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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환경교육 평가는 대부분 환경교육 직후 환경교육의 목표 범주에 따라

측정 도구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의미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의 목표 범주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 학습자의 관점에서 환경교육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환경교육에서 중요시

해 왔던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10년 전(2011～2013년) 진행되었던 A 프로젝트

참여자의 회고적 내러티브를 통해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와 그 변화를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A 프로젝트에 3년 모두 참여하였던 3명이며,

자전적 기억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면접을 세 차례 진행하였다.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는 참여한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의 맥락을 따라

형성되었으며, 각각의 참여자 수만큼 다양하게 나타났다. 참여자에 따라,

참여자의 삶의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진로를 선택한 참여자들끼리도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

환경 프로젝트 참여 당시 시점에서 평가할 때는 그때 당시 감정과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를 대변할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환경 프로젝트

참여 이후 시점에서 평가할 때는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와 엮인 새로운

경험을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양상을 보였다.

공통적으로 의미 있다고 평가하였던 것은 환경 프로젝트에서 협력 또는

협력적 문제 해결을 경험하였던 것, 실제 세계와 대면하거나 직접적인

경험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비구조화된(ill-structured) 문제를 사용하는

환경 프로젝트의 특징이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를 좌우하였다.

주요어 : 환경교육 평가, 환경 프로젝트, 의미 있는 삶의 경험(SLE),

자전적 기억, 회고적 내러티브

학번 : 2019-2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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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환경교육의 정의는 시대별 강조점이나 교육의 방향에 따라 변화하며

자연, 자원, 문제 중심에서 삶의 질, 공동체, 생물권의 범주로 확장되어

왔다(환경부와 (사)환경교육센터, 2019). 그러나 환경교육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았으며(최석진 등, 2014), 환경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환경문제 해결에 두었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UNESCO와 UNEP(1977)은 “환경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integrated perception)을 증진하고 사회의 요구(social needs)를

충족시키면서 보다 합리적인 행동(rational action)을 취하도록 하는 다양한

교과 및 교육 경험의 연계의 결과”라고 하였으며(김찬국, 2007), 우리나라

환경교육진흥법(2008)에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77년 구소련 트빌리시에서 열린 환경교육에 관한 정부 간 회의에서

환경교육의 목표를 환경 및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awareness), 지식

(knowledge), 태도(attitude), 기능(skill), 참여(participation)의 5가지로

제시한 이래, 현재까지 환경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다(안재정 등, 2013).

이에 따라 환경교육 전후 환경 인식, 환경 지식, 환경 가치관, 환경 태도,

환경 행동 등을 비교하여 환경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정명화와

문윤섭, 2015; 최윤지와 유연옥, 2020; 황현아와 권경필, 2018)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포괄할 수 있는 환경 소양

(environmental literacy), 환경 역량(environmental competency)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 및 적용하는 연구(김찬국 등,

2019; 서은정, 2017; 정성지 등, 2018)도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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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에서는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예술적 접근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지향한다(교육부, 2015a; 교육부,

2015b). 프로젝트 학습(project-based learning) 또는 프로젝트 접근법

(project approach)이란 “학생들로 하여금 유의미한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으면서 구체적인 교과 내용 지식과 문제해결력을

학습하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된 비구조화된(ill-structured) 문제를 사용하는

과정”이다(Markham et al., 2007). 환경 프로젝트는 간학문적이고 실천

중심적인 환경교육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황유경 등, 2014),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환경 교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

환경교육에서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환경 주제를 다루는

프로젝트(김민철과 이상원, 2019; 정은주와 이재영, 2019; 한조은 등,

2015), 환경 교과 수업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손미희 등, 2011; 문두호 등,

2009; 이혜진, 2012)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들은 대체로 일반적인

환경교육 연구와 같이 환경 인식, 환경 가치관, 환경 태도 등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일부 연구(박형서와 조성민, 2010; 신미숙 등,

2009; 황유경 등, 2014)에서는 과학적 탐구 능력, 창의성, 학업 성취도 등을

측정하기도 하지만, 시점이 환경교육 직후라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환경 프로젝트를 비롯한 환경교육 평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환경교육의 목표 범주에 따라 환경교육 직후 어떤 측정 도구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는 동일집단 사전사후 검사(pre-post test)이다.1)

다시 말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 주체가 설정한 목표에

부합하면서 측정 범주에서 수치 상 변화가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것이다(김남수, 2007).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환경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나(김남수, 2007),

환경교육이 장기적으로 학습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1) 2000년대 이후 환경교육 연구에서 질적 연구 또는 혼합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질적 연구가 이론적 고찰, 실태 인식, 정책 제안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개인적 경험,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권난주 등, 2012; 장미정 등, 2019; 황세영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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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 학습자의 관점에서 환경교육의 의미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같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경험에 대해 한 사람이 부여하는

의미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를 Mezirow(1991)는 맥락 이론

(contexual theory), Falk와 Dierking(2000)은 맥락적 학습 모델(contextual

model for learning)이라고 지칭하였는데, 환경교육을 통해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만큼이나 경험을 형성하는 학습자의 삶의 맥락, 학습자와

환경(시대적,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등)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황세영, 2003). 둘째,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의미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자의 변화(환경 인식, 환경 태도, 환경 행동 등)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 평가 연구는 대부분 환경교육의

목표 범주에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언급한 학습자의 맥락이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 학습자의 관점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환경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학습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환경 프로젝트가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10년 전

(2011∼2013년) 진행되었던 환경 프로젝트 참여자의 삶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표 Ⅰ-1).

1. 참여자의 삶에서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Ÿ 참여자의 삶의 시기에 따라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Ÿ 의미의 강화, 유지, 약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Ÿ 참여자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2. 참여자의 삶에서 환경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는가?

Ÿ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면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Ÿ 참여자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표 Ⅰ-1> 연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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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내용

1장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연구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이 연구의

배경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기술하였다.

2장과 3장 1절은 구체적인 연구 방향을 수립하거나 면접 자료 분석에

참고하였던 선행연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은 의미

있는 삶의 경험(Significant Life Experiences: SLE), 환경교육 평가,

자전적 기억, 내러티브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2장은 이론적 배경에

해당되는 의미 있는 삶의 경험(1절), 환경 프로젝트(2절), 3장 1절은

연구 방법론에 해당되는 환경교육 평가, 자전적 기억, 내러티브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장 2절은 연구 사례, 연구 참여자 선정 방법, 연구 참여자의 특징을

비롯한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연구 절차에 따라 스스로

평가하기, 함께 평가하기,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4장은 A 프로젝트의 재해석에 참고하였던 참여 당시 자료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참여 당시 자료 분석은 일지, 보고서, 설문조사 자료,

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 A 프로젝트 배경(1절), A 프로젝트의

내용 및 방법(2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장은 1차 1:1 면접, 초점 집단 면접, 2차 1:1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기술하였다. 각각의 절은 연구 참여자의 삶, 연구 참여자가 평가하였던

A 프로젝트, 연구 참여자의 삶에서 A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결에 해당하는 마지막 절의 제목을 비롯한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협의하여 작성하였다.

6장은 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과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을

종합하여 기술하였다. ‘참여자의 삶에서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참여자의 삶에서 환경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대한 연구자의 답이며, A 프로젝트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던 환경 프로젝트의 생애사적 의미(1절), 환경 프로젝트의

교육적 의미(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3절)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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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의미 있는 삶의 경험

이 연구에서는 환경 프로젝트를 하나의 경험(experience)이라고 보고,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경험은 자연 체험, 현장 체험을

중요시해 온 환경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Dewey는 “교육은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이며, 교육의 목적인 성장 역시

경험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강영혜 등, 1994 재인용). 환경교육에서도

학습자의 삶에 있어 어떤 경험이 이후 환경과 관련된 태도, 행동에 영향을

주는가는 언제나 주요 관심사였다.

이러한 관심은 환경교육 분야에서 SLE 연구로 자리 잡았다. 환경교육

연구자들은 SLE 연구를 통해 환경교육에 있어 꼭 필요한 경험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였다(황세영, 2003, p. 29).

의미 있는 삶의 경험(Significant Life Experiences: SLE) 연구가 시작된

1980∼1990년대 당시 Hungerford, Volk, Hines 등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환경 행동(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REB)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REB 연구는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variables)과 변인들 간 관계2)를 이론적으로 탐색하거나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주형선, 2005; Hungerford et al., 2005).

SLE 연구는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는 학습자의 환경적 특성이 이를 위해

고안된 특정 프로그램에 의해서라기보다 삶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비판에서 비롯되었다(주형선, 2005).

2) 대표적으로 Hungerford와 Volk(1990)는 기본 변인(entry-level variables),

주인의식 변인(ownership variables), 실천역량 변인(empowerment variables)

순으로 이어지는 환경 행동 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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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SLE 연구를 시도한 Tanner는 환경운동가들이 환경 인식을

갖게 된 배경으로 어린 시절의 자연 경험을 꼽는다는 발견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을 환경교육에서 모사(replicate)3)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Tanner, 1980, 1998a, 1998b).

SLE 연구는 환경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미래 세대를 위해 다양하고

아름다우며 자원이 풍부한 지구를 유지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정보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전제한다. (…)

만약 그렇다면 환경교육자들은 그러한 사람을 길러내는 학습 경험의 유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한다. 하나의 분명한 기술은 책임 있는 환경주의자들의

삶을 회고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Tanner, 1980, p. 20).

SLE 연구의 근거는 간단하다. 이러한 성인을 형성하는데 특정 유형의

초기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환경교육자들은 그 경험을 젊은이들의

교육에 모사할 수 있다(Tanner, 1998a, p. 399).

따라서 SLE 연구는 환경운동가, 환경교육자, 환경전문가 등과 같이

친환경적인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찾고, 이를

환경교육에 적용하고자 하였다(표 Ⅱ-1).

2000년대 이후 친환경적인 학생(신유진, 2011; Li & Chen, 2015;

Sivek, 2002; Stevenson et al., 2014), 특정 경험을 공유한 환경운동가

(Puig & Echarri, 2018) 등으로 연구 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며, SLE가

친환경적인 사람을 기르는데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Hsu, 2009;

Li & Chen, 2015; Stevenson et al., 2014)도 이루어졌다.4)

3) 권영락(2005)은 복제, 김남수(2007)는 본뜨다, 신유진(2011)은 외삽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으나, SLE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경험을 환경교육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는 다르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원문의 뉘앙스와

본문의 맥락을 고려하여 황세영(2003)의 해석을 따랐다.

4) 대표적으로 Hsu(2009)는 환경보호론자(environmental activist)와 환경보호

회의론자(those apathetic to environmental protection)의 비교 연구를 통해

환경 행동 변화의 54.6%가 SLE로 설명된다고 하였다.



- 7 -

구분 연구 대상 연구 결과

Tanner

(1980)

미국 환경단체

종사자 45명

자연 경험, 거주지, 부모 등

9개 SLE

Peterson

(1982)
미국 환경교육자 22명

자연 경험, 가족,

자연 학습 등 9개 범주 SLE

Peters

(1986)

미국 해양교육단체

자원봉사자 24명

자연 경험, 부모,

기타 사람 등 5개 범주 SLE

James

(1993)
미국 환경교육자 50명

자연 경험, 직업, 멘토 등

6개 범주 SLE

(인종별 비교)

Palmer

(1993)

영국 환경교육협회

회원 233명

(환경 행동 측정)

자연 경험, 교육, 사람

13개 범주 SLE

Palmer &

Suggate(1996)

영국 환경교육협회

회원 233명

(환경 행동 측정)

자연 경험, 교육, 사람 등

11개 범주 SLE

(연령별 비교)

Palmer et al.

(1998a)

영국, 슬로베니아,

그리스 575명

(환경 행동 측정)

자연 경험, 직업, 매체 등

8개 범주 SLE

(국가별 비교)

Palmer et al.

(1998b)

호주, 캐나다, 그리스 등

9개 국가 1259명

(환경 행동 측정)

자연 경험, 사람, 교육 등

6개 범주 SLE

(국가별 비교)

Chawla

(1999)

미국, 노르웨이

환경운동가 56명

자연 경험, 가족, 단체 등

11개 범주 SLE

(국가별, 연령별 비교)

Corcoran

(1999)

미국 환경교육협회

회원 510명

자연 경험, 사람, 매체

3개 범주 SLE

(국가별 비교)

Palmer et al.

(1999)

영국, 호주, 캐나다 363명

(환경 행동 측정)

자연 경험, 사람, 교육 등

9개 범주 SLE

(국가별 비교)

Sward

(1999)

엘살바도르

환경전문가 17명

자연 경험, 환경 파괴,

형식 교육 등 9개 SLE

Sivek

(2002)

미국 고등학생 20명

(환경 감수성 측정)

역할 모델 영향, 환경 영향,

성격 영향 3개 범주 SLE

<표 Ⅱ-1> SLE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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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ihata et al.

(2007)

일본 환경단체

회원 454명, 비회원 25명

(환경 행동 측정)

자연 경험, 자연 장소의 상실,

가족 등 9개 SLE

(대상별, 연령별 비교)

Ji

(2007)
중국 환경교육자 14명

부정적, 직업, 교육 등

14개 범주 SLE

Lewis

(2007)

미국 동물운동가 및

교육자 43명

반려동물, 독서, 동물 등

17개 SLE

(대상별 비교)

Vadala et al.

(2007)

미국 환경활동

참여자 51명, 비참여자 10명

자연 경험(어린 시절) SLE

(대상별 비교)

Arnold et al.

(2009)
캐나다 환경운동가 12명

자연 경험, 부모, 친구 등

7개 SLE

Hsu

(2009)

대만 환경단체

종사자 82명, 비종사자 153명

(환경 행동 측정)

자연 경험, 환경단체,

자연 장소의 상실 등

17개 SLE 효과 검증

(대상별, 연령별 비교)

신유진

(2011)

한국 초등학생 26명

(환경 감수성 측정)

환경 악화의 인식, 매체,

자연 경험 등 7개 SLE

Stevenson et al.

(2014)

미국 중학생 407명

(환경 지식, 환경 행동 측정)

자연 경험, 역할 모델,

간접적 자연 경험

3개 범주 SLE 효과 검증

(인종별, 소득별,

학생/교사 비율별 비교)

Ceaser

(2015)
환경정의 문헌 259개

사회적/환경적 소외 인식,

경험에서 체화된 지식,

임파워먼트 및 커뮤니티

3개 범주 SLE

Li & Chen

(2015)

중국 환경운동가 34명,

대학생 606명

(환경 행동 측정)

자연 경험, 환경단체, 직업 등

20개 SLE 효과 검증

대상별 비교

Puig &

Echarri(2018)

캐나다, 미국, 스페인

환경운동가 3명
자연 경험(야생늑대) SLE

Howell &

Allen(2019)

영국 등 기후변화단체

회원 85명

(기후 행동 측정)

교육, 일, 미디어 등

12개 범주 SLE

<표 Ⅱ-1> SLE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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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SLE는 크게 자연 경험, 사람, 매체, 직업,

교육, 부정적 경험5), 단체, 가치관/관심사 8가지 범주이며, 공통적으로

자연 경험(outdoor experience)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져 왔다(표 Ⅱ-2).6)

또한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는 자연 경험, 연령이 적은 집단에서는 교육,

가족이나 친구, 매체의 영향이 크며(Palmer & Suggate, 1996), 영국에서는

자연 경험, 슬로베니아에서는 가족, 그리스에서는 오염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Palmer et al., 1998a).

최근에는 SLE를 환경 에피파니(environmental epiphanies), 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Environmental Significant Life Experiences: ESLE)라고

부르기도 하며(Puig & Echarri, 2018; Vining & Merrick, 2012), 환경교육

분야에서 대표적인 경험 연구가 되었다.

그러나 경험을 형성하고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학습자의 맥락을

간과하였으며, SLE 연구의 목적과 같이 경험을 모사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친환경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SLE가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연령, 국가, 인종 등을 아우르는 SLE는 있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이를 환경교육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부모와 같은 청바지를 입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Gough A.,

1999)”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의미 있는 삶의 경험(SLE) 연구 방법론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될 경험을 재고할 때 누구의 삶의 경험이 중요한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계급, 인종, 성별, 교육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30세 미만 환경운동가의

의미 있는 삶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Gough A., 1999, p. 384).

5) 부정적 경험으로 구분되지 않은 SLE가 모두 긍정적 경험이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Palmer와 Suggate(1996)는 긍정적 책(positive books)과 부정적 책

(negative books)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SLE 연구에서는 대부분

부정적(negativ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도 이를 따랐다.

6) <표 Ⅱ-2>는 SLE 선행연구에서 주요 SLE를 범주화하여 (SLE 언급 수 ÷

SLE 연구 수) × 100으로 환산하였다. 예를 들어 2010년대 자연 경험 86%는

2010년대 SLE 연구 7개 중 6개에서 자연 경험이 언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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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ner의 이론과 같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에서 SLE를 모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보수적인 프로젝트이다. (…)

우리가 주관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삶의 경험을 아이들이 갖는 것을 거부

할 수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자서전을 여는 것이 아이들의

자서전을 여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Gough N., 1999, pp. 410-417).

학습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시대적,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의미 있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삶의 맥락, 그리고

학습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의 측면을 밝히는 것이 된다(황세영, 2003, p. 22).

이 밖에도 환경운동가, 특히 백인 남성인 환경운동가를 대상으로 하며,

긍정적 경험에만 중점을 두어 왔다는 비판도 있다(Ceaser, 2015). 물론

Ceaser(2015)가 주장한 바와 같이 SLE 연구에서 대부분 환경운동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SLE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경험이 긍정적 경험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환경운동가가 아닌

대상과 비교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1990년대부터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으며

(Palmer & Suggate, 1996), 부정적 경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어느 정도 보완 중인 것으로 보인다.7)

SLE 연구에서 아직 극복하지 못한 가장 분명한 한계는 세대차와

개인차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Li & Chen, 2015)과 SLE를 환경교육에서

모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황세영(2003) 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Chawla(1998)는

SLE 연구의 강점과 약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표 Ⅱ-3).

7) 대표적으로 Ji(2007)는 중국 환경운동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SLE가

환경 악화의 인식과 같은 부정적 요인이라고 밝히며, 심각한 환경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SLE를 연구하였던 신유진(2011) 또한 비슷한 결과와 해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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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평균

자연 경험 100 100 86 86 93

사람

가족 100 100 71 57

70교사 67 89 57 57

친구 33 89 57 57

매체
책 67 89 57 43

63
TV 67 78 57 43

직업 33 78 43 29 46

교육 0 78 57 43 44

부정적

경험

자연

장소의

상실

67 44 29 29

40

환경오염/

재난
0 67 29 57

단체
환경단체 33 56 14 14

33
학생단체 33 44 29 43

가치관/

관심사

사회

정의
0 22 29 29

22
종교 0 56 14 14

동물 0 44 43 14

<표 Ⅱ-2> SLE 범주(n=26, 단위: %)

강점 약점

Ÿ 양적 패러다임 내 질적 연구

Ÿ 일관된 전통을 기반으로 한 누적

Ÿ 생애사적 관점

Ÿ 보완적인 개방형 및 폐쇄형 방법론

Ÿ 샘플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

Ÿ 코호트 차이에 대한 새로운 관심

Ÿ 종단 설계에 대한 새로운 관심

Ÿ 다양한 대상과 방법에 걸친 결과

Ÿ 일관성 없는 질문

Ÿ 일관되지 않은 기준 측정

Ÿ 일관되지 않은 분석 범주

Ÿ 인터코더의 신뢰성 테스트 부족

Ÿ 응답자의 여러 언급 통제 부족

Ÿ 기억의 해석 기능 인식 부족

Ÿ 비교 그룹의 부족

<표 Ⅱ-3> SLE 연구의 강점과 약점(Chawla,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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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SLE를 환경교육에서 모사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학습자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SLE 연구는 환경교육

연구의 새로운 관점이 될 수 있다. 기존 SLE 연구는 친환경적인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특정 경험이 있으며, 그 경험을 환경교육에 적용하면

친환경적인 사람을 길러낼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인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SLE가 무엇인가?’, ‘친환경적인 사람을 기르는데

SLE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질문해 왔다.

이를 바꾸어 환경교육의 의미를 장기적인 관점, 학습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 연구 질문은 ‘환경교육이 SLE가 되었는가?’,

‘환경교육이 왜 SLE가 되었는가?’ 등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라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는 참여자의 삶에

서 어떤 의미인가?’, ‘는 참여자의 삶에서 중요한 경험에 해당되는가?’,

‘참여자는 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등을 질문할 수 있다(표 Ⅱ-4).

이러한 SLE 연구는 학습자의 맥락을 간과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평가 방법으로써도 의의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SLE가 되었다는 식으로 의미의 정도만 판단하거나, 의미 있다고 밝혀진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일반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SLE 연구와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험을 모사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다.

기존 SLE 연구를 비판한 연구자들이 지적한대로 사람의 경험과 사람이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는 그 사람이 놓인 맥락에 따라 형성된다. A라는

사람의 SLE를 B라는 사람에게 제공한다고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듯

A에게 의미 있었던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B에게 제공한다고 반드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A와 B가 부여하는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맥락 안에서 학습자가 자신이 경험한 환경교육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김남수(2007)는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evaluation)’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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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SLE 연구 새로운 SLE 연구

전제

Ÿ 친환경적인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특정 경험이 있다.

Ÿ 특정 경험을 환경교육에 적용

할 수 있다.

Ÿ 특정 경험을 환경교육에 적용

한다면 친환경적인 사람을

길러낼 수 있다.

Ÿ 사람의 경험과 사람이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는 그 사람의

맥락에 따라 형성된다.

Ÿ 환경교육이 SLE가 된다면

친환경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8)

연구

목적

Ÿ 친환경적인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경험을 찾아 환경교육에

적용한다.

Ÿ 환경교육을 장기적인 관점,

학습자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연구

질문

Ÿ 친환경적인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SLE는 무엇인가?

Ÿ 친환경적인 사람을 기르는데

SLE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Ÿ 환경교육이 SLE가 되었는가?

Ÿ 환경교육이 SLE가 되었다면

왜 SLE가 되었는가?

<표 Ⅱ-4> 기존 SLE 연구와 새로운 SLE 연구

8) 친환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 학습자의 관점에서 환경교육의 의미를 평가한다면

그 의미를 친환경적인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찬국(2012), 남상준(1995), 이재영(2012)은 환경교육은

학습자에게 환경문제 해결 이외의 의미를 가지며, 환경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환경교육의 역할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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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프로젝트

교육 분야에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학습(project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프로젝트 접근법(project approach),

프로젝트 워크(project work) 등으로 불려 왔다.

프로젝트의 의미도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해 왔다. 대표적으로

Kilpatrick(1919)는 “전심을 다하는 유목적적 활동(hearty purposeful act)”,

Katz와 Chard(1992)는 “학생과 교사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topic that is of interest to the participating)에 대한 다양한 조사”,

Markham 등(2007)은 “학생들로 하여금 유의미한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으면서 구체적인 교과 내용 지식과 문제해결력을

학습하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된 비구조화된(ill-structured) 문제를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프로젝트의 의미를 정의하였다.

프로젝트의 기원에 대해서도 그만큼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경험학습을

중요시하였던 Dewey(1916)나 그의 제자인 Kilpatrick(1919)으로 보기도

하고(박새롬, 2016; 이성희 등, 2011; 이혜진, 2012), Richard(1990)의

공작학습으로 보기도 한다(김경식 등, 1993; 허은경, 2001). Knoll(2019)는

Dewey, Kilpatrick, Collings가 프로젝트의 성립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

Richard가 프로젝트의 개념을 명료화한 것은 맞으나, 16세기 이탈리아의

건축학교가 프로젝트의 시초라고 하였다.

명확한 의미의 프로젝트 개념이 최초로 사용되었던 것은 찰스 리처즈를

통해서이다. 리처즈는 1990년경에 프로젝트 개념을 교습 방식의 의미로 사용

했던 학자이다.

그 이전의 프로젝트의 역사를 살펴보자. 1880년 캘빈 우드워드의 ‘수공예

훈련 운동’에 적용되었던 프로젝트, 윌리엄 로저스가 시도했던 프로젝트 그리고

1865년에 매사추세츠 대학의 공과대학과 건축대학에 적용되었던 프로젝트가

있다. 좀 더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1671년에 파리 왕립 건축 아카데미에서

실시되었던 프로젝트, 1593년 로마의 산 루카 아카데미의 건축 프로젝트까지

확인할 수 있다(Knoll, 2019,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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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분야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환경 프로젝트가 특히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였다(표 Ⅱ-5).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환경 프로젝트를 하나의 내용 영역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10)는 독립 교과로서 환경 교과의

정체성은 간학문성, 실천 중심성, 통합성에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순(2006), 남영숙과 지승현(2011), 황유경 등(2014) 또한 환경교육의

특성 상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6차 교육과정의 문제 중심 수업,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

해결 학습,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주제 및 쟁점 중심 학습을 통칭9)하여

환경 프로젝트로 재정의하고, 내용 영역에 환경 프로젝트를 명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2010).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대영역 “환경과 보전” 내

중영역 “우리 지역의 환경과 환경 프로젝트”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대영역 “환경 프로젝트”로 포함되었으며, 성격, 교수․학습 방법, 평가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2).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 개념(big idea)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환경 프로젝트를 중요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03-03이 “환경 프로젝트 등 환경을 탐구하는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고, 가정, 학교 및 지역에서 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를 수행한다”이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 중

환경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교육부, 2015a, 2015b).

9) 문제 중심 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 또한 비구조화된 문제를

사용하는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점에서 프로젝트와 매우 유사하며

(박새롬, 2016), 대부분 프로젝트와 문제 중심 학습을 동의어로 여기고 있다

(Markham et al., 2007). 이 연구에서도 프로젝트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환경 관련 선행연구에 한해 문제 중심 학습까지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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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 주제 및 대상 연구 결과

강혜정

(2004)

초등학생의 환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과

유의미한 차이 없음

박수경

(2004)

고등학교 과학 교과

수업에서의 프로젝트

(문제 중심 학습)

문제 중심 학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문제 상황 개발 필요

곽홍탁과

이옥희(2005)

초등학생의 자기환경화에

미치는 영향

환경 지식․이해 증가,

환경에 대한 가치․태도 형성,

환경에 대한 학습 능력 향상,

환경 친화적 생활화 향상

이명순

(2006)

고등학교 환경 교과

수업에서의 프로젝트

(e-PBL)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과

달리 협력적 학습의 필요성

인식 가능

Nation

(2008)
ESD 프로젝트

간학문적 교육 가능,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향상 및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경험 제공

문두호 등

(2009)

중학생의 환경 태도,

지역 생태 및 환경문제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문제 중심 학습)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비해 긍정적 효과

신미숙 등

(2009)

들풀 프로젝트가 유아의

환경 친화적 태도, 과학적

탐구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인 프로젝트에 비해

긍정적 효과

이지형과

이상원(2009)

물 환경 프로젝트가

초등학생의 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물 환경에 대한 인식, 감수성,

관심도 증가,

물 환경문제에 해결을 위한

자발적 참여 및 행동 증가

박형서와

조성민(2010)

꽃과 채소 가꾸기 프로젝트가

초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비해 긍정적 효과

정하림과

정남용(2010)

ESD 프로젝트가 초등학생의

환경 소양에 미치는 영향

(e-PBL)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비해 긍정적 효과

<표 Ⅱ-5> 환경 프로젝트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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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ılınç

(2010)

초등학교 과학 교사의

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프로젝트 이후 긍정적 변화

남영숙과

지승현(2011)

ESD 프로젝트,

예비교사의 에코캠퍼스

만들기 프로젝트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비해 긍정적 효과

손미희 등

(2011)

친환경학교 프로젝트가

중학생의 환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학교 환경에 대한 흥미, 관심,

실천 의지 증가,

문제해결력 향상

이성희 등

(2011)
평가 기준

주제 탐색과 선정, 계획 수립,

실행, 결과 및 발표,

수행 과정 단계별 평가 기준

이혜진

(2012)

모둠 구성과 주제 선정이

프로젝트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

프로젝트 경험이 없다면

소규모와 주제 제안 필요,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면

중규모 이상과 주제 선택 가능

황유경 등

(2014)

고등학생의 창의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프로젝트 이후 긍정적 변화

한조은 등

(2015)

초등학생의 에너지기후변화 및

적정기술 프로젝트

적정기술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식 습득,

테크놀로지 활용 기능 향상,

경험하는 학습의 의미가

상호작용에 의해 좌우,

환경문제를 비롯한 현실문제

해결에 위한 실천 의지 함양

Genc

(2015)

대학생의 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
프로젝트 이후 긍정적 변화

윤옥경

(2016)

예비교사의 지역사회 기반

프로젝트

환경 감수성 함양,

장소 기반 환경 인식 증진

이용섭

(2016)

예비교사의 지층과 암석

프로젝트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환경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프로젝트 이후 긍정적 변화

<표 Ⅱ-5> 환경 프로젝트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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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등

(2018)

생태탐구대회 참여

중․고등학생의

배움에 대한 인식

진취적 탐구자, 불만형 단독자,

착한 모범생, 비판적 동반자

유형별 구분

김민철과

이상원(2019)

물 환경 프로젝트가

초등학생의 환경 인식,

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

프로젝트 이후 긍정적 변화

정은주와

이재영(2019)

지역 환경 탐구 프로젝트가

고등학생의 통합적

자기환경화에 미치는 영향

지역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환경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성찰하는 능력 등 향상

Bramwell-

Lalor et al.

(2020)

지속가능한 행동을 위한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특징과

ESD 역량이 일치

<표 Ⅱ-5> 환경 프로젝트 선행연구

구분 영역 내용 요소

중학교

우리 지역의

환경과

환경 프로젝트

Ÿ 환경 프로젝트와 우리 지역의 환경

Ÿ 우리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

고등학교 환경 프로젝트

Ÿ 주제 탐색과 선정

Ÿ 계획 수립과 실행

Ÿ 결과 발표와 평가

<표 Ⅱ-6>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환경 프로젝트

구분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중학교 지역 환경 탐구

Ÿ 자신이 사는 지역의 환경 이해

Ÿ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 방식

Ÿ 지역 환경 탐구 수행

고등학교 환경 프로젝트
Ÿ 문제 탐색, 문제 설정

Ÿ 탐구 계획 수립, 역할 분담, 발표 및 평가

<표 Ⅱ-7>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환경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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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인 환경교육 교수․학습방법에 비해

프로젝트가 환경 인식, 환경 태도, 환경 행동 등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다

(남영숙과 지승현, 2011; 문두호 등, 2009; 정하림과 정남용, 2010). 또한

환경 관련 소양이나 역량에 국한되지 않는 범주에서도 환경 프로젝트가

더 효과적이다(박형서와 조성민, 2010; 이명순, 2006).

환경 프로젝트가 초등학생의 환경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던

강혜정(2004)은 예외적으로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나, 환경 프로젝트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환경 프로젝트를 강조하였던 소기의 목적대로

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통합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환경 프로젝트가 실제로 환경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되었다.10)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에서도 프로젝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Nation(2008)은 우리나라에서 환경 프로젝트가 도입되었던

취지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통해 간학문적인 교육(interdisciplinary

teaching)이 가능하며,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경험(use-inspired research)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Bramwell-Lalor 등(2020)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프로젝트가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난해한 문제(wicked

problems)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용이하다고 하였다.

PjBL의 특성은 ESD 역량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전략적 역량(행동 개발

및 실행), 협업(참여적 문제 해결 촉진, 타인으로부터 학습, 집단 갈등 처리),

비판적 사고(질문 양식, 관행 및 의견), 통합적 문제 해결 역량(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프레임워크 및 솔루션 개발)은 PjBL을 통해

촉진될 수 있습니다(Bramwell-Lalor et al., 2020, pp. 60-61).

10) 정은주와 이재영(2019)은 이선경(1993)의 자기환경화를 발전시켜 통합적

자기환경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통합성을 강조한 바 있으나, 대부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논의를 언급하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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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프로젝트’와 ‘환경 프로젝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프로젝트와 환경 프로젝트는 정의, 과정, 효과 등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표 Ⅱ-8, 표 Ⅱ-9, 표 Ⅱ-10).

과정과 효과는 특히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연구자마다 세부적인

표현은 다르지만, 프로젝트와 환경 프로젝트 모두 ① 모둠 및 주제 선정,

② 계획 수립, ③ 실행, ④ 결과 발표, ⑤ 평가의 과정을 거쳐 자신들이

선정한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이를 통해 고차원적 사고11),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력 등을 기를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프로젝트와 환경 프로젝트 모두 복합적이고 실제적이며 유의미한

문제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동료 학생 및 교사와 협력하면서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환경 프로젝트는 “환경에 대한”,

“환경과 관련된 주제”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와 다르다.

이에 따라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환경 주제에 다루는

프로젝트, 환경 교과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라는 관점에서 진행

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김민철과 이상원(2019), 이지형과 이상원(2009)은

물 환경, 한조은 등(2015)은 에너지기후변화 및 적정기술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혜진(2012)은 고등학교 생태와 환경

교과 수업을 통해 모둠 구성과 주제 선정이 프로젝트의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문두호 등(2009), 손미희 등(2011)은 환경 교과

수업에서 이루어졌던 프로젝트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와 같이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요컨대 환경 프로젝트는 통합적인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실제로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비해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선행연구는 환경 프로젝트의 개념, 교수․학습방법 등을

정교화하고 이들의 효과를 밝히는데 기여해 왔으나, 장기적인 관점이나

학습자의 관점을 반영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11) 고차 사고력(high-order thinking)은 과거에 경험한 것을 그대로 재생하거나

단순히 지시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응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기능이다(차경수와 모경환,

2008, 재인용).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등이 있다(정윤숙 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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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표 주제 방법

Kilpatrick

(1919)

전심을 다하는

유목적적 활동

Katz &

Chard(1992)

학생과 교사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

일반적으로 학생

그룹이 수행하는

다양한 조사

곽홍탁과

이옥희(2005)

주변 세계가

연구할 만한

흥미로운 것임을

깨닫는 것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생각하여

교육과정 재구성,

주제 관련 탐구 문제

학생이 동료 학생

또는 교사와 함께

협력하면서 보다

깊이 있고

능동적으로 학습

Markham

et al.(2007)

구체적인 교과

내용 지식,

문제해결력 학습

유의미한 문제

의도적으로 고안된

비구조화된 문제를

사용하는 과정

최돈형 등

(2011)
의미 있는 질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어내는 과정

이선경 등

(2012)

구체적인 교과

내용 지식,

문제해결력 학습

복합적이고

실제적이며

유의미한 문제

의도적으로 고안된

비구조화된 문제를

사용하는 과정

Hallermann

et al.(2014)

중요한 지식,

21세기 기술12) 학습

하나의 폭넓고

복합적이며

실제적인 질문

구조화된

학생 주도의

탐구 과정

이상원 등

(2018a)

학습할 가치가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정

Song

(2018)

실제성이 높은

문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도출하면서

지식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목적지향적 학습

<표 Ⅱ-8> 프로젝트의 정의

12) 비판적 사고/문제 해결, 협력, 소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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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돈형 등

(2011)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중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이나 탐구 방법을 선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과물을 만드는 활동

이상원 등

(2018a)
환경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탐구하는 것

이상원 등

(2018b)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맞는 해결 방법이나 탐구 방법을 정하여 수행하는 연구,

학습, 사업 등

조성화 등

(2018a)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학교나 지역사회에 있는 환경문제나

쟁점 등을 찾아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찾는 활동

조성화 등

(2018b)

환경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을 제시하거나 환경과 관련한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해 계획을 세워 탐구한 후 결과물을

만들어 사람들과 공유하는 활동

<표 Ⅱ-9> 환경 프로젝트의 정의

<표 Ⅱ-10> 환경 프로젝트의 효과13)

창의적 사고력 박수경(2004), 황유경 등(2014), 정은주와 이재영(2019)

비판적 사고력 Nation(2008), Bramwell-Lalor et al.(2020)

문제해결력
박수경(2004), Nation(2008), 손미희 등(2011),

Bramwell-Lalor et al.(2020)

협력

박수경(2004), 이명순(2006), 문두호 등(2009),

신미숙 등(2009), 이지형과 이상원(2009),

남영숙과 지승현(2011), 한조은 등(2015),

김민철과 이상원(2019), Bramwell-Lalor et al.(2020)

정보 및 매체 활용
박수경(2004), 신미숙 등(2009),

이지형과 이상원(2009), 한조은 등(2015)

13) 프로젝트의 효과를 종합한 정윤숙 등(2020), 환경 프로젝트의 효과를 종합한

조성화 등(2018b)의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 주요 효과를 범주화하고,

환경 프로젝트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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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방법론

1. 회고적 평가

환경교육의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의미, 환경교육적 의미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경교육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의미 있다’라고 할 때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의미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 왔으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환경교육을 비롯한 교육에서 의미는 가치(value), 유용성(worth), 효과

(effect) 등을 일컬으며, 이를 판단하는 것을 평가(evaluation)라고 한다

(박도순과 홍후조, 2011; 박진희와 장남기, 1999). 평가를 통해 환경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 환경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교육에서

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정성지, 2020).

환경교육 평가에서 우세한 패러다임은 과학적/분석적(scientific/analytic)

방법이며, 특히 동일집단 사전사후 검사(pre-post test)를 통해 환경교육의

의미를 평가해 왔다(김남수, 2007). McDuff(1999)는 1960～1990년대

환경교육 평가 연구에서 면접, 참여관찰 등과 같은 질적 연구가 현저히

적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적 연구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황세영 등, 2012; 허정무와 박현진, 2016).

이러한 패러다임에 따라 환경교육 평가 연구는 대부분 환경교육 직후에

이루어져 왔다. Chawla(1998)는 환경교육 연구에서 교육적 개입의 효과를

살펴보는 기간이 3～6개월에 그치고 있다고 하였다. 황세영 등(2012)은

환경교육 효과의 지속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2차 측정을 실시한 연구는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시간 편차도 최대 3개월이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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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교육 평가 연구는 대부분 환경교육의 목표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1977년 트빌리시 선언에서 채택한 환경교육의

5가지 목표나 이를 포괄하는 목표로서 환경 소양(environmental literacy),

환경 역량(environmental competency)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 기반 또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면서

환경 역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서은정, 2018), 환경교육의

5가지 목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요컨대 환경교육의 의미는 평가를 통해 정의되며, 환경교육 직후에

환경교육의 목표 범주에 따른 측정 도구를 통해 평가해 왔다(표 Ⅲ-1).

다시 말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 주체가 설정한 목표에

부합하면서 측정 범주에서 수치 상 변화가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것이다(김남수, 2007).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환경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나(김남수, 2007),

환경교육이 장기적으로 학습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 학습자의 관점에서 환경교육의 의미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같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경험에 대해 한 사람이 부여하는

의미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를 Mezirow(1991)는 맥락 이론

(contexual theory), Falk와 Dierking(2000)은 맥락적 학습 모델(contextual

model for learning)이라고 지칭하였는데, 환경교육을 통해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만큼이나 경험을 형성하는 학습자의 삶의 맥락, 학습자와

환경(시대적,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등)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황세영, 2003). 둘째,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의미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자의 변화(환경 인식, 환경 태도, 환경 행동 등)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 평가 연구는 대부분 환경교육의

목표 범주에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의미를 탐색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언급한 학습자의 맥락이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 학습자의 관점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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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남수(2007)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회고적 평가

(retrospective evaluation)’를 제안하였다. 김남수(2007)의 회고적 평가는

참여자의 내러티브(narrative)를 통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10년 전(1997년) 진행되었던 지역사회단체 지도자를

위한 시범환경교육의 의미를 밝힌 바 있다. 김남수(2007)는 회고적 평가를

참여자 개인의 삶을 맥락으로 참여자의 관점에서 환경교육의 의미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김남수, 2007, p. 2).

회고적 내러티브를 통한 평가 방법은 첫째, 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모든

화자들에게 중심 소재로 제시하여 참여자들이 시범환경교육에 대해 공통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들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했고, 둘째,

개개의 참여자는 특정 에피소드만을 선택하여 나름의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하므로 참여자가 의미 있게 생각한 지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셋째, 회고적 내러티브가 자전적 성격이 강하여 이 교육 프로그램이 개인에게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인지 파악하고 이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이전과 이후의

시간과 참여자들의 변화를 포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김남수, 2007, p. ⅲ).

모든 환경교육 평가를 회고적 평가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환경교육을

비롯한 모든 평가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환경교육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일반화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회고적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김남수, 2007).

그러나 이 연구는 김남수(2007)의 연구와 같이 10년 전(2011～2013년)

진행되었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

학습자의 관점에서 환경교육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김남수(2007)의

비판에 동의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삶의 경험(Significant

Life Experiences: SLE)을 평가준거로 하는 회고적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삶의 맥락에서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와 그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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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 주제 연구 대상 평가 방법 평가 항목

김남경

(2015)

Gagne의

목표별

학습 이론

초등학생

80명

이질집단

사전사후

(1회)

환경 소양

김이성과

강민정(2015)

자연 체험,

시 쓰기

초등학생

46명

동질집단

사전사후,

질적 분석

(1회)

시 쓰기 능력

시 쓰기 흥미도

환경 감수성

김지훈과

홍승호(2015)

스마트기기,

STEAM

초등학생

54명

이질집단

사전사후

(1회)

학업 성취도

환경 소양

과학 흥미도

수업 만족도

서현과

정은숙(2015)

자연친화적

바깥놀이

유아

40명

동질집단

사전사후

(1회)

환경친화적 태도

사회적 유능감

오민주 등

(2015)

통합 교과,

업사이클링

초등학생

30명

단일집단

사전사후,

면접

(1회)

환경친화적 태도

이순옥과

이상원(2015)

가정생활,

ESD

초등학생

54명

동질집단

사전사후,

포트폴리오

(1회)

ESD 인식

ESE 태도

정명화와

문윤섭(2015)

환경심리학적

접근

초등학생

70명

단일집단

사전사후

(1회)

환경 태도

환경 행동

주예영 등

(2015)

녹색식생활,

LT 협동학습

중학생

134명

단일집단

사전사후

(1회)

녹색식생활 의식

홍지명

(2015)

자연친화

교육 활동

유아

54명

동질집단

사전사후

(1회)

행복감

환경친화적 태도

강현선과

손연아(2016)
ESD

고등학생

60명

단일집단

사전사후,

면접

(1회)

ESD 핵심역량

<표 Ⅲ-1> 최근 5년(2015～2020년) 환경교육 평가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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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이

(2016)
녹색성장 유아 메타분석

환경 지식 및 정보

환경 정서 및 감성

환경 태도 및 실천

오진숙과

김정숙(2016)
녹색소비

초등학생

50명

동질집단

사전사후

(1회)

녹색소비 역량

유구종 등

(2016)
ESD

유아

15명

단일집단

사후

(4회)14)

환경친화적 태도

배려 행동

이임경 등

(2016)

통합 교과,

환경 교재

초등학생

24명

단일집단

사전사후

(1회)

환경 감수성

김강희와

김영옥(2017)

가치명료화

모형

유아

56명

동질집단

사전사후

(1회)

환경보전 지식

환경친화적 태도

의사결정력

이상원과

박경옥(2017)
환경 기념일

초등학생

23명

단일집단

사전사후

(1회)

환경교육

핵심역량

신지연

(2017)
STEAM

초등학생

160명

동질집단

사전사후,

면접,

소감문

(1회)

ESD 자기평가

다중지능

창의성

윤지선과

이수경(2017)

STEAM,

환경 미술

유아

36명

이질집단

사전사후

(1회)

창의적 그림 표현력

환경친화적 태도

이상균

(2017)
STEAM

초등학생

56명

이질집단

사전사후

(1회)

환경 소양

STEAM 태도

수업 만족도

황동국

(2017)
학교 텃밭

유아,

초등학생
메타분석

바른 인성

식습관 개선

지적 능력

환경 소양

<표 Ⅲ-1> 최근 5년(2015～2020년) 환경교육 평가 선행연구

14) 유구종 등(2016)은 실험처치 12주 동안 4번에 걸쳐 반복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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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경 등

(2018)

녹색소비,

수돗물 음용

대학생

180명

단일집단

사전사후

(1회)

소비자 역량

김세현 등

(2018)
ESD

초등학생

72명,

중학생

104명,

고등학생

174명

단일집단

사전사후,

일지

(1회)

ESD 핵심역량

정성지 등

(2018)
환경교육 초등학생 메타분석 환경 소양

황현아와

권경필(2018)
기후변화

초등학생

23명

단일집단

사전사후

(1회)

기후변화 인지

기후변화 행동

기후변화 정서

김세곤 등

(2019)
에너지 성인 35명

동질집단

사전사후

(1회)

에너지 역량

프로그램 만족도

김찬국 등

(2019)
환경교육

초등학생

858명,

중학생

367명

단일집단

사전사후

(1회)

환경 소양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참여도

정해솔과

이상원(2019)

생태계 교란

생물

초등학생

24명

단일집단

사전사후

(1회)

환경 태도

최윤지와

유현옥(2020)
ESD

유아

36명

이질집단

사전사후

(1회)15)

환경보전 지식

환경친화적 태도

문제해결력

<표 Ⅲ-1> 최근 5년(2015～2020년) 환경교육 평가 선행연구

15) 백순근(2018)은 사전사후 검사 설계를 단일집단, 이질집단, 동질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가지 모두 사전검사() → 실험처치( ) → 사후검사()

순으로 이루어지나, 이질집단 및 동질집단 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며, 동질집단 설계는 동질화 작업을 통해 통제집단을 구성한다.

김남수(2007)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집단 사전사후 검사라고 하였으나,

선행연구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구분하였다. 괄호 안

횟수는 동일대상을 기준으로 한 평가횟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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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적인 관점

“과연 교육의 순수한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변수들을 상정하고 고려해야 할까?”16)라고 김남수(2007)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적 의미, 환경교육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것은 교육 연구의 의무(almost an obligation)에 가깝다

(Harnqvist, 1977). 따라서 비록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어느 정도 기간을 ‘장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적 개입 직후 효과와 그 이후

효과를 구분하는 의미로 중·장기적 효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진 직후(실험 연구라면 실험처치가 이루어진 직후)

평가한 효과와 그 이후 평가한 효과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곽영옥(1989), 전종섭 등(2005), 안도희 등(2009)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장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환경교육에서도 Fien 등(2001)이 세계야생기금(WWF)의 보존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면서 단기적 효과(short-term effects), 중기적 효과

(medium-term effects), 장기적 효과(long-term effects)로 구분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의 성취(achievements)를 결과(outputs), 성과(outcomes),

영향(impacts) 3가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결과는 프로그램의 물질적 산출물이다. 대부분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으나, 성과나 영향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성과는 프로그램에 의한

변화이며, 잠재적으로 장기적 효과 또는 영향을 지원하는 맥락이나 인프라를

제공한다. 영향은 프로그램에 의한 장기적 효과이며, 보존 사업, 한 지역의

보존, 교육,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변화 등이 있다(Fien et al., 2001, p. 384).

16) 김남수(2007)는 곽영옥(1989)의 ‘교육의 장기적 효과에 관한 측정과 평가’

연구를 언급하면서 이와 같이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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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의 평가는 자전적 기억(autobiological memory)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자기 보고(self-report)를 통한 모든 평가가 그러하지만,

일반적인 평가보다 장기 기억(long-term memory)에 의존한다. 또한

회고적 평가는 생애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질적이고, 회고적이며,

해석적인 평가이다(김남수, 2007). 회고는 태생적으로 기억(memory)과

기대(anticipation)로 구성되며(Grumet, 1981), 기억은 단순히 저장되는

(just stored)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겪기 때문에 다른 기억을 회고

할 수 있다(Harnqvist, 1977). 이에 대해 Chawla(1998)는 SLE 연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형의 기억17)을 연구하는 것이지만, 기억의 해석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SLE 연구의 한계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이 연구에 비추어 보면 회고적 평가는 자전적 기억 중에서도

장기 기억에 해당하는 기억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평가이며, 이와 같은

기억의 해석 기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회고적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기억의 특성은 무엇인가?

자전적 기억은 자신의 인생사(life event)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이다

(김수연, 1993). Tulving과 Schacter(1988)가 의미 요소와 일화 요소로

구분한 이래 인지심리학에서 기억은 일반적인 정보나 사건에 해당하는

의미 기억(semantic memory)과 구체적인 사건에 해당하는 일화 기억

(episodic memory) 등으로 구분되어 왔다(진영선과 김영경, 2010).18)

A 프로젝트로 예를 들면 A 프로젝트에서 배운 환경 지식은 의미 기억,

A 프로젝트 동안 일어났던 사건이나 만났던 사람은 일화 기억이다.

17) Chawla(1998)는 “개인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사건은 중요도가 낮은 사건보다

더 생생하고 정확한 기억이 된다(Bower, 1992; Conway & Beckerian, 1988;

Reisberg & Heuer, 1992)”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의미 있는(significant)’

삶의 경험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형의 기억이라고 하였다.

18) 대표적으로 Tulving(1985)의 중다기억 체계 모형(multiple memory system)은

절차적 기억(procedural memory)까지 포함하여 3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또한 Squire(1987)의 장기 기억 분류 모형(long-term memory taxonomy)은

의미 기억, 일화 기억 대신에 서술 기억(declarative memory), 비서술 기억

(non-declarative memory)으로 구분하였다(이정모와 박희경,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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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기(memorizing)는 획득/부호화(encoding), 저장(storage), 파지

(retention), 인출(retrieval)의 과정을 거치며, 기억의 구조와 연결되어

작용한다(사미자, 2005; 조수진, 2012). 자전적 기억의 구조는 인생 기간,

일반 사건 지식, 특수 사건 지식이 위계적으로 자전적 기억 조직 묶음

(Autobiographical Memory Organization Packets: A-MOPs)을 구성하며,

관련 있는 A-MOPs끼리 연결되어 있다. 자전적 기억 회고 시 수년부터

수십 년에 해당되는 인생사에 대한 지식(biographical knowledge)에

가장 먼저 접근하게 되며, 인생을 구획하거나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으로는 하루부터 수개월에 걸쳐 일어난 일화인

일반 사건 지식, 짧은 시간에 걸쳐 일어난 특정 경험인 사건 특수적 지식

순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종합 및 재구성한다(진영선과 김영경, 2010).

기억을 회고하는 것을 ‘인출’이라고 하며, 인출을 어떻게 많이 또는

잘할 수 있는가는 기억 연구의 주요 관심사였다. 인출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확인하는 재인(recognition), 아무 정보 없이 떠올리는

재생(recall)을 통해 이루어진다. 장기 기억의 기억 용량은 무제한이며,

영구적으로 보존되므로 장기 기억을 회고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이 쇠퇴

또는 붕괴(decay)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이나 이후 기억의 간섭

(interference) 때문이다(한국심리학회, 1998 재인용).19)

일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어, 이미지, 소리, 냄새, 해당 장소로

돌아가기 등 관련 프롬프트(prompt) 또는 큐(cue)를 제공하면 회고량이

증가하며, 세부적으로 회고할 수 있다(Wagenaar, 1986). 또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critical life event)이 중요한 큐가 되며(김수연, 1993;

Strube & Weinert, 1987 재인용), 자신의 속도에 따라 과거의 자신을

회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Neisser, 1988).

19) 망각의 원인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은 쇠퇴 또는 붕괴설, 간섭설이다. 최근

망각의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간섭설은 오래된 기억이 새로운 기억의

회고를 방해하는 순행 간섭(proactive inference), 새로운 기억이 오래된

기억의 회고를 방해하는 역행 간섭(retroactive inference)으로 구분된다.

단기 기억의 망각도 이를 통해 설명할 수 있으나, 기억된 채 회고되지 않는

장기 기억과 달리 상실된다는 특징이 있다(사미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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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연구와 같은 해석학적 교육 연구의 어려움(difficulties),

위험(risks), 모호성(ambiguities)은 삶의 본질에서 기인한 것이며, 해석학적

교육 연구의 목적은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머무르면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Gough N., 1999). 무엇보다도

많은 기억 연구자들이 인정한대로 기억은 있는 그대로 ‘입력’되었다가

입력된 그대로 ‘인출’되는 것이 아니며, 회고적 평가 그 자체가 의미 생성

(meaning making)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억은 질적인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변화는 망각에 의해서라기보다 재구성에 의해 발생한다. 사람은 자기

향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긍정적 자기 개념을 가지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술하는 경향이 있다(Bromgard et al., 2006). 또한 자신의

기억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 그 피드백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기억을 새로운 정보와 일치시키는 사후과잉확신 편향(hindsight bias)을

갖게 된다(Calvillo, 2012; Neal & Kathleen, 2012). 기억 연구에서는 이를

구성적 기억(constructive memory), 기억 왜곡(memory distortion), 착각

기억(illusory memory) 등이라고 한다(최경숙, 2002).

기억구조 모형에 의하면 기억은 정보가 저장되는 일종의 물리적 공간과

같이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런 이유 때문에 기억 과정을 컴퓨터와 비교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인출해 낸 기억의 내용은 기억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 그대로 복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구성 기억이 지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이다(사미자, 2005, p. 440).

이에 대해 김남수(2007)는 연구자는 타인의 경험을 언어 자료를 통해

탐색하기 때문에 겪은 사건과 말한 사건(the events as lived and the

events as told)을 구분하고 인과성이라는 환상(the illusion of causality)을

피하고자 노력해야 하며(Connell & Clandinin, 1990), Reissman(1993)의

재현의 5단계20)에 따라 회고적 평가를 하였다고 밝혔다.

20) 경험에 주목하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경험 기록하기, 경험 분석하기,

경험 읽기 5단계의 재현(representation)을 거친다(Reissman, 199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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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완전하고 정확한 기억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의 뇌를

저장 장치와 같이 여길 수 있는가, 사람의 기억이 폴더 트리와 같이

철저하게 위계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사람이 기억을 회고하는 것을

정보처리 관점에 따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억을 토대로 이야기 된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 지닌 한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 연구에서 회고를 돕기 위해 시도해 왔던

방법은 이 연구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 참여자가 오래된

기억을 회고하면서 인생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긴 기간에 걸쳐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를 찾아야 하며, 면접에 익숙하지 않은 대상이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그러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억 연구의 연구 방법론을

일부 적용하고자 하였다(표 Ⅲ-2, 표 Ⅲ-3, 표 Ⅲ-4).

첫째,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부터 시작하여 점차 세부적으로 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기억의 구성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사람의 기억이

위계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지만, 환경 프로젝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맥락과 환경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 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삶을 이해해야 한다. 이에 1차 1:1 면접은

인생 기간, 초점 집단 면접은 일반 사건 지식, 2차 1:1 면접은 특수 사건

지식을 회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1차 1:1 면접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회고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회고를 돕기 위한 큐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정보처리 관점에 따른

용어를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지만, 회고를 돕기 위한

큐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 이에 초점 집단 면접에서 다양한 큐를

제공하였으며, 초점 집단 면접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끼리 상호작용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회고 및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면접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여 면접 후 전사록을 공유하고, 면접에서 이야기 하지 못한 것을

폐쇄형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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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적 기억 연구 적용 여부

Ÿ 자전적 기억의 경험 연구는 객관적

관찰이 아닌 현상학적 접근 필요

(김수연, 1993; Strube & Weinert,

1987 재인용)

Ÿ 현상학적 접근을 토대로 진행

Ÿ 자전적 기억을 회고하는데 생애사

지식,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가장 중요(김수연, 1993; Strube &

Weinert, 1987 재인용).

Ÿ 인생 기간, 일반 사건 지식, 사건

특수적 지식의 묶음이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경험을 회고하는

것은 여러 정보를 종합 및 재구성

하는 것임(진영선과 김영경, 2010).

Ÿ 사람의 기억이 위계적으로 구분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음

Ÿ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부터 점차

세부적으로 회고할 수 있도록 함

Ÿ 장기 기억은 비활성화 되어 있어

활성화 필요(조수진, 2012).

Ÿ 자신의 속도에 따라 과거의 자신을

회고 및 설명할 수 있는 연습 필요

(Neisser, 1988).

Ÿ 1차 1:1 면접을 통해 회고 연습

Ÿ 면접 후 전사록을 제공함으로써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회고 및

설명할 수 있도록 함

Ÿ memory-work 3단계는 개인 회고,

집단 회고, 큐 제공 및 검토 순임

(Crawford et al., 1992, Haug,

1987; Kaufman et al., 2001).

Ÿ 개인 회고(1차 면접), 집단 회고

(초점 집단 면접), 큐 제공 및 검토

(2차 면접) 순으로 진행

Ÿ 사건 관련 프롬프트 또는 큐(단어,

이미지, 소리, 냄새, 해당 장소로

돌아가기 등)를 제공하면 회고량이

증가하며, 세부적으로 회고할 수

있음(Wagenaar, 1986).

Ÿ 정보처리 관점의 용어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으나, 회고를 돕기 위한 큐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

Ÿ 참여 당시 자료 제공

Ÿ A 환경교육센터 영상 제공21)

Ÿ 담당 지도자와의 만남 제공

<표 Ⅲ-2> 자전적 기억 연구 방법론의 적용 여부

21) 연구 당시(2020. 7. ～ 2020. 12.) 코로나19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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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구조화 <…………………………………> 구조화

1차 1:1 면접 초점 집단 면접 2차 1:1 면접

인생 기간

일반 사건 지식

특수 사건 지식

<표 Ⅲ-3> 자전적 기억 연구 방법론에 따른 연구 절차

구분 면접 질문

1차

1:1 면접
Ÿ 의미 있는 삶의 경험22)은 무엇인가?

초점

집단

면접

Ÿ 처음 참여하였던 동기는 무엇인가?

Ÿ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던 동기는 무엇인가?

Ÿ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Ÿ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Ÿ A 프로젝트의 의미는 무엇인가?

Ÿ A 프로젝트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Ÿ 의미가 변화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Ÿ A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 되었는가?

2차

1:1 면접

Ÿ A 프로젝트의 의미는 무엇인가?

Ÿ A 프로젝트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Ÿ 의미가 변화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Ÿ A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 되었는가?

<표 Ⅲ-4> 자전적 기억 연구 방법론에 따른 면접 절차

22)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라는 용어가 연구 참여자에게 낯설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면접에서는 중요한 삶의 경험,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 경험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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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의 관점

김찬국(2012), 남상준(1995), 이재영(2012)은 환경교육은 학습자에게

환경문제 해결 이외의 의미를 가지며, 환경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환경교육의 역할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환경교육의 목표

범주에 따라 환경교육이 환경문제 해결에서 갖는 의미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이 학습자의 삶에서 갖는 의미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대해 주형선(2005), Payne(2001)는 환경교육 연구가 “해야만 하는

어떤 것(oughts)을 이미 상정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ises)를 드러내지 못하였다”라고 비판하였다.

이 연구는 환경 프로젝트를 하나의 경험이라고 보고, 환경 프로젝트가

참여자에게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 되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의 관점에서 환경교육을 평가한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환경 프로젝트를 비롯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참여자에게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환경교육에서 학습자의 관점이 반영된 평가는 대부분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보다 능동적으로 학습자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김남수, 2007). 환경교육을 비롯한 교육에서 만족도를

조사한다면 교육 내용이나 방법의 적절성, 교육 환경의 편리함, 재참여

의사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하고, 이에 대해 학습자가

응답하는 방법을 취한다.23) 이를 통해 학습자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나,

여전히 주어진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이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참여자에게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 되었는가 또한 알 수 없다.

23) 예를 들어 정명섭 등(2013)은 대구수목원 환경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하면서

편의 시설 및 휴게 시설 요인, 환경교육 요인, 수목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문성채 등(2014)은 환경부 환경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하면서 교육 흥미도,

담당 직원의 역할 수행 및 친절도, 교육 내용의 적절성, 교육 효과 측면의

기여도, 유익성과 지속 필요성 등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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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 만족도 조사가 아닌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김남수(2007)는 ‘능동적’인 평가를 학습자의 기준에

따른 만족도라고 정의하며, 학습자 개개인의 주관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언어 자료를 양화하여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다.

능동적이라는 의미는 각자의 기준에 따르는 만족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진행된 평가는 양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참여자 개인의

주관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참여자에게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었는가와 같이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교육활동 자체에

대한 평가와 교육활동으로 인한 자신의 변화를 밝히는 것으로 ‘의미’와 관련

된다. 여기에서 의미는 참여자의 반성적 평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언어 자료를 양화하여 파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김남수, 2007, p. 23).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 되었는가를 질문하는 것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 되었는가에 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삶에 비추어 환경교육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며,

연구자는 학습자가 의미의 기준을 무엇으로 두고 있는가, 의미를 부여하는

학습자의 삶의 맥락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즉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 되었는가를 묻고 답하는 과정 그 자체가 학습자가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 연구자가 이를 해석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2장에서 언급한 바,

김남수(2007)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의미의 정도만 판단하거나, 의미 있다고

밝혀진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일반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내러티브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의 의미를 함께

구성 또는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이해하는 틀로 이야기를

재구성(restorying)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구자는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배경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Creswell, 2015). 이는

연구자가 어떤 관점으로 연구 참여자와 이야기 하는가,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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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연구자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이다. 연구자는 2012년부터 A 프로젝트

지도자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배경

지식 또는 선입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지식 또는

선입견이 이 연구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연구자가

참여 당시 자료와 연구 참여를 요청하면서 알게 된 근황을 접하면서

각각의 연구 참여자에게 궁금하였던 질문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연구자의 기억 속 김주영은 환경 프로젝트 그 자체보다 환경

프로젝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재미있게 참여하는 편이었으나, 가장 재미있게 참여하였던 프로젝트는

꾸러미였던 것 같다. 다른 담당 지도자에 따르면 김주영의 어머니가

김주영이 현재 전공을 선택하는데 꾸러미 프로젝트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연구 참여를 요청하면서 김주영이 현재 환경NGO

활동가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현재 진로를 선택하는데

환경 프로젝트가 영향을 미쳤는가, 숲 해설가인 어머니의 영향과 환경

프로젝트의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가를 궁금해 하게 되었다.

둘째, 연구자의 기억 속 전나연은 전반적으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생명의 그물 프로젝트에서 로고 제작을 맡은 이후

그림 그리기를 중심으로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특히 비행 프로젝트에서

리더 역할을 하였다. 연구 참여를 요청하면서 전나연이 현재 새의 방향

정위를 연구하기 위해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현재 진로를 선택하는데 환경 프로젝트가 영향을 미쳤는가, 반려동물로

앵무새를 돌보았던 경험의 영향, 전공의 영향, 환경 프로젝트의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가를 궁금해 하게 되었다.

셋째, 연구자의 기억 속 허진수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으며,

어떤 프로젝트든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하는 편이었다. 특히 무당벌레,

벌과의 공존 프로젝트를 하면서 영상 제작에 많은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으며, 생명윤리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해당 프로젝트 담당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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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생은 자기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3명의 다른

친구들과 벌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였는데, 센터에는 벌집이 꽤 여러 개가

곳곳에 붙어있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벌들이 많아지고 거칠어졌다는 뉴스도

있어 정말 기후변화가 벌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도 탐구

질문에 포함했다. (…)

센터의 교육부장께서 우리 팀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셨다. 작년에 센터

방문객 중에 벌에 쏘여 병원에 간 사람이 4명이나 된다고 하면서 벌집이 눈에

띄면 바로 제거해 달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부탁을 받아들여서 총 31개의

벌집을 찾아 제거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벌집을 제거하는 일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고 불편해했다. 생태계 내에서 벌의 역할을 중요하고, 벌에 쏘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벌집을 제거하는 것은 생명윤리 상 다소 과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벌들의 행태를 조사하려고

했던 우리의 프로젝트는 벌과 기후변화, 그리고 사람의 안전과 곤충의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복잡한 문제로 확대되었다(이재영, 2013, pp. 161-162).

이재영(2013)은 OECD(2005)의 생애핵심역량24)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삶과 사회를 위한 학습역량을 ① 자신에 대한 이해, ②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③ 통합적인 관점과 지식의 맥락적 활용으로

제시하면서 허진수의 이야기를 통합적인 관점과 지식의 맥락적 활용의

예로 들었다. 즉 교과의 틀 안에서 벌과의 공존을 분절적으로 다루었다면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는데(이재영, 2013),

허진수도 이에 동의하는가를 궁금해 하게 되었다.

한편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면서 허진수를 비롯한 A 프로젝트 참여자

여러 명이 교육 관련 전공이나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25)

따라서 현재 진로를 선택하는데 환경 프로젝트가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교육관을 가지게 되는데 환경 프로젝트가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게 되었다.

24) OECD(2005)는 자율적으로 행동하기(act autonomously),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기(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기(use tools interactively) 3가지 범주로 제시하였다(이재영, 2013).

25) 전공이나 직업을 확인하였던 14명 중 4명이 교육 분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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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환경 프로젝트를 비롯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참여자에게 의미 있는 삶의 경험(Significant Life Experiences: SLE)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연구 참여자에게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가?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LE 연구에서는 친환경적인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찾아 환경교육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존 SLE 연구에서 SLE는 “친환경적인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경험”을 의미하며, Palmer 등(1998b)은 SLE를 “Significant Influences

and Formative Experiences”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만약 이 연구가 환경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자의 변화에만 둔다면 환경교육이 SLE가 된다는 의미를 ‘친환경적인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경험이 되었는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존 SLE 연구나 환경교육 평가 연구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환경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환경을 업으로 삼는 환경운동가,

환경교육자, 환경전문가 등이 되거나 친환경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학습자에게 환경교육의 의미는 ‘환경’ 또는 ‘환경문제 해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Stevenson 등(2014)이 비판한 바와 같이 친환경적인

사람의 범주는 다양하며, 환경교육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환경운동가 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필요도 없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 SLE는 환경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자의 변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녀야 하며, 학습자의 삶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의미여야 한다. 이에 Denzin(1989)가 정의한

에피파니(epiphany)의 의미에 따라 SLE를 “삶의 흐름을 바꾸는 중대한

사건 또는 경험”으로 정의하고, 삶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을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환경 프로젝트가 삶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는가?’,

‘환경 프로젝트가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는가?’를 질문하고,

이를 통해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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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이 연구는 2011∼2013년 A 프로젝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A 프로젝트는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A 환경교육센터에서 주최한 것으로

월 2회 정도 모임을 가졌으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강원도 철원군

양지리 마을에서 철새 프로젝트 캠프를 병행하였다. 연구자는 2012년부터

지도자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A 프로젝트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환경교육사에서 시도하기 어려웠던 사례이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참여 학습자, 지도자, 학부모 커뮤니티가 이어지고 있어 환경 프로젝트의

생애사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 적절하였다.

A 프로젝트 참여자는 중·고등학생 38명으로 참여 기간과 참여도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표 Ⅲ-5). 이 연구는 참여자의 회고적 내러티브를 통해

환경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evaluation)이자

개인이 살아 온 경험, 이야기 된 경험(told stories)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 및 분석하는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research)이다(김남수, 2007;

Creswell, 2015). 이러한 연구는 이야기 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의 의미를 함께

구성 또는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Creswell, 2015).

따라서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A 환경교육센터와 A 프로젝트 참여자

커뮤니티에 연락을 취해 가능한 모든 참여자의 근황을 파악하되, 군 복무,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연구가 불가능한 참여자를 제외하였다. 또한

3년 모두 참여하여 A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참여자 7명 중 연구자와의 라포가 높은 연구자 담당 참여자 3명을 의도적

표준 선정(purposive sampling)하였다(표 Ⅲ-6).

연구 참여자 3명 중 2명이 부모님이 A 환경교육센터 활동가이거나

(김주영의 어머니), 환경NGO에서 활동하였던 경험이 있었으며(전나연의

아버지), 3명 모두 부모님의 영향으로 A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교육이나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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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년 2년 3년 계

전체

참여자

중학생 15 1 10 26

중·고등학생 0 2 1 3

고등학생 8 0 1 9

계 23 3 12 38

연구 가능 참여자 5 2 7 14

연구 가능,

연구자 담당 참여자
1 2 3 6

<표 Ⅲ-5> A 프로젝트 참여자(단위: 명)

구분 성별 참여 당시 현재

김주영 여 중학생(14∼16세)
국제경영 전공

환경NGO 활동가(23세)

전나연 여 중학생(14∼16세)
생명과학 전공

대학생(23세)

허진수 남 중학생(14∼16세)
국어교육 전공

대학생(23세)

* 연구 참여자가 직접 정한 가명 사용

<표 Ⅲ-6> 연구 참여자

연구 절차는 김남수(2007)의 회고적 평가와 자전적 기억 연구를 토대로

① 1차 1:1 면접(스스로 평가하기), ② 초점 집단 면접(함께 평가하기),

③ 2차 1:1 면접(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면접 후

전사록을 제공함으로써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회고 및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연구 절차는 A 프로젝트 참여 지도자 2명을

비롯한 환경교육 전문가 4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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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스로 평가하기

1차 1:1 면접은 연구 참여자당 1회, 총 3회를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경험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 하는 비구조화된

(unstructured) 면접이었다.

제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의 삶에서

A 프로젝트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A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던 게 벌써

10년이 되어가는데요, 같은 A 프로젝트에 참여했더라도 사람마다, 시기마다,

상황마다 의미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개개인의 삶에서

A 프로젝트라는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의미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해요.

그런데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이야기 해줄 필요는 없어요. 저만 해도

A 프로젝트라는 경험이 학교 밖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준 좋은 경험이자

지도자로서 제 역량의 한계를 직면해야 했던 어려운 경험이었으니까요.

첫 번째로 이야기 해보고 싶은 것은 ‘○○의 삶에서 중요한 삶의 경험이

무엇인가?’입니다. 경험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모든 것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잘 알 만한 사람으로 예를 들면, 김연아는 어릴 때 가족과 함께

봤던 아이스 쇼, 금메달 이후 슬럼프, 천주교, 태릉선수촌에서의 생활 등,

아이유는 체육대회 장기자랑, 부모님이 체벌 대신 두꺼운 책을 읽게 한 것 등,

스티브 잡스는 부모님의 이혼, 전자공학 방과후 수업, 게임회사 인턴, 애플

공동 설립자인 스티브 워즈니악과의 만남 등이 있겠습니다.

A 프로젝트 이야기 하자고 하더니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낼까 의아해

할 수도 있겠어요. A 프로젝트라는 경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경험을 왜

그렇게 생각할까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 해보려 해요. 그래서 지금의 친구들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친 사건, 사람, 매체, 교육, 기관이나 단체, 가치관,

관심사 무엇이든 관계없이 미리 생각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의 가치 프로젝트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기억의 가치 프로젝트 때

양지리 마을 어르신들의 자서전을 써드린 것처럼 저랑 이야기 하면서 친구들의

자서전을 쓰는 거고, 그 자서전에서 A 프로젝트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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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1 면접을 통해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인생 기간을 전반적으로

회고하면서 중요한 삶의 경험 또는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

경험을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A 프로젝트를 반드시 포함하여 이야기

하도록 요구한 것은 아니었으나, A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질문하는 상황이고 중학교 시절 내내 A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모두 A 프로젝트를 언급하였다.

연구자 : 주제가 무겁긴 한데 오늘 주제는 진수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자유롭게 이야기 하면 돼. 되게 포괄적일 거 같기는 한데. (웃음) ○○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진수한테 궁극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A 프로젝트가

진수한테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뭐 이런 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진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물어보려면 진수 삶을 알아야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진수를 아예 모르고 산 건 아니지만,

잠깐 잠깐 본 거 밖에 없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진수가 생각했을 때 조금

이거는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영향이 있었던 거 같다 이런 사건들, 사건이나

경험, 뭐 사람? 이런 거를 자유롭게 얘기해주면 될 거 같아.

허진수 : 아, 그게 A 프로젝트 하고 꼭 관련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연구자 : 어, 어, 전혀 A 프로젝트 하고 관련이 없어도. 오늘은 A 프로젝트

얘기를 안 할 거고 다음에 할 거야. 진수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알아야 해서 일단 진수 인생 스토리? (웃음)

하면 되는데 너무 폭넓으니까 생각해놓은 거 없으면 막 얘기하면 돼. 오늘은

내가 거의 말을 안 할 거야. (웃음)

이는 연구 참여자가 A 프로젝트에 대해 스스로 회고하면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면접에 익숙하지

않으며, 자신의 속도에 따라 회고 및 설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

(Neisser, 1988)을 고려한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가

환경 프로젝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맥락과 환경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인가에 대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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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께 평가하기

초점 집단 면접은 연구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를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의 삶에서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는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면접이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고 있나요? 이번주 일요일

인터뷰26)는 오후 5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미 누가 올지 예상하고 있을 것 같지만 게스트 분들도 함께할

예정이고, 인터뷰 전까지 지난 인터뷰 결과 정리해서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질문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이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Ÿ 처음 참여하였던 동기는 무엇인가?

Ÿ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던 동기는 무엇인가?

Ÿ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Ÿ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Ÿ A 프로젝트의 의미는 무엇인가?

Ÿ A 프로젝트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Ÿ 의미가 변화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Ÿ A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 되었는가?

초점 집단 면접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회고를 돕기 위한 다양한 큐를

제공하였다. 참여 당시 일지와 보고서에서 연구 참여자가 중요시하였던

사건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글, 사진,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 하였다.27)

연구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A 환경교육센터에 직접 방문할 수 없었으나

A 환경교육센터 활동가를 통해 근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 이외의 담당 지도자와 이야기 하는 시간도 가졌다.

26) 연구 참여자에게 면접이라는 용어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와

이야기 할 때 인터뷰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27)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재미있었다고 언급하였던 것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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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일단 첫 번째 게스트는 우리 A 환경교육센터에 계신 ○○○

선생님이시고. 두 번째 게스트는 오셨죠? (웃음) 그럼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A 환경교육센터 공간을 같이 한 번 보면 좋을 거 같아서 ○○○ 선생님을

모셨고요. 잠깐 그럼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즘 센터 어떤지?

연구자 : 교수님께서 음소거 하시고 많이 기다리셨는데. 같이 얘기해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랑 교수님이랑 최근에 뵌 적이 있나요?

허진수 : 아니요, 최근엔 없습니다.

연구자 : 교수님, 편하게 인사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연구자 : (허진수 프로젝트 사진) 자, (웃음)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일지에

올렸던 사진이나 이런 것 중에서 이건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다,

아니면 추후에 인터뷰 하면서 이건 좀 중요했다고 얘기했던 사진들 한 명씩

가져왔는데, 이거 누구일 거 같아요?

김주영 : 진수.

연구자 : 그렇죠, 너무 티 나죠?

김주영 : 아주 진수. (웃음)

연구자 : 아주 진수죠? (웃음)

허진수 : 제가 저걸, 이런 걸 올렸어요?

연구자 : 진수가 혹시 이 사진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있으면 친구들한테

짧게 소개 좀 해주면 될 거 같아요.

허진수 : 네, 그 첫 번째 사진은 (웃음) 생일 때 제가 약간 생일빵처럼

묻혔던 것 같네요. (웃음) 두 번째 사진은 제가 그때 일지 쓸 때 되게 이상한

사진을 많이 올렸었는데, 그때 있었던 사진인 거 같아요. (웃음)

이는 연구 참여자가 A 프로젝트에 대해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회고하면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었다. 이를 통해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였으며, 3년 동안 있었던

많은 프로젝트와 사건 중 특히 어떤 것에 주목하여 의미를 부여하는가,

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가, 환경 프로젝트가 참여자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경험에 해당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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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2차 1:1 면접은 연구 참여자당 1회, 총 3회를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의

삶에서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참여자의

삶에서 환경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는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면접이었다.

연구자가 작성한 5장을 미리 공유하여 연구 참여자가 읽고 면접에

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A 프로젝트에 대해

다시 한 번 회고하면서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었다.

이를 통해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와 그 변화를 세부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연구 내용을 협의할 수 있었다.

연구자 : 이 그래프는 어쨌든 여태까지 얘기해준 거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은 거고. 여기서 SLE는 Significant Life Experiences라고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 되었냐, 중요한 삶의 경험이 되었냐, 엄청 물었잖아?

그런 환경교육 분야의 용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아. 그냥 중요한, 나연이가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는데 있어서 중요한 경험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고,

별표는 프로젝트랑 관련이 있을 법한 친구들을 좀 표시한 거라고 보면 될 거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순서가 맞는지, 그리고 뭔가 추가하거나 뺄 것이

있을지를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나연 : 이거 새의 감각 책 있잖아요. 이거 고등학생 때 봤어요.

연구자 : 나연이가 아무래도 인터뷰할 때는 되게 강렬한 것들만 얘기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서. 어, 한 번 더 물어보고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

하면서 가져왔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하면서 무당벌레 프로젝트를 했었잖아.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했었던 것 같고. (…)

전나연 : 음, 무당벌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진짜 제대로 기억

안 나요, 뭐 했는지. (웃음) 그냥 밭에 나가서 칠성무당벌레랑 이십팔점박이

무당벌레 비교하면서 그 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가 해충, 그 인간의 관점에서

해충이긴 하지만 생태계 내에서는 중요한 생물이다, 뭐 그러면서 생물과의

공존에 대해서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 48 -

제 4 장 A 프로젝트28)

제 1 절 프로젝트 배경

A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던 것은 2011년이지만, A 프로젝트의 역사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프로젝트를 주최하였던 A 환경교육센터

인근에 위치한 A 초등학교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폐교 위기에 처한 2001년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전문가가 함께 전원형

작은 학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2002년 교사 6명과 학생 96명이

집단 전입을 하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였다. A 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의 핵심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생태교육이었다.

이를 통해 2006년 분교에서 초등학교로 승격되었으며, 지금은 자타공인

“학교 환경교육의 전범”으로 자리매김하였다.29)

그러나 학생들이 A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환경교육을 접할

기회가 사라지게 되자 환경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는 높아졌다.

그러던 중 지역에 A 환경교육센터가 설립되었으며, 따라서 ‘환경교육을

계속 하자’는 움직임이 ‘A 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교육을 하자’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재영(2013)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A 환경교육센터에서 작년 4월부터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다. 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 꽤 여러 명이 A 초등학교 출신이고 그 아이들의 엄마는

연합시절부터 이어와 지금 센터에서 안내자나 지도자로 도와주고 있다.

그 분들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주변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연결해주고

있다(이재영, 2013, p. 81).

28) 참여 당시 자료(일지, 보고서, 설문조사 자료, 면접 자료), A 프로젝트 참여

지도자 초점 집단 면접 등을 요약 및 정리한 것이다.

29) 제11회 교보생명환경문화상(2020. 12. 1).

https://www.kbedu.or.kr/award_kbedu/index.html?num=13&men_ui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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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 환경교육센터가 설립되었던 2009년부터 중등교사 임용에서

환경 교과가 배제되었다. 즉 환경교육 전공자가 전공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사회 환경교육의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환경교육’에서 출발하여 ‘사회 환경교육’으로 변화하였던

요구가 마침내 ‘환경 프로젝트’에 다다르게 된 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영향이었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성이 높은 환경교육을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환경 교과 교육과정에 환경 프로젝트가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때 당시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한국환경교사모임의 환경수업연구모임을 중심으로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등이

이들을 후원하였으며, 환경 프로젝트 발표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A 프로젝트 참여 지도자들 중 일부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까치둥지 조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까치 프로젝트는 A 프로젝트의 보다 실질적인 이론적,

경험적 배경이 되었으며, A 프로젝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A 프로젝트가 있기까지 여러 맥락이 존재하였다. A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지역에 새로 생긴

A 환경교육센터라는 공간으로 수렴되었고, 국가 교육과정의 변화가 이를

부추기는 한편 환경 프로젝트로 이끌었다. 무엇보다도 A 초등학교의

인연과 까치 프로젝트의 경험이 A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였다.

[그림 Ⅳ-1] A 프로젝트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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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프로젝트의 내용 및 방법

A 프로젝트는 실험적인 프로젝트였으며, 단일하고 정형화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A 프로젝트의 성격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하였던 3가지 약속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첫째,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공부가 반드시 고통스러울

필요는 없다.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게 될 거야.

둘째, 옆에 있는 친구는 경쟁에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니다. 너의 즐거운

공부에 꼭 필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셋째, 자연에는 탐구하고 즐기고 배워야 할 것이 아주 많다. 자연이야말로

진짜 학교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광덕산환경교육센터, 2011, p. ⅰ).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 프로젝트는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환경교육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화 등으로 인해

자연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세대에게 자연에서의 경험, 자연을 통한

학습을 제공하고, 이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교과의 틀 안에서 분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며,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A 프로젝트는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A 환경교육센터에서 주최하고,

A 대학교 환경교육과, A 환경교육연구소가 주관하였다. 2011～2013년

3년 동안 월 2회 모임을 가졌으며, 7～9개월 동안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둠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강원도 철원군

양지리 마을에서 5박 6일 동안 철새 프로젝트 캠프를 병행하였다.

A 프로젝트 참여자는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38명이었다. 참여 지도자는 까치 프로젝트 지도자를 비롯한 A 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및 대학생, A 환경교육연구소 연구원 6명이 중심이

되었으나, 철새 프로젝트 캠프에는 다양한 지도자와 학습자가 함께하였다.

연구자는 2012년부터 지도자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 51 -

1. 2011년 프로젝트

2011년 A 프로젝트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6명, 총 20명이었으며, 참여 지도자는

4명이었다. 거미, 동물의 표정, 목화, 무당벌레, 바이오디젤, 소리 지도,

전기 지도를 7개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였다. 이를 장래희망과 연결 지어

결정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모둠을 건축가, 수의사, 디자이너, 곤충 박사,

화학자, 음악가, 여행자라고 지칭하였다(표 Ⅳ-1).

첫째, 거미 프로젝트는 거미의 집을 통해 친환경 건축을 알아보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으며, “모든 거미는 집을 짓는가?”, “거미는 집을

어떻게 짓는가?”, “사람들은 왜 거미를 싫어하는가?”의 3가지 질문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가장 먼저 거미와 거미줄에 대해 조사한 후,

A 환경교육센터 주변의 거미줄을 찾아 거미 이름, 거미 크기, 먹이 상태,

거미줄 형태, 다른 거미와의 관계 등을 기록하고 락카와 본드로 거미줄

표본을 뜨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최종 성과물은 A 환경교육센터

거미줄 지도였으나, 친환경 건축과의 연계는 하지 못하였다.

둘째, 동물의 표정 프로젝트는 그때 당시 이슈였던 동물 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표정에는 감정과 정서가 담겨 있으며, 정서

표현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동물의 표정을 읽는다면 동물과 교감하고 동물에게 감정 이입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표정을 사진으로 찍고 표정에

담긴 감정에 따라 분류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최종 성과물은

동물의 표정이 들어 있는 엽서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엽서와 같은

표정을 짓게 하고 사진을 찍어주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셋째, 목화 프로젝트는 화석연료로 만든 옷에서 벗어나 자연의 재료로

옷을 만드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가장 먼저 목화의 생태에 대해

조사하고 관찰한 후, A 환경교육센터와 집에서 목화를 직접 키우고 이를

재배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최종 성과물은 물레로 손수건을

만들고 천연 염색을 하는 것이었으나, 완성은 하지 못하였다.



- 52 -

넷째, 무당벌레 프로젝트의 부제는 “7 X 28”로 이는 칠성무당벌레와

큰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의 공존을 의미하였다. 무당벌레를 직접 키우며,

무당벌레의 생태를 관찰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최종 성과물은

익충과 해충의 구분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소설과 영상, 무당벌레 책받침이었다.

다섯째, 바이오디젤 프로젝트는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바이오디젤을

만드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으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두,

땅콩, 식용유로 직접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최종 성과물로 바이오디젤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캠페인을 하였다.

여섯째, 소리 지도 프로젝트는 맑은 자연의 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집음기를 만들어 A 환경교육센터

주변의 소리를 녹음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으며, 최종 성과물은

A 환경교육센터 자연의 소리 지도였다.

일곱째, 전기 지도 프로젝트의 부제는 “A 환경교육센터 전기는 어디서

올까?”였다. 다양한 발전소와 주변의 전자제품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으며, 최종 성과물은 A 환경교육센터 전기 지도였다.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계 비고

거미 0 3 3

동물의 표정 2 0 2

목화 2 1 3

무당벌레 3 0 3
전나연,

허진수

바이오디젤 2 0 2

소리 지도 1 2 3

전기 지도 4 0 4 김주영

<표 Ⅳ-1> 2011년 프로젝트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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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 거미줄 표본 <동물의 표정> 엽서

<목화> 목화 재배 <무당벌레> 7 X 28 영상

<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 제작 <소리 지도> 폐우산 집음기 제작

<전기 지도> 에너지 보드게임 <전체> 프로젝트 전경

[그림 Ⅳ-2] 2011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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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 1～2월 철새 프로젝트 캠프

2012년 겨울방학 캠프는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5박 6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7명, 총 17명이었으며, 참여

지도자는 9명이었다. 가락지, 가족비행, 먹이와 똥, 얼굴, 축제 5개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였으며, 캠프 활동도 병행하였다(표 Ⅳ-2, 표 Ⅳ-3).

첫째, 가락지 프로젝트는 “철새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철새의 이동 경로를 연구하는 연구자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는가?”를

주요 질문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가락지와 윙태그를 찾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독수리 A6, 재두루미 3A1을 발견하였다.

둘째, 가족비행 프로젝트는 “철새의 우두머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철새는 왜 다치게 되는가?”를 주요 질문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1～3일차에는 우두머리를 찾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4～5일차에는 철새가

다치는 이유와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먹이와 똥 프로젝트는 “추운 철원에서 두루미는 무엇을 먹고

지내는가?”, “두루미의 배설물은 어떻게 생겼는가?”를 주요 질문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두루미의 입장이 되어 벼 이삭을 찾고 두루미의

배설물을 채집 및 분석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넷째, 얼굴 프로젝트의 부제는 “그냥 두루미가 아니라 두칠이입니다”로

“두루미의 얼굴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를 주요 질문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두루미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고 분류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루미의 표준 얼굴을 찾고 두루미 앨범과 20가지

두루미 보호 행동이 담긴 두루미 신분증을 만들었다.

다섯째, 축제 프로젝트는 “철새와 마을을 위한 축제는 무엇인가?”를

주요 질문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양지리 마을을 비롯한 철원군

관광지를 발굴하고 축제 사례를 조사하는 등 철새 축제를 기획하기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으며, 직접 만든 철새 축제 프로그램과 홍보물을

가지고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철새 축제를 모의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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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계 비고

가락지 3 0 3

가족비행 4 0 4
허진수,

연구자

먹이와 똥 1 2 3

얼굴 1 2 3

축제 1 3 4

<표 Ⅳ-2> 2012년 1～2월 철새 프로젝트 캠프 참여자

구분 아침 점심 저녁

1일차

양지리 마을 탐방

철새 공부

쇠기러기 관찰

몸짓놀이

모둠별 프로젝트

2일차

아침철새 관찰

철새 강의

탐조 장비 강의

모둠별 프로젝트
양지리 마을 강의

모둠별 프로젝트

3일차
아침철새 관찰

두루미관 등 견학
모둠별 프로젝트 모둠별 프로젝트

4일차
아침철새 관찰

두루미 눈사람 만들기

제2땅굴 견학

모둠별 프로젝트

두루미 골든벨

캔들 나이트

모둠별 프로젝트

5일차 눈썰매 모둠별 프로젝트 중간 발표회

6일차 모둠별 프로젝트 프로젝트 발표회

<표 Ⅳ-3> 2012년 1～2월 철새 프로젝트 캠프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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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지> 독수리 A6 이동 경로 <가족비행> 우두머리 조사

<먹이와 똥> 두루미 먹이 조사 <얼굴> 두루미 표준 얼굴

<축제> 뚜루뚜루 눈두루미 축제 <전체> 아침철새 관찰

<전체> 두루미 눈사람 만들기 <전체> 두루미 골든벨

[그림 Ⅳ-3] 2012년 1～2월 철새 프로젝트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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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 프로젝트

2012년 A 프로젝트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6명, 총 19명이었으며, 참여 지도자는

7명이었다. 개미, 기후변화와 양서류, 꽃 이야기, 물건 정리, 벌과의 공존

5개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였다(표 Ⅳ-4).

첫째, 개미 A 프로젝트는 “개미의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주요 질문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가장 먼저 흡충관을

만들어 여왕개미를 채집한 후, 석고, 스트로폼, 휴지, 흙으로 사육장을

만들어 개미를 직접 사육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최종 성과물은

개미도감과 초보자를 위한 개미 가이드북이었다.

둘째, 개미 B 프로젝트의 부제는 “나는 개미다”로 개미와 사람을

비교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가장 먼저 개미에 대해 조사한 후,

“개미는 정말 단 것을 좋아하는가?”, “개미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가?”,

“개미의 힘은 얼마나 센가?”, “개미가 살기 적절한 환경은 무엇인가?”의

4가지 질문을 가지고 개미의 먹이, 무게, 크기, 환경, 힘에 대한 실험을

설계 및 진행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최종 성과물은 개미가 사는

세상과 사람이 사는 세상을 연결하여 그린 그림이었다.

셋째, 기후변화와 양서류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와 이에 특히 취약하다고

알려진 양서류와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도롱뇽을

직접 키우면서 도롱뇽을 관찰하고, 기후변화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였다.

넷째, 꽃 이야기 프로젝트는 꽃에 얽힌 이야기를 알아보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A 환경교육센터 주변의 꽃을 사진으로 찍고 표본을

만드는 활동과 꽃에 얽힌 이야기를 조사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꽃에 얽힌 이야기가 대부분 꽃의 생태와 관련 없는 내용이며,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다는 발견을 하게 되었다. 최종 성과물은 새로운

꽃 이야기를 담은 구연동화 교구, 보드게임 교구, 교구 활용 매뉴얼이며,

이를 활용하여 유치원에서 직접 수업실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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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물건 정리 프로젝트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책을 읽은 후,

자신이 가진 물건의 목록을 작성 및 정리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소유 빈도를 고려한 필수품,

기호품, 쓰레기가 될 확률이 높은 물건을 작성하였으며, 기호품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물물교환 장터를 기획하였다.

여섯째, 벌과의 공존 프로젝트는 A 환경교육센터 주변의 생태 조사를

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으나, A 환경교육센터 주변에 벌집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벌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A 환경교육센터 주변의

벌과 벌집을 찾아 벌 이름, 집터 위치 및 재질, 벌집 높이, 벌집 방향,

노출 정도를 기록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최종 성과물은 벌집

기반 모형, A 환경교육센터 벌집 관리 매뉴얼, 벌과 사람의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벌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뉴스와 A 환경교육센터의 벌 쏘임 사고 소식30)을 접하면서 기후변화가

벌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하였으나, 이들의 관계는 밝히지 못하였다.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계 비고

개미 A 4 0 4 김주영

개미 B 4 0 4 전나연

기후변화와

양서류
0 2 2

꽃 이야기 0 2 2 연구자

물건 정리 1 2 3

벌과의 공존 4 0 4 허진수

<표 Ⅳ-4> 2012년 프로젝트 참여자

30) A 환경교육센터 교육부장에게 4명이나 병원에 실려 갔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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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A> 개미 사육 <개미 B> 먹이 실험

<기후변화와 양서류> 도롱뇽 사육 <꽃 이야기> 유치원 수업실연

<물건 정리> 물건 목록 분석 <벌과의 공존> 벌집 조사

<전체> 제7차 세계 RCE 총회 <전체> 프로젝트 전경

[그림 Ⅳ-4] 2012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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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년 7월 철새 프로젝트 캠프

2012년 여름방학 캠프는 7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5박 6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4명, 총 19명이었으며, 참여

지도자는 8명이었다. 꾸러미, 다큐멘터리, 민통선, 생명의 그물 4개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였으며, 캠프 활동도 병행하였다(표 Ⅳ-5, 표 Ⅳ-6).

첫째, 꾸러미 프로젝트는 양지리 마을과 두루미를 위한 꾸러미 사업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양지리 마을 작목반 및

주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시장 조사를

통해 꾸러미 사업을 기획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직접 만든

“두루미 보따리”라는 꾸러미 상자를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경매하였으며,

수익금 122,000원을 양지리 마을에 기부하였다.

둘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는 양지리 마을의 폐교에 다큐멘터리 학교를

만드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양지리 마을 주민 면접 등을 통해

폐교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기획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폐교는 살아 있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셋째, 민통선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은 “민통선의 두 얼굴”이었으며,

2012년 4월부터 양지리 마을이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해제31)된 것에서

출발하였다. “민통선의 북상이 양지리 마을과 두루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요 질문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양지리 마을 주민 및

전문가 면접을 통해 민통선 북상으로 생겨난 변화나 생길 수 있는 변화를

도출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보안 문제, 두루미

보호 문제, 관광 문제 등을 고려한 검문소를 기획하였다.

넷째, 생명의 그물 프로젝트는 “양지리 마을에 살고 있는 생물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주요 질문으로 하였으며, 이를 폐교 활용과

연계하고자 하였다. 양지리 마을 주민 및 전문가 면접,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양지리 마을 생태 조사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31) 철원 양지리 민통선 규제 40년만에 해제(2012. 4. 13).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20412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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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계 비고

꾸러미 2 3 5
김주영,

연구자

다큐멘터리 4 0 4

민통선 4 0 4 허진수

생명의 그물 5 1 6 전나연

<표 Ⅳ-5> 2012년 7월 철새 프로젝트 캠프 참여자

구분 아침 점심 저녁

1일차 한탄강 래프팅

철새 공부

몸짓놀이

캔들 나이트

모둠별 프로젝트

2일차
철새 강의

모둠별 프로젝트
사냥

호박만두 만들기

모둠별 프로젝트

3일차

폐교 견학

철새마을 강의

모둠별 프로젝트

폐교 강의
모둠별 프로젝트

밤낚시

4일차
액션서울 강의

모둠별 프로젝트

먹거리 수확

모둠별 프로젝트

모둠별 프로젝트

중간 발표회

5일차 모둠별 프로젝트 시장 탐방 모둠별 프로젝트

6일차 모둠별 프로젝트 프로젝트 발표회

<표 Ⅳ-6> 2012년 7월 철새 프로젝트 캠프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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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러미> 두루미 보따리 경매 <다큐멘터리> 폐교 촬영

<민통선> 프로젝트 발표회 <생명의 그물> 생태그물

<전체> 한탄강 래프팅 <전체> 캔들 나이트

<전체> 먹거리 수확 <전체> 시장 탐방

[그림 Ⅳ-5] 2012년 7월 철새 프로젝트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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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3년 1～2월 철새 프로젝트 캠프

2013년 겨울방학 캠프는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5박 6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중학생 23명이었으며, 참여 지도자는 9명이었다.

기억의 가치, 두루미 가족, 두루미 비행, 두루미 잠자리, 샘통 5개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였으며, 캠프 활동도 병행하였다(표 Ⅳ-7, 표 Ⅳ-8).

첫째, 기억의 가치 프로젝트는 양지리 마을 주민의 자서전을 만들고,

이를 통해 양지리 마을 주민이 양지리 마을과 두루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양지리 마을 주민 2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전사하여 자서전을 만드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완성된 자서전은 해당 주민에게 선물하였다.

둘째, 가족 프로젝트는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두루미 가족의 일상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별 역할을 분석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문헌 조사를 통해 “성조가 유조보다 경계 활동을 많이

할 것이다”, “두루미가 재두루미보다 예민할 것이다”, “먹이 활동보다

경계 활동을 많이 할 것이다”, “두루미 가족 구성원은 3마리가 가장

많을 것이다”, “사람과의 거리가 멀수록 경계 활동을 적게 할 것이다”라는

5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두루미와 재두루미를 관찰 및 분석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 성과물은 “두루미 가족 극장”이었다.

셋째, 비행 프로젝트는 두루미의 비행 패턴을 분석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문헌 조사, 전문가 면접을 통해 “두루미가 재두루미보다

도약 거리가 길 것이다”, “성조가 유조보다 도약 거리가 짧을 것이다”,

“위급하면 도약 없이 바로 날 것이다”라는 3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이착륙을 관찰 및 분석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두루미 이륙의 4단계” 등을 발견하였다.

넷째, 잠자리 프로젝트는 두루미의 잠자리를 관찰 및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으나, 액비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두루미 잠자리와 액비의 관계를 탐색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최종 성과물은 여러 가능성을 담은 “두루미-액비 멘붕 곡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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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샘통 프로젝트는 샘통, 사람, 두루미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천연기념물 제245호에서 제외된

천통리 철새 도래지의 샘통을 조사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으며,

최종 성과물은 문화재청장에게 보내는 정책 제안서였다.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계 비고

기억의 가치 5 0 5

가족 5 0 5 김주영

비행 4 0 4
전나연,

연구자

잠자리 4 0 4 허진수

샘통 5 0 5

<표 Ⅳ-7> 2013년 1～2월 철새 프로젝트 캠프 참여자

구분 아침 점심 저녁

1일차
철새 강의

두루미 먹이주기
모둠별 프로젝트

2일차
눈썰매

모둠별 프로젝트

쌀비누 만들기

이글루 만들기
모둠별 프로젝트

3일차 모둠별 프로젝트
평화전망대 등 견학

5일장 탐방

장작불 요리

모둠별 프로젝트

캔들 나이트

4일차 모둠별 프로젝트
연 날리기

모둠별 프로젝트

모둠별 프로젝트

중간 발표회

5일차 모둠별 프로젝트
얼음낚시

모둠별 프로젝트
모둠별 프로젝트

6일차 모둠별 프로젝트 프로젝트 발표회

<표 Ⅳ-8> 2013년 1～2월 철새 프로젝트 캠프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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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가치> 자서전 제작 <가족> 두루미 가족 조사

<비행> 두루미 이륙의 4단계 <잠자리> 두루미-액비 멘붕 곡선

<샘통> 샘통 조사 <전체> 이글루 만들기

<전체> 평화전망대 견학 <전체> 장작불 요리

[그림 Ⅳ-6] 2013년 1～2월 철새 프로젝트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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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3년 프로젝트

2013년 A 프로젝트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중학생 24명, 고등학생 2명, 총 26명이었으며, 참여 지도자는

7명이었다. 꽃과 나무, 벌과의 공존, 새 둥지, 새와 나무, 자연의 디자인,

쓰레기통 디자인 6개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였다(표 Ⅳ-9). 그러나 새 둥지,

자연의 디자인 프로젝트는 끝까지 진행되지 않아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이를 제외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꽃과 나무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은 “꽃과 나뭇잎의 아름다운

모양과 다양한 색의 관찰”이었다. A 환경교육센터 주변의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다양한 모양과 색을 지닌 A 환경교육센터 주변의 꽃과

나뭇잎을 채집하여 압화를 만드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둘째, 벌과의 공존 프로젝트는 2012년 프로젝트의 연장선이었다. 원래

2개 모둠으로 진행하였으나, 주제와 진행 방향이 대동소이하였기 때문에

5월부터 함께하였다. 2012년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벌의 이해를 통한

인간과의 공존 방안”을 찾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A 환경교육센터

주변의 벌집을 제거하고 다시 벌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수비” 활동과

다른 장소에 벌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주”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으며, 벌집 그 자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다.

셋째, 새와 나무 프로젝트는 A 환경교육센터의 우체통에서 딱새 둥지를

발견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새가 둥지를 트게

할 수 있는가?”를 주요 질문으로 적절한 둥지의 유형을 찾아 조정원을

만드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A 환경교육센터 주변의 새 둥지와

새와 나무의 관계를 조사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새 아파트” 실험을 설계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넷째, 쓰레기통 디자인 프로젝트는 학교 분리배출 문제를 해결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참여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별 분리배출 현황을

조사하고, 쓰레기통을 디자인 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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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프로젝트는 유난히 “아쉽다”는 소감이 많았으며, 이례적으로

조기 종료된 프로젝트가 있었다. 이와 같았던 이유가 기록 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맥락을 유추할 수 있는 기록은 있었다.

2011～20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던 참여자가 대부분 고등학교

진학 및 본격적인 입시 준비를 하게 되면서 2013년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거나, 프로젝트의 일부만 참여하였다. 반면 새로운 참여자가 절반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때는 다른 건 다 몰라도 프로젝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확신이나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다. (…)

중학교 때와는 달리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은 시간이 많지 않아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하기는 좀 무리였다. (벌과의 공존, 기존 참여자)

죄송해요 반만 나갔는데. 그래도 그 사이 동안 재미있었어요. 그 뒤로

더 나가지 않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엄마의 실수입니다. 엄마가 간식비

결제보고 돈을 너 나가는 거까지 다 냈다고 하셔서 저도 그러는 줄 알고

그 뒤에는 가는지 몰랐어요. (새와 나무, 새로운 참여자)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계 비고

꽃과 나무 4 0 4

벌과의 공존 7 1 8 김주영

새 둥지 4 1 5 조기 종료

새와 나무 4 0 4

전나연,

허진수,

연구자

자연의 디자인 2 0 2 조기 종료

쓰레기통 디자인 3 0 3

<표 Ⅳ-9> 2013년 프로젝트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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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과 나무> 압화 색상환표 <벌과의 공존> 벌집 기반 모형 실험

<자연의 디자인> 자연체 기획 <새 둥지> 새 둥지 조사

<새와 나무> 새 아파트 실험 설계 <쓰레기통 디자인> 쓰레기통

<전체> 프로젝트 전경 <전체> 프로젝트 전경

[그림 Ⅳ-7] 2013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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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

제 1 절 전나연의 이야기

1. 전나연의 삶

전나연의 이야기는 “등산”에서 시작된다. 전나연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하면서 아생화에 대한 설명을 듣곤 하였다. 또한

환경교육을 중요시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32)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생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에게

식물도감을 선물 받은 것을 계기로 “꼬마 식물박사”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식물도감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아침 산책 시간에 뭐 화단을 관찰? 식물, 봄에

식물 싹을 관찰해서 그려 본다, 그려 보기?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식물

싹을 관찰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되게 거기에 꽂히게

되었어요. 뭔가 식물에? 아, 식물이 뭔가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또 꽃 피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생명체 정말 신기하다 그런

것도 있었고. (…)

담임 선생님이 제가 식물 좋아하는 걸 아시고 약간 이야기 식의 되게 쉽게

뭐 식물에 얽힌 이야기 같은 게 적혀 있는 식물도감을 그거를 뭐 편지를 써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식물이 되게 좋아지고 그랬어서.

이러한 관심사는 초등학교 6학년을 기점으로 ‘새’로 옮겨가게 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애완동물이나 경제동물 기르기’ 수업을 들으면서

앵무새를 기르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새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

32) 4장에서 언급한 A 초등학교와 A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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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나는 식물학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또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 실과 교과서?에서 애완동물 키우기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목차?33) 부분이 있었어요. (…)

6학년 때는 앵무새를 제가 전담해서 계속 이제 돌보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또 앵무새를 집에서 키우게 되면서 되게 새에 관심이 많아졌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 조류학자를 해볼까 (웃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웃음)

전나연은 앵무새뿐만 아니라, 많은 동식물을 키워 왔다.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동식물을 좋아하는 편이며, 동식물을 잘 돌보는

것이 “집안 내력”인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작은 아버지가 사육사이다”,

“할머니가 많은 물고기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동안 특수동물 수의사를 꿈꾸기도 하였다.

어릴 때부터 동물을 진짜 다양한 동물을 많이 키워봤어요. 햄스터도 오래

키워보고, 토끼도 키워보고, 새도 기억은 안 나는데 잠깐 키워봤다 그랬고,

다람쥐 이런 동물들을 되게 많이 키우고 그랬어가지고. (…)

특수동물을 진료하는 그런 병원이 거의 없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수도권,

수도권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거의 서울에 밀집되어 있고. 대도시, 광역시

그런 정도밖에 없어 가지고 특수동물 수의사를 해볼까. 그러면 햄스터나 뭐

도마뱀이나 이구아나, 앵무새 같은 경우는 아파도 진료를 못 보잖아요.

전나연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꿈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하였다.

특히 전나연의 삶에서 ‘새’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관심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나연은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조류학을 전공한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싶어 지금의 대학교와 전공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입학한 해에 그 교수님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대학교 입학 후

슬럼프를 겪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전나연은 “생각하였던 것과 많이

다른 대학 생활”이었다고 설명하였다.

33) 전나연이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었으며,

실과과 교육과정 중 ‘애완동물이나 경제동물 기르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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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관심사가 아닌 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거나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였던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부대끼는 대학 문화”가 힘들었다고 하였다. 전나연은 소그룹의

모임을 선호하는 편이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한 학급밖에

없었던 초등학교를 다녔던 것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

일단은 관심 있는 분야는 생태학이라든가 동물행동학 쪽 그런 쪽인데 막

마이크로 쪽 막 유전자 그런 쪽, 막 마이크로, 세포 단위 이런 거 배우니까

그런 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사귀는 거 되게 못하는데, 막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저 혼자 갔지,

아무도 모르지. 뭐 막 학교에서는 막 뭐 해오름? 아,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춤추라고 하지. (…)

아, 제가 다 싫어하는 것들만. (웃음) 잔뜩 막. (웃음) 그리고 막 사람들,

사람끼리 부대끼는 거? 그거 좀 싫어해 가지고. 네, 막 엄청 몰려가고 그런 거

안 좋아하고. 만약 한다면은 그냥 뭐 1박 2일 가는 게 아니라 딱 1일? 하루만

견학 간다거나 그런 거는 좋은데. (웃음) 사람들 부대끼는 건 너무 싫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반밖에 없어 가지고. 저는 거길 병설유치원 때부터

다녔잖아요? (…)

7년을 이제 뭐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거는 계속 같은 애들만 봤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갔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친구 사귀는 거.

따라서 전나연은 휴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휴학을 하고 전나연은

“일단 쉬면서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커피를

직접 만드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거나 교회34) 사람들과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는 등 그동안 몰두해 왔던 ‘생태’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34) 전나연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힘들 때마다 종교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였다.



- 72 -

휴학을 통해 재충전한 전나연은 다시 ‘생태’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졸업논문으로 칼새와 제비의 분변을 분석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고,

새의 방향 정위를 연구하기 위해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류생태학자 또는 조류행동학자가 되어 생태나 생태복원 관련 연구직에

종사하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였다. 다른 길로 전환할 수

있었으나, 지금의 전공이 가장 관심 있고 자신 있기 때문에 비록 힘이

들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밝혔다.

새의 감각이라고 영국의 조류학자인 팀 버케드라는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래서 그 조류에 관한 책도 별로 없어요. 다른 책은 많은데. 아, 그래서

어떤 분이 추천해주셔서, 추천해주는 글을 봐 가지고 한 번 읽어봐야겠다고

읽게 되었는데, 그 조류의 방향 정위, 감각 중에서도 자각,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인 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는 거기에 되게 흥미를 많이

느꼈어요. 뭐 사람한테는, 다른 동물한테는 없는 능력이잖아요?

취업을 어디로 할지도 대충 구상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이나

○○○○○○○, 그런 멸종위기보호 복원센터나 보전센터. 일단 국내에는

그거밖에 없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외국에 있는 연구원으로 한 번 가보고

싶고.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라든지 ○○○○○○○나 뭐

그런 쪽인, 그런 쪽으로 연구? 하는 그런 센터로 가고 싶어요.

요컨대 전나연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동식물’이었다.

여기에서 동식물은 자연 경험이나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직접적으로 접한

동식물뿐만 아니라, 책으로 간접적으로 접한 동식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식물학자에서 앵무새 브리더로, 앵무새 브리더에서 특수동물 수의사로,

특수동물 수의사에서 조류생태학자 또는 조류행동학자로 변화해 왔지만,

동식물이라는 키워드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장래희망을

가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에게 식물도감을

선물 받은 것이나,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받아 온 환경교육이 전나연에게

‘생태’라는 관심사를 심어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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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전나연에게 환경교육의 영향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나연이

조류생태학자 또는 조류행동학자를 꿈꾸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나연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오랫동안 설명하였다.

선생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아이들 교육하는 방법? 그림책을 읽으면서

애들을 같이 교감하는 그런 책을 쓰신 적이 있는데, 제가 방학 때 선생님께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는데, 그 편지가 그 책에 실려 있어요. (…)

제가 이제 겨울에, 신년에, 연말인가 신년에 부모님이랑 어디 놀러갔다가

뭐 불꽃놀이도 보고 그런 것들? 그런 걸 이제 적었는데, 선생님이 그 내용,

내용이, 제대로 기억은 안 나요. (웃음)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선생님이

되게 인상 깊으셨나 봐요. 얘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린 애가?

간접적인 경험보다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을 중요시하는 전나연의

구분에 따르면 식물도감은 간접적인 경험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도감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담임 선생님이 주신’

식물도감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전나연이 느끼는 환경교육의

의미는 환경교육 그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당 환경교육을 접할 당시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Ⅴ-1] 전나연의 삶35)

35) 연구 참여자의 삶을 종합하는 그림은 김희경(2011)을 참고하였다. ‘●’은

일반적인 SLE, ‘★’은 환경 프로젝트와 관련 있는 SLE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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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나연의 환경 프로젝트

전나연은 처음 부모님으로부터 A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을 때 “당연히

무조건” 참여하겠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생태에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고 한다. 또한 A 프로젝트가 “남들이 잘할 수 없는 경험”이며,

“자신의 경험 가운데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였다.

주영이가 했던 말대로 같이 뭐 하던 게 있었는데,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부모님도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의견을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아, 당연히 무조건 하겠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이런 연구 같은 거 한다고 하는 게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뭔가 그리고 또 환경, 생태 쪽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약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거 같아요.

전나연은 2012년 1～2월 진행되었던 철새 프로젝트 캠프를 제외하고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무당벌레, 개미, 생명의 그물, 두루미 비행,

새와 나무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였다.

전나연에게 가장 기억에 남은 프로젝트는 2013년 1～2월에 진행되었던

철새 프로젝트 캠프의 비행 프로젝트였다. 반려동물로 앵무새를 돌보면서

새에 관심이 많던 전나연에게 “잘 볼 수 없는 새를 직접 보고 눈에 담고

관찰하였던” 경험은 그 어느 것보다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겨울에 철원 양지리 마을 가가지고 두루미

관찰하면서 비행 연구했을 때 그때가 진짜 너무, 너무 강렬히 꽂힌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 진짜 잘 볼 수 없는 새를, 두루미를 보고 사진을 찍고 직접

눈에 담고 그 새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게 진짜 저에게는 너무

좋은 경험이어가지고. 거의 황홀했던? (웃음) 매일 두루미 보러 나가는 게

너무 즐거웠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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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 프로젝트 발표대회에 참여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며,

특히 2012년 9월 통영에서 열렸던 제7차 세계 RCE 총회에 참여하였던

것이 그러하다고 하였다. “좁은 지역”에서 벗어나 멀리 어딘가를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듣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일이자 “가장 성장시킨” 경험이라고 한다.

환경 프로젝트 대회 나갔을 때 2등 했었나? 해가지고 갑자기 통영에서

열리는 국제 환경포럼에 나가서 발표했었을 때. 국제 포럼이어가지고 (웃음)

막 영어로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진짜 엄청 큰 그런 포럼장에 우리가 섰다는 게

그게 제일 큰 사건이지 않았나 생각해요. (…)

삶의 경험?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 그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되게 좁은 지역에서 어디를, 막 뭐 그때에는 어렸기도 하지만 뭐 멀리 나가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때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뭐 발표

자리에 서는 경험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했던 아, 저 사람들은 저런 걸 하고

어떤 의미를 내었구나라는 그냥 뭐 지식 같은 것도 습득이 되고 그 경험이

가장 저를 성장시키고 프로젝트의 의미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러나 2012년 10월 서울에서 열렸던 환경 프로젝트 발표대회에서

개미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은 “잊고 싶은 흑역사”라고 하였다.

계속 후회되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개미 프로젝트예요. 왜냐면

그 영상에서, 그 영상 봤듯이 그 어떤 교수님이 이거 왜 했냐, 이 프로젝트

왜 했냐 했을 때 그때 아무도 대답을 못 했었거든요. (…)

이 프로젝트 하는 게 의미가 논점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로 이 프로젝트를

하다보니까 제가 이 프로젝트의 의미가 뭔지, 내가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계속 그게 생각이 나고 그 프로젝트를 하는 도중에 계속, 계속 생각이

났었는데. 그 결과물을 놓고서는 거기 발표장을 가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저한테는

아쉬웠었고 약간 그때 기억은 지금까지 계속 마음에 있어요. 진짜 잠들기 전,

뭔가 잠들기 전에도 갑자기 그 기억 떠오르면은 잊고 싶은 흑역사. 약간 그런

(웃음) 그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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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류학자의 길을 다지다

전나연은 등산을 즐기시는 아버지, 환경교육을 중요시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동식물을 비롯한 생태에 관심이

많았다. A 프로젝트도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이었으나, 2013년 1～2월

진행되었던 철새 프로젝트 캠프의 비행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재확인하고 “성장”하게 된다.

일단은 정서적이나 사고적? 이런 생각하는 게 변화되는 그런 기회였던 거

같고요. 그리고 진짜 이거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진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면서 지금 제가

있는 자리 그니까 뭐 생명과학과를 간다든가 뭐 향후 내가 어떤 미래 진로를

가져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 전반적인 경험이 되어 가지고 네, 제가

정말 성장하게 되었던 계기였고요.

비행 프로젝트의 의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한 번 빛을 발한다.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철새 프로젝트 캠프를

떠올렸고, 이에 대해 검색하면서 지금의 대학교와 전공을 선택하였다.

저는 그 철원 갔을 때요. (웃음) 그때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철원 가서

두루미 봤을 때. 지금 제가 ○○대 생명과학과를 꼭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였냐면은 A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철원 양지리 마을 가서

프로젝트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자소서에 뭔가를 써야 되겠는데,

이 학교 외부에 있는 거를 쓸 수는 없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이때 프로젝트 했던 거 두루미가 생각이 나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철원 두루미 막 이런 식으로. 그 검색을 했었을 때, 검색을 했는데, 지금은

명예 교수님으로 은퇴하신 교수님 ○○○ 교수님이라고 조류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철원 두루미에 대한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고

그 선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제 인생에 진짜 전환점이라면은 그거인 거

같아요. 그걸 딱 보고서는 아, 나는 꼭 ○○대 생명과학과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온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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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나연에게 A 프로젝트는 “지금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경험”, 즉 SLE가 되었다. 전나연은 A 프로젝트 이전부터 생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A 프로젝트를 통해 진로를 ‘선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A 프로젝트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무언가를

함께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과정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삶의 배움”이 되었다. 이러한 “삶의 배움”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장이 환경 프로젝트 발표대회였으며, 이를 통해 발표를 싫어하는

전나연이 발표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완전 꾸준한 길을 걸어온 사람인데, 제가 이 서 있는, 지금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중요한 경험은 네, 하나의 중요한 경험이긴 하죠. 그리고

제가 진짜 막 어디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한다든가 그냥 발표 자리에 서있는

거를 정말 싫어하고 아무튼 네, 아무튼 그런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었는데.

뭔가 계속 제가 해야 할 일은 연구를 계속 해야 하는 일이고 뭐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논문을 쓰면 논문을 발표를 계속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경험을 쌓는 일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싶고.

또 제가 하면서 아, 이 A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아, 나는 정말 생명,

새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약간 확고한 (웃음) 확고함을 네, 그런

생각을 심어줬던 그런 거 같아요. 특히 철원에 가서 두루미 관찰했던 게 아,

나는 정말 이 길 아니면 다른 건 못 하겠다, 나는 정말 이 길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거 같아요.

그냥 첫 번째 프로젝트, 무당벌레 프로젝트 이후로는 그냥 발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어차피 나 혼자 나가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그냥 부딪혔다고 해야 될까요? (웃음) (…)

발표하는 거는 지금도 싫어하는데, 그래도 그때 경험 때문에 싫어도 그냥

당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환경 프로젝트 발표했던 경험 때문에 더 잘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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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전나연에게 A 프로젝트는 “조류학자의 길을 다지는” 경험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A 프로젝트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경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였던 경험이 지금의 전나연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 진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전나연에게 A 프로젝트의 의미가 강화되었던 대표적인 시점은 2012년

7월 생명의 그물 프로젝트, 2012년 9월 제7차 세계 RCE 총회, 2013년

1～2월 비행 프로젝트, 2016년 두루미에 대한 기사를 읽었을 때이다.

2012년 7월 철새 프로젝트 캠프에 참여하면서 모둠원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으며, 함께하는

일의 가치를 느끼고 직접 실현하는 경험이 되었다. 2012년 9월 처음으로

큰 무대에서 발표하면서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연습을 하였다.

2013년 1～2월 직접 두루미를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자신의 장래희망을

굳건히 하였으며, 2016년 비행 프로젝트를 떠올리면서 두루미에 대한

기사를 본 것을 계기로 지금의 대학교와 전공을 진학하게 되었다.

반면 A 프로젝트의 의미가 약화되었던 대표적인 시점은 2011년 10월

환경 프로젝트 발표대회, 2012년 10월 환경 프로젝트 발표대회, 2013년

새와 나무 프로젝트 때이다. 2011년 10월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깨지

못하고 환경 프로젝트 발표대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다. 2012년 10월 환경 프로젝트 발표대회에서 내심 고민해 왔던

개미 프로젝트의 의미에 대해 심사위원의 질문을 받으면서 “약한 부분을

깨닫는 충격”을 받게 되었다. 2013년 새와 나무 프로젝트는 마무리가

잘되지 않아 아쉬운 프로젝트로 기억하고 있었다.36)

전나연이 이와 같이 A 프로젝트의 의미를 평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생태와 연구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러한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A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A 프로젝트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진로를 확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36) 연구 참여자 모두가 2013년 프로젝트를 비슷하게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4장 2절, 6장 2절에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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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나연은 해당 환경교육을 접할 당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환경교육의 의미를 찾으며, A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 프로젝트 참여자가 대부분 이미 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A 프로젝트에 잘 적응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거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이어서 네, 같이 프로젝트 하는 애들이 아는

애들이어 가지고 적응을 잘했다고 해야 할까요? 네, 제 성격 상 뭔가 낯선

사람이 있으면 말을 진짜 안 해요. 입을 다물고 안 해 가지고. 그래서 의견이

있어도 거의 대부분 그냥 듣는 편이고 말은 하지 않는 편인데. 근데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단 그 분위기에 적응, 그 프로젝트 하는 거에 대한

적응이 빨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네, 의견 조율이, 팀으로 활동하면

의견 조율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의견 조율이라든가 생각 같은 거를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프로젝트도 하면서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그것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도

이런 게 있다면 저는 또 하고 싶은 거고요. 그냥 그때 인연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좋았다는 것밖에 말할 게 없네요. (웃음)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절이랑 시간들이 즐거웠어요.

[그림 Ⅴ-2] 전나연의 환경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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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허진수의 이야기

1. 허진수의 삶

허진수의 이야기는 “외향적이었던 나”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

허진수는 어린 시절의 자신은 원래 외향적인 편이었으나, 지금과 같이

“내향적인 틀”로 굳혀지게 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라고 하였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규칙이 많고 엄한 가정 분위기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 것이 자연스럽게 조용하고 말 잘 듣는 모범생의

이미지로 이어졌다고 한다. 그 이미지가 서서히 강해지다가 초등학교

4～5학년부터 허진수의 틀이 되었다고 하였다.

제가 지금은 사실 이렇게 되게 조용하고 어쩌면 내향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또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막 이랬던 애였던 거

같아요. (…)

그냥 공부 잘하는 애 이미지로, 조용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이미지로 그렇게

굳혀져 왔던 거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서서히 생겼었는데, 네, 그렇게

지내다가 한 4～5학년 때부터는 완전 그냥 그런 이미지로 찍혀 가지고.

초등학교 시절의 허진수는 주어진 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 왔던

한편, 마음 한편에 외향적이었던 과거의 나에 대한 향수가 짙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향적인 성격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장벽 없이 어울려 놀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한다.

따라서 허진수는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농담을 하고, 장난도 많이 치는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바람이 중학교 때부터, 즉 A 프로젝트 참여 당시부터 외향적인

성격을 지닌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고 하며,

이에 대해 허진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81 -

옛날에는 아무래도 음,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 좀 이상적인 사람으로 많이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래서 음, 아버지도 저한테 좀 당당하게 좀 외향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도 많이 살았고요. 어,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제가 A 프로젝트 때도 음, 그런 노력을 좀 했던 거 같아요. 이상한 행동도

좀 되게 많이 했었는데, A 프로젝트에서. (웃음) 그래서 가끔 막 ○○○

선생님께서 (웃음) 이건 도대체 무슨 개그니? 이런 말씀도 하셨고. 막 제가

이상한 글도 올렸을 때도 있었던 거 같아요. 나는 너무 갇혀 살아온 것 같다는,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글37)도 올렸던 거 같아요.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을 기점으로 허진수의 가치관이나 삶이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허진수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초·중학교와 멀리 떨어진

기숙형 고등학교였는데, 이는 허진수가 ‘어떤 사람이다’ 또는 ‘어떤 사람일

것이다’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허진수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다.

그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간 게 아니고 좀 먼 데를 가가지고 거기에는

저의 과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를 정말 편견

없이 대해주고, 저를 그냥 저의 모습 그대로 생각해주고, 이렇게 친구처럼

생각해주는 아이들이 곁에 많이 있어서 그런 걱정 없이 살았던 거 같아요.

저는 저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그때 아이들이 저를 많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조용한 아이여도.

그때부터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저를 많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인정해주는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아, 내가 굳이 내 모습을 바꾸려고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37) 허진수의 일지에서 이와 같은 맥락이 드러나는 글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3년 1～2월 철새 프로젝트 캠프 일지에서 “저도 변했습니다.

아주 조금일지도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의 제 일지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의 말을

보면 저는 정말로 묵묵하고 어둑어둑한 분위기였습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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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절의 경험을 계기로 허진수는 억지로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기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거의 자신이 외향적인 사람이었는가,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분위기가

외향적인 사람을 선호하는가에 대해 더 이상 연연하지 않으며, 지금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에만 오롯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대인관계를 전혀 고민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민을 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졌다.

그때부터 내 모습을 그동안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느꼈던 거 같고요.

그래서 음, 이제는 그래서 제 모습을 많이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제가 특히 정말 군대와 상극인 사람이거든요. 일단 저는 일반적으로 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하는 걸 하질 않고요.

그니까 뭐 축구나 남자들이 흔히 하는 게임이나 담배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거의 아예 안 해가지고요. (…)

군대 다녀와서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진 않았던 거 같아요. 제 모습대로

살고 싶어서 또 그대로 살게 되었네요.

이와 같이 허진수를 그 자체로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 입학 이후 허진수는 그동안 꿈꿔 왔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자신이 선택한 국어 교사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38)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친구들과 거의 놀지 못하였던 무미건조한 일상을

떠올렸던 반면에, 대학 생활을 회고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다채로운 일상을 설명하였다. 대학교 1～2학년 때 밴드 동아리를 하면서

“술만 마시고 놀기만 했다”고 하였는데, 대학 생활을 통해 친구들이랑

노는 삶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한다.

38) 허진수는 어린 시절부터 문학과 소설을 좋아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 2가지를 함께할 수 있는 국어 교사를

선택하였다. 교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영어 교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학교를 친숙하게 접하면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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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허진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기대’였다. 허진수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용어는 “인정”과 “노력”이었다. 예를 들어

특별한 목표가 없었던 때부터 공부라는 “과업”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등 자신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때부터 “강박증을 앓았다”는 이야기나 가장 기억에 남는 책으로

『연을 쫓는 아이』를 꼽았던 이야기를 통해 허진수가 이러한 기대를

얼마나 무겁게 느꼈는가를 알 수 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좀 강박증을 조금 앓았었거든요. 그때 음, 제가 한 번

음, 국어 시험을 엄청 크게 망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음, 중학교 때도

이전에도 맞아본 적이 없었던 점수라 되게 크게 충격을 먹었었나 봐요. 그래서

국어 점수가 엄청 낮게 나온 뒤로 되게 글을 읽는 게 조금 두려워졌었어요,

그때. 근데 그게 잘 안 나아서요. 사실 지금도 약간은 가지고 있어요. (…)

그때 병원도 좀 가긴 했었는데 안 낫더라고요 이게. 저의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나을 수 있는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요새는 전보단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져서 음, 마음은 좀 더 편히 먹으면 네, 괜찮아지는 거 같고. 사실

그게 글 읽는 거에만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었던 거 같아요.

보통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들은 뭔가 완벽한 주인공이나, 주인공 상이나

아니면 처음엔 부족해도 결국에는 뭔가 완성되는 인물이 많은데. (…)

음, 뭔가 거기 주인공으로부터 좀 그렇게 인간적이어도 된다,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위안을 줬던 책이었던 거 같기도 해요.

다시 말해 허진수에게 기대가 무겁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허진수의

가치관이나 삶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허진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허진수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배경, 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였던 이유와 방법,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된 계기 등을

고려한다면 기대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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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허진수의 삶

2. 허진수의 환경 프로젝트

허진수가 A 프로젝트에 처음 참여하였던 동기는 환경이나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부모님의 권유 때문이었으나, 2011년 진행되었던

무당벌레 프로젝트를 통해 프로젝트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A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생물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동식물을 관찰하는 것이

재미있었으며, A 프로젝트 지도자들과 친구들이 “편견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것이 A 프로젝트를 “행복하게” 느꼈던 이유라고 밝혔다.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 같아요. 어, 일단 첫 번째로 그게

제가 옛날에 호기심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래서 움직이는 생물 같은 걸 되게

신기해했어요. 그래서 그런 동식물들을 보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그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던 거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컸던 이유가 교수님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영향이 많이 컸던 거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그때

인격적으로 많이 미성숙하기도 했고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를 편견 없이 너무 따뜻하게 받아주셔 가지고 그때 떠올리면 되게 행복했던

거 같아요. 제가 그 속에서 너무 행복함을 느껴서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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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수는 2011～2013년 진행되었던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무당벌레, 두루미 가족과 비행, 벌과의 공존, 민통선, 두루미 잠자리,

새와 나무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였다.

허진수에게 가장 기억에 남은 프로젝트는 2012년 진행되었던 벌과의

공존 프로젝트였다. “위험한 생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하였던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쫄깃한” 경험이었으며, 영상을

만들면서 하루 종일 붙들고 있을 만큼 재미있었다고 한다.

또한 2013년 1～2월 진행되었던 철새 프로젝트 캠프에서 생일파티를

하였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은 사건이라고 하며, 그때가 친구들에게

“막역한 대우”를 받은 첫 경험이었다고 하였다.

한편 2012년 7월 진행되었던 민통선 프로젝트에서 지도자가 모든 걸

완벽히 준비해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같이

뛰어들어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에 맞서는 경험”을 한 것이나, 2013년

1～2월 진행되었던 잠자리 프로젝트에서 두루미가 자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면서 “대자연의 경지를 실현”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철새 프로젝트 캠프가 허진수에게 “새로움의 연속”이었으며, 특히

캠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다고 설명하였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말벌을 관찰했던 프로젝트였어요.

제가 살면서 제일 위험한 생물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관찰한 게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만큼 그때 너무 강렬한

기억이었어요. 막 쏘일 거를 감수하고 진짜 의자를 뒤집고 벌집 관찰하고

했던 게 쫄깃하면서 재밌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때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영상 만들기에 굉장히 꽂혀서 그것도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하루 종일 붙들었던 기억도 나고 해서 그때 프로젝트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 프로젝트 내용은 아닌데,

예전에 철원 갔을 때 제가 그때 생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일파티를

했던 기억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웃음) 제가 살면서 그런 막 어,

뭐라고 하지?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막역한 대우를 친구들한테

받고 그때 케이크도, 케이크로 이제 비비크림 바르듯이 화장도 하고 했던 게

(웃음) 기억에 남고 너무 행복했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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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정말 강력한 기억이었던 건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인터뷰 때

말을 못 했던 게 아마도 그보다 인간적인 경험이 너무 생일파티나 이글루

사건이나 이런 게 너무 강렬해서 그때 잘 생각이 안 났던 거 같아요. 어,

철원에서 일들이 정말 모든 게 새로움의 연속이어서 그때도 더듬어보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

잠자리 팀에서 같은 경우는 어, 두루미가 자는 모습을 직접 관찰했다는

그 사실이 일단 너무 쾌감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운, 넘기 힘든 대자연의

경지를 뭔가 실현한 느낌이 들어서 그때 고생한 보람도 있고 너무 좋았던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민통선 때는 그때, 그때도 막 ○○○ 선생님 하고

이것저것 많이 부딪혀 봤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군사 시설에 막 전화해서

한 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약간 어찌 보면 민감하고 어려운 과제였을 텐데,

그걸 선생님 하고 다 같이 협업해서 했다는 자체가 너무 의미가 컸던 거

같아요. 원래 어, 옛날에는 제가 느꼈을 때 선생님들께서 뭔가 모든 걸 완벽히

준비해오시고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었는데, 그때 뭔가 문제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같이 뛰어들어서 맞서는 그런 경험이어서

너무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3년 진행되었던 새와 나무 프로젝트에서 주제를 잘 정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던 것이 아쉬웠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주제를

잘 정하지 못한 것은 자신이 “노력”을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저희가 마지막 프로젝트 때 음, 처음에 주제를 잘 못 정했던 걸로 약간

많이 난항을 겪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 그때 제가 많이 노력을 못 했던 거

같아요. 좀 더 생각을 하면 또 어, 의미 있는 결론으로 갈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거 같은데. 약간 이상하게도 뭔가 안일한 생각을

가졌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금도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약간 이때는 어떤 열정 이런 게 식기보다는 아, 이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주제를 주체적으로 정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아직 그래도 정하는 게 저희가

미숙하다보니까 거기서 어떤 벽 때문에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네, 그래도 열정이 없던 건 아닌데 제가 조금 더 뭔가 이리저리

많이 고심을 해보고 이랬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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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있는 그대로의 나를 연습하다

허진수가 A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가장 많이 표현하였던

감정은 “행복”이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학교 시절의 허진수는

자신의 내향적인 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외롭게 살아 왔던 허진수에게 A 프로젝트는

“편견 없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났던 첫 경험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등학교 임학 이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허진수로

변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허진수는 A 프로젝트가 “과도기”이었으며,

A 프로젝트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고 설명하였다.

저를 편견 없이 너무 따뜻하게 받아주셔 가지고 그때 떠올리면 되게

행복했던 거 같아요. 제가 그 속에서 너무 행복함을 느껴서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거 같아요.

제가 살면서 그런 막 어, 뭐라고 하지?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막역한 대우를 친구들한테 받고 그때 케이크도, 케이크로 이제 비비크림

바르듯이 화장도 하고 했던 게 (웃음) 기억에 남고 너무 행복했던 거 같아요.

사실 저희가 프로젝트가 환경과 관련된 거긴 한데요. 저는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는 살아가는 방식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생각해보니까 음, 무당벌레의 일상이나 말벌의

일상, 두루미의 생태 이런 것처럼 어떤 생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탐구한 거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어떤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는 법을 배운 거 같아요. 어떤

생물이나 대상이 자연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공감할 수 있구나 이거를 알았던 거 같고요. 특히 편견을 깨는 작업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무당벌레 같은 경우도 이십팔점박이무당벌레가

해충이라는 편견, 아니면 말벌 같은 경우에도 위험한 생물이라는 편견 이런

거를 직접 마주하면서 깨는 작업을 하면서 공감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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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 프로젝트는 문학 소년 허진수가 국어 교사가 아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A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생물에 관심이 많던 허진수가 거의 모든 생물을 좋아하게 되었으며,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생물 수업을 들으면서 이과 전향을 고민하였을 만큼

A 프로젝트의 의미가 빛을 발하였다.

제가 원래 사실 중학교 때부터 교사를 생각하긴 했었는데요. 중간에 살짝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생물을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옛날에 그 프로젝트 한 것도 생각이 나고 해서.

그때 이후로 확실히 동물이나 어떤 식물 이런 게 너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생물에 되게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갑자기 제가 올림피아드를 막

나간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웃음) 갑자기 캠벨 책인가 그런 걸 가지고 공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음,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설득을 하셨던 거

같아요. 너는 이쪽이 아니라 문과 쪽인 거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도

문학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됐는데,

음, 지금도 가끔 만약에 이과를 택해서 생물 쪽을 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음, 어, (웃음) 그냥 밖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생물들이 다 좋더라고요.

생물에 관심을 갖게 된 게 A 프로젝트가 매우 큰 영향이 있었다는 게

부인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네, 그때 정말 많은 관심이 생겼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학문을 배우니까 이제 너무 재미있어서 이런 진

로로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다시 인문계 쪽으로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전환점이, 의미가 있었던 게 제가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를 알았던 거 같아요.

허진수에게 A 프로젝트는 “중학교 시절을 A 프로젝트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중요한 경험”, 즉 SLE가 되었다.

A 프로젝트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허진수에게 가장

큰 의미로 남은 것은 “인격적인 성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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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허진수에게 A 프로젝트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연습하는”

경험이 되었다. 비록 A 프로젝트 참여 당시부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하거나 극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입학 이후 변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연습”의 과정이었다.

다시 말해 “인격적으로 미성숙”하였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A 프로젝트 참여자들과의 “인간관계”가 “행복”하였던 것이다.

사실 아까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많이 배웠다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사실 그거 말고도 제가 크게 느낀 게 또 사람과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니까 그런 인간관계의 측면에서도 많이 배웠었거든요. 어,

사실 중학교 때 제가 좀 많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좀 외롭게 살았던 거

같아요. 제 안에만 좀 갇혀 살고 좀 이랬었는데. 근데 A 프로젝트 할 때는

그때는 정말 다들 저에 대한 아무런 편견39)이나 이런 게 없이 친구처럼

너무나 편안하게 잘 대해주셔 가지고 그때 정말 편안하게 지냈던 거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어, 음, 저를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던 거 같고요. 네, 아무튼

그런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영향이 음, 제가 최종적으로 A 프로젝트를 이렇게

떠올릴 때 이러한 삶에 영향을 받았다 이거에 영향을 많이 줬던 거 같아요.

네, 이 A 프로젝트 이후로 제가 고등학교 갔을 때 제가 확 많이 변했었는데,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A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랑을 받았던 거 같아서.

네, 그랬던 거 같아요.

허진수에게 A 프로젝트의 의미가 강화되었던 대표적인 시점은 2011년

무당벌레 프로젝트, 2012년 벌과의 공존 프로젝트, 2013년 1～2월 철새

프로젝트 캠프의 생일파티 때이다. 2011년 무당벌레 프로젝트와 2012년

벌과의 공존 프로젝트는 생물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고, 국어 교사가 아닌

다른 길을 보여주었다. 2013년 1～2월 철새 프로젝트 캠프에서 이글루에

파묻히거나 케이크로 화장을 하는 등 격한 생일 축하를 받으면서 자신이

A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를 체감하였다.

39) 허진수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편견”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편견 없는” 인간관계에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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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허진수에게 A 프로젝트의 의미가 약화되었던 대표적인 시점은

2013년 새와 나무 프로젝트 때이다.40) 허진수는 2013년 프로젝트가 이전

프로젝트와 달리 “주체적”으로 주제를 정하는 프로젝트였으나, “난항”을

겪으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하였다.

네,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무당벌레 같은 경우는 원래 정해져 있었던

주제였고요. 벌과의 공존은 그것도 사실 제시해주신 거여 가지고. 사실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허진수가 이와 같이 A 프로젝트의 의미를 평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A 프로젝트 참여자이었다. 자신을 “편견 없이” 대해주는

A 프로젝트 참여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생물에 대한 관심이 생명윤리를 깊이 있게

고민하거나, 생물 관련 진로를 탐색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림 Ⅴ-4] 허진수의 환경 프로젝트

40) 허진수는 “주제를 정하는 큰 과정”을 겪었다는 것에 의미를 느꼈기 때문에

‘약화’라는 표현에 완벽하게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긍정적 경험을 통해

의미를 느낀 강화와 부정적 경험을 통해 의미를 느낀 약화로 구분하였으며,

‘아쉬움’이라는 감정을 부정적 경험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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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김주영의 이야기

1. 김주영의 삶

김주영의 이야기는 “오지랖”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오지랖이 넓은 편이었으며, 자신의 삶이 “싸움”의 연속이었다고 하였다.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한테 강하자”라는 신념이 있었던 김주영은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와 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과 싸우며,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을 주도하는 친구들과 주먹다짐을 한다거나, 그 친구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설득한다거나, 우연히

만난 노숙자에게 빵과 음료수를 사주는 등 그 이유와 방법은 다르지만,

정의감에 불타는 싸움을 계속해 왔다는 것은 같다.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나, 일련의 이야기를 통해 교육,

특히 가정 교육을 중요시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어렸을 때 사회봉사자가 제 장래희망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었던 계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오지랖이 엄청 넓었단 말이에요? (…)

맨날 여자 애들 막 때리고 지나가고 막 뭐 집어던지고 막 어쨌든 진짜

개구쟁이였어요. 근데 그런 애들 보면 이 마음속에 정의가 불타오르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남자 애들이랑 진짜 치고받고 많이 싸웠거든요?

중3 때 반장 한 번 했었는데, 반장하면서도 반에 양아치 애들을 어떻게든

좀 미화시켜보겠다고 담임 선생님이랑 맨날 맨날 손 꼭 붙잡고 교무실에

앉아 가지고 쌤, 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얘기했던 기억도 나고.

뭐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거 같은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좀 뭔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갈구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진짜

언짢아했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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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교육이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었고. (…)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줘도 다시 착한 아이들로 돌아올 수 있는 건데.

왜냐면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근데 그거 하나 못 잡아서 나중에 사회문제를

일으킬 만큼 이렇게 나쁜 어른들로 육성해내는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김주영은 사업가 아버지와 환경 활동가 어머니41)의 슬하에서 자랐으며,

환경 활동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셀 수 없이 많은 환경(교육)

활동에 참여해 왔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다녔으며,

숲 체험, 먹거리 교육, 지역 행사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한다.

A 프로젝트도 어머니의 권유로 참여하였던 활동 중 하나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활동들이 “하나의 점”처럼 역할을 하여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

“연장선”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지금 잘 만들어진 이 저의 모습에 그 점 하나를 이렇게 찍었다고

해야 되나? 그 과거에? 뭔가 이렇게 이어주는 연장선? 중에 하나로 의미가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 엄마들의 주 관심사가 약간 이런 환경, 친환경 이런

거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했던 활동들이 다 그런 거였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였던 A 프로젝트도 똑같이 그거를 이어 받아서 우리가 뭔가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밀접해 지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런 느낌. 엄마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거 같아요.

김주영의 삶에서 ‘환경’이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김주영이 생각하는 ‘환경을 지키는 방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화해 왔다. 김주영의 장래희망은 사회봉사자, 공익광고 기획자, 환경

사업가 순으로 변화해 왔는데, 이를 통해 김주영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41) A 환경교육센터 숲 해설가 등으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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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자를 꿈꿨던 시절의 김주영은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김주영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사람이었고, 환경 활동가 어머니와 어머니의 권유를 통해 참여하였던

환경(교육) 활동의 영향으로 환경이 자신이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 중

하나였다.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캄보디아로 봉사를 다녀온 것을 계기로

사회봉사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사회봉사자라는 꿈을 꾸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캄보디아 봉사활동이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지.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애들을 보니까.

그러던 중 고등학교 1학년 때 『광고천재 이제석』을 읽게 되면서

공익 광고에 눈을 뜨게 되었고, 대학교에서 국제경영을 전공42)하면서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된 고민이기도 하다.

엄마는 환경 쪽에 뭔가 운동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런데, 아빠는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사업을 하시고 이러니까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이 가치가 되게

반대되는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개를 같이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나중에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그 전까지는 그냥 맨날 뭐 환경, 지구 뭐, 봉사해야 된다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약간 경영학과를 가니까 돈에 이게 뭔가 자본시장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돈의 흐름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게 환경에 가장 큰 기여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 같아요. 내가 백 날 뭐 배달음식 안 시키고 백 날

뭐 텀블러 써봤자 이 환경이 쉽게 바뀐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그것도

해야지,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머리를 똑똑하게 써야지 환경이 좀 이렇게

잘 굴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인 거 같아요, 저한테.

42) 광고홍보 관련 전공을 희망하였으나, 부득이 국제경영을 전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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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주영은 환경NGO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을 가장 망치는 2가지가

축산업과 패션이기 때문에 페이크 미트와 생분해성 양말을 런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내서 더 잘 팔리게 하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하였다.

김주영은 자신의 활동을 “물건을 팔면서 이윤을 계속 받되, 이윤이 나면

날수록 지구를 망치는 일인 게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고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라는 용어가

미래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사회공헌이라는 말이 미래에는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뭔가 지구에 기여를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기업은 진짜

수많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 사회공헌이라는 말이 아예 없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 교육에도 관심이 생겼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김주영은 소위 비행 청소년 친구들을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반장이었던 중학교 3학년 시절과 교육봉사에

지도자로 참여하였던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김주영이 생각하는 교육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회고하면서 야간자율학습이 “나쁜 어른들이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에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김주영의 교육관의 배경 또한 부모님에게 있었다.

A 프로젝트나 아니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해줬던 그런 것들이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걔네는 정말 유치원 때부터, 애기 때부터

그 교육의 틀에 딱 갇혀서 살아왔을 텐데 저는 이 틀에서 계속 벗어난,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A 프로젝트도 나갔다 들어오고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나갔다 들어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정형화된 틀에서 자란 게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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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김주영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부모님’이었다.

사업가 아버지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환경 활동가 어머니를 통해 환경적

가치를 다소 분절적으로 배우다가 국제경영을 전공하면서 이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대학교 1학년 때

친구와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 것, 대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환경NGO 대표와 만나면서 자신이 구상하고 있던 가치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생각해 왔던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지금의 김주영을 만드는데 “하나의 점”들이 되었다고 하였던

환경(교육) 활동은 환경 활동가 어머니의 권유로 참여한 것이었는데,

일련의 활동은 환경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경험, 정형화

되지 않은 교육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었다.

다시 말해 김주영에게 사업가 아버지와 환경 활동가 어머니의 영향이

없었다면 지금의 김주영이 환경과 경제의 양립을 고민하거나, 교육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의 부모님은 SLE를

매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김주영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자체로 SLE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Ⅴ-5] 김주영의 삶43)

43) 김주영은 면접 내내 SLE와 영향 요인을 꼽는 것을 불편하고 어려워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6장 1절에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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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주영의 환경 프로젝트

김주영이 A 프로젝트에 처음 참여하였던 동기는 환경이나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부모님의 권유와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A 프로젝트 참여자의 상당수가 부모님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였으며,

A 프로젝트 이전부터 다른 활동을 함께하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김주영은 “친구들과 같이 A 환경교육센터에 놀러간다”는 편한 느낌으로

A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김주영은 2012년 1～2월 진행되었던 철새 프로젝트 캠프를 제외하고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전기 지도, 개미, 꾸러미, 두루미 가족,

벌과의 공존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였다. 김주영은 특별히 힘들었던

프로젝트 없이 전반적으로 재미있게 참여하였으나, A 환경교육센터의

프로젝트보다 철새 프로젝트 캠프가 “재미있고 특이하였다”고 하였다.

다들 유의미하고 뜻 깊은 프로젝트였는데, 저도 나연이처럼 철원에 가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나이 때 그런 비무장 지대에 가서 며칠씩 자고

연구를 한다는 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었으니까 그게 되게 기억에

남기도 하고. 특히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그 아까 푸름쌤이 보여주셨던

사진 중에 제가 꾸러미 만든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김주영에게 가장 기억에 남은 프로젝트는 2012년 7월에 진행되었던

철새 프로젝트 캠프의 꾸러미 프로젝트였다. 부모님이 참여하지 않았던

A 환경교육센터의 프로젝트와 달리 철새 프로젝트 캠프에서는 캠프

마지막 날 부모님과 마을 주민 분들을 모시고 프로젝트 발표회를 열었는데,

이러한 발표회가 “부모님까지 이해관계자가 추가된 느낌”이 들었으며,

자신이 하는 활동이 “부모님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어머니가 자신이 만든 꾸러미를

사주셨던 것을 생생하게44) 묘사하면서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하였다.

44)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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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경매를 하는데 그 저랑 ○○○ 친구랑 둘이 꾸러미를 만들었는데,

○○ 꺼는 그 부모님이 그거를 안 사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제 꺼

경매할 때 다른 분이 계속 이렇게 돈을 부르는데 엄마가 약간 지지 않겠다는

식으로 엄마가 계속 돈을 높여서 결국 엄마가 그거를 가져가셨어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드는 생각이 음, 앞에 개미라든가 벌이라든가 A 환경교육센터에서

했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저희끼리 공유하고 선생님들이랑 피드백하고

이렇게 해서 끝났었는데, 그때는 딱 뭔가 이해관계자가 부모님까지 이렇게

추가된 느낌으로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내가 하는 이런 활동들이 뭔가

우리 부모님도 지켜보고 계시고 부모님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모님한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자랑, 자랑할 수 있는 이게 되게 좋은

활동이구나 하는.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노는 줄만 알았지

이게 어디 가서 크게 뭐 발표를 하고 뭔가 부모님한테 뭔가 보여드리고 이런

기회가 많이 없었어서 그래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거 같아요.

또한 2011년 진행되었던 전기 지도 프로젝트에서 당진화력발전소를

견학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서 “교수법에 대한 고민을 할 때”

A 프로젝트가 떠오른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에도

관심이 있는데, 다양하고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A 프로젝트가 자신과

자신의 교육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들이나 대학교 때 만나 뵈었던 교수님들을

보면서 그 A 프로젝트에서 뵈었던 선생님들과의 그런 교수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가 되었던 거 같아요. (…)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거의 없는데 현장체험을 그렇게 나갔던 것을 어느

과학 선생님이 반 학생들 다 데리고 당진화력발전소 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보여주진 않잖아요. 물론 그게 많은 제약이 있고 이거랑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그랬고. 좀 저희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전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전기 관련된 교구를 보드게임

같은 걸 가져와서 해주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전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흥미를 많이 가진 거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했던 그런 방법들이 되게 저희의 그런 시야반경을 넓혀주는데 큰, 좀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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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다

김주영이 환경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용어는 “기조”, “배경”, “백그라운드” 등이었다. 또한 “서서히”, “가랑비

젖듯이”라는 표현을 통해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삶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큰 뭔가 사건이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가랑비 젖듯이 되게 이런 백그라운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없었다면 어,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 인간만이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렸을 때 개미를 보면 이걸 연구 해야겠다, 얘는 다리가 몇 개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미가 지나가네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개미에게도 뭔가 가족을 이렇게 잘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네들만의

군집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각각의 생명체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준 것도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경영이라는 전공을 선택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뭐 약간 광고

기획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마케팅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 곳은 환경 관련된 일을 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A 프로젝트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 몫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주영은 환경 활동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환경(교육)

활동에 많이 참여하였으며, A 프로젝트도 어머니의 권유로 참여하였던

활동 중 하나라고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하나의 점”이 되어

“서서히 가랑비 젖듯이” 환경과 경제의 양립을 고민하고, 교육에 관심을

갖는 지금의 김주영이 되었다. 다시 말해 A 프로젝트가 다른 경험과

구분되는 경험이었다기보다 김주영의 인생을 연결 짓는 “연장선”, 지금의

김주영이 되는 “일차원적인 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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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다 그냥 일차원적인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A 프로젝트라든가 ○○○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내가 지구에

뭔가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또 연장돼서 공익 광고

이제석 그 분처럼 사회에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게

또 연결이 돼서 지금 또 인턴십을 하면서 기업들이 이런 CSR 활동들이라든가

기업마다 그런 부서를 만들어 가는 게 요즘 추세인데. 이걸 진짜 사회공헌

하는 척하는 회사랑 아닌 회사랑 뭐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니까 옛날에는

그냥 무작정 착하게 살아야지였다면 지금은 조금 더 음, 사회에 나오다보니까

전략적으로 그런 사회공헌의 본질이 무엇인지, 혹은 그 사회공헌을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회공헌의 추세가, 트렌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주영은 경험을 새로운 경험, 특이한 경험, 특별한

경험으로 구분하면서 A 프로젝트가 “특이한 경험”이었으나, “삶을 바꿀

정도로 큰 사건”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김주영에게 A 프로젝트는

SLE가 되지 않았으나, 자신의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A 프로젝트만 SLE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굴곡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새롭다라는 말은. 어, 새, 누구나 새로운, 새로운 거는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오늘 처음 가는 밥집을 가도 새로운 경험인거고, 새롭다라는 형용사는

거기에 맞는 표현인 거 같고. 특이하다는 말이 맞는 거 같은데. 어, 경험은

정말 새로운 게 이만큼이면 특이한 게 이만큼이고 특별한 게 이만큼인 거

같은데.45)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특별함도 있었어. 특별한 건 정말 그 안에서

소중한 것들과 뭔가 진짜 재밌었고 행복했던 것들? 특이한 것까지 아우르자면

어쨌든 그 안에서 뭐 상처받는 일도 분명 있었을 테고, 있었고. 뭔가 어,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뭐 나도 공부를 해서 뭐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건 어쨌든 어떤 사건이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험을 아우르는? 특이한 경험이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누구나 할 수 없는 특이한 경험.

45) 새로운, 특이한, 특별한의 범위를 점차 작게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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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석하게도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거 같아요. 뭔가 다른

일들도 사실 저한테 SLE라고 할 만큼의 그런 큰 사건은 저한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 같은 거 이렇게 표식, 표식화 이렇게 해주셨는데 굳이

만들자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정말 너한테 인생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에는 사실 저걸 다 얘기 할 수 있을 거 같진 않은 느낌?

그래서 A 프로젝트만 SLE가 아닌 것은 아니다.

저는 사실 친구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되게 큰 굴곡 없이 좀 잔잔하게

살아온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 보면 친구들 중에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 약간 충격을 받았던 친구들도 있고, 뭐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기가 크게 다쳤었거나 아님 크게 아팠었거나 뭐 이런 게 하나씩들

있는 거 같은데. 저는 그런 큰 굴곡이 없는 거 같아서 뭔가 인생의 충격을

딱 받을 만큼 확 딱 꽂이는 그런 게 없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겪어온

모든 경험들이 전부 다 제 인생의 약간 백그라운드가 되었다? 하다못해 아까

저녁으로 먹은 밥도 어쨌든 경험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 다

합쳐져서 지금, 지금의 저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영에게 A 프로젝트는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는”

경험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사회성을

비롯한 “인격적인 기반”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환경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강화하거나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교육”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거를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A 프로젝트에 얼마큼의 영향을

받았나, 몇 퍼센트의 기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뭔가 그런 기조를 탄탄히 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성을 함양하는데 너무 큰 도움을 줬어. 내가 너무 진짜 못된 어른으로

크지 않게 그 기반을 잡아줬다고 해야 되나? 내가 뭐 개미를 잡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걸 밖에 나가서 직접 잡아보면서 친구들이랑 뭐

같이 흙도 만져보고 이런 걸 해보면서 좀 잘 클 수 있었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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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뭔가 A 프로젝트에서 했던 거나 그동안 크면서 환경 관련해서

했던 일들이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무지하지는 않았으니까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고.

내 미래 세대에게 창피할 짓을 하면서까지 돈을 벌지는 말자 약간 이런

마음이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근데 트렌드가 굉장히 지금 그런

환경과 관련된 경영이 되게 트렌드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도 있고 물론 그게 뭐 전문적이진 않지만 일단 그런

감수성이 충분히 있고,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고.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 지금 세대에서는 딱 이 환경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정말

큰 돈도 되고 뭔가 내 자식들에게도 창피하지 않겠다 이런 게 딱 맞물려

떨이지면서 아,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이론 위주로 막 교과서로 배우는 게 아니고

A 프로젝트에서는 그 오감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교수법이었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 어린 저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게 훨씬 더 흥미롭고 재밌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런 그 긍정적인 기억들이 뭔가 교육관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보지 않아도 아, 이런 교육이 좋은 교육이구나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주영에게 경험의 의미에 대해 강도를

고려하면서 이야기 하도록 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꼽아보도록

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주영이 특별히

의미 있게 생각하였던 지점은 존재하였다. 2011년 전기 지도 프로젝트의

보드게임과 당진화력발전소 견학, 2012년 개미 프로젝트의 개미 사육,

2012년 꾸러미 프로젝트이었다. 3가지 모두 이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A 프로젝트가 특별히 떠올랐던 시점은 교육봉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때이다. 교육봉사와 같이 “교수법에 대한 고민을 할 때”

A 프로젝트가 생각이 나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꾸러미

프로젝트에서 강조하였던 로컬푸드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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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지도는 당진화력발전소 견학 갔던 거랑, 제 기억엔 그 ○○○쌤 차

그 자가용 타고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음, 그러고

○○○쌤이 교구를 직접 만드신 건지, 아니면 어디서 사오신건지 모르겠는데

그 전기 관련된 보드게임 같은 거였는데. 그게 그때는 되게 왜 어디 학교를

가든 집을 가든 ○○○○, ○○○○, 막 이런 시중에서 파는 그런 보드게임만

접하다가 갑자기 그 약간 마침 공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게임으로 배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되게 신선했던 거 같고. 개미 할 때도

그 개미들을 데리고 그, 약간 스티로폼 같은 걸로 직접 집을 만들었거든요?

스티로폼도 이용해보고 뭐 나무도 이용해보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쌤들이 진짜 그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잘했던 거 같아.

꾸러미도 어, 꾸러미 채우면서 그 안에 있던 그 제품들이 전부 다 철원

그 마을에서 난 것들로만 채웠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 사실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몰랐는데. 이걸로 그 이후의 이야기로 이어서 가보면 제가

여기 지금 NGO에서 일하기 전에 아산 신활력 플러스, 아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이런 거였어요. (…)

그때 철원에서 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의미로 우리한테 로컬푸드가

중요하다고 한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이 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꿈사다리

학교, 농어촌 교육봉사 했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 가서 이런, 그때는

환경교육이었지만 지금은 약간 인성교육 이런 걸 하러 왔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전에 했던 교육법? 교수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리 눈높이에

잘 맞춰 주셨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림 Ⅴ-6] 김주영의 환경 프로젝트46)

46) 강도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직선으로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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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환경 프로젝트의 생애사적 의미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는 참여자에 따라, 참여자의 삶의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진로를 선택한 참여자들끼리도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나연, 김주영).

전나연은 ‘조류학자의 길을 다졌던’ 경험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조류학자라는 진로를 확정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환경 프로젝트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방법과 그 가치를 배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였던 것이 의미 있다고 하였다. 전나연에게

환경 프로젝트는 인생의 “진짜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지금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허진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연습하였던’ 경험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환경 프로젝트가 있는 그대로 사랑 받았다고 느끼는 첫 경험이었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이 의미

있다고 하였다. 또한 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국어

교사가 아닌 새로운 진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허진수에게

환경 프로젝트 이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중요한 경험”이라고 하였다.

김주영은 ‘인생의 밑그림을 그렸던’ 경험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환경

프로젝트가 다른 경험과 구분되는 경험이고, 환경NGO 활동가가 되는데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일련의 경험이 자신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김주영에게 환경 프로젝트를 비롯한 특정 경험을 구분하여 이야기

하도록 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환경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강화하였으며, 교육관을 형성하였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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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변화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를 평가하는 기준이나 양상이 환경 프로젝트 참여

당시 시점에서 이야기 하였을 때와 환경 프로젝트 참여 이후 시점에서

이야기 하였을 때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환경 프로젝트 참여 당시 시점(2011～2013년)에서 이야기 하였을 때는

그때 당시 느꼈던 감정과 자신이 생각하는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를 대변

할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야기가 펼쳐졌다.

모든 회고적 내러티브에 감정을 반영되어 있지만(Fernyhough, 2020),

참여 당시 시점에서 이야기 하였을 때 특히 그러하였다. 다시 말해 참여자

나름의 기준에 따라 성공적이었던 경험은 긍정적인 감정(재미있었다,

좋았다, 즐거웠다 등)으로 그렇지 않은 경험은 부정적인 감정(아쉬웠다,

어려웠다, 힘들었다 등)으로 빗대어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모두 청년이고 청년의 자전적 기억에서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김수연, 1993), 환경 프로젝트 참여 당시라는

보다 구체적인 회고 시점과 회고해야 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하기

용이하였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연구자의 질문이나 큐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참여 당시가 아닌 시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이해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으며, 큐를 제공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큐 제공을 통해

회고량을 높이고 세부적으로 회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Wagenaar, 1986),

참여 당시를 상대적으로 생생하게 이야기하였을 수도 있다.

환경 프로젝트 참여 이후(2014년 이후) 시점에서 이야기 하였을 때는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였던 지점과 엮인 새로운 경험을 하였을 때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가 다시 한 번 빛을 발하였다.

이를 바꾸어 보면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였던 지점과 엮인 새로운

경험이 없거나, 이들의 상호관계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면 의미가 유지

또는 약화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화되는 것이 정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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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구 참여자 모두가 환경 프로젝트 참여 이후의 의미를 의미가

강화되었던 순간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전나연은 두루미 기사를 보고

지금의 대학교와 전공을 선택하였던 것, 허진수는 고등학교 생물 수업을

들으면서 새롭게 생물 관련 진로를 탐색하였던 것, 김주영은 교육봉사를

하면서 교수법에 대해 고민하였던 것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로컬푸드의 의미를 재발견하였던 것을 언급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언급한 사건 이외의 사건이 실제로 없었을 수도

있지만, 해당 사건과 환경 프로젝트를 연결 짓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회고는 태생적으로 기억(memory)과 기대(anticipation)로 구성되며

(Grumet, 1981),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Bromgard et al., 2006),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가 강화되었던 사건 위주로

회고 및 설명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의미 변화를 종합하면 참여 당시 시점의 평가는 환경 프로젝트

그 자체에 대한 평가, 참여 이후 시점의 평가는 환경 프로젝트의 생애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환경 프로젝트

그 자체가 환경 프로젝트의 생애사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므로

연구 참여자가 환경 프로젝트 그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통해

연구 참여가자 부여한 생애사적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연구 참여자 모두가 같은 해,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같은 시기에 같은 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지만, 각각의 참여자 수만큼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참여자마다 선천적인 기질이 달랐으며,

환경 프로젝트 참여 이전의 삶과 참여 이후의 삶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참여 당시부터 환경 프로젝트를 다르게 인식하였으며, 이와 같이

처음부터 환경 프로젝트를 다르게 인식하였기 때문에 참여 이후 의미를

되새기는 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연구자들이 SLE 연구를 비판해 왔던 바와 같이 경험을

모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심지어 같은 세대이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개인차가 뚜렷하였다. 즉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는 참여한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의 맥락을 따라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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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미 있는 삶의 경험

‘A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연구 참여자 3명 중 2명은 그렇다, 1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SLE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경험은 나름의 의미가 있으며, 실제로

SLE가 되지 않았다는 김주영 또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고

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다. 즉 SLE가 되었는가 여부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김주영은 환경 프로젝트가 SLE가 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SLE와 영향 요인을 꼽는 것을 불편하고 어려워하였다.

따라서 SLE를 통해 환경교육을 평가하는 연구가 어떤 한계를 지니는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김주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애석하게도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거 같아요. 뭔가 다른

일들도 사실 저한테 SLE라고 할 만큼의 그런 큰 사건은 저한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 같은 거 이렇게 표식, 표식화 이렇게 해주셨는데 굳이

만들자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정말 너한테 인생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에는 사실 저걸 다 얘기 할 수 있을 거 같진 않은 느낌?

그래서 A 프로젝트만 SLE가 아닌 것은 아니다.

저는 사실 친구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되게 큰 굴곡 없이 좀 잔잔하게

살아온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 보면 친구들 중에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 약간 충격을 받았던 친구들도 있고, 뭐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기가 크게 다쳤었거나 아님 크게 아팠었거나 뭐 이런 게 하나씩들

있는 거 같은데. 저는 그런 큰 굴곡이 없는 거 같아서 뭔가 인생의 충격을

딱 받을 만큼 확 딱 꽂이는 그런 게 없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겪어온

모든 경험들이 전부 다 제 인생의 약간 백그라운드가 되었다? 하다못해 아까

저녁으로 먹은 밥도 어쨌든 경험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런 게 하나하나 다

합쳐져서 지금, 지금의 저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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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오롯이 기억의 주인이자 삶의

주체인 김주영만이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김주영이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이며,

이를 통해 김주영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김주영에게 회고적

평가가 효과적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첫째, 김주영의 회고는 최근 사건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최근 사건이

아닌 것을 SLE인가 묻는 것은 “모순인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김주영이

그나마 SLE로 꼽았던 것은 대부분 최근 3년 동안 있었던 경험이었고,

그 이전 경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 김주영의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유난히 다양한 주제로 많은 경험을 해 왔으며,

일상적으로 회고를 하는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장기 기억은 활성화가

필요하며(조수진, 2012), 자신의 속도에 따라 과거의 자신을 회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연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Neisser, 1988), 김주영에게

회고 그 자체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김주영에게 환경 프로젝트가 SLE이었다면 달라졌을 수 있다.

Chawla(1998) 등이 밝힌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사건은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더 생생하고 정확한 기억이 되지만, 김주영에게

환경 프로젝트는 SLE가 아니었다. 따라서 김주영에게 환경 프로젝트를

회고하는 것이 특히 어려웠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김주영의 이야기는 이 연구에서 시도하였던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고적 평가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주영은

초점 집단 면접을 통해 참여 당시 자료를 보면서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이야기 하였던 것이 회고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김주영과

같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회고적 평가 방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SLE 연구에서 환경 프로젝트를 비롯한 환경교육에서 어떤 기억을

남기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SLE 연구가 대부분 친환경적인 사람을 환경으로 업으로 삼는

사람과 거의 동일시해 왔으나, 친환경적인 사람의 범주가 다양하기 때문에

(Stevenson et al., 2014),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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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환경 프로젝트의 교육적 의미

회고적 평가는 의미 있게 생각하는 지점을 선정하여 이야기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김남수, 2007), 각각의 참여자가 환경 프로젝트에 부여한

의미를 대변할 수 있는 사건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던 환경 프로젝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구조화된(ill-structured) 문제를 사용하는 환경 프로젝트의

특징이(Markham et al., 2007),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여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를 좌우하였다. 다시 말해 비구조화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다 같이 어려운 문제에 맞섰던 경험”이 될 수도(허진수),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던 경험”이 될 수도 있다(전나연,

허진수). A 프로젝트는 대부분 전자에 해당되었으나, 2013년 프로젝트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웠던 경험”(전나연, 허진수)으로 기억되거나

“기억조차 없는 경험”(김주영)으로 남아 있었다.

둘째, 환경 프로젝트에서 협력 또는 협력적 문제 해결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대표적으로 전나연은 생명의 그물,

허진수는 민통선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모두가

환경 프로젝트가 “사회성 발달”(전나연, 김주영), “인간관계에 대한 배움”

(허진수, 김주영), “인격적인 성숙”(허진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이는 환경 프로젝트 참여 당시(2013년) 설문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47)

셋째, 환경 프로젝트에서 실제 세계와 대면하거나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대표적으로 전나연은 비행,

허진수는 잠자리, 김주영은 전기 지도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A 프로젝트를 전나연은 “남들이 잘할 수 없는 경험”,

허진수는 “새로움의 연속”, 김주영은 “특이한 경험”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철새 프로젝트 캠프를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DMZ라는 공간적

배경과 캠프라는 형식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47) “프로젝트 진행에 가장 큰 힘”이 동료들과의 협력(56.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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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수행

비구조화된 문제를 사용하는 환경 프로젝트의 특징이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여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를 좌우하였다는 것은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야 하는가,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 프로젝트에서는 특히 2013년 프로젝트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2013년 프로젝트는 유난히 “아쉽다”는 소감이

많았으며, 이례적으로 조기 종료된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3년 프로젝트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던 참여자가 대부분

고등학교 진학 및 본격적인 입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참여하지 않거나

프로젝트의 일부만 참여하였으며, 새로운 참여자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또한 이전 프로젝트는 대부분 지도자가 주제를 제안하였으나, 2013년

프로젝트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48)

중학교 때는 다른 건 다 몰라도 프로젝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확신이나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다. (…)

중학교 때와는 달리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은 시간이 많지 않아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하기는 좀 무리였다.

허진수 : 약간 이때는 어떤 열정 이런 게 식기보다는 아, 이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주제를 주체적으로 정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아직 그래도 정하는 게

저희가 미숙하다보니까 거기서 어떤 벽 때문에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네, 그래도 열정이 없던 건 아닌데 제가 조금 더 뭔가

이리저리 많이 고심을 해보고 이랬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자 : 방금 얘기하면서 생각이 든 건데. 주제나 이런 거는 1, 2년차는

약간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약간 가시는 그런 게 있었어, 좀?

허진수 : 네, 네,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48) 2011년 프로젝트와 철새 프로젝트 캠프는 지도자들끼리 주제를 선정하고,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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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택을 어려워한다는 것은 환경 프로젝트 참여 당시(2013년)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며,49) 허은경(2001), 박수경(2004), 이혜진(2012)

등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제 선택을 가장

흥미로운 과정으로 인식하기도 한다(박수경, 2004).

이는 프로젝트의 초기가 프로젝트의 완성도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도자가 어느 정도 개입하여 학생들의

구조화 과정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된다.

이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제안한 “좋은 주제의 조건”을 참고하여

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표 Ⅵ-1).

또한 학습자가 프로젝트 경험이 적은 편이거나 저학년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상황이라면, 소규모로 모둠을 구성하고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혜진, 2012; 허은경, 2001).

더 나아가서 모둠 구성원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3년 프로젝트는 기존 참여자와 새로운 참여자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참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여자들을 리드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경험으로 남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차이가 의견차로 이어지면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비슷한 학습자들끼리 모둠을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Ÿ 흥미롭고 도전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에서 출발한다.

Ÿ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주제가 좋다.

Ÿ 핵심 목표를 가져야 한다.

Ÿ 탐구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피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Ÿ 통합적이어야 한다.

Ÿ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다른 사람과 협력 및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Ÿ 스스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표 Ⅵ-1> 좋은 주제의 조건(최돈형 등, 2011)

49) “프로젝트 수행 시 가장 어려운 점”이 주제 결정(6.3), 핵심 질문 결정과

일지 작성 등 성과물 정리(5.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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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와 환경 프로젝트

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적 문제 해결이나 실제 세계와 대면하는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난해한(wicked)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는데 용이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특히 협력에 대해서는 한조은 등(2015), 김민철과

이상원(2019), Bramwell-Lalor et al.(2020) 등 환경 프로젝트의 효과를

연구하였던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언급하였다.

학습자의 관점에서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를 평가하였던 이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를 언급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환경교육에서

중요시해 왔던 것들의 가치를 학습자도 느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협력적 문제 해결이나 실제 세계와 대면하는 직접적인 경험은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라기보다 프로젝트 그 자체가 갖는 의미에 가깝다.

A 프로젝트 참여자가 ‘환경’ 프로젝트의 의미를 ‘환경’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A 프로젝트가 친환경적인 사람을 기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A 프로젝트가 환경을 주제로 하였고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것은 맞으나, 환경적 의미를

학습하도록 하는데 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분절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표가 더 뚜렷하였다.

이를 고려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A 프로젝트가

지향하였던 바와 비슷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첫째,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공부가 반드시 고통스러울

필요는 없다.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게 될 거야.

둘째, 옆에 있는 친구는 경쟁에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니다. 너의 즐거운

공부에 꼭 필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셋째, 자연에는 탐구하고 즐기고 배워야 할 것이 아주 많다. 자연이야말로

진짜 학교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광덕산환경교육센터, 2011, p.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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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나연 : 일단은 정서적이나 사고적? 이런 생각하는 게 변화되는 그런

기회였던 거 같고요. 그리고 진짜 이거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진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면서 지금 제가 있는 자리 그니까 뭐 생명과학과를 간다든가 뭐 향후 내가

어떤 미래 진로를 가져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 전반적인 경험이 되어

가지고 네, 제가 정말 성장하게 되었던 계기였고요.

허진수 : 사실 저희가 프로젝트가 환경과 관련된 거긴 한데요. 저는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는 살아가는 방식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생각해보니까 음, 무당벌레의 일상이나

말벌의 일상, 두루미의 생태 이런 것처럼 어떤 생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탐구한 거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어떤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는 법을 배운 거 같아요.

어떤 생물이나 대상이 자연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공감할 수 있구나 이거를 알았던 거 같고요.

김주영 : 내가 뭐 개미를 잡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걸

밖에 나가서 직접 잡아보면서 친구들이랑 뭐 같이 흙도 만져보고 이런 걸

해보면서 좀 잘 클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둘째, 이 연구 자체가 환경교육의 목표 범주에 따라 환경교육의 의미를

평가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환경교육이 환경문제 해결 이외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환경교육에서

중요시하는 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환경 프로젝트가

SLE가 되었는가 등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질문하였다.

제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의 삶에서

A 프로젝트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A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던 게 벌써

10년이 되어가는데요, 같은 A 프로젝트에 참여했더라도 사람마다, 시기마다,

상황마다 의미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개개인의 삶에서

A 프로젝트라는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의미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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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 참여자 모두가 A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많은 환경 관련

교육이나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왔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3명 중 2명이

부모님이 A 환경교육센터 활동가이거나(김주영의 어머니), 환경NGO에서

활동하였던 경험이 있었으며(전나연의 아버지), 부모님의 영향으로 3명

모두 환경 관련 교육이나 활동 경험이 많은 편이다. A 프로젝트 또한

부모님이 권유하였던 많은 환경 관련 교육이나 활동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사람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구 참여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전나연 :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앞서서 개인 인터뷰 했을 때도 어렸을

때부터 완전 꾸준한 길50)을 걸어온 사람인데.

허진수 : 옛날에 그 프로젝트 한 것도 생각이 나고 해서. 그때 이후로

확실히 동물이나 어떤 식물 이런 게 너무 좋아지긴 했어요. (…)

지금도 가끔 만약에 이과를 택해서 생물 쪽을 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음, 어, (웃음) 그냥 밖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생물들이 다 좋더라고요.

김주영 : 일을 마치고 마감할 때 뒤에 가보면 쓰레기가 진짜진짜 어마어마

하게 많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테이크아웃 잔 쓰느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다 라벨 스티커 같은 거 다 떼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 가지고

도둑고양이 마냥 맨날 그러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전나연은 삶 그 자체가 환경과 떼려야 뗄 수 없고, 허진수는

환경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며, 김주영은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환경 행동을

실천하고 있다. 환경적 특성은 삶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주형선, 2005),

환경 관련 경험이 많기 때문에 A 프로젝트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없으나,

환경교육에서 지향하는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은 분명하다.

50) 환경이나 생태 분야를 꿈꿔 왔던 “외길 인생”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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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 연구는 3년 참여자, 연구 가능 참여자, 연구자 담당 참여자 순으로

연구 참여자의 범위를 점차 좁히게 되면서 A 프로젝트 참여자 38명 중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3년 모두 참여하고

10년이 흐른 지금까지 연락이 닿아 연구에 응한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A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A 프로젝트 지도자이었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는 연구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A 프로젝트와 참여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A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듣거나 A 프로젝트와 참여자를 이해하는데 큰 장벽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와 함께 하였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등 대부분 가감 없이 환경 프로젝트를

평가하였으나,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A 프로젝트의 의미를 보다 다양하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1～2년

참여자, 지도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가

학습자의 관점을 중점에 두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으나, 연구 과정에서

환경 프로젝트를 통한 지도자와 학부모의 변화도 일부 관찰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회고적 평가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회고적 평가의

의미를 찾았으나, 연구 과정에서 회고적 평가 그 자체가 교육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과거의 자신을 회고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과거의 교육이

갖는 의미를 현재와 연결 지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경험이 되었다.

또한 이에 대해 연구자의 해석을 듣는 과정도 유의미하다고 인식하였다.

후속연구에서 회고적 평가 과정의 교육적 의미와 이 연구에서 시도하였던

평가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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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ng a biographical meaning of

environmental project-based learning:

through participants’ narratives

after 10 years

Jeon, Pu-reum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valuations of environmental education mostly take a method of

applying measurement tools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environmental

education objectives, immediately after environmental education is

conducted. And the results of the measurement is presented in only

numerical form. However, not only does the meaning of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change over time, but also they are not limited to

categories of environmental education objectives.

This study began with the awareness of the need to evaluate

environmental education on longer-term perspective and on a learner’s

perspective. So the study was conducted on a project learning, which

has been mentioned as a important method in environmental education.



- 131 -

Thus, this study explored meanings of environmental project-based

learning and their changes through retrospective narratives of the

‘A project’ participants, which was conducted 10 years ago(2011-2013).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are who participated in the ‘A project’

for all three years. They were interviewed three times by a method

that applied the methodology of autobiographical memory research.

Meanings of environmental project-based learning was formed

along the context of the participants and their lives, and varied by

the number of participants. Not only did they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each participants and their time of life, but also there

were clear differences among participants whether they chose to have

environmental-related careers or not.

When the participants evaluate the environmental project from a

point at the time of the project being conducted, they focused on

some events that could represent their emotions and meanings of

environmental project-based learning. However, when the participants

evaluate them from a point of after the project, they tend to be more

focused on a new experiences that correspond to meanings of the

environmental project-based learning.

What commonly evaluated as meaningful for them were experiencing

cooperative or cooperative problem solving and face-to-face or direct

experiencing with the real world. Also, the characteristics of project-

based learning using ill-structured problems determined meanings of

environmental project-based learning.

keywords : environmental education evaluate, environmental

project-based learning, significant life experiences(SLE),

autobiological memory, retrospective nar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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