앞두고 B구청이 주민 교육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전문가/관리자 집단 간에 소통 방식이 이슈로 부각되었다. 

주민 교육은 주민들과 전문가 집단의 서로 다른 관심과 욕구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 이후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이 산발적으로 제기되자 협동조합 이사회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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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시기에는 거버넌스가 이슈가 되었다. 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 등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전문가/관리자 집단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 두 집단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구청장과 정치인 

등이 간담회를 열고 어느 정도 개입을 하기도 했다. 이 시기 후반부인 

2019년 1월에는 지난 겨울 동안 가스를 사용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운영 의사결정권을 둘러싸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다섯 번째 시기인 2019년 상반기부터는 단지에 주요한 이슈가 

표면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하자, 에너지, 거버넌스, 소통 관련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잠잠해져 있었다. 다수 주민들이 주택 

생활과 주택 운영 방식에 어느 정도 적응하거나 포기한 상태였고, 소수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이 

시기에 주민들은 지자체 예산이 지원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따내면서 주택에서 주민 자치 활동을 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축제를 기획하거나 동아리를 만들고, 환경 에너지 

관련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의 활동에 더 매진하였다. 공동체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다음 

<그림 17>에 시기별 주요 이슈와 주요 사건을 표시하였다.  

다음 절부터는 각 시기별로 이슈가 되었던 하자, 에너지, 거버넌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주요 사건들을 각각 기술했다. 주민 교육은 

<4장 학습과 지식 생산>에 별도로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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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A주택과 사건들의 시기별 구분 

 

 

제 2 절 하자 

 

1. 하자 발생 양상 

 

2018년 1월, 주민들이 한창 입주를 하고 있던 시점에서 시공사가 

밝힌 하자 건수는 1122건이었다. 26  이후 2019년 초,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인터뷰에서 시공사 관계자는 A주택의 2018년 1년 간의 하자가 

총 2818건이라고 밝혔다. 27  121세대에서 각 세대당 평균 7건 정도 

                                            
26 시공사 주민 교육 발표 자료. 2018. 01.23. 

27 서울경기케이블TV. 2019년 4월 3일 

http://www.incab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205  

“입주민 사전 점검에서 1천여 건의 하자가 접수되었고, 이후 1년 동안 1천 8백여 건의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아나운서). 하자가 총 2818건이 접수되어…(시공사 관계

http://www.incab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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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셈이다. 하자 발생은 세대마다 편차가 커서 하자가 거의 없는 

집도 있었고, 최대 30건 이상인 집도 있었다.  

하자가 생각보다 문제가 되고 해결이 쉽지 않자 협동조합 이사회는 

2018년 7월 하자, 에너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주민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중 하자 관련 문항은 ‘하자 종류는 

무엇인지’, ‘하자보수 과정에 만족하는지’, ‘하자보수에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무엇인지’였다. 그 중 하자 종류를 묻는 질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마감 불량’(72세대)이었고, ‘도어락 

고장’(59세대)이 그 뒤를 이었다.<그림 18> 

 

 

<그림 18> A주택 하자 종류 

출처: A주택 협동조합 주민 설문조사(2018년 7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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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온라인 카페와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자기 집 하자 

양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주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고, 그로 인한 감정적 피곤함을 호소했다.  

“도어락, 월패드, 욕실 등,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부분의 하자… 게다가 제 각

각 다른 업체분들이 오시니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는 시간맞추기도 쉽지 않

네요. 아침부터 저의 ‘에너지가 제로’가 되어 짜증나는 마음에 글 올려봅니

다.” 28 (주민26/2018.02.10) 

“저희 집은 진짜 모든 하자의 샘플이에요. 이제는 포기하고 있어요.”(주민

8/2018.03.24)  

“하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 집은 욕실 타일 깨져 있고 마루 벌어져 있고 냉

방 고장 나서 32도씩 올라가서 경로당 가서 잤어요. …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다 썩었어요.”(주민11/2018.09.11) 

하자 종류 중 도어락 고장은 총 59세대로 전체 세대 중 반 이상의 

세대가 도어락 하자를 보고했다. 도어락 고장은 입주 초인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문제가 되었다. 도어락 고장은 일반 

주택에서 보기 어려운 패시브주택의 독특한 하자였다. 도어락 고장 발생 

이유는 겨울철 외부 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갈 때 영상 20도 

정도인 실내와 약 40도 정도 온도 차가 나면서 도어락 내부에 결로가 

생겨 도어락이 오작동하며 잘 안 열리기 때문이었다. 도어락 고장 

원인에 대해 설계자1은 주민교육에서 “집이 너무 잘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9  기밀성을 높여 지은 패시브하우스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공기가 통하지 않아 도어락에만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설계자는 한국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도어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재 

                                            
28 강조는 주민 발화자. 주민 26은 주택 단지의 이름에 ‘에너지 제로’가 들어가는 점을 

빗대어서 냉소적으로 표현하였다.  

29 2018년 2월 24일 주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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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패시브하우스의 성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패시브하우스의 높은 성능 수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당장 너무 불편한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추운 겨울 

아기를 안고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도어락 결로는 그냥 결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거조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해요. 출입 자체가 자유롭지 않았으니까요.” (주민

23/2018.07.04) 

“문이 안 열려서 아기 안고 밖에서 1시간 넘게 떨다 애기는 배고프다 울고 

…”(발화자 미상/2018.01.03) 

그 외에 A주택이 구조가 달랐기 때문에 생긴 하자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은 욕실 곰팡이였다. 2018년 7월 설문조사에서 욕실 

곰팡이와 타일 내려앉는 하자를 보고한 세대가 21세대 정도였으나, 

10월 이후까지 온라인 카페에 보고된 욕실 하자는 42건으로, 35% 

정도의 세대에서 욕실 하자가 있었다.  

A주택 욕실은 층간 생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층상벽면배관 방식을 

사용했다. 배수가 벽면으로 빠지는 방식이어서 욕실 벽면을 콘크리트가 

아닌 나무 합판으로 처리하게 된다. 유럽과 같은 건식 욕실에서는 다수 

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습식으로 사용하는 한국의 주택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생겼다. 첫째는 합판에 습기가 들어가 곰팡이가 생기고 

이것이 벽면을 타고 안방이나 거실까지 번졌던 것이다. 둘째는 합판이 

시공된 벽체에 바닥이 떠 있는 변기를 시공하여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벽체가 들리고 변기가 내려앉는 현상이 있었다. 간혹 실리콘 처리를 

꼼꼼하게 하지 못하여 곰팡이가 번지는 경우도 있었다. 욕실 하자를 

보수하는 동안의 불편함이나 위생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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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약 3주 째 벽에 구멍이 난 채로 생활하고 있어요. 어제는 곰팡이

가 더 퍼지면 안된다고 내장재를 다 들어낸 상태고요. 집에 들어오는 순간 

온 거실에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내장재 들어낸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

여 날파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주민26/2018.07.20) 

도어락 고장과 욕실 벽면 곰팡이와 같은 A주택만의 하자들 

이외에도, 다른 일반적인 패시브하우스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누수, 

결로, 곰팡이 같은 하자들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다.30 

 

2. 하자 원인과 보수 

 

하자를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있음에도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의 하자 

보수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34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불만족의 이유로 가장 큰 것은 ‘하자보수가 지연된다’(73세대)는 

것이었다. 또한 보수 후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33세대)도 

많았다.<그림 19>  

 

<그림 19> 하자보수 불만족의 이유 

출처: A주택 협동조합 주민 설문조사(2018년 7월) 

 

                                            
30 패시브하우스는 애초에 결로와 곰팡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 운동으로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패시브하우스는 단열 뿐 아니라 기밀을 철저히 하므로 누수나 결로, 

곰팡이가 거의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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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것과 하자 보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저희 집은 일곱 군데 누수가 있고 다섯 번 공사를 했는데 아직 두 곳은 손

도 못 대고 세 곳은 벽지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요. 누수 공사도 한두 

번이지 정말 스트레스네요.”(주민31/2018.06.12) 

“누수 때문에 곰팡이가 생겨서 벽을 뜯었는데 또 생겨요. 도배를 3번 했는데 

지금 또 도배해야 해요.”(주민14/2019.01.30) 

“업체를 따로 계약해야 한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아기 키우는 집 안방 곰

팡이를 언제까지 방치하라는 건지 답답해요.(주민14) 저희도 하청업체를 아

직 못 정해서 기다리라는 답변만 몇 달 째예요.” (주민31/2019.01.30) 

시공사 관계자는 간담회 자리에서 하자가 다수 발생한 원인에 대해 

해명했다. 그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첫째, 시간이 없었으며, 둘째 

구조상 다른 방식을 시도했지만 한국화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하자라는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고 공정에 쫓겼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공사하기도 바빴습니다.”(시공사/2018.09.11) 

“구조상 다른 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자가 생겨요.”(시공사

/2019.03.27)  

“한국형 제로에너지주택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이 부족한 탓에 

… 하루 빨리 제로에너지기술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독일 기술이 자재는 있

지만 마감 디테일이 함께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재들이 국산

화가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디지털 도어록도 생산해야 합니다.” 

(시공사/2018.09.11) 

한편 주민들은 하자 보수가 지연되는 원인으로 지식과 경험이 없는 

기술자들을 지목했다. 하자 보수 기술자들은 패시브 건축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이들은 하자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집이 이상하고 설계가 잘못되었다며 주민들에게 화를 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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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자 보수 하시는 분이 얘기하는 건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주민

17/2018.06.12)  

“하자를 고치러 와서는 업자들이 자기들도 잘 모르겠대요. 니가 와 봐라 네

가 와 봐라 해서 여러 사람이 오더니 결국 우리끼리는 안 될 것 같다며 고치

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주민22/2018.03.27) 

“저희는 난방이 안되어 하자보수를 하러 왔는데, 진짜 어이없었던 게, 그 한

달 전에 온수 하자 고치러 온 사람이 밸브를 잠가놔서 난방이 안되었던 거예

요. 하자를 고치러 와서 하자를 만들고 간 거죠.”(주민15/ 2018.11.20) 

기술자들이 패시브건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 마감 

불량이 아닌 경우 하자 원인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어려웠다. 원인을 

파악했다 해도 보수하기가 어려워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제거했다. 결로로 곰팡이가 생겼는데 결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기만 닦고 락스로 곰팡이 닦고 

끝.”(주민30/2019.01.30)과 같이 미봉책을 썼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동일한 하자가 계속 발생했다.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업체선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어떤 경우는 몇 달씩 보수가 

중단되고 기다리는 일들이 잦았다. 또한 주택과 기술, 기술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었다. 주민들은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주민들은 경험과 지식이 많은 업체와 기술자가 오지 않는 한 

하자가 제대로 보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저희 집에 온 타일업자는 저희 집 같은 배수 방식을 생전 처음 봤다고 했어

요. 왜 이걸 나무합판으로 했냐고 궁시렁대기도 했구요. 결국 층상벽면배관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정밀 시공할 수 있는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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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상 계속해서 같은 하자가 발생할 겁니다.” (주민20/ 2018.08.31) 

주민들은 설계자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하자를 보수하는 

기술자들에게 이 주택단지에 대해 교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설계자는 기술자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시공한 사람들도 그때 사람들이 아니고 다 바뀌었다. 기술자들이 이 설비에 

대해 당황스러워 한다. 저희가 그 분들을 다 붙들어 놓고 교육하기가 쉽지 

않다”(설계자1/2018.04.06) 

 

3. 하자에 대한 대응 

 

하자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그냥 불편한 정도였으나, 

보수가 장기화되거나 동일 하자가 반복되면서 육아와 안전 문제로 

확장되자 불안과 분노에 가까운 반응도 일부 나타났다. 

“화장실 문틀이 덜렁거리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문틀이 놀러 온 

조카의 코 앞으로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8.03.31) 

“정말 하자가 너무 많은 거, 욕실 거실 바닥 미미한 거는 그러려니 넘겼는

데, 어제 퇴근하고 와보니 아기방 아기 침대 위에 전등이 한쪽 나사가 풀려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 떨어졌으면 어땠을까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제 소중

한 아들 이제 8개월입니다.”(2018.05.31) 

주택 하자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났다. 도어락 

고장에 대해서는 설비 보완을 요청했다.31  주민들이 모은 의견은 ‘복도 

섀시 설치 요청’이었다. 도어락이 실내외 극심한 온도 차이로 고장 난 

것이라면 복도에 섀시를 설치해서 외부 온도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31 연구를 마무리하는 2019년 12월 즈음에는 일부 세대에서 디지털기능과 아날로그기

능(열쇠)이 결합되어 결로가 생겨도 사용할 수 있는 도어락으로 시범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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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주민들은 도어락 결로 뿐만 아니라 어린 

아기가 난간을 밟고 올라갈 수도 있는 위험성과 눈이 오면 복도가 

빙판이 되어 고령자, 아기들, 임산부들이 넘어지는 위험성때문에도 

복도에 섀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요청은 

받아들여져서 결국 2018년 10월경 아파트동과 연립동 섀시가, 2019년 

3월경에는 합벽 단독동의 섀시가 설치되었다.  

2019년에는 주민들 간 대화나 온라인 카페에서 하자가 자주 

언급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그 이유를 하자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문제 해결을 향한 관심과 동력을 

“포기”하였다고 이야기를 한다.  

“작년에 그렇게 하자 문제를 크게 이야기했던 것은 AS 기간이라는 게 있었

고, 다들 나만 살 집이 아니라는 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나가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 살 건데) 꼼꼼하게 보고 고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는 어차피 안 될거니까, 이미 다 끝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주민

4/2019.07.08) 

입주 초에는 A주택 주거 활동 체계에서 그리 뚜렷한 목적이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새 집이니 당연히 쾌적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자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여, 주거 활동 

체계는 하자를 보수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이 

뚜렷해졌다. 이는 도구와 목적 간에 발생한 모순이다. <그림 20>에서 

보듯, 주택이라는 도구와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는 목적 간에 모순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활동 체계 내의 요소 사이에 발생하는 2차 

모순으로 볼 수 있다.(②로 표시)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모순’인 이유는, 하자가 발생한 원인과 보수가 어려운 원인을 살펴보면 

구조와 기술 시스템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하자 발생 원인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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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 설계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시공, 시간에 

쫓긴 부실 시공, 패시브주택의 성능을 따르지 못하는 도어락과 같은 

자재, 유럽식 층상벽면배관을 설비하지 못하는 한국 기술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건축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와 더불어 한국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재와 설비와 기술자가 준비되지 않은 사회적 

여건에서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한 하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주택의 하자는 단순 하자라기 보다는 ‘구조적 하자’라고 말할 수 있다.  

A주택 거주 활동체계는 주택이라는 도구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건축 활동체계라는 인접 활동 체계가 생산해 낸 결과물로 인한 

문제다. 따라서 인접 활동체계 간에 발생하는 모순인 4차 모순으로 볼 

수 있다.(④) 또한 하자를 보수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하고자 하나, 역시 준비되지 않은 기술자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하자 보수가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맞는다. 이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하고 기존 시스템의 관성으로 

인해 새로운 버전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3차 모순이 발생한 

상황이다.(③) 

이 3차 모순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다시 시장의 

구조적 모순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기술자들을 교육하고 

제로에너지건축에 맞는 자재를 만들어 내는 등 하자보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들은 그만큼의 경제성과 시장성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필요한 일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없는 데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기술자들을 교육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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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하자와 관련한 모순과 활동 체계의 변화 

 

 

 

제 3 절 에너지 

 

1. 에너지 비용 

 

2017년 A주택 입주 설명회에 배부된 안내 자료에 “A주택은 연간 

5대 에너지 소요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에너지플러스 주택단지”라고 

소개되어 있다. 32  이 자료에 따르면, 패시브 설계 기술로 기존 주택 

대비 에너지요구량의 61%를 절감하고, 고효율 설비 기술로 45%를 

                                            
32 B구청 발간. 20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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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절감하며,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필요 에너지의 278%를 

공급한다고 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홍보물에 이 주택은 “난방비 

0원”이며 연간 97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한다고 소개했다.33  

그런데 입주 전 홍보와 A주택의 실제 에너지비용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다. A주택은 최종 에너지가 전력화 되어 있어 가스 요금은 내지 

않고 전기 요금만 낸다. 2018년 2월 A주택의 전기요금은 세대 평균 

86,420원이었다. <표 17>과 같이 동일 기간 서울시 가구당 평균 

에너지 요금(전기요금과 가스 요금의 합)은 115,314원이었다. A주택은 

서울시 가구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A주택이 

패시브하우스이고 가구당 월 평균 326kWh 정도의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반영한 요금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낮은 비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34 2019년 8월에는 서울시 가구 평균보다 오히려 2만원 

                                            
3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USR/NEWS/m_35045/dtl.jsp?lcmspage=12&id=95080081  
34 A주택 사례를 정당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로에너지주택들과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 제로에너지주택 사례가 너무 적고 에너지비용 통계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서울시 일반과 비교했다.  

다만, 통계자료가 아닌 몇몇 제로에너지주택 거주자들의 보고를 참고하여 제로에너지주

택들의 대략적인 에너지비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B제로에너지주택은 85㎡ 평형 단독주택 단지로, 일부 거주자들은 2019년 12월의 경우 

실내온도 22℃ 정도 유지에 전기요금은 2,900~5,000원, 가스 요금은 2만원 정도를 냈

다고 보고했다. 2019년 8월에는 해당 주택 다수 가구들이 전기 사용량 0kWh로 태양광 

발전 잉여량이 계속 쌓이고 있었다. 어떤 세대는 1,700kWh가 넘는 잉여량을 가지고 있

어 남는 전력을 어찌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8월 B주택 단

지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썼다는(60가구 중 60위) 세대는 3만6천원의 전기요금을 냈다. 

해당 세대주는 “원없이 전기 쓴 것치고는 적게 나왔다”고 말했다. 

C제로에너지주택은 247㎡(75평)의 단독주택으로 6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다. 

C주택은 39~59㎡인 A주택에 비해 4~6배 이상 평수가 크다. C주택 거주자는 2019년 

1월 에너지요금은 94,280원(전기 12,160원+가스 82,120원), 2019년 8월 에너지요금

은 24,780원(전기 14,720원+가스 10,060원)을 냈다고 보고했다.(겨울철 실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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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 더 높은 비용을 부과 받았다. 

 

<표 17> A주택과 서울시 가구당 평균 에너지 비용 비교35 

출처: A주택 관리사무소, 전력데이터 개방 포털시스템(bigdata.kepco.co.kr),  

한국도시가스협회(citygas.or.kr) 

 

2018년 2월분의 경우, 전기요금의 세대별 편차가 커서 가장 

전기요금을 적게 낸 세대는 26,900원이었고, 가장 많이 낸 세대는 

                                            

22~24℃, 여름철 실내온도 24~29℃ 유지)  

B주택단지와 C주택 등 다른 제로에너지주택 사례에서, 다수 거주자들은 비교적 적은 에

너지 요금을 내고 있었고 비용 측면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35 <표 17>은 세대 면적과 건물 노후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A주택은 비교적 소규모인 

39㎡~59㎡ 면적이며 신축 건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만약 같은 면적 대의 신축 건물

과 비교한다면 비교군인 서울시의 해당 가구당 평균 에너지 비용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간 
A주택에너지

요금(원)
*
 

서울시 에너지 요금(원) 

전기(a) 가스(b) 총 비용(a+b) 

2018년 2월 86,420
**

 28,714 86,600 115,314 

2018년 8월 42,834 49,154 6,511 55,665 

2019년 1월 65,011*** 27,166 88,395 115,561 

2019년 8월 62,670 35,502 8,128 43,630 

* 총 소비량에서 가구당 평균 300kWh의 태양광 발전량을 상계한 후의 요금이다. 

** 2018년 7월 이전에는 검침 기간이 전달 15일부터 다음달 15일이었다. 2018년 2월 

전기요금은 이를 1일부터 30일까지로 환산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실 부과 요금과 미

미한 차이가 있다. 

*** 2019년 1월에는 가스를 보조열원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여기에는 가스비가 포함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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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40원을 납부하여 대략 10배 차이가 났다. 특히 59㎡인 합벽동은 

콘센트와 취사 등 세대 전기 사용량은 동일 면적 대 다른 동들과 

비슷했으나 난방 사용량에서 크게 차이가 나서 가구당 평균 에너지 

요금이 179,370원이었다.  

사전 안내 자료를 통해 에너지 제로, 혹은 에너지 플러스라는 

홍보를 접하고 입주했던 주민들은, 홍보 자료에서 안내했던 것보다 높은 

에너지 비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2018년 7월 실시했던 

주민설문조사에서 이전에 살던 집보다 A주택의 에너지 비용이 더 

높다고 대답한 주민들이 상당히 있었다. 설문조사에 ‘에너지를 

절감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와 ‘이전에 살던 집에 비해 에너지 

비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묻는 문항이 있었다. 대부분의 

주민들(98%)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매우 노력 35.8%, 노력하는 편 62.3%, 노력하지 않는 편 

1.9%). 이에 반해 체감 에너지비용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전 

거주 집에 비해 A주택의 에너지 비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오히려 비용이 증가했다(33%)는 응답이 많았고, 거의 

비슷했다(3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그림 21> 이것은 실증적으로 

이전에 살던 집의 에너지 비용과 현재 주택의 에너지 비용을 숫자로 

놓고 비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치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주민들이 체감 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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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주택 주민들의 체감 에너지 비용의 변화 

출처: A주택 협동조합 주민설문조사 2018년 7월. 

 

설문조사 외에 인터뷰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수 주민들이 에너지 

비용이 예상보다 높으며, 이전에 살던 집에 비해서도 높아졌다는 보고를 

하였다.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난방비 제로 아니었나요? 난방 안 틀고 오로지 복사

열로만 했을 때 제로라는 말이었나요? ㅠㅠ” (주민1/2018.02.23) 

“입주 신청 전 설명회에서 겨울엔 5만원 내외, 평소에는 2~3만원 정도의 비

용이면 난방 온수가 다 해결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희 

집 이번 달에도 관리비가 20만원 넘게 나왔어요. 난방도 거의 안 틀었는데… 

입주 전 설명과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워요.” (주민14/2018.03.22) 

“전에 살던 곳에서는 전기요금 2만 5천원 냈고 (여름철) 가스비도 6,7천원밖

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8만원 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주민2/2018.07.01) 

난방 하자로 인해 평균 18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납부했던 합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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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지금 과대 광고나 허위 광고로 소송을 걸어야 할 상황이예요. 저희 집은 너

무 추워서 아침에 입김이 나왔어요. 실내온도가 17도까지 내려갔는데, 난방

을 해도 난방도 안되고요. 그런데 이번 달 난방비만 17만원, 관리비가 30만

원이 나왔어요.” (주민13 /2018.03.24) 

비용 문제와 더불어 냉난방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다. 설문조사에서 난방 만족도는 평균 55점(100점 만점)으로 

보통 정도다. 동별 편차가 있어서 난방에 이상이 있었던 합벽동의 

만족도는 25점에 불과했다.<그림 22> 난방 불만족 이유로 ‘바닥 

온도가 오르지 않음’(57세대)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난방 요금 

부담’(48세대)이 많았다. 온수도 이와 비슷했는데 만족도 평균 59점, 

가장 낮은 동은 25점이었다. 온수 불만족 이유로 ‘온수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김’(48세대), ‘온수 온도가 낮음’(29세대)등의 

답변이 있었다. 

 

 

<그림 22> A주택 주민들의 난방 만족도 

출처: A주택 협동조합 주민설문조사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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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냉방은 비용뿐 아니라 중앙 냉방 방식의 비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A주택 단지의 냉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총 106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중앙지열냉방 방식이고, 15세대가 거주하는 연립합벽단독동은 개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개별 에어컨이 설치된 세대에서는 각 개인의 

취향에 맞게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동의 경우는 중앙 

냉방이 환기 시설에 함께 맞물려 있어, 여름철에는 환기와 함께 

자동으로 냉방이 된다. 아파트 동은 개별 세대에서 이 냉방 온도를 

조절할 수가 없었다.  

주민들은 아파트 동과 연립합벽단독 동을 비교하면서 

중앙지열냉방이 개별 에어컨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고 느꼈다. 

2019년 8월의 경우, <표 18>과 같이 개별 에어컨을 쓰는 연립합벽단독 

세대들이 평균 3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데 비해, 지열 

냉방을 하는 아파트 세대들은 평균 6만6천원 정도의 에너지비용을 

부담했다.  

 

<표 18> 지열 냉방과 에어컨 전기요금 비교(2019년 8월) 

지열 냉방 설비 가구 평균 

전기요금(원) 

에어컨 설치 가구 평균  

전기요금(원) 

101동 59,824  연립 30,344  

102동 66,126  합벽단독 32,862  

103동 77,936   

평균 66,596 평균 31,351 

 

아파트 냉방 비용과 관련한 또 하나의 논란은 공정성과 관련된 

것이다. 설계대로라면, 전 세대가 고르게 환기 냉방을 통해 26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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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수 있어야 했다. 설계자에 의하면 “온도를 26도로 유지하는 

것은 환기로 가능하고, 더 시원하고 싶으면 개별 에어컨을 돌리는 

것으로 설계”했다고 한다.(설계자2/2018.04.16) 그러나 이 설계가 

구현되지 않아 실제로는 냉방 온도가 층별로 고르지 않았다.  

“101동이 가장 덥고, 103동은 그보단 좀 나아요. 103동 1층은 시원해서 26

도가 유지되긴 해요. 그런데 7층은 너무 더워요. 103동 7층은 29에서 30도. 

가장 더웠던 101동 7층 집은 블라인드 다 내려도 34도까지 올라갔어요.” 

(회의록/2019.05.13)  

이렇게 층별 온도 차이가 났지만 냉방은 세대별 개별 측정과 

조절이 불가능하여 지열 냉방 히트펌프의 전기 요금은 전 세대에 

면적대비 동일하게 부과하였다. 즉 같은 동에서는 26도가 유지되는 

집과 34도까지 올라간 집이 동일한 냉방 전기요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주민들 사이에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2. 높은 에너지 비용의 원인 

 

예측치보다 높은 에너지 비용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과 주민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하였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과다하게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였고, 주민들은 지열냉난방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요금부과방식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을 하였다.  

 

1) 에너지의 과다한 사용36  

A주택 단지의 온습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주민 

                                            
36 이 부분의 주된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2018, 제로에너지주택활성화

를 위한 최적화 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최종보고서 첨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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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간담회,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보고서 등에서 A주택이 예상보다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과 받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했고 이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겨울 평년보다 낮았던 기온때문에 난방에너지 사용이 

높았다. 2018년 1월에는 평년보다 -2.6℃, 2월에는 -1.9℃가 낮았다. 

외기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은 반비례하므로, 외기 온도가 낮아 에너지 

사용량이 높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23>에서 보는 것처럼 연립 

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에서 예상량보다 130%~260% 정도 높은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보였다.  

 

 

<그림 23> 2018년 1월 A주택 난방에너지 사용량과 예상량 

출처: 국토교통부, 2018, 제로에너지주택활성화를 위한 최적화 모델 개발 및  

실증 단지 구축 최종보고서 첨부자료(1월 데이터만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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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건물에너지 계산에 적용하는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이나, 

입주민들이 더 높은 실내온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표 

19>에서 보듯이 평균 21.5℃~23.4℃도 정도의 실내 온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A주택 동별 평균 실내 온도 (2018년 1월) 

출처: 국토교통부, 2018, 제로에너지주택활성화를 위한 최적화 모델 개발 및  

실증 단지 구축 최종보고서 첨부자료(1월 데이터만 추출) 

 

이에 대해 주민들과 전문가들 모두 제로에너지주택의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겨울철 온도 20℃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기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살아요. 저희 집도 아기가 12개월이어서 실내온

도 20도 유지할 수 없어요. 추워요.” (주민8 /2018.04.06) 

“20도가 저는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북쪽 안방 쪽은 24도로 설정을 해 놓

고서…(설계자1/2018.04.06) 겨울철 기준 온도 20도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

니다. 알고리즘을 22도 정도로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존 연구자들

이 잘못 생각했던 것을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자1/2018. 

07.01) 

셋째, 신생아 탄생과 높은 영유아 비율로 인해 에너지 사용량이 

높았다. A주택은 90%가 5년 이하 신혼부부인데 아이가 있을수록 

입주에 유리해서 한국 평균 가구에 비해 단지 내 어린 아기 비율이 

높다. 더욱이 2018년 1년 동안 단지 내에서 신생아가 30명 정도 

태어났다. 신생아와 산모, 아기가 있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난방 온도 

설정과 에너지 사용량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산후 조리로 인해 

구분 101동 102동 103동 연립 

온도(℃) 23.4 22.3 23.3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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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한 주민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전기세 많이 안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이사를 왔죠. 겨울에 아기 낳아서 어

쩔 수 없이 난방 온도 24도로 했어요. 산후조리로 매일 미역국 끓여 먹었어

요. 블라인드 최대로 잘 운영했는데 저희 집(전력사용량이) 1000kWh 넘게 

나왔어요. 누진 때문에 신랑한테 버너 놓고 쓰자고까지 했어요.”(주민

16/2018.07.01) 

결국 높은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비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추운 

겨울 날씨와 입주자들의 과다한 에너지 사용을 그 원인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9개월 모니터링을 했는데, 설계한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

려되는 점은 입주자들이 이 집에 익숙하지 못해서 에너지 낭비가 우려된다.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입주자들이 많이 쓰니까 입주자들에

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수 있어서 그렇다.” (설계자2/2018.10.03) 

 

2) 지열냉난방 시스템의 비효율성 

반면 주민들은 “높은 에너지비용 원인은 거주자들의 

낭비”때문이라는 설계자의 말에 동의하기 어려워했으며, 전문가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주민들은 먼저 지열냉난방 

시스템이 생각보다 전기를 많이 소모하고, 중앙냉난방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2018년 2월 부과분의 경우, 각 세대에서 사용한 세대 전기 평균은 

199kWh인데 비해, 공용 전기는 가구당 평균 218kWh였고, 난방 

온수를 위한 지열시스템이 소비한 전기는 세대당 평균 331kWh였다. 

태양광 발전량이 28,000kWh정도(세대 수로 나누면 231kWh) 

있었으므로 상계 처리를 하여 세대당 평균 517kWh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비용을 지불하였다.<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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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A주택 세대 평균 사용 전력량(2018년 2월) 

구분 세대 평균 사용량(kWh) 

세대 전기 199 

공용 전기 218 

지열(난방+온수) 331 

총 사용량(a) 748 

태양광 발전량(b) 231 

상계 후 부과량(a-b) 517 

 

주민들은 전체 전력 사용량 비중을 보면서 높은 에너지비용 원인은 

지열냉난방시스템과 히트펌프의 전력 소모량이라고 추정하고 지열 

난방의 성능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37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월 평균 27,404kWh의 전력을 

사용했고, 이를 가구수로 나누면 한 가구당 냉난방에만 매월 

226kWh를 사용한 셈이다. 전문가들과 주민들은 이 226kWh의 

전력사용량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표 

21>에서 보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량이 지열소모량보다 더 

                                            
37 배성호(2014)에 따르면, 지열시스템은 상당한 수준의 소비전력을 필요로 한다. 일반

주택 한 가구에서 5RT 용량의 지열 설비를 겨울철 하루 12시간씩 가동하면 한달 소비

전력량은 1,800kWh(=5kW X12시간/일X30일)에 이른다. 누진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

은 119만원이다. 그러나 청구되는 금액은 1/5수준인 22만원이다. 재생에너지 장려책으

로 지열 시스템은 누진 없는 일반전기요금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개인 주택 난방에 매

달 100만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하는 셈이다. 결국 현재의 지열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라기보다는 ‘누진제 없는 고효율 전기 난방’에 불과하다. 과도한 설치비와 전기요금 문

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현재의 지열시스템과 패시브하우스의 궁합은 거의 최악에 가깝

다(배성호, 2014).  

더욱이, 일반적으로 지열 냉난방은 비거주용 사무실에서는 야간에 지열을 회복할 시간

이 있어서 괜찮은 성능을 낼 수 있으나, 거주용은 24시간 지속적으로 지열을 사용하므

로 단기간에 급격하게 효율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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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므로(충당률 약 123%) 이를 상쇄하니 제로에너지 목표를 

달성했다는 입장이었다.  

“지열에 투입되는 전력이 태양광으로 상쇄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일차적

인 것이다. 태양광이 지열을 상쇄하니까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고, 입주

자가 만족하냐 안하냐는 다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본다.”(설계자

2/2018.10.03) 

 

<표 21>A주택 태양광 발전량과 지열 전력 소모량(2018년 월평균) 

태양광발전량(kWh)(a) 지열전력소모량(kWh)(b) 충당률(a/b*100) 

436,560 356,251 123% 

 

반면 주민들은 지열히트펌프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열냉난방 시스템이 소모하는 전력을 태양광발전이 모두 감당하니까 

지열이 전기를 많이 써도 괜찮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지열냉난방 시스템과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는 열량이 부족하고 

고장이 잦았다는 것이다. 2018년 8월 지열히트펌프에 이상이 있어 

9월에 공사를 하였고, 12월부터는 열량이 부족하여 가스를 

보조열원으로 사용했다. 38  이외에도 합벽단독동의 경우는 난방 배관 

문제와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난방비가 부과된 부분이 있었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9년 10월에는 지열히트펌프와 배관 교체 공사를 하겠다고 하였다. 

지열히트펌프의 문제에 대해 이전에는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으나, 주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가 문제가 있음을 토로하였다.  

                                            
38 가스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더 자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가스는 2018년 12월

부터 2019년 3월까지 사용하였고 이 기간 동안 전체 생산 열량의 약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했다.(관리사무소/이사회 회의록.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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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로 냉방, 난방, 급탕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

다. 한계를 알고도 국토부가 해보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다. 히트펌프 용량에 

한계가 있었다. 나는 이거 2년만에 끝장날 거라고 처음부터 반대했다. 히트

펌프를 연속 가동 하면 잔고장이 많이 난다.” (설계자2/2019.05.13) 

 

3) 제도 

주민들은 에너지 비용이 높은 원인을 제도 측면에서도 제시하였다. 

한전과 단일계약방식으로 인해 비용적으로 불리하며, 최종 에너지를 

전기로 사용하는 전력화로 인해 누진이 적용되고 이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먼저 한전과의 계약방식으로 인한 비용상 불리함이다. 일반적으로 

세대 전기에 비해 공용 전기 사용량 비중이 높을 때는 한전과 종합 

계약이 유리하고, 공용 전기가 세대 전기의 25% 이하일 때는 단일 

계약이 더 유리하다. 그런데 A주택은 공용 전기 사용량이 세대 전기 

사용량의 거의 2/3를 차지하거나 때로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단일 

계약 방식을 채택했다. <표 22>에 종합 계약과 단일 계약의 차이와 

장단점이 드러나 있다.  

주민들은 2018년 2월의 경우, 동일 사용량에 대해 단일 계약 

방식과 종합 계약 방식으로 단지 요금을 비교해보았다. 결과적으로 단일 

계약 방식이 종합 계약 방식보다 약 30%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그러나 계약 방식 변경 가능성에 대해 문의를 

했을 때, 태양광 상계 거래로 인해 종합 계약은 불가능하고 단일 계약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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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종합 계약과 단일 계약의 차이 

 종합 계약 단일 계약 

공급전력 세대: 주택용 저압 전력 

공동시설: 일반용 전력 

주택용 고압 전력 

전기요금 부과 한전에 세대별 계량이 

검침 후 전기요금 부과 

한전에서 대표 고압계량기 

검침 후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전기요금 배분산정 

장점 전기요금 산정이 쉽다 

공동시설 전력 사용량이 

많을 경우 전기요금 저렴 

종합계약에 비해 세대별 

전기요금 저렴 

단점 단일 계약에 비해 세대별 

전기요금이 다소 비쌈 

전기요금 산정이 까다롭다 

특징 세대는 누진 적용, 공동은 

누진 없음 

세대와 공용을 합해서 누진 

적용. 공용이 25%이하시 

유리 

 

 

<표 23> A주택 요금부과방식에 따른 차이(2018년 2월분) 

구분 종합 계약 단일 계약 

사용량(kWh) 공용분 38,507 38,507 

세대별 23,958 23,958 

사용량계 62,465 62,465 

전기요금(원) 기본요금 1,476,290 733,260 

전력량 요금 5,429,404 8,491,934 

필수 공제 -484,000 0 

합계 6,421,694 9,225,194 

비율 69.6 100 

출처: KEPCO 사이버 요금 계산 

 

다음으로, 주민들은 이 단지의 최종 에너지를 전기로 충당하다 보니 

누진제로 인해 에너지비용이 높아졌다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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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가 문제입니다. 일반 아파트는 전기와 가스가 분리되어 각각 비용을 

내는데, 여기는 모두 전기로 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두 배가 되어도 누진 요

금은 세 배가 나와요. 앞으로 이런 단지를 짓고 확산시키려면 누진이 적용되

지 않는 전기를 지원해야지, 이렇게 비싸면 누가 여기서 살겠어요.”(주민

2/2018.07.01) 

일반 주택의 경우 지열히트펌프가 소모하는 전기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으로 누진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A주택의 

경우는 단일 계약으로 세대 전기와 공용 전기, 냉난방온수 전기를 모두 

합산한 사용량에 대해 누진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동절기와 하절기 

피크부하에서는 지열시스템이 전기를 많이 쓰지만 태양광 발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계 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3단계 누진율을 

적용 받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표 24>을 보면 알 수 있듯이 

A주택은 태양광 발전량을 상계처리하고 난 후에도 2019년 10월까지 

총 네 번 3단계 누진을 적용 받았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보조열원으로 가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를 

적게 썼다. <표 24>의 오른쪽 끝에는 서울시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을 

표시하였다. 일반 주택은 동절기는 가스 난방을 주로 하므로 에어컨 

냉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하절기 전력 사용량만 비교했다. A주택은 

서울시 평균보다 하절기 전력 사용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1 

<표 24> A주택 동절기, 하절기 전력량과 누진 단계 

 
가구 평균 납부 

전력량(kWh) 

3단계 누진 

초과여부 

3단계 누진 

기준(kWh) 

서울시 가구 

평균(kWh) 

2018년 

1월 
424 3단계 400 - 

2018년 

2월 
517 3단계 400 - 

2018년 

8월 
436 2단계 

500(한시적 

하계 할인) 
371 

2019년 

1월 
295 

2단계 

(가스 사용) 
400 - 

2019년 

7월 
497 3단계 

450(한시적 

하계 할인) 
229 

2019년 

8월 
470 3단계 

450(한시적 

하계 할인) 
308 

출처: A주택 관리사무소, 전력데이터 개방포털 시스템 

 

 

3. 에너지 비용 절감 노력 

 

A주택 주민들과 전문가들, B구청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탐색하였다. 

전문가들은 설비 교체 등 주로 기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기술적 접근은 이미 완공된 건물의 조건에 맞추어야 하므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가령 중앙 냉방 환기장치는 개별 세대 사용량 

측정이 불가능하고 개인 취향과 몸 상태에 맞출 수 없어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주민들은 중앙 냉방을 

개별냉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층별 온도 차이는 설계 문제가 아닌 환기 설비 수준의 문제이며, 설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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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냉방을 개별 냉방으로 전환하기 어렵고, 각 세대 풍량을 측정하여 

반영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 39  즉 현재 상태로는 냉방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해법이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주민들은 기술적 접근보다는 사회적 접근을 하였으며, 

가장 에너지를 절약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았다. 

그 중 하나로 주민들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요금 부과 체계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요금부과방식과 주민들이 수정 

제안한 요금 부과 방식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문가들이 설정한 A주택의 요금 부과 체계 

앞서 A주택은 태양광 상계 거래를 하며 한전과의 전기 공급 계약 

방식이 단일 계약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단일 계약 방식은 한전에서 

대표 고압 계량기를 검침한 후, 단지 전체 전기 사용량에 대해 누진을 

적용하여 관리사무소에 요금을 부과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세대별로 

전기요금을 배분하는 방식이다.<그림 24>  

A주택은 태양광 발전과 지열냉난방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는 

곳이므로, 태양광 발전량을 어떻게 세대별로 배분할 것인지, 지열이 

쓰는 공용 전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을 새로이 설정해야 했다. 이 

주택을 설계한 전문가들은 초기에 세대별 요금 배분 방식을 제안했고, 

그 방식의 원칙은 “사용한 에너지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사용량 비례 

부과였다. 

                                            
39 설계자2의 설명에 의하면, 천정의 높이(두께)와 배관 문제로 인해 FCU(Fan Coil 

Unit)를 설치하지 못하여 개별 냉방을 하지 못하고, 공조냉방(환기냉방)을 설치할 수밖

에 없었다고 한다.(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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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A주택 전력공급 계통도와 태양광 발전 

출처: A주택 주민 교육자료. 2018.01.20  

 

<그림 25>는 주민 교육에서 배포된 자료의 일부이며, 전문가들이 

제안한 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한전 계량기에 검침되는 A주택 한달 

전기 사용량은 각 세대 전기 사용량에 공용 전기 사용량을 합한 값에서 

태양광 발전량을 뺀 값이다. 한전에서는 이 한달 전기 사용량을 총 세대 

수인 121로 나누어 평균 세대 사용량을 산정한다. 그리고 평균 세대 

사용량에 맞게 누진 단계를 적용한다. 보통은 누진 2단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누진 2단계 요금에 단지 전체 사용량을 곱하여 

전기요금이 산정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 기금이 더해져 한전이 

A주택에 부과하는 요금이 나온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전체 주택 단지에 부과된 요금을 각 세대에 

분배했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사용량 비례 부과’ 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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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기요금을 전체 사용량으로 나누어서 각 사용량에 대한 요금 

단가를 정한다. 그 다음 각 세대에서는 세대 전기, 세대 난방온수 

사용량에 요금 단가를 곱하고, 전용 면적 비례에 따라 공용부 전기 

사용량 요금을 분담하여 두 값을 더하여 요금을 부담한다.<그림 25> 

 

 

<그림 25>A주택 초기 전기요금 부과 체계 

출처: A주택 주민 교육자료. 2018.01.20 

 

2) 주민들이 제안한 A주택의 요금 부과 체계 

전문가들이 제안한 요금 부과 방식으로 2018년 2월 첫 관리비를 

부과 받았을 때, 주민들은 이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의문의 핵심은 ‘한전에서 전기를 사올 때는 누진 적용을 받으면서 개별 

세대에 부과할 때는 사용량 비례로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가?’였다. 일반 

가정에서는 개별 세대가 전기를 200kWh 이하로 썼다면 1단계 누진을 

적용 받아 요금을 낸다. 그런데 이 주택 단지에서는 전기를 적게 쓰든 

많이 쓰든 같은 전기요금 단가를 적용 받았다. 2018년 2월 가구당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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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은 517kWh로 3단계 누진을 적용 받았으므로, 200kWh 이하로 

적게 쓴 가구도 3단계 누진 요금의 영향을 받았다. 주민들은 

전문가들이 제안한 방식이 “많이 쓰는 사람을 깎아주고 조금 쓰는 

사람에게 더 부과하여”, 공정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실제로 한전에서 전기를 사올 때는 누진을 적용 받아 사 오잖아요. 그런데 

연구단에서 엔빵을 했어요. 40 (주민3/2018.08.12) 

“관리실에서 제안한 면적대비 산정 방식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세대에게는 

불리한 방식입니다. 누구네 집에서 펑펑 쓴 전기 때문에 적게 쓴 다른 집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주민20/2018.03.24)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누진제 적용을 받는데, (누진제를 안 쓰면)주민들에

게 전기를 더 많이 써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거죠.”(주민22/2018.03.27)  

관리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비례제 요금 부과 방식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세대에게 유리하며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낭비를 유도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생겼고, 이는 주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관리비위원회는 현행 

대한민국 일반 주택에서 적용 받는 누진제를 그대로 따르는 요금 부과 

수정안을 제안했다. 각 가정의 세대 전기, 난방 온수, 공용 전기 사용량 

총합에 한국 주택용 누진제 기준 1,2,3 단계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한 주민은 이 내용을 다른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26>과 같은 슬라이드 자료로 만들어 온라인 카페에 게시하고 주민 

총회 자리에서 설명했다. 

                                            
40 총액을 인원 수대로 똑같이 나눈다는 ‘1/n’을 지칭한다. 주로 20~30대들이 쓰는 말

이다.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발화자가 사용한 비속어를 그대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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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주민이 제작한 누진 투표 설명 자료(일부) 

 

 

 

<그림 27> 요금 부과 방식 수정안 주민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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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이사회는 요금 부과 방식 변경안을 두고 2018년 4월 

주민 총회에서 전체 주민 투표를 진행했다. 총 유효투표 117세대 중 

75%인 88세대가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80표(91%), 반대와 무효 

8표(9%)로 수정안이 통과되었다.<그림 27> 이후 A주택 요금 체계는 

세대 누진제를 적용한 부과 체계로 변경되었다.  

요금 부과 방식과 관리비를 둘러싼 토론과 투표 과정에서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상당수 주민들은 입주 전 ‘에너지 

제로’라는 이름 때문에 이 주택에 입주하면 에너지를 안심하고 펑펑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첫 달 관리비가 3단계 

누진을 적용 받아 부과되자 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했다. 

“누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지 전체 사용량이 줄어야 합니다. 모두가 합심해

서 전기를 아끼려는 노력을 해야 누진 단계가 내려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기를 덜 쓰는 집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 ‘에너지’ 쓸 것 다 

쓰면서 요금은 ‘제로’가 되길 바라는 건 지나친 기대였던 것 같아요” (주민

6/2018.03.29) 

“어디 살든 자원과 에너지 절약하며 사는 게 당연한 걸지도 모르는데.. 처음 

여기 와서 저도 너무 생각없이 쓴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제 김생민 맞먹

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41 (주민34/2018.03.29) 

 

3) 활동체계의 변화 

A주택 주민들의 거주 활동 체계는 에너지 비용과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해 변화하였다. 먼저 활동 체계의 도구로서 재생에너지 

설비인 지열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지열냉난방 시스템이 

에너지 효율적인가의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과 주민들 사이에 서로 다른 

                                            
41 김생민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절약 노하우로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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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주택단지 전체의 1년 에너지 생산과 

사용 데이터를 두고 평가했지만, 주민들은 각 세대가 내는 

관리비고지서의 에너지 비용, 체감되는 냉난방 효과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겨울에는 합벽단독 거주 주민들이, 여름에는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높다고 인식했다. 또한 

아파트의 환기장치와 맞물린 중앙냉방시스템은 거주자의 생활습관이나 

몸 상태와 맞지 않고 에너지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층별로 온도가 

고르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기준으로 삼는 데이터와 주민들이 중요시하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생겼고, 지열냉난방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다른 평가가 내려졌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지열냉난방이 사용하는 전력량이 기대치보다 크며, 재생에너지 설비가 

공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A주택 

거주활동체계의 측면에서 주민들은 도구인 재생에너지 설비가 

에너지비용 절감과 쾌적한 생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모순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했다.(<그림 28> ②차 모순) 또한 주민들은 

전문가들이 제안한 비례식 요금 부과 방식이 공정하지 않으며, 에너지 

과다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재생에너지설비와 

요금부과방식은 에너지 절감이라는 중심활동체계의 목적과 위배되어 

2차 모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였다.(<그림 28> ②) 

재생에너지라는 도구와 요금 부과 방식이라는 운영 도구는 각각 

인접한 활동 체계로 볼 수 있다. 즉 재생에너지라는 도구는 

재생에너지설비 활동체계의 결과물이며, 요금부과방식은 관리활동체계의 

결과물이다. 각 활동체계는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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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활동체계는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소비전력보다 많은 태양광 

발전량을 생산해내어 단지 전체의 1년 평균으로 ‘에너지 제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관리활동체계에서는 총 관리비용을 낮게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들 인접 활동 체계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주민들의 거주 

활동 체계의 목적인 각 세대 에너지비용 절감과는 차이가 발생했다. 

주민들에게는 평균이나 1년 에너지 밸런스가 아닌 각 세대의 특이성이 

반영된 세대별 에너지비용이 더 중요했다. 따라서 이는 주민 거주 

활동체계의 목적과 인접 활동체계들 간에 일으키는 모순으로 볼 수 

있다.(<그림 28> ④차 모순)  

이 모순들은 역으로 중심활동체계의 목적을 더 확실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이 주택이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여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으나,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옴으로써 모순이 드러나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목적을 

보다 확실하게 추구하게 된다. 또한 모순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모순의 

성격이 명확해지고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드러났다. 주민들은 비례제 

요금 부과방식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세대의 비용 일부를 적게 

쓰는 세대가 나누어 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세대는 비용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았지만 에너지를 적게 쓰는 

세대는 에너지 비용에 매우 민감한 양상을 보였고,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90% 이상의 주민들이 누진제 요금 부과으로 

개편하는 데 찬성하여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쾌적함은 다른데 같은 비용을 내는 하절기 냉방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공정성이라는 규칙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중심활동체계의 발전을 가져온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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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이라는 목적의 강화와 공정성이라는 규칙에 대한 인식은, 

공정하면서도 에너지를 더 절약할 수 있는 요금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나타나고 이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규칙에 부합하는 

활동 체계로 발전하게 된다.(중심활동체계의 발전)  

그러나 이미 지어진 건물과 설비의 한계로 인해 개별냉방으로 

바꾸거나 지열냉난방시스템을 교체하기 어려운 점 등,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더 나아가기 힘든 기술적인 측면들은 중심 활동체계가 

발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어 3차 모순을 가져온다.(<그림 28> ③) 

 

 

 

<그림 28> A주택 거주 활동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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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거버넌스 

 

1. 거버넌스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 

 

2018년 2월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제로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 우선은 리더십에 변화가 있었다.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구청장이 교체되었고, 새로운 구청장은 이전 

구청장에 비해 A주택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도가 낮았다. 둘째로는 

관리주체의 이동이 있었다. A주택을 관리하던 구청 공무원들 팀이 

해체되고 인원은 1~2명으로 대폭 줄었다. 대신 보다 지속적인 주택 

관리를 위해 E재단에 단지 운영을 위탁하였다. E재단은 2017년 

11월에 설립되었고 2018년 2월부터 A주택 위탁 운영을 시작하였지만 

초기 인력에 유동성이 있고 내부 사정으로 인해 2018년 7월 

이전까지는 A주택 관리에 거의 관여하지 못했다. E재단은 주택 관리 

운영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며, 직원들이 에너지나 건축 설비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C건축사 소속 전문가들은 주택단지가 완공된 이후 직접적인 관리 

책임은 없으나 여러 방향으로 단지 운영에 관여하였다. 이들은 E재단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단지 내 연구 세대에서 모니터링을 하며 기술 

자문을 하였다. B구청 공무원들은 6개월~18개월 단위로 인력이 

변동되었고 E재단은 신생 단체로 기술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B구청과 E재단은 단지와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C건축사 소속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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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을 시공했던 D시공사가 책임을 졌다. 

시공사는 단지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A주택은 하자 문제가 

이슈가 되었고 이 단지의 기술과 설비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의 행위가 전체 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 하자 보수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D시공사는 A주택에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게 하고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한편 전 구청장과 정치인 F는 에너지 전환 이슈와 제로에너지건물 

확산에 대한 비슷한 비전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격화될 때 외부에서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자와 에너지 등의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전문가들과 시공사, 재단 등 운영 책임자들을 만나고, 

주민들과 갈등이 있을 때 조정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2. 관리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장면들  

 

1) 냉난방 에너지 외부기관 혼합 사건 

A주택 단지 내에는 동 주민센터 소속의 지역도서관과 E재단이 

운영하는 홍보관, 외부 상가 등이 함께 입주해있다. 주택 단지 설계 시 

지열냉난방시스템이 지역도서관과 홍보관으로 함께 연결되어 냉난방이 

공급되도록 설비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도서관과 홍보관의 냉난방비가 

각 운영 기관에서 납부된 것이 아니라, A주택 입주민들이 낸 

냉난방비에 추가로 부과되고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파악되었다. B구청은 

2018년 4월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두 기관의 냉난방 

시스템을 분리시킨 것은 5개월 후인 9월 14일이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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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에게는 그해 11월 28일에 이 내용을 공지하고 12월에 

냉난방비 추정액을 환급해주었다. 냉난방 열량을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계량기가 없어 두 기관이 사용했던 정확한 냉난방비를 계산할 수 

없었으므로, 구청은 면적 대비로 대략적인 금액을 추정하여 환급하였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환급액을 검증해 볼 것은 

제안하였으나, 구청 측에서는 데이터 공개를 거부하고 바로 환급을 

집행하였다. 

이 사건은 주민들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구심을 품게 했다. 

첫째는 첨단인 것으로 알려진 주택 단지에서 에너지 관리가 다소 

허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어째서 주택 단지에 외부 공간이 

연결되도록 설비를 하였는가, 그리고 왜 각 공간에서 나오는 열량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지 못하는가, 또한 왜 이 사실을 관리주체는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었다. 둘째는 4월에 파악한 

사실을 7개월 뒤에 고지하는 것에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들이 

높은 관리비때문에 도서관과 홍보관에 전기나 냉난방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구청에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구청과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관리비 받고 공용 전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진짜 이상했죠. 그래서 저희

가 혹시 센터랑 도서관에 연결해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대놓고 의심

을 했었고, 그때 구청에 여러 번 물어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계속 

아니라고 해놓고서 왜 12월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동안 우리한테 

거짓말 한 거냐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거죠.” (주민4/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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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 사용 사건 

냉난방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고 특히 온수 열량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2018년에 여름부터 

지열냉방시스템의 고장이 잦았고 문제가 발생하여 단지의 난방과 

온수를 지열로만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구청에서는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되기 때문에” 2018년 12월부터 가스를 사용하여 

난방과 온수를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사실은 2019년 1월 

29일 주민들에게 한 장의 공지문을 통해 알려졌다. 공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주민들은 가스를 보조 열원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 반응에는 의사소통 및 거버넌스의 구조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주민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속은 것 같으며, 

신뢰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주민들은 가스를 사용한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사전에 같이 논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2018년 2월부터 난방 온수 부족으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가스 사용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이후 지열히트펌프의 

비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설비를 바꿀 수 있는지 여러 번 

문의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줄곧 안된다는 것이었다. 

겨울철 입주민 급탕 편의를 위해 구청 지원으로 보조 

열원(가스보일러)을 한시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동 시작일: 2018년 12월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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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실험 주택이며, 화석연료를 제로로 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여서 

가스를 쓸 수는 없다.”(설계자1/2018.07.01)고 하였다. 이렇게 

화석연료 제로 단지를 내외적으로 표방한 상황에서, 주민들과 논의하지 

않고 구청에서 먼저 가스를 쓴 것에 대해 주민들은 마치 속은 것 같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다가 나중에 들으니까 되

게 기분 나쁜 거죠. 지열히트펌프 고장났네 이런 얘기를 그때 그때 안 해주

고... 입주민에게 떳떳이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주민

9/2019.02.10) 

“미리 우리한테 얘기를 했으면 불만이 안 생겨요. 정말 애 많이 쓰는구나, 

하고 다 이해할 텐데, 나중에 알게 되면, ‘이게 뭐지? 주민들이 가스 써야 한

다고, 온수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는 재생에너지만 써야 한다고 하더니 사실

은 가스 쓰고 있었어? 이거 완전 거짓말이네.’이렇게 되는 거죠. 주민들이 요

구해서 하는 것과 주민들 몰래 하는 것은 달라요. 구청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주민

19/2019.01.14) 

더불어 왜 사용하게 되었는지,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앞 뒤 맥락에 대한 설명 없이 한 문장으로 공지를 

한 것에 대해서도 기분 나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에 OOO주무관 있을 때는 그래도 카페에서 이러저러한 설명을 하고 댓글

을 달면 거기에 또 답글도 달아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스 사용이 

저렇게 한 줄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앞뒤 설명도 없고 왜 그랬으며 언제

까지 할 건지 이런 것도 없고. 그게 기분이 나빠요.”(주민15/2019.02.10) 

가스 사용 문제는 주민들에게는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소외감뿐만 아니라, ‘에너지제로주택’이라는 심리적 정체성을 건드리는 

사건이었다. 일부 주민들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몰래” 가스를 쓴 것에 배신감과 혼란을 느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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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너무 추워서 가스 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관리비는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던, 밖에 나가서 자랑스

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제로주택’이라는 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민4/2019.07.08)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전에는 환경에 별 관심 없었지만 그래도 여

기 사는 동안에는 나름 최선을 다 해보자, 음식물 쓰레기도 아껴보고 전기 

절약도 더 해보자 하고 들어 왔는데 가스를 썼다고 하니까 진짜 배신감이 드

는 거예요. 저는 천원 이천원 아끼는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가스비가 몇

백 나왔어. 이러니까 허탈하고…” (주민9/ 2019.07.08) 

또한 가스 사용 문제에 대해 소수 주민들은 왜 가스비를 구청이 

내는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도 

있었다. 비록 수혜를 보긴 했으나, 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자 

마음대로 국민의 세금을 쓴 것은 불합리하며, 에너지절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 구청이 가스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가스비도 자기네 마음대로 부담하나

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에게 에너지 펑펑 쓰라고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죠. 

자기네가 돈 내니까 가스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도 싫어요. 우리가 쓴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내야 하고.” (주민

22/2019.02.10)  

이러한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 B구청과 E재단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급적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통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고, 가스 사용 등을 (주민들과) 미리 논의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관

리자4/2019.05.07) 

가스 사용은 다양한 관점과 여러 층위의 담론을 촉발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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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었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정보 소외와 의사결정 배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환경의 관점에서는 특히 심리적인 측면의 정체성을 

둘러싼 담론이 발생했다. 여기에는 ‘에너지제로주택’이라는 이름을 

지키고 실천하고 싶어했던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반영되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내는 것이 합당한지, 이는 

에너지 낭비를 유도하는 신호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견되었다. 이를 표현해보면 다음 <그림 29>와 같다.  

 

<그림 29> 가스 사용을 둘러싼 담론들 

 

3) 지열 설비 교체 공사 유보 사건 

지열냉난방시스템 및 배관 문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전체 공사 이외에도 개별 세대 하자 등으로 인해 

수시로 온수가 중단되거나 유량이 부족한 일이 잦았다.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거나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던 고장만 대략적으로 

파악해도 다음 <표 25>와 같다. 

이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의 개선이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전문가들과 주민들 양쪽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 

연구 과제의 일부로 지열 설비 개선공사를 계획하여 10월 중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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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열 설비 교체 공사 기간에는 대략 한달 

간 난방과 온수 사용이 불가하여 세대별로 전기온수기를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10월 7일부터 온수기 설치, 10월 14일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일정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10월 5일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이런 일정과 내용을 공지하였다. 

<표 25> A주택 지열냉난방온수 시스템 관련 고장과 보수42 

날짜  고장과 보수 내용 주민 생활 영향 

2018년 5월 9일 

이전 

순환펌프 전력량계 

추가 설치 

단수 

2018년 6월 6일~ 환기장치 고장(1개 

동) 

냉방, 환기 중단 

(40일간) 

2018년 8월 2~3일 설비 배관 공사 온수 중단 

2018년 8월 24 원인 모름 일부 온수 중단 

2018년 8월 30 냉난방온수설비 개선 

공사 

온수 중단 

2018년 12월 10일  히트펌프 성능 점검  온수 불균형 

2018년 12월 31~ 

2019년 1월 3일 

원인 모름 일부 세대 온수 중단 

2019년 1월 17일 히트펌프 성능 점검  온수 불균형 

2019년 5월 29일 저탕조 탱크 수리 

히트펌프 정지 

온수 부족 

2019년 6월 3일 히트펌프 고장 온수 중단 

2019년 7월 12일 히트펌프 고장 냉방 중단(15일간) 

2019년 10월 5일  지열 공사 설명회  

2019년 10월 

14일~11월 15일 

지열 공사 

예정/유보됨 

난방 온수 중단 

예정(33일간)/유보됨 

                                            
42 이 표에 나오는 날짜는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쳤던 날짜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고장이나 보수 날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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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지열개선공사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주민들은 

반발하였다. 주민들이 항의한 지점은 첫째, 한달 동안 난방 온수가 

안되는 큰 공사를 하면서 미리 공지를 하지 않은 점이다. 거주자를 

고려하지 않은 일정과 내용에 대해 ‘실험쥐’라는 언급을 하였다.  

“지열 개선 공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회한다고만 했지 어디에도 한달간 난방

온수 공급이 중단된다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날은 추워지고 아이 키우는 집

이 많은데 1분에 4리터짜리 장난감 같은 전기온수기로 어떻게 애를 씻기냐

고요. 온수기 사양 찾아보니까 가정용으로 부적합하대요. 당구장에서나 쓰는 

거라고.”(주민29/2019.10.05)  

“아무리 실증단지라고 하지만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한달 공사를 이틀 전

에 알려주는 건 주민들을 완전 실험쥐 취급하는 거 아닌가.”(주민

23/2019.10.05) 

둘째, 정보와 참여는 없고 일정 공지만 있는 설명회에 대해 

실망했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공사를 하는 이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공사 이후의 변화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그에 대한 관리자들의 

답변은 “잘 모르겠으니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다시 알려드리겠다”는 

것이었다. 설명회에 대한 전문가/관리자 측의 기대와 주민들의 기대가 

서로 달랐다. 전문가/관리자 측은 공사 일정을 공지하고 전기온수기를 

대여할 테니 협조해달라는 공지를 하려고 설명회를 열었다. 반면 

주민들은 지열시스템의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를 하고 나면 

전기요금이나 효율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설명회에 왔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지금 이 자리에 답변하실 수 없는 분들만 와 계신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

를 왜 만들었나요?”(주민15/2019.10.05) 

“대표가 와서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하셔야죠. 우린 잘 모른다고 하면 지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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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 얘기한 게 뭐가 남아요. 저 사람들이 공사 잘 하겠다 하는 신뢰감

이 남아야 하는데, 그렇게 다 모른다고 하시면 불신만 남잖아요.”(주민

37/2019.10.05)  

주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논란과 반발이 있었다.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공사 통보와 한달 간 난방 온수 중지에 따른 당황스러움, 

공사 내용을 모르는 것에 대한 답답함 등을 토로했다. 결국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으로 지열 공사는 유보되었다. 

 

3. 거버넌스의 구조 

 

1) 책임을 지는 주체  

관여하는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복잡한 구조와 더불어 

제로에너지건축물로서 A주택이 처한 상황은 하자 보수와 운영 등 

특정한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들기도 했다. 일반적인 

경우 공동주택의 하자는 시공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런데 

패시브건축물의 경우는 이 책임 소재가 모호할 수 있다. 패시브하우스는 

단열과 기밀, 열교 시공 등을 꼼꼼하게 해야 주택 성능이 구현되므로, 

설계와 시공의 과정을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주택 경우에도 

하자의 책임, 하자 보수의 책임을 둘러싸고 설계자들과 시공사 간에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있었다. 설계자 중 한 사람은 설계는 잘 

했으나 시공상의 문제이므로 하자는 시공사의 책임이고 한국의 자재와 

설비가 부족한 탓이라는 말을 하였다.  

“설계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시공하자 입니다. (설계자

2/2018.04.16/2018.07.01/2019.03.27)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설비가 문제다. 한국 설비가 그 수준 밖에 되지 않는

다.”(설계자2/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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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공사는 시공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설계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설계자는 좋다는 거 다 가지고 왔지만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설계자가 이렇게 하자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것

만 쓴다고 해서 결과물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시공사/2018.09.11)  

설계자들과 시공자들은 공개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우리 앞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서

로 설계가 잘못되었느니, 시공이 잘못되었느니, 상대방이 잘못했대요.”(주민

10/2019.07.08)  

또한 에너지 비용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2018년 2월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이 높게 나온 원인에 

대해서 해당 시기 기온이 낮았고, 시뮬레이션 기준치보다 입주민들이 

난방 온도 설정을 높게 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였다. 반면 주민들은 에너지를 아껴 쓰려고 노력하는데도 

주택의 에너지 구조와 하자로 인해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주민들은 주택의 문제 상황에 대해 아무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에 실망하였다고 말하였다. 

“해결책은 없고 책임도 없다며 무슨 인심 쓰는 듯한… 본인은 잘 만들었는데 

입주민이 잘못한다는 식..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도 반 년 이상을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요?”(주민29/2018.07.04)  

 “하자 관련 질문은 무성의하게 답변하거나 무시하는 것 보고 정말 화가 많

이 났습니다. 모든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본인의 설계 실

수로 일어나는 하자, 대표적인 예로 도어락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

는 게 도리 아닌가요?”(주민20/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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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 단지 관리 운영의 책임 주체를 둘러싸고 구청과 재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소재의 모호함이 드러났다. 지자체는 고유의 

역할이 있고 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재단에 위탁운영을 했지만, 재단은 실질적인 최종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거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이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은 재단과 구청이 건축과 에너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의사 결정을 할 때 전문가들에게 의존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구자로서 기술적인 내용을 우선하는 것이지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져야 하는 주체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책임의 

모호함으로 인해 문제 해결 주체도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청이 관리를 하지만 전문적인 부분은 죄송하게도 연구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측 관리자2/2018.07.01) 

“저희는 전문적인 내용은 전혀 몰라요. 전문가들에게 얘기하셔야…” (재단측 

관리자1/2018.08.25) 

“연구단은 모니터링만 하지 관리 책임의 의무는 없습니다.” (설계자

2/2018.07.01) 

 

2) 연구 목적과 “실험쥐”  

A주택은 ‘실증단지’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실증 단지의 

특성과 관련하여 사생활권 침해와 연구 목적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부분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 연구 협력과 

관련한 설명회나 협약 과정은 별도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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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중 다수는 이곳이 실증 단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개선하려고 해도 연구 목적과 방향에 위배될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연구목적과 홍보에 

이용당하고 정치적으로도 이용당한다는 대상화된 느낌과 소외감을 

호소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모든 종류의 연구 자체’에 대한 

거부감마저 보였다. 이들의 감정은 “실험쥐”라는 단어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단지는 계속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야 하고 그렇게 만들겠다. 여러분이 

좋은 희생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설계자1/2018.04.06) 

“그냥 말만 어렵게 하고, 결국 연구 목표에 어긋나서 못하겠다는 거네요. 입

주민을 희생양 삼아 자기네 연구하겠다는 거네요.” (주민3/2018.04.23) 

“‘연구목적’이라는 말에 화가 나요. 입주한 사람들이 살기 좋아야 하고, 문제

가 있으면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원래 우리가 설계한 목표가 

이거니까 이렇게 밖에 안돼 하는 답변이 기분 나쁜 거죠.”(주민

22/2018.05.09) 

“솔직히 거주 목적으로 이 집을 지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실험

A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일부)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의 

특성 상 다수의 방문, 견학, 행사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증단지의 특성에 의해 세대별 에너지 사용량 및 실내환경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연구목적에 한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에너지 사용량: 세대별 5대 에너지 사용량 

- 실내 쾌적성 데이터: 거실 중앙 온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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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로 생각하시는 건지...누진3단계 적용 받을 거면 석탄 에너지제로가 입주민

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실험쥐가 되었는데 실험쥐 스스로 돈 내

고 실험 받는 느낌이네요.(주민23/2019.08.23) 

한편 A주택 단지는 실증 단지로 지어졌기 때문에 홍보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외부 지역주민들이 단지 내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방문객들이 홍보관을 방문하여 단지를 둘러보기 쉽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주민들은 애초에 이런 점들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는 사생활의 

제한을 감수하겠다고 마음먹고 입주하였지만, 막상 생활을 하면서는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정상적인 범위의 

홍보는 문제가 없었으나, 주민들은 외부인이 블라인드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벌려서 집 안을 들여다보거나 촬영하는 행위, 드론을 띄워서 

얼굴과 집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러한 

개방적인 설계는 또한 치안의 문제도 있어서 외부인이 옥상에 올라가 

고성방가를 부른다거나 초인종을 훼손하고 도망가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3) 의사결정 

주민들은 “관리비를 내는 사람이니까” 관리비의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했고, ‘제로에너지주택’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했으며 시스템의 운영에 참여하고 

싶어했다. 주민들은 단지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민들과 

미리 논의하거나 사전에 공지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들을 배제하는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구청과 재단 등 관리자들은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관리는 관리자의 영역이며, 주민은 이 부분에 개입할 수 

없다는 역할 분담이 명확했다.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주민들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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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조절 잘 하고 청소 관리 잘하는 것, 주택에 만족하며 이곳이 

좋은 곳이라고 홍보하는 역할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구청측 

관리자1/2018.11.19)이 기술적 부분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는 들어줄 수 없으며, 그것은 전문가와 행정가의 

영역이고 주민들은 책임질 수 없으므로 함께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집주인은 구청이고 책임도 구청이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참견으로 생각할 수 있고,… 에너지데이터에 대해서도 주

민들이 일일이 다 관여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재단측 관리자

1/2019.01.14) 

“청소 관리나 같이 하면서 관리비를 내리고자 협동조합을 하라고 했더니, 협

동조합 방식으로 에너지제로주택 정책을 까네? 이렇게 된 거죠. 하자 보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너지제로주택 설계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 건 좀 아니

라는 거죠. 이건 주민들이 권한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 에너지제로주택 본질

적인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건 오바하는 거 아니냐고” (이해관계자

1/2019.07.08) 

특히 이 단지는 초기부터 협동조합 체계로 운영할 것을 전제로 

입주자들을 모집하였고 협동조합 설립 준비를 하였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한 목적은 A주택이 시설뿐 아니라 삶의 내용도 공동체적 

삶의 방식으로 영위했으면 한다는 전 B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협동조합 조합원인 주민들에게 주택 단지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지는 않았다.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였다 

관리주체와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자 외부에서 개입하기 시작했다. 

2018년 9월 11일 간담회를 기점으로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주체들이 참석하는 TF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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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주민들도 4명 정도의 대표를 선출하여 TF팀의 일부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TF팀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단 2회 소집되었다. 그것도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형식이어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4) 활동 체계의 모순 

주민들의 거주 활동체계를 거버넌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로 인접 

활동체계와 갈등을 겪는 4차 모순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구 

활동체계와 관리 활동체계 등 인접 활동체계들은 거주 활동체계와는 

다른 목적과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거주 활동체계의 가장 큰 목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쾌적한 거주 환경’ 추구는, 연구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홍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 활동체계와 갈등을 

빚음으로써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꼈다. 또한 관리 활동체계는 

전문가주의/관료주의라는 암묵적인 규칙 하에, 전문가-관리자-주민들 

간에 명확한 역할 분담을 주장했다. 전문가는 전문지식을 생산하는 

주체이며, 관리자는 운영을 담당한다. 이들은 ‘주민들을 위하여’ 일련의 

의사결정을 하였지만, 주민들의 거주 활동체계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개방성 규칙과는 갈등을 유발했다. 주민들은 결과보다 운영 과정에서 

상호협력, 소통을 더 중시했고 운영에 주체로 참여하기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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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거주 활동체계와 인접 활동체계 간의 모순 

 

 

제 5 절 커뮤니케이션 

 

1. 언론 홍보와의 괴리 

 

한국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시험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A주택은 

언론에 자주 소개되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2020년부터 

시행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제도에 발맞추어 정부기관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을 홍보하고 있다. A주택의 완공과 입주 시기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단지를 소개하고 홍보하였는데, 홍보물의 제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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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0원”이었다. 홍보물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43  

‘난방비 0원’이라는 용어는 각 언론사의 기사 제목으로 여러 번 

다시 쓰였다. 입주 초까지 보도되었던 기사 제목 몇 개만 나열하면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A주택 관련 기사 제목(입주 초) 

제목 날짜 언론사 

냉난방비 0원 ‘슈퍼 그뤠잇’ A주택 가 보니 2017. 

10.27 
중앙일보 

‘에너지제로’ 공동주택 B구에 첫 선… 연 97만원 

절감 

2017. 

12.07 
연합뉴스 

냉난방온수관리비 ‘0원’… A주택 입주 2017. 

12.07 
뉴스핌 

냉난방비 0원… A주택 2017. 

12.12 
인사이드 

케이블 

전기요금 안 낸다는 아파트, 국내 최초 친환경 

에너지자립 주택단지 

2018. 

04.18 
D채널 

 

이어 2018년 8월에는 역대 최고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A주택은 

에어컨을 안 틀어도 시원하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가 다시 쏟아졌다. <표 

27> 

                                            
4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USR/NEWS/m_35045/dtl.jsp?lcmspage=12&id=95080081 

(게시물 등록일 2017년 12월 8일)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며 난방비 부담도 커지는 요즘, 화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B구의 난방비 걱정없이 살 수 있는 A주택입니다. (중략) 

기준 주택 대비 난방, 냉방, 온수, 조명, 환기에 연간 약 97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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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A주택 관련기사 제목(2018년 8월~) 

제목 날짜 언론사 

‘폭염에도 에어컨 안 켰어요’ A주택 가 보니 2018.  

08.10 
뉴스1 

폭염에도 집 안 26도 에어컨 틀 필요 없어 2018. 

08.16 
한겨레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 A주택 2018. 

09.19 
동아일보 

난방 안 틀어도 20도 … 에너지제로에 도전하는 

그들 

2019. 

01.05 
오마이뉴스 

관리비 월 9만원… A주택 ‘만족’ 2019. 

01.08 
한국일보 

 

기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기사의 내용은 다소 과장되어 

있다.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심지어 냉난방온수, 관리비까지 내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A주택은 물론이고 

제로에너지주택의 일반적 개념과도 부합하지 않았다. 하절기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열히트펌프를 에어컨으로 사용하고 

연립합벽동은 에어컨을 쓰는 것인데, 마치 아무런 냉방장치가 없는 

것처럼 기사가 작성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구청의 홍보 및 언론기사를 접하는 주민들은 현실이 

홍보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입주 전 홍보가 너무나 

과했고, 실제로 살아보니 홍보와 달라서 “사기 당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처음 구청설명회에서 들었던 희망찬 주택은 살면 살수록 사기 당한 기분, 

속은 기분이 들고 입주민 편의보다는 대외적인 홍보, 업적을 잘 포장하기에 

바빠 보이는 점이 매우 아쉽다.”(설문응답) 

 “(에어컨 안 켜고 26도’라는 기사 링크에 대해)에어컨 안 틀면 살 수 없는

데, 더워서 매트리스도 거실로 옮겼는데… 26도라니 어느 집이 그런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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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44 (주민35/2018.08.02) 

“여기 현실과 너무 다른 언론 기사와 홍보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발화자 

미상/2018.08.12) 

“언론에는 좋은 면들만 내보내고 정작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런 뉴스 보면 

분통이 터지고.” (주민23/2019.05.22) 

언론 기사와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주민들은 

E재단과 B구청 측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홍보하지 말아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였다.  

그런데 언론 기사가 A주택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거의 모든 기사에 정보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여러 기사에 같은 사람이 등장했다. 이들 기사에서 

정보원은 주로 설계자, 국토부 관계자, 구청 관계자들이었다. 그리고 

비교적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1~2명의 주민이 반복적으로 여러 

언론에 인터뷰를 했다. 반면 만족도가 낮은 주민들은 인터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민들 중 일부는 인터뷰를 주로 하는 다른 주민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 달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방송 나와서 그러면 

안되지…”(주민11/2019.10.06) 

만족도가 낮은 주민들이 인터뷰를 회피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은 수치심 때문이었다. 마치 “내 얼굴에 침 뱉는 느낌”과 

같은 것으로, 내가 사는 곳을 외부에 나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44 전술한 바와 같이 하절기 냉방은 동별, 층별 온도 편차가 컸다. 2018년 8월, 103동 

1층은 환기냉방으로 26도 정도가 유지되었으나 7층 세대들은 30도 가까운 온도를 보였

다. 101동은 1~3도 더 온도가 높아 7층은 32도를 웃돌아 별도로 에어컨을 사용했다. 

해당 기사에서 취재한 집은 가장 시원한 103동 1층 세대였고,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여러 언론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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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저는 여기 사니까 내 집을 깎아내리고 싶지 않아요. 외부인들이 원하는 이 

주택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말을 못하겠

고.” (주민4/2019.07.08) 

“처음 들어올 때 자부심을 갖고 입주했는데, 지금은 창피해서 밖에 가서는 

이렇게 하자가 많다는 소리를 못해요. 왜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어요? 다른 

데 다 좋다고 소문 났는데 내실은 이러니까 진짜 창피해요.”(주민

11/2018.09.11) 

“(입주 전)당첨되고 나서 자랑했는데, 이제는 ‘거기 진짜 좋아? 난방비 안 

내?’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난감해요.”(발화자 미상

/2018.03.22)  

또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도 있었다. 

“얘기를 하고 싶어도 용기도 없고, 뭔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전문가가 아니니

까 뭐가 정확히 아닌 건지 잘 모르겠고, 당황스럽고…” (주민27/2019.06.30)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대의에 

동참하고 에너지효율적인 제로에너지주택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주택이 공격받을까 봐 두려워 문제점을 쉽사리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주민들 모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반대하는 정치세력들에 이용당하는 것이 두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동안 10번 정도 보수 언론이 인터뷰 요청을 해왔는데 처음에 뭣도 모르

고 딱 한번 응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다 피했어요. 이유는 그 사람들 의도가 

뻔히 보이고 여기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기는 싫고, 그렇다고 거

짓말을 할 수도 없으니 인터뷰를 못하겠더라고요.” (주민26/2019.03.24) 

“저희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판을 깨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잘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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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좋겠고, 어떻게든 내부에서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는 게 목적이지 바깥에 

떠들어서 오해 받고 싶진 않아요.” (주민15/2019.07.08) 

“아는 분이 거기 하자가 몇 천 건이라며? 그러는데, 밖에서 볼 때 우릴 어떻

게 보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어요…. 우리는 이미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

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9/ 2019.01.14) 

주민들은 목소리를 낼 수단을 획득하기도 쉽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언론에 접근이 쉬운 재단과 구청에 비해, 주민들은 이용당하지 않고 

오해 받지 않으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전달해 줄 인터뷰 도구나 

정치권력, 언론을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권력 관계의 문제도 

있었다. 주민들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갈등 상황에 놓이는 것이 

불안하고 불편할 수 있었다. 잘못 보이면 자칫 쫓겨날 지도 모른다, 

계약을 해지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도식화해보면 다음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주민들이 인터뷰를 회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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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관계자들간의 소통 

 

주민들이 구청 및 재단, 관리사무소, 하자보수 담당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는 공간과 방식에는 변화가 있었다. 2017년 

11월경, A주택 입주민들과 구청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가입한 온라인 

주민 카페가 만들어 졌다. 구청은 이 카페를 통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했다. 카페는 행사 공지, 교육 자료와 회의록 공유, 

주민들 간의 소통과 하자 접수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주택 운영이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구청에 질문하면 담당 공무원은 카페를 통해 

게시글이나 댓글로 하루이틀 안에 거의 즉각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2018년 7월을 기점으로 변화했다. 7월 1일 주민 

교육 이후 교육 자료를 올린 게시글에 교육 내용과 전문가들의 태도에 

대한 주민 의견들이 댓글로 달리자, 구청과 재단은 이후에 온라인 

카페에 글을 쓰지 않았다. 위탁 운영을 넘겨 받은 재단은 그해 

11월경부터는 주민 카페는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 만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하자 신청을 받겠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논의나 의견 수렴은 없었다. 새로 

만든 A주택 공식 홈페이지는 공지사항과 하자 접수를 하는 게시판, 단 

두 가지 기능만 있었다. 자유게시판이나 질문과 답변 게시판이 없었고 

댓글을 달 수 없었다. 즉, 홈페이지에는 소통 기능이 없었고, 일방적 

전달만 가능했다.  

온라인 공간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만남이나 소통의 

자리도 줄었다. 2018년 상반기까지는 이사회나 관리비위원회등 중요한 

논의를 하는 주민 모임 자리에 4~5명의 구청 공무원들이 참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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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 관리비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때, 공무원들은 거의 매주 주말에 

있었던 주민 모임에 참석했다. 일요일 저녁에 구청 직원 대여섯 명이 

회의에 참석하는 상황을 보는 주민들은, 단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공무원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다. 주민들은 “자주 봐서 

정들겠다”는 농담을 했고, 구청직원들을 두고 “그 사람들은 잘못도 

없는데 중간에 껴서 애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2018년 하반기 구청 팀이 해체되었고, 공무원들과 재단 

직원들은 더 이상 주민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주민 대표들과의 

정기적인 만남도 거의 가지지 않았다. 재단의 관리 방식은 가급적 

주민들과 만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2018년 11월 이후 주민들이 

관리주체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주민 대표(협동조합 

이사장)와 주고받는 ‘공문’을 통해서였다. 재단은 이사장이 보내는 

공문을 통해서만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요구했다.  

구청 공무원들과 재단 직원들은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구청 공무원들은 주택 임대 업무는 처음이고 

일반적인 행정업무가 아닌데다 여러 문제들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주민들이) 워낙 SNS 이쪽으로 얘기

하는 게 많으니까, (저희도 그렇지만)시공사에서도 조금은 마음의 상처를 받

은 것 같고..” (구청측 관리자4/ 2018.11.26) 

재단도 역시 “저희가 중간에 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오해하시니까…”라는 식으로 직접적인 소통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기에 설계자 등 전문가들도 주민들과의 소통과 만남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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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자리를 불편해 해요. 당신들 잘못이라고 하니까 어려워하고, 계

약이 끝났다고 발을 빼려 하죠.” (구청측 관리자5 /2019.05.07) 

“주민과 만나자고 하면 불편하게 여기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자리를 

껄끄럽게 여겨요. 싸우더라도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재단측 관리자1/2019.05.07) 

주민들과 관리자들 간의 소통 방식의 변화와 함께 소통의 어려움, 

정보 비공개, 의사결정에서의 배제 문제가 심화되었다.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 등 에너지 데이터에 관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 홍보관 앞에는 일일연간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는 현황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2018년 3월 이후 이 판은 

고장을 이유로 작동하지 않았다.  

 

 

제 6 절 소결 

 

3장에서는 문화역사활동이론의 분석틀을 빌어 연구 현장인 

A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 기술과 단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주민들을 활동체계의 주체로 보았을 때, 거주 

활동체계의 매개 개념은 제로에너지와 화석연료 제로라는 개념이었다. 

이 체계의 목적은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제로에너지주택과 재생에너지설비는 매개이자 도구로서 

역할을 했다. 또 다른 중요한 도구는 주민 카페와 SNS 대화방 등 

온라인 소통 매체였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건축과 단지 운영에 관련된 

구청, 재단, 전문가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로 볼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업 체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였기에 민주주의라는 암묵적 규칙이 형성되었고, 주택의 이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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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으로 인해 에너지 절약이라는 규칙이 확산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등장한 주요 이슈와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하자, 

에너지, 거버넌스, 커뮤니케이션 등이 각 시기의 주제로 떠올랐다. 

입주 후 주택 하자로 인해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그 중 

겨울철 디지털도어락 고장은 패시브하우스의 발전과정에서 자재가 

건축물과 조응하지 못해 나타난 독특한 하자였다. 그 외 다른 하자들도 

있었는데 하자 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수 후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주민들은 그 원인으로 

패시브건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기술자들을 지목했으며, 

기술자들은 하자 원인 파악을 하기 어려워했고 미봉책으로 대처했다. 

결국 이 하자들은 단순 하자가 아닌 설계, 시공, 자재, 기술자 등 

제로에너지건축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기술시스템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서 발생한 구조적 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택이라는 도구와 쾌적한 주거 환경 추구라는 목적 간에 모순이 

발생했다. 이는 건축 활동체계라는 인접 활동체계와 거주활동체계 간에 

발생한 모순으로 볼 수도 있다. 새로운 기술이 기존 건축 시스템의 

관성에 부딪혀 발전이 저해되는 3차 모순이 발생했다. 

A주택은 태양광 발전을 하는 소형 평형대의 신축 패시브하우스인데 

비해 에너지 사용량이 컸으며, 주민들은 에너지 비용이 높다는 인식을 

하였다. 에너지 비용이 높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주민들은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지열히트펌프의 비효율성과 총 에너지 전력화로 인한 

누진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주민들은 냉방에 있어서 개별 에어컨 

냉방 방식에 비해 중앙지열냉방 방식이 에너지효율적이지 않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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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내는 데 비해 층별 온도차로 인해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비례제 요금 부과 방식을 한국 

주택용 표준 제도인 누진 부과 방식으로 바꾸었다. 투표를 통해 90%의 

주민들이 찬성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입주 전 에너지를 펑펑 쓸 수 있겠다는 기대를 거두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였다. 에너지 문제는 도구인 재생에너지 

설비가 에너지 비용 절감과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일으키는 모순이었다. 이는 주민 거주 활동체계와 인접한 관리 

활동체계가 일으키는 모순이라고 볼 수도 있다. 모순의 발생은 역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는 중심 활동체계의 목적을 강화시켰고, 공정성이라는 

규칙이 새로이 형성되는 역할을 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은 단지 운영과 정보 제공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었다. 냉난방에너지가 외부 도서관과 홍보관에 

연결되었고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7개월이 지난 후 알게 된 

사건, 지열히트펌프의 고장과 열량부족으로 가스를 사용했으나 역시 

늦게 통보 받은 사건, 한달 간 난방온수가 중단되는 지열 공사 일정을 

늦게 알게 되어 결국 공사가 유보된 사건 등, 주민들에게 운영에 대한 

정보가 제때 제공되지 않았다. 특히 가스 사용은 민주성, 친환경성, 

경제성 등 다양한 층위의 담론을 촉발시켰고, 화석연료 제로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했던 일부 주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다. 또한 

“실험쥐”라는 단어를 통해 실증단지의 연구 목적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감정을 유추할 수 있었다. 단지 운영에 주민들의 개입과 

참여가 허락되지 않고, 재생에너지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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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연구 활동체계와 관리활동체계라는 

인접활동체계들이 가진 고유의 목적과 규칙, 분업 체계가 거주 

활동체계와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A주택은 입주 초기 국토부의 홍보와 언론기사에서 “난방비 

0원”으로 소개되었지만 이는 현실과 달랐고, 주민들은 이에 대해 

“과대광고, 허위광고, 사기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해 나쁘게 말하기 어려운 수치심,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두려움,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확산에 동의하기 때문에 정치적 반대세력에 

이용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이해관계자들의 

지형이 변하고 양방향 소통 기능이 부족한 정보 전달식 홈페이지로 

소통 도구가 개편되면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심화되었고 

전문가/관리자들과 주민들 사이 소통은 원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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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학습과 지식 생산 

 

이 장에서는 A주택 주민들의 거주 활동을 학습의 관점으로 

조명하였다. A주택에서 이루어진 교육과 학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B구청이 제공한 비형식 교육으로,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둘째는 주민들의 무형식 학습이다.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틀을 갖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은 없지만 모임과 온라인 공간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습하였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활동은 그 자체를 확장 학습으로 볼 수 있다. 이 확장 학습의 

결과물로 시민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기술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먼저 B구청이 제공한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주민들의 무형식 학습과 지식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제 1 절 비형식 교육 

 

1. A주택 주민 교육 

 

제로에너지주택에서 주택의 성능을 발휘하여 에너지를 최대로 

절감하고 냉난방 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보다 

거주자의 세심한 관리를 더 필요로 한다. 이러한 거주자 이해의 

중요성으로 인해 B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인 2017년 

11월부터 입주 후인 2018년 7월까지 총 4회에 걸친 주민 교육을 

실시했다. 주민 교육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제로에너지건축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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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관한 것이었다.  

이 중 제로에너지건축기술에 관한 교육은 설계자들이 2~3시간 

강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육 내용으로는 1차 교육에서는 

A주택이 만들어진 배경, 사회적·에너지적 장점, 평면 구성 등 단지 소개,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A주택에 적용된 패시브 건축 기술과 

재생에너지, 주택 이용 유의사항 등을 다루었다.  

2차 교육에서는 못 박기나 벽걸이 TV걸기 등 주택 이용 

유의사항과 함께 실내 환기 방법, 에너지절약을 위한 적정 실내온도 

유지 방법, 홍보관의 실내온도 그래프, 요금 책정 방법을 설명했다.  

3차 교육에서는 입주 후 주민들이 다수의 주택 하자를 발견하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시공사 관계자가 하자 접수와 보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았다. 특히 50% 이상의 세대에서 

패시브하우스의 독특한 하자였던 디지털도어락 결로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여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4차 교육은 입주 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 여름을 

앞두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기하는 방법과 외부 

블라인드 사용법, 선팅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3시간 정도의 

강의와 1시간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표 28>에 주민 교육 일정과 

내용, 방식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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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A주택 주민 교육 일정과 내용 

 날짜 교육내용 강의자/방식 

1차 

2017년 11월 

3일 

(입주 전) 

A주택 건축의 배경 

A주택에 적용된 

패시브/액티브 기술 

주택 이용 유의사항 

설계자1/강의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현황과 원리 

동별 모임 

협동조합설립지원단체/ 

강의, 분과 모임 

2차 

2017년 11월 

11일 

(입주 전) 

주택 이용 유의 사항 

에너지 요금 책정 방식 
설계자2/강의 

협동조합의 의미와 운영 

원칙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사례 

협동조합 전문가/강의 

3차 

2018년 1월 

20일 

(입주 후) 

하자 접수 및 진행상황 

협동조합의 원리 

시공사/설명 

전문가/강의 

4차 

2018년 7월 

1일 

(입주 후) 

제로에너지주택의 개념  

제로에너지주택의 에너지 

절약 

설계자1,2/강의 

 

 

2. 교육에 대한 주민 반응 

 

주민들은 앞서 진행한 1~3차 교육에 대해서는 별다른 가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2018년 7월 1일 실시한 4차 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재단 담당자가 온라인 주민 카페에 

업로드한 교육 자료와 게시글에 대해 20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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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댓글을 통해 교육에 대한 소감과 의견을 드러냈다. 이에 

구청에서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주민 협동조합 이사회에 전달했고, 이사회는 의견 수렴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선택했다. 평소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주민들의 의견도 모두 

수렴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협동조합 이사회는 교육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주택 전반적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세 번에 걸쳐 

26명 정도가 참석한 주민 모임에서 자유롭게 나온 의견을 토대로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설문 문항을 작성했고, 7월 17일부터 1주일간 

설문을 실시했다. 총 118세대 중 112세대가 설문에 참여하여 95%의 

참여율을 보였다.  

설문 결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3점(100점 만점), 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는 평균 44.5점으로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다. 설문에서는 지난 교육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의견을 서술할 수 있었다. 지난 교육에 대해서는 

‘이론적’이었으며, ‘하자 등 당면한 문제’를 다루지 못했고,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였다. 앞으로의 교육은 

내용적으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원했고, 방식으로는 

토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간결한 방법을 제안했다. <표 29>는 

설문조사에 나왔던,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를 요약한 것이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의견들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와 바람을 알 수 있었다. 다수 주민들은 실생활과 

동떨어진 내용의 교육과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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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주민 교육 평가와 이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 내용 

지난 교육에 대한 

소감 

 겨울에 러닝머신을 뛰라는 둥, 새벽 4시에 

환기를 하라는 둥의 이야기는 비현실적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줬으면 

 매번 똑 같은 내용 

 하자에 대한 시공책임자와 설계책임자의 잘못 

인정과 사과 필요 

 하자 보수와 운영에 대한 처리 과정 보고 필요 

이후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 

내용 

 실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의 고충, 고민과 불편을 

보완하는 내용 

 에너지 주택의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 

 이론적인 대책 말고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디테일하게  

방식 

 일회성,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문제해결형 토론 

 사전 질의 취합 및 설명 간단하게, 시간 짧게 

 입주민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장황하지 않은 

간결한 답변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공유하고, 질의는 구글 

설문으로 하기 

출처: A주택 협동조합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원자료 

 

일부 주민들은 “입주 전 교육할 때 다 했던 얘기 앵무새처럼 

반복”(주민20)하면서 자신들을 “건축과 1학년 학생”(주민24)처럼 

대하는 전문가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장황한 설명, 그분들 입장에서의 메리트.. 공감되지 않았고 듣기 힘들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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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과 1학년 학생들에게 하는 것 같은 4시간의 장황한 교육이 필요했나

… 질문 하나에 답변 15분. 겁나서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더 이상 교육이라는 것

에 관심 갖지 않는지… 현장에서 분유 먹이며 아이 힘들게 하면서까지 들을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주민24/2018.07.01) 

“제시하신 방법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적이고 학술적인 해결방안이었습

니다. 저희는 완벽한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고 현

실적으로 개선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왜 안되는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원했던 것입니다.”(주민18/2018.07.04)  

B구청은 별도의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사회는 

구청과 전문가들에게 카페에 올라온 주민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구청과 전문가들로부터는 별다른 공식적인 반응이 없었고 

이후 주민 교육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 2 절 확장 학습 과정 

 

제로에너지주택을 매개로 한 비형식 교육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주민 반응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A주택과 관련된 전문가, 

시공사, 재단, 구청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학습을 하였다. 특히 핵심 주체인 주민들의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학습 과정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Engeström(2001)이 

확장학습 논의를 위해 던진 네 가지 질문-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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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의 주체와 동기: 문제 상황 

 

주민들은 하자에너지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으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졌다. 누가 배우는가?하는 첫번째 

질문에 대해, 가장 배움에 열의를 보이는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집에 하자가 별로 없거나 만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집에 하자가 많거나, 

난방비를 높게 부과 받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주민 

카페에 글을 쓰거나 질문을 던지고 모임에 활발하게 참석했다.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주민들이 자주 모이고 서로 친해지고 

있다”(주민22)거나 “약간 네거티브하게 단결되는 경향”(주민9)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생활과 

현실에 닥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학습하였다. 

둘째, 왜 배우는가? 이것은 누가 배우는가 하는 질문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현실에서 맞닥뜨린 문제와 모순, 그리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상황은 학습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저는 관리비나 시스템의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에너지 비용이 제로가 

되는 주택이라기에 이사를 왔는데 외려 예전 집보다 비용이 많이 부과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주민

24/2018/04.20) 

이들이 던지는 질문을 통해 학습 동기를 유추할 수 있다. 한 주민이 

온라인 카페에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24/2018.04.20) 

주민24의 질문을 보면 첫째와 둘째 질문은 주택에 에너지소비가 많은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셋째 질문은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질문을 던지고 학습을 하는 이유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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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이 

가장 주요한 동기로 작용했다.  

 질문1: 보도자료에 의하면 백프로 전기를 충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누진이 붙을 정도로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2: 옥상과 벽면을 가득 채운 태양열 발전 시설로는 우리가 쓰는 전기를 

충당할 수 없나요?
45

 그렇다면 시설비 대비 매우 비효율적인 주택이 아닐까요? 

 질문3: 난방을 하지 않는 계절에는 만들어진 전기가 남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도 될까요? 그것을 모아 놨다가 다음 겨울에 쓰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국 ‘누가 왜 학습을 하는가’에 대한 물음, 즉 학습의 주체와 

동기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문제를 느끼고 무엇인가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습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학습 내용: 의미와 정체성 

 

확장학습의 개념 탐색을 위한 세번째 질문은 무엇을 배우는가?이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하자, 관리비, 에너지 체계, 전기 등 표면적인 

문제와 그와 관련한 정보를 주로 다루었다. 그러다가 점차로 이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이면의 의미와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도 하고, 

제로에너지주택 주민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먼저 생활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학습했다. 이들은 모임을 

만들어 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나 가장 전기를 적게 

                                            
45 ‘태양열’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2018년 4월 당시, 주민24는 태양광과 태

양열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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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인덕션 사용법 등을 공유하기도 하고, 각 가전제품과 블라인드 

등이 전기를 얼마나 소모하는지 실험해보기도 하였다. 

“주민27: 인덕션 사용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요즘 부르

스타로 물 끓이는 실험을 해요. 이제 얼마 나오는지 두고 봐야죠.  

주민5: 여기 나갈 때쯤에는 박사 되겠어”(2018.04.25)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주민들은 그 문제가 가진 의미와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관리비위원회 모임에서는 하자와 관리비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 에너지절약에 대한 태도가 주된 주제로 등장하였다. 

이런 모임들에서 ‘공정함’, ‘투명성’, ‘합리성’등의 규칙에 다수가 

합의하게 되었다. 

“우리 아파트는 ‘에너지제로’이니 에너지를 펑펑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낭비한 만큼 전체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관리비 부과 방식을 만들

어야 합니다.” (주민22/2018.04.16)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로/에너지’라는 주택 이름은 

입주민들의 행위를 암묵적으로 제한하거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태도들은 정체성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이 

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일부 주민들에게는 ‘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기고 있었다. 주민들 중 일부는 

진지하게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에 대한 학습과 고민을 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에너지제로주택이니까 여기 주민답게 살아보자고, 조금이라도 아껴보자

고”(주민4/2019.07.08) 

“전에는 환경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여기 이사오면서 음식물 쓰레기도 아껴

보고 전기 절약도 더 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주민9/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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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에너지절약 

엄청 생각해요. 맨날 생각해요.”(주민33/2019.08.18)  

“여기 와서 공부하다 보니 에너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에너지 자

립에 관심이 생겨요. 에너지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전기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분리되는 건 불공정한 것 같아요. … 그리고 책을 보니, 재생에너지

로 바꾸더라도 앞으로는 예전만큼 풍요롭게 에너지를 쓰지 못할 것이고, 생

활방식도 바꾸어야 하는 것 같아요.” (주민6/2018.06.26) 

주민6을 비롯한 두세 명의 주민들은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아예 자신의 직업을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방향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이들은 삶의 문제에서 시작해 

적극적 참여를 통해 학습하고 성장하며, 다시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지향을 보였다. 

 

3. 학습 과정: 집단적 참여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집단적 학습이었다. 이들은 혼자서는 원인을 

파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공부하고 공유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움직임은 크게 주민 카페를 통한 온라인 상에서의 

노력과 주민 모임을 통한 오프라인 상에서의 노력으로 드러났고, 이 두 

움직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주민들은 온라인 카페를 소통과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자기 집 사례를 이야기하고 비슷한 경험을 나누며 누군가 

추정한 원인을 제시하거나 만약 해결이 되었다면 해결 과정을 글로 

썼다. 여럿이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 혼자서 공부한 내용을 나누기도 

하였다. 일례로 욕실 벽면 타일이 들리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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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있었다. 처음에 주민들은 욕실 구조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자 

원인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각 가구의 사례를 모으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이 단지의 욕실 벽면은 보통의 욕실과 달리 방수처리가 되지 않은 

합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한 주민이 이 내용을 카페에 올려 

공유하고 다른 주민들은 자신의 경험을 댓글로 올려 정보를 보완하는 

식으로 집단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 나름대로 주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우리 단지의 욕실은 층

상벽면배관 방식이라 변기 쪽 벽체는 나무 합판을 사용해야 하는 걸로 들었

습니다. 층상벽면배관은 배수 소음이 거의 없고 배관의 유지보수가 용이해 

장수명 주택이 가능하지만, 시공 난이도가 높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반적

으로 많이 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건물을 오래 쓰는 유럽에서 많이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주민20/2018.08.31) 

“변기 자체는 좋은 건데, 콘크리트에 달아야만 하중을 지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합판에 달아서 하중을 지탱하기 어려워요.(그래서 타일 사이

로 물이 들어가 곰팡이가 생김)” (주민8/2018.09.15) 

온라인 카페 이외에 동별로 만들어진 SNS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활발하게 나누기도 했다. 온라인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소통하는 것은 다수가 30대인 주민들의 세대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늦게 퇴근하거나 어린 아기를 키우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간을 

내기 어려운 젊은 주민들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을 쉽고 편안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온라인 카페와 SNS는 주민들의 정체성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도 

작동했다. 행사가 있을 때 현수막을 만들기보다는, 웹자보를 만들어 

주민 카페와 동별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했다. 이 기능은 

“A주택 주민답게” 지구를 오염시키는 현수막 쓰레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온라인 공간은 친환경적 의식과 실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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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게 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A주택 주민’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관리비위원회와 이사회 등 오프라인 모임은 그 자체로 학습의 

장으로 작용하였다. 주민들은 자기 집 관리비 고지서를 가지고 와 서로 

비교하고,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의견을 말함으로써 학습의 장에 

참여했다.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일한 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민들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건축과 에너지에 대한 이해의 정도도 달랐다. 거기에는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관점이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 이들 

목소리는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합의를 이루기도 하며 서로의 관점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이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이해의 정도는 서로를 

통해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4. 근접발달영역과 나선형 확장적 사이클 

 

주민들은 혼자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나 행사, 모임에 

참여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집단적으로 학습하는 양상을 

보였다. 관리비위원회 등의 모임에서 주민들이 논의하고 집단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교사는 없지만 동료 학습을 기반으로 한 

근접발달영역이 나타났다. 전기나 에너지분야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도 있었고, 에너지는 물론이고 

이 단지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없이 이사온 경우도 있었다. “여기가 

에너지제로주택인지도 몰랐어요. 이사 오고 나서 알았죠.”라고 말하는 

주민들도 간혹 있었다. 이들의 다양한 전문성 스펙트럼은 동료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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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근접발달영역이 형성되는 기반이 되었다. 

주민들이 학습하는 과정과 재의미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나의 방향은, 일상적 개념에서 과학적 개념으로 향하는 

방향이다. 우리 집 문제를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개념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설명해내는 것이다. 보통은 “곰팡이는 ~한 것 때문에 

생긴대요.”, “~ 한 이유 때문에 관리비가 높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다. 다른 방향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개념을 일상 세계의 

언어로 쉽게 바꾸는 일이었다. 이것은 관리비 주민투표에서 한 주민이 

관리비의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자신의 언어로 PPT를 다시 만들어 

발표한 사례나, 패시브하우스의 원리를 알고 나서 “보온병”이라고 

표현한 주민의 사례에 해당했다. 즉 과학적 개념을 자신이 기존에 가진 

의미와 결합하여 재의미화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상적인 

개념이 과학적인 개념과 만나는 영역에서 <그림 32>와 같은 

근접발달영역이 창출되었다.  

 

<그림 32> 주민들의 근접발달영역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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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주민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형을 

세우고 현실에 적용해보며 다시 현실과 적합하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확장학습과 확장적 사이클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 예는 냉난방에너지의 

‘열량-전기 환산 비율’이다. 이들이 환산 비율을 만들어내고 적용하는 

과정은 문제를 제기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검토하며 적용하는 확장적 사이클을 보여주었다.  

A주택은 취사를 포함한 세대 전기를 비롯하여 난방과 온수도 모두 

전기의 형태로 사용된다. 그런데 난방과 온수 비용은 지열히트펌프에 

사용된 ‘전력량’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열히트펌프가 

생산한 ‘열량’과 일치하지 않는다. 애초에 전문가들이 설정해 놓은 요금 

부과체계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열량을 전력량처럼 계산하여 

세대에 비용을 부과했다. 관리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22는 

전문가들과는 다른 나름의 방식으로 제안하는데, 그것은 ‘환산 

비율’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환산 비율은 열량을 전력량으로 바꾸어 주는 비례상수로, 

지열냉난방시스템이 생산한 열량을 지열히트펌프가 소모하는 전력으로 

나눈 값이다. 환산 비율은 설비 업계의 용어로 보통 성능 

계수(COP)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일반적인 

지열히트펌프의 성능 계수는 3정도이므로 초기 환산 비율은 3으로 

정하게 되었다. 46  그러나 이 숫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여름철 

냉방과 지열의 효율에 따라 다시 논의하여 변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46 보통 이 숫자는 지열냉난방 시스템의 ‘성능계수(COP)’로 통한다. 투입한 전력량 대비 

산출한 열량의 숫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경우에 지열히트펌프는 COP가 3~4정도 되

고, 전체 냉난방 시스템은 배관 등으로 인해 COP가 조금 떨어져서 2.5~3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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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관리비 부과 계산식을 만들어 요금 체계를 변화시켰다.  

이후 지속적으로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소비 전력과 생산 열량을 

추적한 결과, 효율이 생각보다 더 낮았다. 따라서 2019년에는 다시 

환산 비율을 2로 더 낮추게 되었다. 다음 <표 30>에서 보는 것처럼 

환산 비율은 2019년에는 점점 더 낮아져서 평균 0.63정도가 나왔다. 

즉, 1만큼의 전기를 소모하여 0.63의 열량을 생산했다는 것이다.  

 

<표 30> 환산 비율(지열 효율) 변동 추이 
 

2018  

환산 비율 

2019년  

환산 비율 

1월 1.38 0.73 

2월 1.93 0.57 

3월 1.45 0.20 

4월 0.98 0.75 

5월 0.89 0.78 

6월 0.70 0.73 

7월 0.84 0.65 

8월 0.54 
 

9월 0.62 
 

10월 0.94 
 

11월 1.18 
 

12월 1.32 
 

평균 1.06 0.63 

출처: A주택 주민협동조합 이사회 회의록 2019.07.08 

 

2019년 9월 이후에는 고정식 환산 비율을 버리고 실제 생산 

열량에 계수(2)를 곱하는 방식으로 다시 바꾸었다. 결과적으로 이 환산 

비율은 지열히트펌프의 효율을 한눈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능했다. 

이 일련의 과정을 Engeström(2000)이 제안한 확장적 사이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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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빌어 표현할 수 있다. 먼저 확장적 사이클의 첫번째 단계-

문제제기에서는 에너지 비용이 예상보다 높다는 점, 그리고 관리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두번째 단계에서 그 원인이 다각도로 분석되었다. 각 세대의 전기사용량, 

난방 사용량, 지열 전력 소비량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열량과 

전력량이 혼용된 것과 지열히트펌프의 에너지효율이 일반적인 

성능계수보다 낮은 것을 알게 되었다. 세번째는 새로운 해결책을 

모델링하는 단계로서 ‘환산 비율’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이를 

검토하는 네번째 단계는 최대한 민주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온라인 카페와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먼저 사전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 

총회를 통해 필요성을 설득하고 다시 주민투표를 하였다. 투표를 통해 

모아진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관리비위원회와 이사회는 구체적인 

숫자를 결정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1년 넘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행했다. 실행 과정을 성찰하는 여섯 번째 단계에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한 결과, 지열히트펌프의 효율이 떨어져 최초 제안한 

환산 비율 3이 부적합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는 

현실에 맞추어 환산 비율을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사이클은 

최종 모델이 현실에 적합할 때까지 나선형을 그리며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지열 설비가 바뀌거나 에너지 상황이 바뀌면 이 확장적 

사이클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 나선형 확장적 사이클의 반복은 

<그림 3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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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환산비율’의 나선형 확장적 사이클 반복 

 

 

 

 

제 3 절 시민들의 관점과 지식 생산 

 

A주택 주민들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과 만나는 삶의 공간에서 

새로운 것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안을 바라보았으며, 더 나아가 독자적인 지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1. 에너지와 기술에 대한 다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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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대응 비전 

A주택은 그 자체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문제의식과 건물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감 하자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단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비전이 그리 합의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에너지 비용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소집되었던 한 주민 회의에서 전문가들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관점 차이가 드러났다. 주민들 중 

환경 전문가 세대가 “기후변화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에 설계 전문가 중 한 사람은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당시 회의 내용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회의에 참가했던 환경 전문가 세대들은 “기후변화는 팩트가 아닌 

개인의 생각”이라는 전문가의 발언으로 인해, A주택의 기후변화 대응 

비전에 혼란을 겪고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설계 전문가의 

기후변화 회의론 발언은 주민들이 A주택의 에너지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Q (주민): 2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A (설계자2): 평년보다 낮은 겨울 기온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썼다. 

Q (환경전문가 세대2): 기후변화 추이를 보면 앞으로 여름에는 더 더워지고 

겨울에는 더 추워질 것이 예측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 단지는 난방과 냉방 기

준 데이터나 건물 성능에 어느 정도까지 대비가 되어 있는가? 

A (설계자2):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적 팩트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저는 

기후변화를 믿지 않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17년까지 19년 가까

이 지구 온도가 정체 상태이므로 자꾸 기온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팩

트와 개인 생각을 혼동하면서…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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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석연료와 에너지 사용을 보는 관점 

A주택은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주택 단지로, 모든 최종 에너지를 

전기로 쓰도록 설계되었다. 전문가들과 관리자들은 이 주택은 

“화석연료를 안 쓰는”(설계자1/2018/0.01) 주택이며, “화석연료를 안 

쓴다는 취지로, 전기로 다 쓴다” (구청측 관리자4/2018.11.25)고 

말했다.  

그런데 입주 후인 2018년 2월, 태양광 발전량으로 상쇄하고 

나서도 3단계 누진에 해당하는 가구당 평균 517kWh의 전기 사용량을 

보고, 주민들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과 지열난방시스템의 효율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열히트펌프가 소비하는 

전력량을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열히트펌프의) 효율이 뭐가 중요합니까? 태양광 발전량이 다 상쇄하는

데.” (설계자2/2019.10.10) 

이에 대해 주민들 중 환경전문가 세대를 중심으로 다른 관점을 

드러냈다. 이들은 전기를 태양광으로 100% 자립하지 않고 외부에서 

공급받는 순간, 화석연료를 쓰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A주택은 태양광 

발전량을 상계한 후에도 매월 서울시 가구 평균 전력사용량보다 높은, 

가구 평균 326kWh 정도를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았다.47 더불어 이들은 

전기 소비량이 많은데도 화석연료를 안 쓴다고 말하는 것은 한국 

에너지믹스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화석연료 제로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태양광 생산량을 제외하고도 전기를 

                                            
47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태양광 상계 거래 이후 세대별 납부 사용량 평균치이

다.(1년 발란스) 동기간 서울시 가구 평균 전력사용량은 237kWh이다.(출처:전력데이터

개방포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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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서 5만kWh나 가져다 쓰고 있어요. 한전 전기는 60%의 화석연료와 

나머지 원자력 발전이므로, 전기도 화석연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지역

난방보다 더 나쁜 이유는 송전과정에서 손실률도 크고 밀양 등 농촌 주민들

의 삶터와 공동체를 파괴하거든요. 그런데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괜찮고 화

석연료를 쓰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전기와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이죠.” (환경전문가세대2/2018.09.11) 

주민들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태양광 생산량/지열 소비량의 

상대적인 충당률이 아닌, 절대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3) 건축 기술을 보는 관점 

A주택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다수 주민들은 난방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로 ‘바닥 온도가 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주민 

교육에서도 한 주민이 바닥이 차가워서 만족스럽지 못한데 해결책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계자의 답변은 이 집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식 생활을 버리고 유럽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는 바닥이 너무 따뜻하면 더워서 못 살아요. 독일과 유럽의 패턴을 도

입했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겨울에는 모두 

2층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고 여름에는 1층에서 살아요. 양탄자를 깔고 실내

화를 신고 유럽식으로 살면서 이 집에 적응해야 해요.”(설계자1/2018.07.01) 

또한 도어락 고장과 관련해서 다른 주민은 왜 애초 설계할 때 

섀시를 설치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설계자는 

유럽 정서에 맞추어 설계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했다.  

“스위스 여성친화 단지를 갔는데 섀시가 없었어요. 유럽 주택은 다 섀시가 

없어요. 문을 열었을 때 섀시가 없으면 맞은 편 주민과 아이컨택이 되고 단

지내 화합이 될 것 같았어요. 비 걱정도 약간 했는데, 일년 중에 비나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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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오겠어요.”(설계자1/2018.07.01)  

바닥 난방과 섀시에 대한 설계자의 답변에 대해 주민들은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유럽식 건축 기술에 맞추어 생활방식을 바꾸기보다는, 

주민들의 삶을 고려하고 한국식 생활방식에 맞는 건축 기술을 

개발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아이컨택 좋지만 눈 비 쌓이고 얼어서 애들이랑 임산부 넘어져요. 살아갈 

사람을 위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위한 집인지, 예술과 디자

인을 위한 집인지요.”(주민28/2018.07.04) 

“여기는 대한민국이지 유럽도 독일도 아닙니다. 음식도 현지 사람들 입에 맞

추는 판국에 독일은 이렇게 한다니요.”(발화자 미상/2018.07.04) 

“‘유럽에 가봐라’가 아니라 유럽에서 우리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주민23/2018.07.04)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기후변화, 에너지와 건축 기술을 보는 관점 

차이는 <표 31>에 정리하였다.  

<표 31> 에너지와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관점 차이 

 전문가 주민 

에너지 

 기후변화는 팩트가 아니다.48 

 최종에너지를 전기만 사용하므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태양광 발전량이 지열소비전력을 

상쇄하는 충당률에 일차적 관심 

 기후변화에 대응한 집을 

지어야 한다. 

 한전 전기를 쓰는 것은 

화석연료를 쓰는 것과 같음 

 총 에너지 소비량과 비용, 

거주쾌적성에 관심 

기술과 

삶 

 패시브주택에 맞는 유럽식 

생활방식으로 바꾸어야 함 

 한국적 생활방식에 맞는 

패시브주택을 개발하면 

좋겠음 

 

                                            
48 설계자 중 한 사람의 개인 관점을 드러낸 것이지만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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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들의 지식 생산 

 

주민들은 전문가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에너지와 건축 기술을 

보았으며, 이는 시민들의 독자적인 지식 생산으로 이어졌다. 이들이 

생산한 시민 지식의 사례들로는 앞서 나선형 확장적 사이클에서 

언급했던 ‘열량-전기 환산 비율’, 본 연구에서 문헌 자료로 수집한 

이사회의 ‘주민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에너지비용 분석표’ 등이 있다.  

그 중 에너지 비용 분석표는 관리비위원회에서 주민22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A주택 전체 에너지 소비와 생산, 공급을 한꺼번에 표시한 

것이다. A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에너지 생산과 소비 체계가 

복잡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 고지서로는 전체 체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지열냉난방온수 시스템을 사용하는데다, 공용 전기의 

종류도 많았고, 태양광 생산량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이를 

에너지요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체 단지의 에너지 공급과 소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그림 34>의 ‘에너지비용 

분석표’이다. 

관리비위원회에서는 관리비고지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제한된 

정보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에너지비용분석표를 만들었다. 주민들은 

태양광 생산량 등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초기에는 정확한 수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이 표의 내용이 처음에는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정되고 보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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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에너지비용 분석표49 

 

이외에도 제로에너지건축기술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아이디어에 

가까운 지식 생산의 사례가 있었다. ‘패시브의 쉬운 번역어’, ‘수동 

블라인드’ 등이 그것이다. 주민6은 “패시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에 와 닿지 않아, 이해하기 쉬운 예쁜 우리말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아직 적당한 번역어를 만들어내지 못하여 그의 생각은 그냥 

아이디어로 머물고 있다. 또한 주택에 거주하는 한 12세 어린이는 전동 

블라인드를 쓰면 전기를 더 많이 소비하지 않느냐며, 전기를 쓰지 않는 

                                            
49 이 에너지비용분석표는 2019년 8월의 경우이다. 표 안에 별도의 단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숫자는 전력 사용량인 kWh이다. 전력 사용량은 각 항목별(세대전기, 난방, 

온수 등) 전체 주택단지 총 소비량을 표시한 것으로서, 세대수인 121로 나누면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산출된다. 즉 한전부과량 56,823을 121로 나누어 세대납부전력량 평균 

470kWh가 나오며,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총 사용량 95,077을 121로 나누면 세대사용

전력량 평균 785kWh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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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수동 블라인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다. 50  이 

아이디어도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생각은 시민 지식이 생산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A주택 주민들이 생산한 시민 지식과 아이디어의 

사례를 <표 32>에 정리하였다.  

 

<표 32> A주택의 시민 지식의 사례 

주민들이 생산한 지식들 

 열량-전기 환산 비율  

 주민의 관점에서 본 주택 에너지비용 분석표 

 주민 자체 설문조사 결과 

 (아이디어) ‘패시브주택’의 쉬운 번역어 

 (아이디어) 전기를 쓰지 않는 외부 수동 블라인드 

 

 

 

제 4 절 학습과 참여의 장애물 

 

A주택 주민들의 사례에서 확장 학습과 시민 지식 생산의 단초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동시에 학습과 성장에 있어 한계도 보였다. 

주민들의 집단적 학습은 지속적인 추동력을 얻기보다는 점차로 

정체되는 현상을 보였다.  

 

                                            
50 패시브주택의 외부 블라인드는 태양열로 실내 온도를 조절하여 냉난방 부하를 낮추

는 중요한 건축기술요소다. 여름에는 블라인드를 내려 태양열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블

라인드를 올려 태양열을 최대한 축열하기 위해서는 실내가 아닌 실외에 블라인드를 설

치해야 한다. 실제로 독일에는 패시브주택에 사용하는 수동형 외부 블라인드가 상용화

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수동 블라인드가 개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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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와 의사결정 제한 

 

A주택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주택 운영과 의사결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주민들은 주택의 

기본적인 시스템과 운영 방식을 알아야 제대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 단지는 태양광 상계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 각 세대의 전기요금과 전력사용 추이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았다. 

태양광 발전량이 높은 달에는 특별히 절약을 하지 않았어도 전기 

요금이 적게 나오고, 지열히트펌프에 이상이 있었던 달에는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왔다.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 주민들은 개별 세대의 에너지 사용 

패턴과 전기요금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주민들은 단지 

내의 모든 정보를 다 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자신들이 내는 요금 

내역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고 싶다며,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사용량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알고 개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주택 단지의 원리를 이해하고, 

정보를 제공받고, 학습하며, 목소리를 내고, 단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요? 평범한 사람은 기술에 대

해 이야기하면 안되나요?”(주민6/2018.8.10) 

“입주민 입장에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입주를 했어요. 저희는 연구에 참

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알고 싶은 

거죠.”(회의록/ 2019.10.10) 

“정보제공 의무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관리비니 우리가 알아야지

요. 실제로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내는 주민에게 정보를 안 주는 건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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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 (주민32 /2018.11.02)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자동차를 분해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자동차가 어떻게 하면 굴러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알아야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고칠 만큼 알 필요까지는 없어도 운전할 만

큼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22/2018.03.29)  

주민들의 이러한 욕구는 C건축사 전문가들과 B구청, E재단 

관리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들은 주민들이 기술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권한 침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자료와 시스템 공개 

요구에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데이터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했으며, 

재단과 일부 구청 직원들도 주민들이 자료를 받고 운영에 개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 분석한 데이터는 재단이나 구청이나 국토부로 보고서를 보내고 있

다. 입주자들은 왜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공개하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설계자2/2018.10.03)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굳이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하는가” (구청측 

관리자2/2018.11.19) 

“비용과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는, 전문가의 영역이죠. 이 데이터를 줬을 때 

좋은 쪽으로 쓰일지 나쁜 쪽으로 쓰일지 확신이 없으니까 주기가 어렵고, 이

것은 국토부 과제고, 우리 영역이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 입장이예요.” 

(재단측 관리자1/2018.11.26) 

주민들에게 자료를 주는 문제를 둘러싸고 몇 개월간의 갈등 끝에 

2018년 11월 하순, 정치인 F가 개입하여 주민들에게 자료를 주면 

좋겠다고 전문가들과 관리자들에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후로도 계속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2019년 2월 국회의원과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였다. 결국 주민들은 2019년 몇 

달 간 지열소비량과 태양광 생산량 데이터를 받아보았지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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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재단으로부터 다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료의 공개와 운영 참여를 두고 전문가/관리자-주민 사이의 다른 

욕구와 관점으로 인한 갈등은, 서로에 대한 태도와 감정을 놓고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그들을 “전문가답게 

대우해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말하고, 주민들은 전문가들이 주민들을 

무시해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주민들을 가르치려 하고 초등학생 대하듯이 하는 데서 화가 난 

거예요. 주민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너희

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가르치려고만 했어요. 지금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도 알만큼 다 알아요. 너무 모르는 애들 취

급하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주민19/2018.11.19)  

또한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생산한 지식과 주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이해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워했다. 2018년 초 전문가들이 

제안한 비례 요금 부과 방식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누진 부과로 바꾼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잘못된 요금 부과”라며 동의하기 어려워했다.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전문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설문해서 돌린 것을 봤는데, 저는 제가 건물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문항이나 설

문을 봤을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입주자 입장에서(만) 

설문을 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설계자2/2018.10.03)  

주민들의 설문조사는 객관성을 획득하거나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연구 목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었다. 주민들은 일상적인 대화와 

온라인 카페에서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야기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지, 다른 침묵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모아보고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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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했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기준에 부합하기 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이 곳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충분히 수렴되는 것이 

중요했다. 실제로 95%의 주민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표출했다. 

그런데 이 의견은 전문가로부터 “입주민 입장만 생각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거부로, 결국 2019년 

5월에는 정치인 F가 개입하고 구청이 주도하여 제3의 업체에 용역을 

주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했다. 약 10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관리주체가 실시한 

설문조사는, 결과적으로는 문항이나 만족도에서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51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욕구가 지속적으로 

거부당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일부 주민들은 “포기”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문제 해결과 학습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입주민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실질

적으로 변화된 게 거의 없으니까, 어차피 몇 번 얘기하고 화를 내도 안되니

까, 지금은 ‘여기는 원래 이런가 보다’하고 냉소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크게 개선이 안되는구나 하

고 포기했다고나 할까요.” (주민26/2019.02.16) 

 

2. 학습 매체로서 제로에너지주택의 문제  

 

2018년 입주 초, 환경 전문가 세대들은 입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이 

                                            
51 2019년 5월에 실시한 이 설문조사 결과는 A주택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다. 저작권

과 정보 공개 등의 문제로 이 연구에서는 내용을 인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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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학습을 하고 홍보관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 

강사 양성 과정’을 기획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을 알리고 건물에너지효율화와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자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주택단지의 하자와 에너지비용이 문제가 되면서 입주민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주민들 중에는 2명만 참여했다. 

환경 전문가 세대들은 그 밖에도 일상 속에서 주민들이 

제로에너지주택과 에너지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만, 주택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 이 공간을 매개로 하는 환경 

교육은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잃고 어려움에 처했다. 

“외부에는 제로에너지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하는데, 여기 내부에서는 오

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더 어려워요. 다른 문제들이 걸리니까. 주민 모임

에서 활동을 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모이면 집중을 못해요. 10분만 

넘어가면 (주민들은) 다시 하자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 흐름을 되돌리기가 너

무 힘든 거예요.”(환경전문가세대1 /2018.11.25) 

“메신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신뢰하

게 돼요. 이 주택 자체에 대한 신뢰가 지금 떨어져 버렸고,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죠. 그런데 제로에너지주택이 필요하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겠

어요?” (환경전문가세대2/2018.12.20)  

축제나 공동 육아, 여타 친환경/에너지절약 행사 등에는 주민 

참여도가 높은 편이었고,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 활동을 기획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로에너지주택’을 매개로 한 교육 활동에는 관심이 없거나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심지어 언론에 A주택의 장점을 이야기하거나 

홍보하는 다른 소수 주민들에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언론에 좋게 이야기하는)그 사람들은 무슨 이득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

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수 있죠?”(주민



 

 198 

8/2018.09.15) 

결국 A주택의 하자와 에너지 문제는 환경 교육 활동을 기획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매개로 지속적인 학습을 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했다.  

 

 

제 5 절 소결 

 

A주택에서 발생한 교육과 학습은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었다. 구청에서 실시한 비형식 교육 프로그램인 주민 교육과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무형식 학습의 양상이 그것이다. 구청에서는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과 주택 성능 발휘를 위한 주민 교육을 4차에 걸쳐 

실시했다. 주민 교육에서는 건축 기술과 주택 이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주민들은 입주 전과 입주 초기에 진행했던 1~3차 

교육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입주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시했던 4차 교육에 대해서는 온라인 카페와 설문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민들은 교육 내용에서는 보다 실생활에 

도움되는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욕구를 드러냈고, 교육 

방식에 있어서는 토론과 참여에 기반한 방식을 선호했다. 

주민들의 무형식 학습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학습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현실 생활에서 부딪힌 문제를 

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동기로 학습을 했다. 이들은 경험, 정보, 실험 내용 

등을 학습하고, 그 문제의 바탕에 깔린 의미와 태도에 대해서도 

학습했다. 이런 태도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인식, 공정함, 그리고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을 생각하는 주민’이라는 정체성으로 이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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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되었다. 이들의 학습 과정에서는 집단적 양상이 

두드러졌다. 온라인 카페와 오프라인 모임은 이들의 집단 학습의 

장이었다.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전문성의 정도는 동료 학습을 통한 

근접발달영역이 형성되는 기반이 되었다. 삶의 경험에서 알게 된 일상적 

개념은 이를 설명해주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개념을 만나 

재의미화되고 풍부해졌다. 주민들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며 현실에 적용하고 다시 현실에 적합하게 

수정하는 과정은 나선형 확장적 사이클을 보여주었다. ‘열량-전기 환산 

비율’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 에너지 사용, 화석연료, 건축 기술 등의 이슈에 대해 

주민들은 전문가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비전이 합의되지 않아 

기후변화 회의론에 가까운 시각도 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주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을 의심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최종 에너지 

전력화를 화석연료 제로라고 간주하였으나, 주민들은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기는 화석연료를 쓰는 것과 같으므로, 태양광-지열 충당률과 

관계없이 총 에너지 소비량을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축 기술에 대해서는 패시브주택에 맞게 유럽식 생활 양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주민들은 한국적 생활 방식에 

맞는 패시브 주택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들의 다른 관점은 시민들의 독자적인 지식 생산으로 이어졌다. 

이들이 생산한 시민 지식의 사례로는 ‘환산 비율’, ‘주민설문조사’, 

‘에너지비용 분석표’ 등이 있었고, 아이디어 수준에서 머물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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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의 쉬운 번역어’, ‘수동 외부 블라인드’의 사례도 있었다. 

주민들의 학습과 성장은 정체되고 장애물을 만나는 양상도 보였다. 

기술적인 문제를 학습하고 단지의 운영에 개입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는 전문가들과 관리자들의 거부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이 생산한 시민 지식도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단지의 하자와 

에너지 비용 등의 문제는 주택을 매개로 한 환경교육의 실행에 있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보여준 욕구와 

가능성에 주목하고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민들은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집단적으로 참여하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확장학습이 나타났다. 이들은 독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시민 지식을 

생산해내어 확장과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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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연구의 초반에 제기되었던 질문들 중, 기술과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첫째, 시민들이 제로에너지건축 기술과 만나는 지점에서 

어떠한 사건과 활동이 발생했는가? 둘째, 시민들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행위 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3장에 어느 정도 기술이 되었다. 이 장의 1절에서는 기술과 

시민의 상호작용 측면, 특히 기술을 사회와 사람들이 해석하고 이용하며 

관계를 맺는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할 부분을 짚어보고자 한다.  

학습과 지식 생산에 대한 질문들과 관련해서는 4장에 기술했다. 이 

장의 2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로에너지건축을 매개로 한 교육과 

소통 전략, 확장학습의 과정과 의의, 시민의 관점과 시민 지식의 특성, 

변혁적 환경 학습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제 1 절 기술과 시민의 상호작용 

 

1. 제로에너지의 비전과 목적 

 

1)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비전 

기술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기보다 방향성을 가지는 경우가 더 많다. 

제로에너지건축기술은 방향성과 비전이 비교적 명확한 종류의 기술이다. 

제로에너지주택의 비전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주거 

양식, 쾌적한 주거 공간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전환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러한 비전을 행위자들 사이에 형성하고 공유하는 작업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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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힘이 된다(김준한 & 한재각, 2018). 

A주택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비전을 내세웠으나, 리더의 비전, 

실무자들의 진행, 홍보 전략, 소통 전략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서로 엇박자가 있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전 B구청장은 ‘시대적 

사명’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비전을 뚜렷하게 

표방하였다. 그런데 이 비전을 실무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사업을 

추진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A주택 단지를 소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홍보물과 카드뉴스에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의 

담론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카드뉴스에는 ‘난방비 0원’을 강조하며 

연간 절약되는 에너지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다.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 중 한 사람은 주민과 

함께한 회의 자리에서“나는 기후변화를 믿지 않고 기후가 변화한다는 

것은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발언하였다. 이 발언으로 인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비전이 공유되지 않았음이 드러났고 

주민들은 이 주택단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단지의 운영을 위탁 받은 E재단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관한 전문성과 마인드를 갖추지 못하였다. 

주민들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제로에너지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 그 중에서는 환경 전문가 세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하자와 에너지 비용 등 A주택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더 시급하게 

떠오르며 제로에너지주택의 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비전은 ‘화석연료 제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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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두고 다시 혼선을 빚었다. 설계 전문가들과 B구청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화석연료 제로’와 주민들이 생각하는 ‘화석연료 제로’의 

의미가 서로 달랐다. 설계 전문가들은 단지 내 최종 에너지를 가스나 

석유 등을 쓰지 않고 모두 전기로 충당하는 것을 화석연료를 안 쓰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가스를 안 써도 화석연료로 발전하는 

한전 전기를 상당량 공급받기 때문에 단지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했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의 경계를 단지 내로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 에너지믹스로 확장하여 생각할 것인가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A주택과 관련된 주체, 공동체,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불협화음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성찰을 바탕으로 공동체 성원들 사이에서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제로에너지주택의 비전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면,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의 실질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선언적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뒤따르는 이상기후의 

여러 현상들, 한파, 폭염, 호우와 태풍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주택 성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 30년간의 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축 기준은 기후변화의 미래 전망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조정하여 기후변화 대응 목적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에너지뿐 아니라 물, 재활용, 쓰레기, 교통 등 생활 전반의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에 대한 고민이 함께 진행되어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의 

일부로서 제로에너지주택의 비전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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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로에너지라는 목적 

제로에너지주택의 목적은 말 그대로 주택이 생산하는 에너지와 

소비하는 에너지의 균형점이 0이 되는 것이다. A주택 사례에서 

‘제로에너지’와 관련한 두 가지 논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에너지의 소비가 높고 생산량이 많은 상태에서 제로에너지를 맞추어도 

제로에너지건물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는 일반 주민들은 

전문가들이나 국가 정책 상의 제로에너지와는 직관적으로 다른 

제로에너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만큼 많이 

생산해도 제로에너지 건물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조건에 최대 에너지 소비 한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단열재의 두께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패시브 건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은 에너지자립률 20%만 되어도 5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물 에너지 소비가 큰 경우에도 그만큼 많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로에너지등급 개념은 대중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A주택 주민 중 

한 명은 “에너지자립률 20%만 되어도 제로에너지라고 하는 건 좀 

속이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일부 패시브 건축 전문가들 중에서도 

현재 정책상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등급은 “개념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52  

A주택은 외부에는 애초에 목표한 계산상의 제로에너지에 어느 정도 

                                            
52 2019년 9월 30일 시민정책포럼, ‘건물, 기후변화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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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홍보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열냉난방 시스템이 소비하는 전력을 태양광 발전량이 충당하여 

제로에너지 목표는 달성이 되었다. 또한 공식 발표에 의하면, 

비용상으로도 가구당 연간 에너지요금이 47만원 정도, 월평균으로는 

3만4천원 정도, 하루에는 1달러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하여, 53 

‘연구목적’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제로까지는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원래 설계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는 범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A주택의 제로에너지개념을 두고 서로 다른 두 관점- ‘연구목적을 

달성하였으니 아무 문제없다’와 ‘국가적 차원에서는 에너지낭비다’-이 

대립하였다. 이 두 관점의 대립은 ‘제로에너지’라는 개념과 명목상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 논란의 핵심은, 한 

재생에너지(태양광)가 생산한 전기를 다른 재생에너지(지열)가 거의 

다(80%) 소모하는 것이 과연 에너지 절감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인가,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만 하면 그 효율성이나 실질적인 

에너지절감 효과에 관계없이 모두 환영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A주택의 현실은 제로에너지주택의 원래 취지인 ‘적게 

쓰고 적게 생산하는’ 제로가 아닌, ‘많이 쓰고 많이 생산하여’ 

제로에너지 목표에 근접하려는 상황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제로에너지’라는 명목으로 제로를 맞추는 것에만 초점을 두거나 

인증 기준에만 맞추는 방식은 기후변화 대응이 될 수 없다. 전체 사용 

에너지를 먼저 최대한 줄이고 나서 필요한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53 2019년 6월 2일 칸 인터뷰.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9858.  

2018년 관리비를 제외하고 주민들이 낸 에너지비용의 가구당 월평균은 43,578원,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월평균은 45,207원으로 공식 발표보다 1만원 정도 더 높

다.(A주택 관리사무소)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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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겠다는 수요 관리의 개념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기를 많이 쓰고 

많이 생산하여 제로를 만드는 방식은 제로에너지주택 본래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 만약 수요 관리에 실패하면 재생에너지의 역설인 

리바운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라는 이름을 달기 위해 

시설과 장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더 투입한다면 오히려 일반 

주택보다 더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로에너지주택이 확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제로에너지주택이 확산되는지도 중요하다. 건물의 총 에너지소비량이 

감소할수록 작은 장비의 에너지 소비는 점점 더 중요해지므로(Debaillie, 

2013), 에너지효율적인 주택일수록 추가되는 설비와 장비의 에너지 

소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제로에너지 개념은 

국가 정책이나 전문가가 사용하는 제로에너지 개념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일반 시민들은 제로에너지 개념으로 ‘순제로에너지비용’ 

개념을 직관적으로 떠올린다. 54  그래서 에너지비용이 많이 나왔을 때 

입주자들은 “제로라는 이름을 잘못 지었다”, “이렇게 에너지비용을 많이 

내는데 왜 제로에너지인가?”라고 말하며, 높은 에너지비용은 제로에너지 

개념을 흔드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중의 직관에 

반하는 제로에너지 개념은 더 심하게는 속는 느낌까지 들게 한다. “과장 

광고”, “허위 광고”, “사기 당한 기분”이라는 주민들의 말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A주택 단지를 계획한 설계자들에 의하면 A주택의 제로에너지 

                                            
54 Net zero energy cost building: 일년의 에너지 부과명세서를 봤을 때 건물주가 지

불하는 비용과 재생에너지생산으로 얻는 수익이 균형을 이루어 제로가 됨(Torcellini & 

Crawle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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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순제로일차에너지’로서, 냉난방온수환기조명에 드는 에너지의 

1년 밸런스가 제로가 되는 것이다.55 주민들에게 이 제로에너지 개념이 

와 닿지 않았고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원인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실제로 제로에너지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56 

지열히트펌프 고장이 잦았고, 가스를 보조적으로 썼다. 둘째는 공용 

전기 사용량의 비중이 상당이 컸는데, 시뮬레이션에서는 공용 전기분을 

계산하지 않았다. 현실에서는 상당량의 공용 전기와 다른 에너지 

사용량이 합쳐져 누진으로 적용되어 비용이 높아졌다. 셋째는 냉난방 

성능이 일부 세대에서 만족스럽지 않았다. 합벽단독세대는 난방에 대해, 

아파트 고층 세대에서는 냉방에 대한 불만족이 있어 추가로 전기 

난로나 에어컨을 써야 했고 이는 세대 콘센트 전기의 추가 사용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제로에너지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다수 대중들이 

순제로일차에너지 개념을 ‘제로에너지비용’ 개념으로 오해했다는 점이다. 

제로에너지를 달성하더라도 에너지비용이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로에너지개념에 대한 이러한 논란을 어떤 개념이 더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중들의 직관적 

인식과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이며, 어떤 비전과 

목적을 명확히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는 이와 관련해서 제로에너지 개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과, 친환경적인 목적을 견지할 것을 주장했다. 

                                            
55 Torcellini(2006)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net zero source energy이다. 3장의 활동체

계 요소 중 매개개념에서 A주택의 제로에너지개념에 대해 언급하였다. 

56 A주택은 국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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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물은 실제로 에너지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계산상의 제로와 실제 제로가 다르고, 콘센트 전기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다. 전기 기기까지 포함하면 너무 과다 설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로에

너지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기술하면 제로에너지(에 가까운) 건축물

(Nearly Zero Energy Building)이라는 뜻이다. … 실제 제로에너지를 맞추면 

오버스펙의 건물이 되고, 이는 건축주한테만 손해가 아니라 넓게는 국가, 더 

넓게는 지구적 차원에서 낭비가 된다. 중요한 것은 이 구간에서 가장 경제적

인 등급에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에너

지를 지어야 하는 이유는 지구와 건강을 위해서이다.(한국패시브건축협회)57  

 

2. 제로에너지건축 사회-기술시스템 

 

1) 사회기술시스템의 관점에서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은 독립적인 하나의 기술이 아닌, 그 기술이 

탄생한 사회의 맥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총체적인 사회-기술시스템을 

형성한다. 패시브하우스 기술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탄생하고 

발전하여 건물의 설계-시공-인증-제도-시장-사용의 모든 단계에 

유럽의 맥락이 반영되고 얽혀 있다. 이 기술 시스템과 맥락에 대한 

고려와 성찰이 부족한 채 한국에 적용되었을 때, 제로에너지 건축기술 

시스템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시스템적 충돌은 우리 나라의 기후 조건 및 문화, 지식과 기능을 

보유하지 못한 기술자, 자재, 건축 시장과 제도 등 여러 분야에서 독일 

등 유럽과는 다르기 때문에 발생했다. <표 33>은 A주택 사례에서 

이슈가 된 문제만을 정리한 것으로, 제로에너지건축계의 전반 문제를 

분석한 것은 아니다. 

                                            
57 홈페이지 기술 자료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제성과 관리방법’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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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사회기술시스템적 문제와 극복 노력 

구분 문제/노력 A주택 

기후 

문제 양상  결로와 도어락 고장 

 개방형 복도에 눈비 

 난방비 상승 

해결 노력  도어락 교체 

 복도 섀시 설치 

문화, 

사용자 

문제 양상  바닥난방 

 신혼부부-고령자 생활방식과 불일치 

해결 노력  유럽식 생활양식으로 변화 요구 

시공, 

하자 

문제 양상  경험과 지식 없는 기술자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하자 

 하자 원인 파악 못함 

 하자 보수 지연 

해결 노력  일반주택의 하자 처리 방식과 동일 

자재 

설비 

문제 양상  국산 자재 부족(고장 시 보수 지연) 

 패시브하우스에 맞지 않는 도어락 

 지열히트펌프 설비 성능 부족 

 전열교환기의 층간 온도차 

해결 노력  지열히트펌프 교체 시도 

제도 

문제 양상  1차 에너지원이 전력화, 누진제로 인한 

에너지비용 상승 

 태양광 상계거래 제한(단일계약만 가능) 

해결 노력  연구목적과 관계없음 

 

먼저 독일과 한국의 기후 차이로 인해 도어락 고장과 난방비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독일은 위도가 높아도 겨울이 온화한 서안해양성 

기후인데 비해, 한국은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추운 대륙성 기후다. 

강수량에서는 더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연중 강수량이 비슷한 독일에 

비해 한국은 계절별 강수량이 큰 편차를 보인다.<그림 35> 이러한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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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인해 겨울에는 추가적인 난방 에너지를, 여름에는 추가적인 냉방 

에너지에 더하여 제습을 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58  

 

 

<그림 35> 서울과 베를린의 기후 차이 

출처: (Lutgens et al., 2016) (기상청, 2019)59 

 

독일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도어락이 왜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독일보다 겨울이 더 춥기 

                                            
58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오대석 사무국장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도 건축적으로 가장 

혹독한 환경에 있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국의 기후에 적응하여 개발한 기술

과 주택 성능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2018 세미

나 자료) 
59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https://data.kma.go.kr/cmmn/main.do 서울 자료는 2010

년~2019년 월평균 기온과 강수량 데이터 이용하고, 베를린 자료는 (Lutgens et al., 

2016)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렸다. 

https://data.kma.go.kr/cmm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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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며, 둘째는 독일은 열쇠를 쓰는데 비해 첨단기술을 선호하는 

한국에서는 디지털 도어락을 쓰기 때문이다.  

디지털도어락 고장은 기후 차이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기술이 

‘진보’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첨단 기술이 무조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국내에서 가장 좋다는 도어락이 결로로 작동하지 않자 

주민 중 한 사람이 차라리 열쇠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돌아가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했다. 그러자 관리자쪽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뒤로 돌아갈 순 없잖아요”라고 말을 하였다.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다가 다시 ‘후퇴한’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60 

도어락 고장으로 인해 복도에 섀시가 없이 설계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복도 섀시가 있었더라면 실내외의 온도 차이가 조금은 줄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섀시가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계자의 답변은 “유럽 

주택단지의 아이컨택이 좋아 보여서”였다. 이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적 맥락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도어락 고장뿐 아니라 개방형 복도에 눈비가 들이치고 얼어붙어 

임산부들과 아이들이 넘어지자 결국 구청에서는 복도 섀시를 설치했다. 

이에 따른 추가적 예산 투입은 관리주체에게 부담을 주었다. 

유럽 맥락과 다른 문화적 차이도 드러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닥 난방이었다. 독일 등 북유럽에서는 바닥 난방을 하지 않고 보통 

공기 난방을 한다. 패시브하우스는 기밀성이 높아 외부와의 열 교환이 

거의 차단되어 있다. 이 때문에 바닥이 따뜻하면 더운 공기가 상승하고 

집 전체가 너무 더워지는 과열(overheating)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60 겨울철 도어락 고장 문제가 계속되자 2019년 12월 현재 A주택 단지에서는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을 함께 쓸 수 있는 도어락으로 시범 교체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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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온돌과 좌식 문화에 익숙해 바닥이 따뜻한 것을 선호한다. 

A주택 경우는 신혼부부와 고령 세대가 입주하여, 어린 아기가 기어 

다니고 바닥에 ‘등을 지져야 시원하다’는 어르신들의 생활 양식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다. 바닥 온도가 낮은 것은 패시브하우스의 

특성으로 하자가 아니었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를 하자로 인식했고 다수 

주민들은 난방 만족도가 낮은 주요 이유로 지적했다.61 

한편 제로에너지건축 사회기술시스템에서 패시브하우스 건축 

경험이 없고 교육을 받지 못한 기술자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하자가 다수 발생했으나 하자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하자 보수가 

지연되고 보수 후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것은 

주민들이 제로에너지 주택에 대해 오해하거나 만족도가 낮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자에 대한 교육은 시도하지 못하고 

있고, 몇 달간, 혹은 일년 이상 하자 보수가 지연되거나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국내에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주택에 맞는 설비와 자재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열교환 환기장치가 고장났을 

때 독일 부품 조달을 위해 두 달 넘게 기다려야 했던 적도 있었다. 

국내 기술로는 고층까지 냉기를 고루 전달할 수 없어 층별 냉방 온도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환기장치 설비도 문제가 되었다. 더불어 기술이 

있어도 시장이 없고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제도상의 문제도 있었다. 누진제와 태양광 상계 거래 상의 에너지 

                                            
61 2018년 7월 주민설문조사에서 난방 불만족 이유로 57세대(51%)가 ‘바닥 온도가 오

르지 않음’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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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과다 책정이 거론되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취사와 

난방까지 모두 전기 형태로 에너지를 쓰고 거기에 누진이 적용되므로 

실제 쓰는 에너지량에 비해 높은 비용을 내게 된다. 또한 태양광 상계 

거래로 인해 더 불리한 단일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태양광 발전량을 

판매할 수도 없다. 결과적으로 주민 입장에서는 에너지비용이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제로에너지주택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주민 중 한명은 

“(제로에너지주택이) 필요하지만 시기상조”라는 말로 이러한 상황을 

표현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에너지 

비용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제로에너지주택에도 과하지 

않은 적절한 수준의 요금 부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기술이 한 사회에서 발생하여 다른 사회로 이전할 때는 기술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전반적인 시스템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설계 

기술만이 아니라 자재, 기술자, 제도, 시장, 문화 등 여러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국 한국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의 확산과 근본 목적 

달성은 이들 사회-기술시스템 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얼마나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거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A주택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주택 그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심리적 측면에서는 통제감, 

학습, 소외감, 공정성에 대한 감각, 관리에 대한 신뢰, 인구통계적 특성, 

공동체성 및 이전 집에 대한 개인적 경험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 거주 만족도는 제로에너지건축의 대중적 확산 및 수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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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되므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①  통제감과 소외감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한 만족감은 주민들의 통제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 패시브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단열 성능이 높고 냉난방에 유리하여 

외부 날씨의 영향을 덜 받을 것 같지만, 패시브 주택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외부 날씨와 일사량에 더 민감해진다. A주택 

주민들 다수는 블라인드를 점검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겨울에는 

출근하면서 블라인드를 올려놓고 퇴근할 때 블라인드를 내린다. 

여름에는 반대로 출근하면서 블라인드를 내리고 퇴근할 때 블라인드를 

올린다. 조금 귀찮다 싶으면 겨울에는 올려놓고 살고 여름에는 내려놓고 

산다. 이것은 겨울에는 태양열 유입을 최대화하여 난방 부하를 줄이고 

여름에는 태양열을 차단하여 냉방 부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패시브주택에 산다는 것은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노력해야 하며, 기존의 

생활방식을 약간은 바꾸어야 한다. 기존 주택처럼 난방과 에어컨을 자주 

켰다 끄는 것보다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게 에너지를 더 

절약하기도 한다. 축열기능으로 인해 시간차를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주택은 블라인드와 난방 온도 조절 이외에 주민들이 관리에 

개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었다. 아파트는 

중앙냉방방식으로 설계되어 여름철에 개인이 온도를 조절할 수 없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기술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었다. 일례로 일반 주택에서는 두꺼비집이 떨어지면 그냥 올리면 

되는데, A주택에서는 그게 불가능했다. 한 주민은 “두꺼비집도 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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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정전이 되었을 때는 

블라인드를 열지 못하여 캄캄한 실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경험도 보고 되었다.  

주민들은 기술적 운영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으며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며 주체가 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꼈다. 더욱이 주체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목적과 결과물을 공유하지 못한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실험쥐’처럼 

이용되었다는 느낌은 불쾌감과 소외감을 일으켰다. 이것은 주택에 대한 

만족감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제로에너지주택은 기후변화에너지 교육과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명시적인 메시지를 지닌 도구이자 교육과정이다. 또한 이 

도구이자 교육과정은 인간의 욕구와 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여 

만들어졌으면서도 다시 인간에게로 돌아와 주체의 내면으로 들어가 

인간을 변화시킨다. 제로에너지주택은 거주자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러나 도구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하면 도구는 질곡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도구를 이용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여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데, 이 관계가 뒤바뀌어 도구에 대한 

통제감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술에 대한 통제감은 만족감을 향상시키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Day & Gunderson, 2015).  

일부 주민들은 제로에너지주택 구조에 대한 학습을 통해 만족감을 

상승시키기도 하였다. 학습이 만족감을 높여주는 이유는, 학습은 기술의 

비전과 목적을 인식시켜주고 원리를 알려줌으로써 통제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을 하여 비전과 원리를 알게 된 후에도 통제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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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 못하면 오히려 무력감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②  공정함 

기술에 대한 통제감과 더불어 사람들의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공정함’에 대한 감각이다. 기술이 공정하지 못하게, 혹은 

정의롭지 못하게 쓰였을 때 사람들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만족도가 

낮아졌다. A주택에서 관리비를 둘러싼 논쟁이 바로 이 공정함과 관련된 

것이었다. 설계와 설비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비 부과 방식을 디자인한 

기술자-전문가에게는 기술적 측면 이외에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이나 공정함은 거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드러났다. 초기에 

한전에서 누진으로 사온 전기를 단지 내에서 사용량 대비 비례로 

부과하여 전기를 적게 쓴 사람이 많이 쓴 사람 몫의 비용을 나누어 

내게 한 부과 방식은 주민들의 공정함에 대한 감각에 반하였다.  

결국 주민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투표를 통해 누진 부과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층별 냉방 온도가 다르게 공급되는 기술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측정이 불가하여 면적대비 요금을 부과한 것도 

주민들의 불만 요인 중 하나였다. 냉방 효과는 집마다 다른 데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면 주민들 간에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전기요금의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 부과 방식이 공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거의 직관적으로 느끼며 본능적으로 불공정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③  신뢰 

만족감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와도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과 

관리자들에 대한 신뢰는 만족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신뢰의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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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이한 상황에서보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확인되는 경향이 있다. 먼저 

신뢰의 정도는 정보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 및 소통 방식과 관련이 

깊다. A주택 주민들은 가스 사용, 난방에너지 혼합, 지열 설비 교체 

공사 유보 등의 문제에 대해 시간이 한참 지난 뒤 통보 받았을 때 

관리자들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는 

지열히트펌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서 실제로는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을 때도 불신이 불만으로 이어졌다. 소통을 원하는 주민들은 소통 

창구가 없고 일방적인 정보 전달만 이루어지는 점을 답답해 했다. 

또한 문제 발생 이후 이를 책임지는 방식도 신뢰와 만족감에 

영향을 미쳤다. 주민들은 책임을 서로 미루고 주민 탓을 하는 듯한 

관리자들의 태도에 실망하였다.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주민들은 이곳이 실증단지이며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입주했지만, 책임질 것에 대해 책임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주민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해서 신뢰가 떨어지며 불만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  

 

④  인구통계적 특성과 개인의 이전 경험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인구통계적 요인도 있었다. 이 단지의 

거주자들은 사회적환경적 약자들에 가깝다. 영유아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거주 비율이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가령 

신생아와 영유아를 키우는 세대에서는 결로 곰팡이와 같은 문제는 

성인만 거주하는 경우보다 더 큰 문제로 인식되며 난방 온수의 온도에 

더 예민하다. 그래서 똑같은 하자라도 더 스트레스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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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상태뿐만 아니라 이전에 살던 집에 대한 경험이나 연령대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나 연령대가 낮은 경우는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친구들은 바퀴벌레 나오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하는데 나는 번듯한 새 집에 살게 되어” 만족도가 높다는 주민들도 

있었다.  

“제가 이 집에 만족하는 이유는 여기 오기 전에 살았던 집에 대한 경험 때문

인 것 같아요. 일찍 결혼하고 애가 일찍 생겨서 좋은 집에 살지 못했어요. 옥

탑방 컨테이너 늘려서 지은 집이었는데 여름에 무지 덥고 겨울엔 춥고 비가 

오면 빗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는 집이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오니까 정말 

너무 좋은 거죠. 새 집이고 이쁘고.”(주민6) 

 

3. 틈새이자 리빙랩으로서의 실증단지 

 

1) 연구과제의 목적과 방향 설정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로에너지주택이 

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기술의 초기 단계에서 보이는 비경제성으로 인해 현재 한국 건축 

시장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기는 쉽지 않다.62 제로에너지주택은 사용자의 

쾌적함과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는데, 일반 주택에 비해 더 높은 

건축비를 투자해야 한다.63 한 패시브하우스 건축주는 본인 집의 경우에 

                                            
62 제로에너지주택의 비경제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설비를 최소화하고 설계

와 자재를 표준화하며 외양보다 기능에 충실한 단순한 건물을 지으면 건축비를 상당히 

낮추어 충분히 경제적일 수 있다. 

63 일반적으로 같은 평형대의 신축 건물에 비해 제로에너지주택은 30~50% 건축비용이 

더 소요된다. (출처: A주택 홍보관 & B제로에너지주택단지 관리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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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되는 냉난방비로 주택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려면 최소한 10년을 

거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집에 살지 않으면서 교환가치에 더 중점을 

두는 이들(집 장사, 투기자)의 입장에서는 고비용을 들여 

제로에너지주택에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또한 면적 대비 

외부 벽체(외피)의 비율이 적어야 더 효과적으로 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물리적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제로에너지주택(패시브하우스)은 

튀어나온 부분과 장식이 적은 단순한 외형을 띠고 있다. 64  소위 “마을 

회관같은 집”인 경우가 많다. 경제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화려하지 않고 단순한 외형의 집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 따라서 교환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건축 시장에서는 

아무런 지원 없이 제로에너지주택이 확산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제로에너지주택을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적 의무화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 실험과 연구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형태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를 건축하게 된 것이다. 

A주택은 국토교통부의 연구 과제로 예산을 지원받아 건축하고 

다양한 기술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명 ‘실증단지’다. 

실증단지로서 A주택은 주류 건축 시장에서는 확산되기 어려운 것을 

특정한 조건에서 실험해볼 수 있고 그 확장성을 가늠하는 일종의 

틈새이자 리빙랩이라고 할 수 있다. 리빙랩은 전통적인 ‘연구 

실험실’이나 기존 ‘테스트베드’와는 다른데, 사용자를 연구 혁신의 

                                            
64 이것을 보통 AV값(체적/면적)이라고 한다. AV값이 작을수록 난방에너지를 더 효율적

으로 쓸 수 있으며 건축비도 절감된다. 가장 A/V값이 작은 건축물은 정육면체 모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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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아닌 주체로 상정하고, 폐쇄된 실험실이 아닌 실제 

생활현장에서의 실증을 강조한다(성지은 & 박인용, 2016). 

테스트베드와 실증 사업은 연구실의 모형이 최적화되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며, 기술자가 개발한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서, 사람과 다양한 사용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65  

그러나 A주택은 최적화된 실험실이 아닌, 241명의 평범한 성인들과 

70명이 넘는 영유아들이 실제 삶을 영위하는 현장이므로 

테스트베드보다는 리빙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66  A주택은 틈새이자 

리빙랩 관점이 부족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공간을 “테스트베드”라고 

표현했다. 만약 연구과제가 애초부터 기술적인 측면만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리빙랩의 관점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실제 현장의 역동성과 

사회기술시스템적 측면을 보다 포용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문제를 보는 관점 

리빙랩과 틈새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이라는 것은 시스템 전환과 

기술 혁신이 시작되는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다. 그러나 A주택 

전문가들과 관리자들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관련자들은 이런 점을 지적하였다.  

“실증단지라는 것이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점이 좋았다 

이러한 점이 나빴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그걸 숨기려고 하니까 오

                                            
65 2018년 5월 25일. 산학일보 [좌담회] ‘현장연구자가 말하는 리빙랩’ 중 성태현과 성

지은의 대화.  

66 2018년 7월 기준. 이후 성인 숫자는 크게 변함이 없으나 신생아가 다수 태어나 영유

아 숫자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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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그게 문제인거지.”(홍보관 관련자1/2019.03.11)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 책임을 다른 주체에게 전가하려는 상황이 

발생했다. 설계자들은 시공사에게, 시공사는 설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에너지비용이 높은 원인은 입주민의 책임으로 떠 넘겨졌다. 

주민들이 주택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어거지성 민원’을 

넣는 주민들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해명하거나 

발언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 시선으로 보기에는 ‘좋은 

집에서 살며 불만만 많은 이기적인’ 주민들이 되었다.  

어떤 특정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설계, 시공, 설비, 제도, 사용자 행위, 

운영 등이 모두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거나 문제를 덮으려는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관련자들 서로간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문제해결에서 

멀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일부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은 제로에너지주택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는 A주택의 시행착오를 잘 기록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A주택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전 B구청장은 과오가 잘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지역에 계속 제로에너지주택을 새로 설계하는데, 여기의 실증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걸 이야기할 자리가 없다.”(주민19/2018.11.25) 

“성공만 보여줘서는 곤란해요. 어떤 대목에서 실패했고 그 실패를 어떻게 고

쳤는지 잘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실패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더라. 그러니 니네는 이런 건 하지마라. 이런 걸 잘 전달해주는게 

다음의 성공을 보장해요. 그러니 그것을 꺼내 놔야 해요. 아프더라도.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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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전 B구청장/2018.11.25) 

만약 A주택 관련자들이 리빙랩이라는 비전을 가졌다면, 이곳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다르게 인식되었을 것이다. 리빙랩과 틈새의 관점에서 

문제는 학습과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된다. 새로운 기술이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으므로, 실패 

학습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성지은 & 

송위진, 2010). 보다 우선적으로는 실패를 보는 관점의 재 정립이 

필요하다. 리빙랩은 애초에 문제해결형으로서 실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실패와 

문제를 ‘바람직하지 못한 나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디딤돌이며 그 해결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A주택은 전략적 틈새의 설치와 해체의 5단계 중 3~4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Kemp et al., 1998). 이 단계에서는 실험의 성패 

여부가 심판대에 놓이고, 이 기술에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틈새로서 A주택은 이 성공, 성과, 혹은 

실패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설득해야 한다. 이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이것이 성숙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로에너지주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더 크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틈새 실험이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 중에 학습과 시행착오를 

통한 성장은 필수적이다. 틈새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며, ‘레짐 전환’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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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으로 간주한다(Hommels et al., 2007). 이에 따르면 A주택이 

개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지 아닌지, 거주자의 만족도가 높은지 

아닌지는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조건이 아니다. 이 사례로 인해 

내부자와 외부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이 학습하고 

논의하며 네트워크와 제도의 변화를 촉진하여 사회 전체로 

제로에너지주택이 확산되는 계기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이를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3) 기술 사용자를 보는 관점 

집이라는 공간은 평범한 이들의 일상이 영위되는 가장 중요한 환경 

중의 하나로, 건축 기술은 기술 사용자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이다. 

그만큼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은 거주자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기술사용자들이 혁신의 주체로 역할을 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  

A주택은 기술 사용자에 대한 관점이 부족했다. 첫째는 기술을 

실증하고 모니터링할 연구 대상으로서의 사용자 집단을 적합하게 

설정하지 못하였다. 둘째는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애초에 사용자들을 

기술 혁신의 주체로 간주하지 않았다. 

먼저 A주택 입주민들은 ‘연구 대상’으로서도 그리 적합한 집단은 

아니었다. 구청은 지역주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이라도 특혜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신혼부부와 고령자들을 

입주민으로 선정하였다. 주거 복지를 위한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제로에너지주택 실증 프로젝트에 참여하기에는 그리 적합한 기술 

사용자층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애 발달 단계 중 생물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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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취약하고 예민한 시기의 사용자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큰 문제로 체감되거나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적어도 

고령자와 영유아를 키우는 세대는 패시브하우스라는 건축 기술을 

제대로 실증하기에 그리 적합한 사용자 집단은 아니었던 것이다.  

기술 사용자 집단의 범위와 관련한 ‘동질성 패러독스’는 다양한 

사용자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임에도 동질적 사용자들이 

리빙랩에 참여하게 될 경우 문제 이해와 해결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정병걸, 2017). A주택 입주자들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한국인 전체 인구통계 분포와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상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연구 목적에 적합한 사용자 집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두 번째 관점은, 사용자 집단을 기술 혁신의 주체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을 수동적인 연구대상으로만 

간주함으로써 대중들의 폭넓은 관점을 획득하고 반영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A주택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는 지자체와 

연구기관이 협업하여 주도하는 형태였다. 그런데 지자체의 리더십과 

운영에 변화가 생기고 전문성이 약해지면서 지자체의 주도권이 

약해지고 연구기관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 

사용자들의 참여는 초기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고 이후 진행과정에서도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  

기술 혁신에서 리빙랩 방식을 차용하는 것의 장점은 사용자가 기술 

혁신의 주체로 등장할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데 있다. 반면 

리빙랩에 있어서 정확한 사용자 집단을 설정하지 못했을 때의 약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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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술 사용자 집단 설정의 중요성은 다음 인용문의 비유를 통해 

잘 드러난다. 

(기술사용자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훌륭한 기량을 가진 스나이퍼가 좋은 총

을 가지고 있는데 눈을 가리고 사격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눈을 가리면 타

겟이 안 보인다. 문제를 풀려면 눈가리개를 풀고 타겟을 정조준해야 한다. 현

장에서 공감을 통해 필요 기술을 파악하며 최종 타겟을 확인하면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성태현, 2018)67 

A주택은 리빙랩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문지식 

체계를 사용자들에게 교육하는 계몽주의적 접근이 이루어짐으로써 

간극이 발생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인정받지 못하고 참여가 

차단됨으로써 다양한 관점이 결합되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 사례는 

리빙랩 비전을 초기부터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써 기술혁신의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리빙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관점을 가진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획을 해야 한다.  

한편 전략적 틈새 관리의 관점에서 주체들의 네트워크, 지원과 

학습은 틈새가 성공하기 위한 기반이다. 틈새에서 레짐으로 발달하려면 

혁신을 지지하는 인적,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이 혁신의 정당성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조직에서 활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틈새에서 공유된 비전을 통해 기대감을 유발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그러나 부정확하거나 과도한 기대감은 오히려 배신감을 부르고 

참여자들의 이탈을 야기할 수도 있다. A주택의 경우는 입주 전 높은 

기대에 비해, 하자로 인한 주택의 기능 저하나 재생에너지 효율이 기대 

                                            
67 2018년 5월 25일. 산학일보 [좌담회] ‘현장 연구자가 말하는 리빙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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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나타나면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행위자들의 믿음이 시들면, 

네트워크는 분산되고 자원은 줄어들며, 틈새의 발전은 위축된다(Geels 

& Raven, 2006). 학습 과정이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면, 행위자들이 

새로운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Geels & Raven, 2006). 만약 과도한 기대와 그에 못 

미치는 현실로 인해 제로에너지주택의 비전이 약화되고 네트워크가 

분산되었다면,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를 다시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비전과 

전략은 기술 사용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4) 틈새와 외부 레짐  

틈새가 성공적으로 자립하여 레짐의 변화를 이끌 수 있기 위해서는 

가격대비 성능이 향상되어 정부의 보호조치를 풀고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Geels & Raven, 

2006). 제로에너지주택이 가지는 사회적환경적 가치로 인해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비롯해 인센티브 지원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 보호조치는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호조치가 없어도 제로에너지주택에 가격을 지불할 

의지가 있는 상당수의 수요가 발생하고 시장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제로에너지주택 시장이라는 틈새가 성공할 수 

있다.  

이 보호조치에는 딜레마가 있다. 보호조치가 약하면 초기 확산이 

어렵고, 보호조치가 강하면 이것이 일종의 ‘감옥’처럼 기능하여 현실 

상황에서 레짐을 변화시키기 어렵다(Hoogma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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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만(2018)은 한국의 경우 에너지효율적인 주택에 재산세 

경감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혜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보조금이 가지는 딜레마를 이야기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으면 5년간 재산세의 3%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비용으로 바꾸면 대략 5년간 약 20만원인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데 약 8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므로 사실상 혜택은 전무하

다고 보아야 한다… 보조금으로 흥한 제도는 보조금이 없어지면 같이 사망한

다. 보조금 지급에 신중해야 한다. 이벤트식의 단기적인 직접 지원은 그 지원

이 끝난 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더욱 줄어든다.68 

최정만의 이와 같은 지적은 틈새의 보호조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 단기적인 직접 지원이 

아닌 자재와 설비의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국산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자 양성, 일반 건축 기준 상향과 같은 제도 정비 

등이 더 시장 확산을 유도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틈새의 기능에 대한 기대는 외부 레짐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Geels & Raven, 2006). 제로에너지주택이라는 틈새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건축 업계의 상황, 사회 전체의 에너지 비용 등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높아질수록 

제로에너지주택의 가치와 기대감은 상승한다. 또한 일반 건축물의 단열 

기준, 자재 기준, 감리 기준 등 하자와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제도의 

상향 정비만으로도 패시브건축/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에너지 비용은 제로에너지주택의 확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다. 

현재는 국내 에너지 비용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반면, A주택은 최종 

                                            
68 최정만, 2018년 7월 26일 ‘제로 에너지건축물 정의와 실현가능성’ 한국패시브건축협

회 홈페이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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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력화로 인해 사용량에 비해 높은 비용을 부과 받고 있다. 

사회의 에너지비용이 낮으면 제로에너지주택은 확산되기 어렵다. 한 

연구자는 미국이 유럽에 비해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관련 기술의 확산이 

느리고 보급률이 낮은 이유로, 미국의 에너지비용이 유럽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건물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구소영, 2014).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전기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우리나라도 

비슷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국가 전반적으로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외부효과를 정당하게 반영하여 

에너지 요금을 정상화 시킨다면 건물 에너지효율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외부 레짐의 변화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 2 절 환경 학습 

 

1. 제로에너지건축을 매개로 한 교육과 소통 

 

제로에너지주택은 환경교육과 기후변화 소통을 하기에 좋은 

주제이자 도구다. 제로에너지주택은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의 한 단면을 

미리 보여준다. 학습자들은 제로에너지주택 사례와 이야기를 통해 그 

창의적인 변화에서 긍정적 영감을 받을 수 있으며 결국에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학습이 될 수 있다(Stoknes, 2014; Wibeck, 2014). A주택을 

둘러싸고, 주택을 매개로 한 교육과 언론을 통한 대중 소통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진행된 교육과 소통의 양상을 분석하며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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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하고자 한다. 

 

1) 비형식 교육 

A주택에서는 제로에너지주택과 건축기술을 매개로 한 비형식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B구청에서 입주 전부터 4차에 걸친 주민 

교육을 기획하고 실시한 것은, 물리적인 건축의 완성 못지 않게 교육과 

공동체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3차 교육에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의 원리와 내용에 대한 

강의를 배치한 것은 주택을 매개로 시민 학습을 유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주택에 

거주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 교육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교육에 대한 주민 

반응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주민들은 1~3차 교육에 대해 별 반응이 

없었지만 4차 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부정적인 의견들이 우세한 편이었다. 그렇다면 왜 

앞의 세번의 교육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었고, 4차 교육에 대해 

그러한 반응을 보였는지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반응이 컸던 4차 

교육을 중심으로 경험의 유무, 교육 내용, 상황적 요인, 교육 방식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경험의 유무다. 1~2차 교육을 한 시점은 2017년 11월, 3차 

교육은 2018년 2월로, 입주 전과 입주 초다. 교육 당시 주민들은 아직 

집에 살아보지 못했거나 이제 막 살기 시작한 상태였다. 낯선 구조의 

집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술에 대한 이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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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자신의 현실과 대비시키지 못했다. 즉 주민들에게 교육 내용이 

실감나지 않고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을 하기도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비해 4차 교육 일정은 2018년 7월로, 주민들이 7~8개월간 집에 

거주하며 충분히 경험해 본 시점이었다. 성인 학습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에서 주제와 관련한 학습자의 이전 경험은 중요한 출발점 요소다. 

주민들은 자신의 일상 경험과 교육 내용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비교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경험적 지식과 강의자가 제공하는 

이론적 지식 간의 부정합이 발생했다. 이 부정합과 괴리감으로 인해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둘째, 교육 내용이다. 일부 주민들은 교육 내용이 “이론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실생활과 동떨어져”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비현실적인 내용의 예로, ‘겨울에 러닝머신을 뛰면 실내 온도가 

올라간다’, ‘여름에는 새벽 네 시에 자연환기를 해라’, ‘여름에는 썬팅 

진하게, 겨울에는 썬팅 절대하지 말아라’, ‘온수가 잘 안 나오면 

집중되는 시간을 피해라’ 등을 들었다. 사실 이 내용들은 대부분 그 

자체로는 패시브하우스의 특성을 압축적으로 잘 설명한 말들이다. 

패시브하우스는 기밀과 단열이 잘 되어 있어 실내 인원수와 체온이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데스크탑이나 가전제품이 발생시키는 

열기에도 민감하다. 69  러닝머신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다. 또한 

여름철에는 하루 중 기온이 최저인 시간에 자연 환기로 집을 냉각시켜 

놓으면 그 냉기를 지속적으로 품고 있어 낮 시간 냉방 부하를 낮출 수 

                                            
69 패시브하우스 거주자의 경험에 따르면, 창문을 모두 닫은 59㎡의 실내에서 사람 한 

명은 실내 온도에 약 0.3~0.5℃ 정도 영향을 미친다. 실내에 6~7명이 있으면 실내 온

도는 약 2~3℃ 상승한다. 



 

 231 

있다. 썬팅은 창문을 통한 태양열 유입과 축열량 조절 기능을 하여 역시 

냉난방 부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거주자 입장에서는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 러닝머신을 

뛰고, 환기를 위해 새벽 네 시에 일어나고, 큰 창에 비싼 선팅 필름을 

계절마다 붙였다 뗐다 하라는 말은 우스운 농담처럼 들렸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특히 온수가 잘 안 나오니 집중되는 시간을 

피해 쓰라는 것은 출퇴근하는 바쁜 젊은 세대와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주민들은 실 거주자의 일상과 

생활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제안된 내용과 해결책을 수용하기 

어려워했고, 보다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원했다. 

주민들에게 이론적인 지식은 별로 의미가 없었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중요했다.  

‘온수가 몰리는 시간을 피해서 쓰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개선

이 되는지, 안된다면 그 이유를 말해주고 거기에 대한 불편을 감수해달라는 

부탁과 협조를 요청했으면 좋았겠죠.(주민18/2018.07.05) 

셋째, 상황적 요인이다. 4차 교육이 진행되었던 시점은, 입주 후 

생각보다 많은 하자와 기대보다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과 실망감이 커지고 있던 때였다. 더욱이 이 

주택은 여러 기술과 제도와 조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하자와 

에너지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묻고 싶은 것도 많지만 책임을 지는 

주체가 분산되어 있고 모호하여 어디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주민들은 언제든 모이기만 하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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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듣고 학습자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고 그에 

기반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는 일이 필요했다.  

넷째, 교육 방식이다. 교육 방식은 기획자와 강의자가 교육을 보는 

관점,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역할, 학습자를 대하는 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4차 교육은 주민들과 전문가들간에 서로 다른 

관점과 욕구를 확인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건축 전문가들과 

관리자들은 제로에너지주택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환경 교육이라고 보았고, 강의와 정보 전달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의 인식에서는 정보결핍모델과 행동주의에 기반한 

학습 관점이 드러났다. 이 관점에서 학습자는 무지한 대상으로 간주되며,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주민들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의 교육을 오프라인 

모임에서 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정보 전달 강의도 

필요하지만, 그런 경우는 동영상으로 찍어 온라인 카페에 올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민들 다수는 ‘인강(인터넷 강의)’에 익숙한 세대로, 

관리비 관련 회의 내용도 인강처럼 카페에 올리자는 의견도 종종 

제시되곤 했다. 한 주민은 질의 응답도 구글 설문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온라인 방식을 선호하는 이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한 이유는, 상호작용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문제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전문가와 관리자들과 소통하며 “강의식 교육이 아닌 문제 해결을 놓고 

토론”하기를 원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공감 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실제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내는 목소리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233 

같습니다. 입주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주민

32/2018.07.04) 

일부 주민들은 학습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건축과 1학년”, “초등학생”이 된 것 같았고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가 학생으로 간주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이는 모든 상황에 당연한 것은 아니다. A주택의 

경우 주민들은 자발적이고 내재적인 학습 동기를 가지고 교육에 참석한 

것이 아니었고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학생’으로 

호명되거나 대우받는 것은 마치 위계적 관계에서 하위에 위치하고 

무지하고 열등한 존재로 자리매김된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자율성과 주체성을 존중 받는 성인이자, 집에 대한 실제적이고 경험적 

지식을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 해결의 협력자로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했다. 학습자는 무지한 존재가 아니다. 특히 성인 학습자는 풍부한 

삶의 경험과 자기 분야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B구청은 2018년 7월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자 이후 주민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열심히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에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더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반응이 안 

좋다고 그만할 것이 아니라, 이를 소중한 시행착오의 기회로 삼고 

반응과 피드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는 교육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 나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구청에서 추구하는 비전과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조율하고 접점을 찾는 작업이 필요했다. 더 

많은 소통과 기획을 통해 다양한 방식과 접근을 시도해보고 서로 

거리를 좁히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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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와 대중 소통 전략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관심이 높아 정부와 

언론에서는 A주택에 대한 다량의 홍보물과 기사를 생산해냈다. 이들 

홍보와 소통 전략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주택을 

둘러싼 홍보물과 언론 기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경제 담론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반등 효과를 부추기는 

방식이었다.  

먼저 경제적 인센티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소통 전략에는 

문제가 있다. “난방비 0원”을 내세운 홍보는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역효과를 발생시켰다.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처음의 기대감과 

어긋나는 정도로 난방 요금이 부과되자 이를 “과대광고, 허위광고”라고 

느꼈고, 이는 실제보다 더 과도한 배신감과 부정적 감정이 개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적 요인은 분명 재생에너지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미미한 전력요금 절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긍심 등 비경제적 요인때문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도 한다(백종학 & 윤순진, 2015).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를 

위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독려하여 

시민성을 성장시키고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로에너지주택에 거주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하면 

에너지를 더 써도 괜찮다고 면죄부를 주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24시간 

에어컨 빵빵”과 같은 문구는 에너지를 더 쓰게 만들어 반등 효과를 

부추겼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시민들로 하여금 에너지전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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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고 선행되어야 할 요소인 수요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든다. 다수 주민들은 입주 전 기사와 홍보를 보고, A주택에서 살게 

되면 돈 걱정없이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입주 직후인 2018년 2월 전기요금은 3단계 누진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제로에너지주택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다고 말했다. 환경 

전문가 세대 중 한 사람은 시민 교육 관점에서 과대 홍보로 인한 

부작용인 반등 효과를 지적했다. 

“너무 거창하게 포장하는 것이.. ‘지금 태양광 발전하고 있으니까 에어컨 펑

펑 써도 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에너지전환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여

긴 에너지제로니까 에너지 막 써도 돼. 이런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

희가 교육적으로나 시민의 눈에서 볼 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환경 전문가 세대3/2018.09.11) 

홍보와 소통에서 공통적으로 대중과 입주민은 ‘소비자’의 역할로 

설정되었다. 교육과 홍보는 마치 상품을 광고할 때 쓰는 듯한 전략인 

이미지(친환경/첨단 주거 시설)에 호소하기, 혹은 경제성(난방비 

절약)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차용했다. 언론의 관심과 높은 분양 

경쟁률은 마치 홈쇼핑 광고에서 ‘마감 임박’을 외치는 호스트와 같은 

역할을 했다. 시행착오의 위험성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와 거주 시 

장단점, 주민의 역할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선택지는 제공되지 않았다. 

수동적인 소비자이자 수혜자로서의 역할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거의 없었고 주도성과 성찰성은 애초에 

배제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 욕구와 

갈등을 빚었다.  

이 사례는 에너지전환기술을 매개로 한 시민 소통에 있어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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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할지를 이야기해준다. 첫째, 시민들에게 포장하지 않는 

솔직함과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제로에너지건축기술이나 

재생에너지기술은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어떤 기술이 어떻게 좋은지 

어떤 한계와 극복할 지점이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둘째, 시민에게 적극적인 역할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 설계부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지어진 주택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이 어떻게 거주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능이나 

에너지 효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보다 적극적인 교육적 관점이 필요하다. 훌륭한 에너지 교육 

소재이자 주제인 제로에너지주택을 매개로 시민들의 학습과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 확장학습 과정 

 

주민들은 비형식 교육을 통해서보다는 무형식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학습 양상에서는 확장 학습의 특성이 

발견되었다. 먼저 이들은 학습 주체(누가)와 동기(왜)에 있어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였다. ‘문제’는 이들의 학습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이며, 학습자들을 성장시킨 주요한 요소였다. 확장학습에서 문제, 

긴장, 갈등, 모순은 학습이 일어나는 출발점이며 변화 발전의 기초가 

된다(Engeström, 2001).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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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로 인해 활발하게 학습했으며,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체가 확장되거나 의미가 

확장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에너지 문제를 통해 한국 에너지의 ‘구조’와 

흐름 및 에너지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까지 나아갔다. 

학습 내용(무엇을)에 있어, 이들은 처음에는 표층적 경험과 정보를 

학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 이면의 의미와 태도(공정함, 

투명성, 합리성, 절약)를 획득했다. 에너지 문제는 이들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가 되었으며, 주민들의 거주 경험과 참여는 학습의 

원동력이 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제로에너지주택 주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서 자기 삶을 성찰하기도 했다. 이 양상은 <그림 3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내용들은 계단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겹쳐지며 여러 층위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므로 위계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 36> 주민들의 학습 내용의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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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의 거주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장소와 공간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했던 

Relph(1976)와 Tuan(1977)의 저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ph(1976)는 집은 인간 정체성의 토대로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외부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집’이라는 장소는 우리 존재의 토대로서 인간 활동에 맥락을 제공하며, 개인

과 집단에게 정체성을 부여한다. 진정한 경험에서 ‘집’이란 실존과 개인의 정

체성의 중심으로, 거기에서 외부 세계를 바라본다. 새 집에 정착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다시 세우는 것과 맞먹는다(Relph, 1976, pp. 100, 185).  

건축은 인간을 “가르치며”, 사람들은 건축물을 통해 자기가 

누구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Tuan, 1977, p. 169). 

제로에너지주택은 그 자체로 환경 에너지에 관한 텍스트의 기능을 하며, 

환경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 중 일부는 ‘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제로에너지주택 주민’이라는 정체성을 

발전시켰다.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을 매개로 한 A주택 주민들의 학습 

방식(어떻게)에서 몇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다양한 

목소리의 발현을 통해 집단적으로 학습하였다. 주민 카페와 SNS 등 

온라인 플랫폼, 이사회와 관리비위원회 등 오프라인 모임은 이들의 주된 

학습 공간이었다. 이들은 개인이 가진 개별 조각들(하자 사례와 요금 

고지서)을 모아 집단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고 구조와 원리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학습했다.  

둘째, 현실의 문제 사례와 이론이 만나는, 즉 일상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이 만나는 근접발달영역을 형성했다. 이들의 근접발달영역은 교사가 

없는 동료 학습을 근간으로 하였다. 간혹 환경 전문가 세대가 전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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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도움을 주기는 하였으나, 의식적으로 학습을 유도하지 않았고 

평등한 관계에 있는 동료 주민으로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근접발달영역 형성과정에서 주민들이 기술적 개념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로 서술하는 ‘재의미화’와 ‘재구조화’가 일어났다.  

셋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선형 확장적 

사이클이 나타났다. ‘열량-전기 환산비율’은 나선형 확장적 사이클의 

예로, 현실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나선형 

확장적 사이클은 고정되거나 하나의 완성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답은 현실 상황에 따라 변하므로 이를 찾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다.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을 새로이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며 정해진 답이 없는 길을 갈 것이다. 따라서 

실패와 문제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학습하고 시민 역량을 향상시키는 환경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민들의 학습과정을 Engeström(2001)의 확장 

학습에 관한 4가지 질문과 5가지 원리를 나타내는 매트릭스에 대입시켜 

보면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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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A주택 주민들의 확장학습 매트릭스 

 

3. 시민의 관점과 시민 지식 생산 

 

1) 에너지와 기술을 보는 다른 관점 

A주택 주민들이 에너지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을 보는 관점은 

전문가들의 관점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드러났다. 에너지 소비에 있어 

전문가들은 세부적인 각 요소와 수치에 집중하는 반면, 주민들은 생활 

전체를 보고 경험을 통해 직관적으로 정보를 얻어내고 해석하는 경향이 

 활동 체계 
다중적 

목소리 
역사성 모순 

확장적 

사이클 

누가 

배우는가? 

문제를 

인식하는 

주민들 

각 동별, 

연령별 다른 

이해관계. 

다른 직업과 

전문성 

   

그들은 왜 

배우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 

하자와 

에너지문제 

등 모순 해결 

문제에 

대한 

인식 

그들은 

무엇을 

배우는가? 

매개로서 

에너지제로

주택의 

원리와 구성 

만족/불만족

에 대한 다른 

관점 

표층적인 

경험에서 

의미와 태도 

획득 

재생에너지 

개념들. 

에너지비용체

계의 모순 

목적과 

주체의 

확장 

그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온/오프라인

모임. 

집단적 학습.  

재의미화와 

재구조화를 

통해 

문제의 발견, 

원인 파악, 

원인의 구조 

파악, 해결책 

모색. 

의문을 

제기, 

새로운 

모델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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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전문가들에게 지열소비전력-태양광발전량 ‘충당률’이 

중요했다면, 주민들에게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과 비용이 중요했다. 

전문가들에게 이 단지 내부의 전기 사용이 중요했다면, 주민들에게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전기의 출처도 이슈가 되었다. 주민들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었고, 다양한 전문성과 직업을 가진 주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가 있었다. 환경운동가의 관점, 전기관련 종사자의 관점, 

건축업 종사자의 관점, 영유아를 키우는 이들의 관점과 맞벌이 신혼 

부부의 관점이 뒤섞였다.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모여 문제 상황을 보다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기술에 있어 전문가들은 “좌식 문화를 버리고 유럽식 생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은 

‘진보한 좋은’ 기술이고 대중이 이를 수용하여 대중의 인식과 삶의 

양태를 기술에 적합하게 변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으며, 기술결정론과 

전문가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관점에서 기술혁신의 주체는 

전문가들이다. ‘전문가 중심형’ 기술혁신은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특히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 

문제해결력이 떨어질 수 있는 약점이 있다(송위진, 2018). A주택 

사례에서도 전문가 중심형 관점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 주민들의 

욕구와 관심, 상황과 동떨어진 해결 방안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드러났다.  

반면 주민들은 “한국에 맞는 패시브하우스를 지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민들은 기술 그 자체보다는 기술의 

적용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한다. 주민들에게 기술은 삶을 



 

 242 

위한 도구이며, 내가 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A주택을 옆에서 지켜보는 한 지역 주민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이들이 생각하는 시민과 기술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든… 기술적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인간과 동떨어진 것 같고, 소통이 안 되고… 인간의 삶의 깊은 통찰? 뭐 그

런 걸로부터 시작해야지.”(지역주민1/2019.03.11) 

기술에 대한 주민들의 관점에는 자율성과 주체성의 욕구도 

반영되어 있었다. 이들은 ‘한국식’ 삶의 방식을 ‘열등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유럽에서 배워올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우리를 보고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에서 이들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읽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기술을 중심에 놓고 생활을 향해 기술을 전파하려는 

방향성을 가지는 데 비해, 주민들은 삶을 중심에 놓고 삶에 맞게 기술을 

혁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이들의 서로 다른 방향성과 관점을 

다음 <그림 3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7> 제로에너지건축기술과 삶의 방향성에 대한 다른 관점 

 



 

 243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점과 주민들의 입장은 

갈등 관계에 놓이지만 두 입장이 동등한 힘을 가진 것은 아니다. 정보와 

정치권력을 가진 전문가 중심의 관점이 더 우위에 서고, 정보와 자원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주민들은 권력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주민들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주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관점을 토대로 시민 지식을 생산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2) 시민 지식의 특징 

주민들은 전문가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방식으로 지식을 생산했다. 

이들이 생산하거나 아이디어를 낸 지식의 사례로는, 앞서 언급했던 

열량-전기 환산 비율, 주민의 관점에서 본 주택 에너지비용 분석표, 

주민 자체 설문조사, ‘패시브’주택의 쉬운 번역어, 전기를 쓰지 않는 

외부 수동 블라인드 등이 있었다.  

주민들이 생산하거나 아이디어를 낸 지식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었다. 첫째, 생활자의 입장에서 경험에 기반하여 지식을 구성한다. 

관리사무소가 제시하는 데이터는 전체적인 파악이 어려웠던 데 비해, 

주민들이 만든 에너지비용 분석표는 요금을 납부하는 이의 입장에서 

단지 전체 에너지 생산과 공급, 소비, 누진 단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환산 비율은 실제의 전기 사용량과 

발열량의 비율을 반영하여 조정한 숫자다. 둘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지식이다. 가령,‘패시브’하우스라고 하면 이 용어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 의미가 쉽게 와 닿지 않고 ‘수동적’이라는 

한국어를 떠올리기 때문에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다. 이를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치려는 노력이다. 셋째는 통합적인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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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설문조사는 특별한 학문적 분과나 기술을 필요로 하기보다 

주민들의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과 현재 욕구를 통합적으로 수렴한 

결과물이다. 넷째는 외부 수동 블라인드 아이디어처럼 단순화하거나 

에너지를 쓰지 않는 방향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시민 지식의 공통적 

특징은, 아무도 자신이 만든 지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민 지식을 만든 이들은 자신에게 대가가 오지 않더라도 

공유함으로써, 가급적 이 생각이 널리 퍼지기를 원했다. 여러 사람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섞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시민들이 생산하는 지식은 경험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복잡함을 

덜어내고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으로 단순해지며,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시민 지식 

사례들은 Mies(2013)가 말한 ‘자급 기술’과 닮아 있다. 자급 기술의 

특징은 삶과 자연, 보살핌과 나눔을 고양시키는 도구이며, 자연과 

협력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용 가능한 지식이다(Mies & Bennholdt-

Thomsen, 2013). 

A주택 사례에서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생산한 지식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며, 주민들은 전문가들이 생산한 지식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전문가의 세계와 시민들의 세계 간의 소통이 가로막혔다. 이로써 

‘전문가의 세계’와 ‘시민 세계’ 사이의 단절과 갈등이라는 

역사적구조적인 성격이 재현되었다(김준한 & 한재각, 2018). 서로 

다른 두 세계에 살고 있는 전문가 집단과 시민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언어를 번역해내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지식 구조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번역을 하려면 두 언어를 다 유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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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야 하듯, 과학 지식과 시민 지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둘 다 깊이 

이해해야 한다. 

시민 지식 생산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지식을 전문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번역(translate)’하거나, 전문가의 세계관을 

차용하여 그들의 지식을 표현해야만 했다. 가령 ‘환산비율’은 

전문가들에게는 지열히트펌프의 성능계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점을 제시해야 했고, 주민들에게는 환산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면 우리 집 난방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여주어야 했다. 

이것은 기술 언어나 데이터를 생활에 의미 있는 언어로 번역하고, 

대중들이 쓰는 생활의 언어를 데이터의 방식으로 재 번역하는 상호 

번역이다. 그래서 그들은 시민들의 언어와 과학적 언어에 모두 능통한 

‘다중언어적’(multilingual) 기술을 습득해야만 하는 이중의 부담을 

가지게 된다(Corburn, 2005). 이 과정에서 시민 지식 생산자들이 

처하는 문제 상황 중 하나는 ‘이중 의식’의 문제다. 이중 의식은 시민 

지식 생산자들이 그들의 지식을 전문가의 세계에서 목소리를 높이려 할 

때, 전문가의 세계관과 시민 지식의 세계관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Corburn, 2005). A주택에서는 시민 지식 생산자들이 그들이 

생산한 지식을 전문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중 

의식이 표면에 드러났다.  

이 사례에서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었으나, 전문적 훈련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에너지 전환 기술과 관련한 전문적인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어야 하고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민들은 경험과 

삶에서 축적된, 전문가들과는 다른 유형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런 

지식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Simovska(2008)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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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의 참여가 진정한 시민 참여라고 말한다. 기술과 

과학의 민주화는 생태적이고 정의로운 환경교육 과정의 기반이 

된다(Bowers, 2002).  

 

3) 두 지식의 협력 

전문가 지식과 시민 지식은 항상 갈등관계에 있거나 항상 

협력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 지식은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다수 대중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전문가 지식에 대한 

대항 담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Corburn, 2005). 그런가 하면, 

전문가 지식과 시민 지식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여 서로에게 배움을 

주는 협력 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Callon, 1999; 송위진, 2018).  

이 사례에서 주민들은 전문가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사안을 보고 

다른 특성을 가진 지식을 생산해냈다. 전문가들이 건축기술 그 자체에 

대한 깊이 있고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들은 거주 경험을 

통해, 기술이 적용되는 맥락의 생활문화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하고 경험적인 지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통찰과 

지식은 전문 지식을 정교하고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다(Callon, 2009). 

아직까지는 두 관점과 지식이 서로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했으나, 이후 

두 관점과 지식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한다면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에 대한 폭넓은 재정의가 필요하며, 지식이 

생산되고 증명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지식이 유일하게 가능한 지식은 아니다. 과학자들은 확실한 

세계를 탐구하는 정량화와 표준화를 통해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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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불확실한 세계의 경험과 암묵지에 

근거하여 지식을 생산한다. 시민 지식을 기존의 ‘과학적’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Yearley, 2018). 이것은 단순히 지식과 증거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적 정체성, 혹은 세계관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현재환 & 홍성욱, 2012). 기후 위기로 위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에서는 다양한 

지식의 형태가 필요하다.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일한 지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지식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Irwin, 2011).  

시민들이 생산한 지식이 전문가 지식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시민 

지식이 항상 옳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낭만화는 위험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도 주민들이 생산한 지식은 불완전한 측면이 있고 전문가 

지식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아이디어에 머물러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 시민 지식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동안 지나치게 간과되거나 

폄하되어 왔던 시민 지식의 가치와 가능성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의 구별은 사실 명확하지 않다. 누구를 시민이라고 하고 누구를 

전문가라고 하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이 학습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기도 하며, 전문가가 시민보다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도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전문가와 시민의 명확한 구별이 아니라 양 극단에 

아주 전문적인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이의 스펙트럼의 어딘가에 위치하게 된다고 상상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객관적인 과학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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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인 시민 지식 사이의 어느 지점(아래 좌표 <그림 38>)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알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그 위치가 조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 위치는 학습과 경험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객관적인 과학지식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기존 전문가는 아마도 A 

지점의 어딘가에 위치할 것이다. 그런데 경험적인 시민 지식을 잘 알고 

있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통찰할 수 있는 누군가는 B의 지점에 

위치할 수 있다. 그를 ‘시민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림 38> 지식의 공동 생산 

전문가와 시민 지식을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좌표이긴 

하나, 사실 이 좌표에는 오류가 있다. 첫째, ‘안다’라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정의되기 어렵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지만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잘 모르면서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y축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알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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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객관적인 과학지식과 경험적인 시민 

지식은 적대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서로 보완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두 지식이 좌표의 양 극단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사람이 객관적인 과학지식과 경험적인 시민 지식을 둘 다 

풍부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 두 지식은 서로 보완하며 조화롭게 

어울릴 수도 있다. 실제로 객관적인 과학 지식은 풍부한 개별 사례의 

경험과 실험과 직관을 통해서 이론을 정립하고 가설을 수정하며 발전해 

나간다.  

다만 이 좌표가 보여주는 것은, 객관적인 과학지식만큼이나 

경험적인 시민 지식이 존재하고, 중요하며, 두 지식의 만남을 통해 공동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 전문가가 A의 지점에 있고, 시민 

전문가가 B에 있다면, 이들이 서로 만나서 협력하거나 한 사람 안에서 

두 지식이 만나서 C라는 공동 생산의 지점을 향해 갈 수 있다. 이 

과정을 지식의 공생산(knowledge co-production)이라고 할 수 

있으며(Callon, 1999), 과학기술혁신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문가-시민 

협력을 통한 혁신이다(송위진, 2018). 지식의 공생산은 과학적 과정과 

특정 집단의 정체성 형성이라는 사회적 과정이 함께 이루어짐을 

의미한다(현재환 & 홍성욱, 2012). 

이는 학습의 관점으로 보자면 확장 학습, 또는 변증법적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변증법적 학습을 통해 우리는 세계와 현상을 보다 

총체적이고 풍부하게 인식하고, 보다 통합적이며 실제적인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전문가-시민이 

협력하는 열린 지식의 추구는 변혁(transformative) 지향 환경 학습의 

관점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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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혁 학습의 한계와 가능성 

 

이 사례에서 주민들은 확장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했으며 지식을 

생산해내기도 했으나, 동시에 이들의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에 있어 

한계도 있었다. 한계의 여러 원인들 중 학습 관점에서 주요한 두 가지만 

언급하면 첫째는 참여 과정에서 전문가주의와 관료주의와 갈등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는 핵심적이며, 참여는 다른 세계관과의 만남을 통해 그 자체로 

학습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Tippett et al., 2005). 그러나 모든 

경우에 참여가 반드시 사회적 학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수 개인들이 가진 기존의 이해(understanding)가 

변해야 하고,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집단적 성찰이 일어나야 하며, 

마지막으로 구조와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Reed et 

al., 2010). 즉, 환경학습에서 집단적 실천에 참여하는 학습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경로’를 바꾸는 작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김남수, 2013). 이미 만들어진 경로를 바꾸는 작업은 

현재의 질서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권력관계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 정치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다.  

이 사례에서 환경 학습은 집단적 활동에의 참여와 분리하기 어렵다. 

주민들은 참여를 통해 학습하고 학습을 통해 참여했으며 집단적 성찰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이 참여의 성과가 구조와 관계망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경로’를 바꾸지 못하면서 주민들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꼈다.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전문가주의와 관료주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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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장애물이 되었다.  

둘째는, 국지적 공동체의 목표를 넘어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거시적 비전으로 확장시키지 못하면서 변혁 학습에 한계를 보였다. 

교육학에서 일반적으로 형식적 참여와 진정한 참여 사이의 구분을 

하지만(Hart, 1992),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해도 지역적이고 

사적인 실천에 국한되면, 논쟁을 회피하며 합의 가능한 선에서의 기술적 

참여로 축소될 위험도 있다(Læssøe, 2010). A주택 사례는 내부적인 

문제에 매몰되어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A주택 사례와 주민들의 학습과 지식 

생산을 통해 변혁 학습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A주택 사례에서 

나타난 환경 학습과 시민참여에 대한 상이한 관점과 접근법을 

Macintyre와 동료들(2018)의 학습 지향 분류 틀을 빌어 <그림 39>와 

같이 거칠게 도식화 할 수 있다. 70  전문가들은 주민들에게 

제로에너지주택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한 ‘하나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환경 학습이라고 보았고 과학적 수치와 같은 사실(fact)만을 인정하려 

함으로써 과학-지향 접근법을 드러냈다.(<그림 39>의 2사분면)  

반면 주민들의 학습과 지식 생산의 양상은 전환/변혁 지향적 학습 

관점으로 파악하기가 보다 용이했다.(<그림 39>의 4사분면) 주민들은 

변화를 목적으로 하여 사안을 비판적으로 보고 참여하기를 원했다. 

                                            
70 현실 세계의 다양한 측면을 좌표 평면의 어느 한 점에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시도이다. 또한 지나치게 현실을 양극화시키고 단순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할 

수 있다. 타당한 비판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논의를 선명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순

화를 감수하고 무모한 시도를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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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난 문제 상황의 구조와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정책-

지향(policy-oriented)적인 측면(1사분면)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은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에너지 

절약이라는 지향마저도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얻게 된 

것이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목소리가 

경쟁하며 창발적인 아이디어들이 튀어나왔다.  

 

 

(Jickling & Wals, 2008; Macintyre et al., 2018)의 틀을 적용 

 

긴장과 갈등이 있었지만, 갈등은 학습의 원천이 되었다. 주민들의 

학습과 지식 생산은 다양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그림 39> 전환을 위한 변혁 학습 지향과 접근: A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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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주민들은 수치 그 자체보다는 

수치의 의미와 현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concern)했다. 

이들은 결국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을 몸으로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등, 주체적으로 역량을 향상시켰다.  

이 사례는 환경 학습의 의미와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며 특히 ‘참여’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고 재정립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A주택 주민들은 자신이 속한 작은 단위에서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원인을 파악하고 집단적으로 잘못된 구조에 

대해 문제제기를 시작했으며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환경교육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참여와 실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김찬국 

& 최돈형, 2010). 환경교육의 역할 중 하나는 학습자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그들의 현실을 명확히 하고 보통 사람들이 ‘특별한 변화를 얻기 

위해 자유롭게 협력하며 공동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실험하고 이해하는 

것이다(Sauvé, 2017). 이 과정에서 ‘참여’란 지속불가능한 구조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의 향상을 의미한다. 환경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당연시 되고 있는 세계의 가정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성찰적 인식을 함양하도록 도울 수 있다(김병연, 2014). 환경교육이 

지나치게 탈 정치화되거나 개인화 되고, 전문가들이 이미 정해놓은 답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형식화 되면,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를 가로막을 수 

있다. 환경 학습은 적극적 시민참여와 정치적 실천을 전제로 하며, 더 

나아가 시민의 관점에서 기술과 사회를 재구성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그려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54 

제 6 장 맺음말 

 

1. 요약과 결론 

 

제로에너지주택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에너지 절감을 이루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 제로에너지주택 주민들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주거 분야의 에너지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며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현장에서 시민들은 기술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고유한 관점을 포함한 시민 지식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탐구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기술을 매개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시민들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먼저 기술과 시민 사이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거주자들이 제로에너지건축기술과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사건과 활동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연구 질문1) 연구 결과, 하자, 에너지, 운영, 

소통 등의 이슈가 주로 떠올랐고, 주민들은 실질적인 주거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 기술과 재생에너지 사용의 사회기술시스템적 측면이 

드러났다. A주택에서는 패시브하우스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하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 하자들은 기술자, 자재, 설비, 시장 등의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한 하자였기 때문에 구조적 하자로 볼 수 있다. 구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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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하자들이어서 원인 파악과 보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입주 

전 홍보에 비해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과 받았던 주민들은 지열 냉난방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고, 이것은 제로에너지건축물과 

재생에너지 사용의 근본적 목적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에너지 

사용을 둘러싸고 공정성의 문제와 더불어 1차 에너지 전력화와 

누진으로 인한 비용 상승의 문제들도 제기되었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시민들이 제로에너지건축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드러났다.(연구 질문2) 주민들에게 기술은 삶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었으며 생활 방식을 중심에 두고 기술을 

바라보았다. 하자와 에너지와 관련한 논란에 있어서 주민들은 

전문가들과는 다른 관점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기술로부터 시작하여 

기술을 생활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의 관점을 드러낸 

반면, 주민들은 삶에 중점을 두고 기술을 현재의 맥락에 맞게 

변용하거나 혁신하고자 하는 기술 혁신의 관점을 보였다. 또한 시민들은 

기술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하거나 기술이 공정하게 사용되지 

못하였다고 느낄 때 만족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기술적 

영역에 시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냈다.  

정보의 공개와 거버넌스, 소통에 관련한 문제들도 드러났다. 

전문가주의와 기술결정론을 지지하는 전문가들과 참여주의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서로 갈등을 빚었다. 전문가들과 관리자들은 시민들에게 

수동적인 소비자이자 수혜자의 역할을 기대했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사결정에서 배제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연구의 

대상으로 “실험쥐”처럼 이용당한다는 소외감을 겪었다. 주민들은 언론 

기사가 현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홍보 되지만 이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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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못하였기에 이중의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다.  

실증 공간으로서의 A주택은 에너지전환이라는 비전 속에서 주거 

문화와 건축 산업이라는 레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틈새이자 

리빙랩으로서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었다. A주택의 거버넌스에서 

틈새와 리빙랩의 관점을 보완한다면 이 주택의 문제와 시행착오는 

훌륭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기술사용자이자 기술 혁신의 주체로서 주택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니터링하며 역량을 향상시키고 성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민들이 제로에너지주거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탐색하였다.(연구 질문3) 주민들은 집단적이고 자율적인 

확장학습을 하였고, 변혁 지향 학습 관점을 드러냈다. 기술을 매개로 

하여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려는 비형식 주민 교육이 진행되었으나, 젊은 

세대가 주를 이룬 A주택 주민들은 일방적인 전달식 교육 방식과 삶과 

유리된 이론적인 지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삶에 밀착한 학습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기술적인 측면에 개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삶에 

부딪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인 확장 

학습을 하였다.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이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학습하게 된다. 이들의 

학습은 경험을 시작으로 의미와 태도 정립으로 확장되고, 성찰성과 

정체성의 형성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학습하는 방식에서는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양상이 두드러졌다. 주민들은 온라인 카페와 오프라인 

모임에서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며 정보와 태도, 성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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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하였다. 시민들은 동료간 학습을 통해서 근접발달영역을 창출해내고, 

여기서 하자, 전기요금 등 현실이고 일상적 개념이 기술과 에너지의 

원리와 같은 과학적 개념을 만나는 재의미화가 이루어졌다.   

시민들이 제로에너지주거 생활을 하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며 어떤 

지식을 생산하는지에 대한 질문(연구 질문4)에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주민들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어우러져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보았으며, 삶의 경험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운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도 기술적인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례로 주민들은 

환산 비율이나 에너지비용분석표와 같은 도구를 고안했다. 에너지 

절약과 공정함을 추구하기 위해 누진 요금 부과방식으로 바꾸며, 주민들 

스스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목소리의 집합적인 참여로 전문가주의와 기존 관행에 도전하며 기술에 

개입하는 새로운 시민 지식을 생산했다는 점에서, 주체적인 시민 역량의 

향상과 전환/변혁 지향 학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을 매개로 한 시민들의 참여와 

학습을 가로막는 기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연구 질문5) 주민 

참여에 장애가 되는 주된 기제는 전문가주의와 관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 관성과 경로를 바꾸지 못하였고 이는 추가적인 

학습과 성장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민들의 노력은 대부분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민들의 참여의 욕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 시민 지식 생산자들은 전문가들과 갈등 관계에 놓이는 

경우 이중의식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주민들은 운영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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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내지 못하고, 주택의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 

등의 거시적 비전으로 실천을 확장하지 못한 채 국지적인 활동으로 

머물렀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평범한 시민들이 기술을 매개로 한 공간에서 

주체성과 주도성을 발현하는 과정을 살펴 보면서, 환경 학습이 보다 

전환적/변혁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 그리고 현실적 

한계를 확인했다는 데 있다. 환경교육에서 추구하는 시민 역량의 향상은, 

단순히 시민들에게 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지속가능성 교육은 시민들의 참여와 

역할, 학습의 방식에 있어서 전향적인 관점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혼종(hybrid)’과 시너지를 필요로 하며, 형식 교육과 

무형식 학습의 경계를 넘어 변형적이고 초월적인 학습을 

요구한다(Lotz-Sisitka et al., 2015). 에너지전환에 있어 진정한 

시민참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미래상을 ‘함께’ 그려나가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교육에서 원하는 주체적 시민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과 참여를 보는 관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참여 학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교육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생태적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를 

성찰적으로 인식하고, 지속불가능한 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주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참여라고 할 수 있다. 환경 학습은 

이러한 참여와 실천의 과정과 분리하기 어렵다. 

에너지전환은 기술변화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사회기술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며 에너지과학기술과 시민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한다(윤순진 et al., 2011; 윤순진 & 심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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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A주택 사례와 같이 기존 기술결정론적 전문가주의 관점으로 

시민과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에너지전환은 시민의 삶에 뿌리 내리거나 

시스템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명목상의 구호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담론에 뿌리 박혀 있는 수동적 소비자나 정보결핍자로 대중을 

보는 관점에 대한 내·외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홍덕화 & 이영희, 

2014).  

지속가능한 사회의 미래상에 기술의 역할이 빠질 수 없으므로, 

시민과 삶의 관점에서 기술이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기술의 

내적인 설계에 관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속가능성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Valkenburg, 2012). 시민들은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삶의 경험을 축척한 시민 지식의 보유자로서, 전문가들의 

관점과는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시민들의 통합적 관점과 삶의 

경험에 기반한 지식은 환경문제라는 부작용을 만들어냈던 근대적 

과학기술의 좁은 시야를 보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스스로 

지식을 생산해내며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 전환의 실질적인 주체로 

역할을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환경교육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전환은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으로 이행하고 난 결과의 

문제라기보다,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광범위하고 근본적으로 

사회시스템을 탈바꿈(transform)시킬 것인가의 이슈일 수 있다. 이는 

거시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배우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얽혀있는 지속불가능한 구조, 관행, 관습, 인식에 대한 도전과 

문제제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일상의 모든 현장에서 평범한 

시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열린 지식을 공동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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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변혁적 환경 학습 접근법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2. 시사점과 제언 

 

제로에너지건축기술은 지속가능기술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개발되고, 

어떻게 사용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속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로에너지주택이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보다 확산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시민의 주체적 역량 

향상을 위한 환경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정책적으로 몇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로에너지주택 본래의 비전과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로에너지건축과 재생에너지 설비의 

양적인 확산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 양적인 확산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때,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을 받거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숫자에 

맞추느라 과설비를 하거나 반등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제로에너지건물이라는 이름 하에 에너지소비량이 큰 설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로에너지 

주택과 재생에너지 설비의 실질적인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에너지전환의 첫걸음은 수요 관리이며 에너지소비의 최소화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더불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전력화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생에너지전환보다 전력화가 먼저 선행되면 환경적, 

경제적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A주택 사례와 같이 모든 

최종에너지원이 전력화 된 제로에너지주택의 경우, 환경적 부담은 물론, 

현재의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의 누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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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제로에너지주택 확산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제로에너지건축기술과 같은 지속가능성 전환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으로 성찰했을 때, 기후와 제도, 문화 등의 

자연적사회적 맥락을 보다 철저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술은 자연적 

조건, 문화, 제도, 시장 등 맥락과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특히 이 사례에서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기술자들은 직접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기술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와 거주자의 심리적인 측면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거주자의 기술에 대한 통제감과 공정함은 

만족도와 관련되었으며 이것은 제로에너지건축의 확산 및 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유념할 지점이다. 기술 사용자들의 관점과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기술 혁신이 성공하고 확산될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더욱이 사용자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분야이므로 리빙랩의 관점에서 

기술 사용자들을 적극적인 혁신의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  

셋째, 기술의 발전과 관련한 시행착오에 있어서 틈새와 리빙랩의 

관점을 차용하면서 ‘문제의 드러냄’을 통한 사회적 학습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자신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문제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 욕구는 기술적 논쟁을 

일으키고 사회적 학습의 단초가 된다. 사회적 학습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틈새로서의 제로에너지주택은 레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약을 할 

수 있다. 레짐 변화로의 도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공한 것에서는 배울 수 

없고, 실패한 것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한 참여자의 말은 역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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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되새김과 기록은 혁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에너지 전환에 있어 적극적 시민참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수의 정책결정자들과 연구자들은 시민참여에 기반한 민주적 

에너지 전환을 추구한다. 그러나 A주택의 사례에서 보듯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자기 삶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주의와 관료주의라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한다. 많은 경우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에만 머물거나 

형식적이고 동원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은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을 수반하는 문제이므로 형식적인 참여나 동원의 

대상으로서 주민을 보는 접근으로는 민주적 에너지전환을 실현할 수 

없다. 또한 이는 전환 과정에서의 정당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진다. 일반 시민을 진정한 전환의 주체로 인정하고 참여의 문을 

열어줄 때 에너지 전환은 보다 순조롭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환경 교육적 측면에서는 현행 환경 교육과 대중 소통 

전략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탈바꿈 측면에서 유효한지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지속불가능한 구조를 재생산하는 담론을 

답습하거나, 전문가들이 만든 정해진 답만을 전달하는 권위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학습자에게 수동적인 역할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인센티브만 강조하거나, 에너지 전환 기술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거나, 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옳다는 식의 성찰이 결여된 무비판적 

정보와 지식의 제공은 학습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학습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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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전환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안의 장점과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적극적 참여를 통해 열린 답을 찾아가게 

하는 비판적 환경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환경 학습의 관심과 범위를 보다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형식 교육뿐 아니라 비형식 교육과 무형식 학습, 개인의 

학습만이 아닌 집단적 학습, 일상의 변화와 정치적 실천, 시민들의 

자율적인 지식 생산이 모두 환경 학습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들이 지속가능 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며, 더 나아가 시민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견고한 전문가체계와 기존 시스템을 설득하고 변화해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 전환의 실질적인 주체로 

역할을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환경교육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환경 교육이 시민 과학과 시민 지식 생산에 

대해서도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이다.  

 

3. 연구의 한계와 의의 

 

질적 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의 한계는 연구 도구인 연구자의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다. 이 연구가 가진 가장 큰 한계는 개인들의 행위와 

활동체계 활동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그려내지 못한 

것이다. 전적으로 연구자 역량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시민들에게 

주목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들이 처한 맥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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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으로서의 외부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보다 풍부하게 

반영하지는 못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자료만을 사용했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인터뷰는 부족했다. 일부 전문가들과 

래포(rapport)를 형성하고 진솔한 관점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내부적인 역동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추후 다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구 기간이 짧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로에너지주택 자체의 역사가 짧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것은 향후 해당 

사례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례는 주체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거나 재해석될 가능성이 풍부하다. 더불어 속속 

건설되고 있는 다른 제로에너지 주택과 거주자들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 

연구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제로에너지건축과 같은 지속가능기술은 점점 우리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개입하며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어 나가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 기술에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시민의 

기술적 참여에 대한 논의를 일으키고, 실제로 시민들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 개입하여 학습하고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이들이 시민과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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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술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을 떠나 이 연구에 또 다른 

의의가 있다면, 목소리를 잃은 이들의 목소리를 찾아주었다는 데 있다.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연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를 

진행하면서 연구에 대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 한 

참여자는 “완전, 사이다!”라고 말했다. ‘사이다’라는 비유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말로, 답답한 상황이 시원하게 

해결되거나 속 시원한 말을 했다는 의미로 쓰인다. 또 다른 참여자는 

“울컥했다”고 말했다. 

세상에 글을 찬찬히 봤는데 참…. 울컥하네요. 이렇게 논문이 만들어지고 세

상에 알려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연구 참여자) 

답답한 부분을 시원하게 말해주어 감사하고 울컥했다는 이들의 

인사는 연구자에게는 가장 의미가 있었으며 최고의 찬사였다. 이 연구의 

성과가 있다면, 그것은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내고, 

따뜻한 이웃과 함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내려 노력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몫이다. 그들에게 이 연구를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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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age of climate crisis, social interest in zero energy 

buildings (ZEBs) is increasing for energy saving through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ccordingly, ZEBs are being 

constructed with policy support, in which residents live, and 

building performance are being monitored. ZEB can also be an 

expedient for energy transition, an effective learning resource for 

climate change education, and can work as a niche in transition as 

a site of adapting new sustainable building technology.    

However, discourse on ZEB tends to be based on technology 

determinism and optimism. Discussions has been rarely conducted 

on the role of citizens and their learning. Most studies on ZEBs 

have been focused on their technical aspects, and few studies 

integrated social aspects with residents’ responses and 

interac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how zero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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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works and what happened, through a qualitative case study 

on ‘A’ zero energy houses. This paper focused on residents’ 

interaction with the technology, their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and learning by living. Furthermore, this research 

asked whether the residents had their own perspectives and 

produced lay knowledg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mechanisms that prevented the participation and learning of 

resident. As a framework, I applied cultural-historical activity 

theory(CHAT) to explore the actions of residents’ group as well 

as individuals in a structural context. The expansive learning and 

expansive cycle related to activity theory were applied as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learning process of the residents.   

As a result, residents, the subjects of the activity system, 

pursued the object of energy saving and pleasant living through the 

tools of zero energy houses and online communication media. The 

rules for directing their activities were saving, democracy, fairness, 

and openness. Related stakeholders such as experts and managers 

formed a community in the activity system.  

Contrary to the publicity and expectations of zero-energy 

houses, problems have been found in defects and energy use. 

Housing defects appeared in socio-technical systemic aspects of 

structural contradictions such as climate, engineers, and materials. 

There has also been a debate about the efficiency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the rebound effect, and the causes of energy costs. 

The management, which is based on expertism and bureaucracy, 

has conflicted with the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desire for participation of residents. Residents felt alienated 

because they could not speak actively about the reality of the 

houses against distorted publicity. 

Managers implemented education programs about zero energy 

housing for residents. However, residents had difficulty accep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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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delivery education. Collective expansive learning 

emerged as residents tried to reveal and solve ‘problems’. They 

had different perspectives and interests from experts about 

technology, and produced unique lay knowledge. Their 

perspectives and knowledge were integrated with everyday life 

experiences. The learning of residents showed limitations by not 

expanding to a larger vision and not changing existing inertia and 

paths.  

This case allows us to reflect on what is the ultimate purpose 

of building a zero energy house. We need a strategy to prevent 

rebound effect and energy inefficiency with clarifying the vision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energy transition. This case 

emphasizes the role of occupant’s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and stresses the need to expand 

technology to the socio-technical system, including its natur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 Recognizing that there might be trial 

and error and failures in the journey to a sustainable transition, I 

suggest to adopt a niche and living lab perspective that establishes 

failure as a valuable learning opportunity. In addition, I argue that 

citizens need to be actively involved in technical innovation as 

technology users.  

In terms of learning, divers and interactive learning is needed, 

including non-formal education and informal learning. Citizens 

should be respected as autonomous and active subjects. They are 

not passive and ignorant consumers. In this study, we could see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citizen’s subjective capacity and leading 

knowledge production. Citizen’s perspectives and knowledge can 

complement weakness in expert knowledge because they are 

based on contextual life experiences. This research suggests the 

possibility of collaboration between lay knowledge and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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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This study implies the needs for diverse views on 

‘knowledge’ and transformative learning premi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for sustainable system transition. 

 

Keywords : zero-energy building technology, energy transition, 

niche, living lab, socio-technical system, cultural-historical activity 

theory, expansive learning, transformative environmental learning, 

lay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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