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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비문화의 확산과 함께 소비의 규모 또한 크게 늘면서 생활의 

편리와 안락함도 늘어난 대신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등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한 증가하였다. 이에 기존의 지속 불가능한 

생활에 대한 성찰과 함께 대안적 생활방식을 모색할 필요성 또한 

높아져 왔으며, 그 중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는 근래 들어 더

욱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다. 소비주의가 주류로 자리 잡은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소유물과 소비를 줄이는 이들의 실천 과정을 있

는 그대로 살펴보고, 이들이 어떻게 자발적인 실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탐색해 보는 것은 환경교육

에서의 학습자 이해를 위한 유의미한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이들의 경험을 

탐색하여 그 과정과 삶의 전환을 학습의 관점에서 논의함으로써 

환경교육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택하였고 연구자가 설정한 준거에 맞는 5명의 면접 참여자를 의도

적으로 표집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관련 온

라인 활동 관찰, 문헌 자료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의 미니멀 라이프는 일상 속에서 위험을 자각하

거나 내재되어 있던 정서적 불만족을 인지하게 되는 경험을 통해 

촉발되었다. 이들은 물건 비우기를 실천하며 소유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삶 전반에 대해 성찰

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삶의 전환을 이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소비, 환경, 개인적 삶의 영역으로 나누어 

이들의 삶의 전환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미니멀 라이프를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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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주의적이었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친환경적인 생활방

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자발적 학습, 글쓰기, 사회적 교

류 등을 통한 배움을 시도해 나가며, 내적 성장과 함께 직업 및 

진로 설정 등 외적 성장, 그리고 자신의 자아 실현에 있어서도 성

장을 이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니멀 라이프 실천을 통해 참여자들은 삶 전반을  

성찰함으로써 단순한 체험을 넘어 전환적이면서 무형식적인 학습

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들의 경험을 통해 환경교육이 학습자의 삶

에 기반해야 하며, 학습자에게 개인적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성장

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환경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정서 경험과 무형식학습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에 관

심을 가져야 한다는 교육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이

들의 미니멀 라이프라는 삶의 경험은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의 

‘좋은 삶’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미니멀리즘, 미니멀 라이프, 지속가능소비, 소비문화, 전

환학습, 무형식학습

학  번 : 2020-2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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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어플루엔자(Affluenza)라는 신조어가 등장

했다.1) ‘풍요로운’을 뜻하는 ‘Affluent’와 바이러스 질환인 

‘Influenza’의 합성어로 현대인들에게 만연해 있는 과소비 중독 증상

을 의미하는 말이다. 과거 인류의 소비가 주로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 소

비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 소비는 단순히 필요의 충족을 넘어 정서

적 욕망까지 채우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소비문화가 확산될수록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등 생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또한 증가하고 있다. IPAT 공식이 보여주듯이, 풍요로워

질수록 증가하는 소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수로 정의된

다(Ehrlich&Holdren, 1971).2) 개인의 소비 활동은 국가 탄소 배출량의 약 

40%로 탄소 배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Szasz, 2011), 온실가스

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류 미래에 실증적 위협이 되고 있음이 명확해진 

오늘날 기존의 지속 불가능한 생활양식에 대한 성찰과 함께 대안적 생활

양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3) 

  문제는 경제 규모의 양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더욱 많은 생

1) 미국의 공영방송 PBS 다큐멘터리 「Affluenza」(1997) 및 동명의 도서 「Affluenza」

(John de Graaf, David Wann & Thomas H Naylor, 2002)의 제목
2) IPAT란 “환경적 영향(Environmental Impact) = 인구(Population)*풍요[소
비](Affluence)*기술(Technology)”이란 공식의 약어임.

3)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녹색 생활양식', '저탄소 생활양식', '그린 소비', '친환경 소

비' 등으로, 주거와 교통에서의 에너지 및 자원 절약, 폐기물 감축, 식습관 변화 등 일
상 소비 양식의 변화, 공정무역 상품이나 동물복지 상품, 로컬 푸드 구입, 중고 거래,

슬로우푸드, 슬로우패션 구입 등 구매 습관의 변화를 공통적으로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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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소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적인 해결 방안과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 변화를 장려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비 관행에 대해 비판하지 않은 채 지속 가능 전략에만 초점을 

맞춘 환경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며, 이는 오히려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해결책만을 받아들임으로써 반등 효과(rebound effect)로 인해 실패하게 

될 수 있다(Paech, 2013). 다시 말해, 생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궁

극적으로 소비 총량의 감소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구매 형태나 구매 습관의 변화

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소비 자체를 줄이는 생활양식인 ‘미니멀 라

이프(Minimal Life)’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2010년대에 들어 국내외에

서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된 도서나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등 대중

문화 컨텐츠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스마트폰의 보급

과 함께 온라인에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4) 대중적으로는 인테

리어나 재테크, 또는 정리 수납의 방법으로도 다뤄지기도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에서의 핵심은 소비와 소유를 줄여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고 자신

에게 의미 있는 것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기존에 제시되어온 

여러 대안적인 소비 생활 양식에 비하면 미니멀 라이프는 확연히 대중적

인 확산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소비가 당연한 미덕으로 장려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니

멀 라이프 생활을 택한 이들의 삶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4) 대표적인 도서로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Marie, G, 홍성민 역, 2012), 「심플
하게 산다」(Roro, D, 김성희 역, 2012),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Fumio, S. 김

윤경 역, 2015) 등이 있으며, 다큐멘터리로는 「미니멀리즘:비우는 사람들의 이야기」
(원제:The Minimalists: Less Is Now)가 있다. 유튜브에서는 ‘미니멀 라이프’를 주제

로한 채널이 만들어지거나 관련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업로드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의 해시태그로 ‘미니멀라이프’를 검색할 경우 약 56만 개, ‘minimalist’를 검색할 경우

에는 약 1445만 개 이상의 게시물이 검색되었다(2021. 11. 1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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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일상에서의 학습 경험은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무형식학습’으로 여

겨질 수 있다(김한별과 양소희, 2017). 한숭희(1997)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의미 있는 경험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를 ‘보이지 않는 학습과

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부각하였다. 조미성과 윤순진(2016)은 

에너지 자립마을 주민들의 에너지 전환 운동 과정에서 비형식 교육과정

보다 일상적 대화와 SNS를 통한 소통, 회의 등 무형식학습 공간의 영향

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언급하며 현재 학교 교육과 아동 교육에 대한 연

구에 치우쳐 있는 환경교육이 성인교육, 사회교육, 비형식 교육과 무형

식학습으로까지 관심의 폭을 더욱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도하는 이들은 실천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어

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배우고 새로운 전략들을 창조

하며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니멀 라

이프를 실천하는 과정 역시 일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습의 과정

으로 볼 수 있으며,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태도, 가치관 등의 변화를 모색하는 전환적인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

다. 또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환경 문제에 관

심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음에도 미니멀 라이

프를 계기로 좀 더 환경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를 살펴보는 것은 환경교육에서의 학습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일상 속 경험을 통한 무형식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주도성과 자발적 동

기가 강조된다. 환경교육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또한 학습자의 주

체적인 행동 변화와 실천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외현적인 변화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에 기반한 변화를 의미한다. 참여

자들의 미니멀 라이프 실천 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학습자가 주도하는 

지속적인 실천에 강력한 동인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환경교육이 강조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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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여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환경교육 분야에서는 소비문화와 관련하여 주로 지속 가능한 

소비, 환경 친화적 소비에 대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효과성이 연구되어 

왔다(윤여찬과 최돈형, 2007; 신재욱과 신민철, 2011; 김효정, 2014; 홍연

정과 김명준, 2015 등). 그러나 김병연(2014)은 환경교육에서의 그간의 소

비문화와 관련한 연구들이 학습자들이 살아가는 일상적 소비 세계가 자

본주의에 의해 기획된 일상성의 세계라는 것을 간과해 왔다고 지적하였

다. 이러한 논의는 현대인들의 일상적 삶이 자본주의 질서에 의해 만들

어진 욕망으로 조작되고 통제되는 ‘소비조작의 관료사회’(Lefebvre, 

1992)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현재와 같은 소비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학

습자들에게 단순히 친환경적인 소비 방법만을 교육내용으로 다루는 것은 

교육과 학습자들의 일상적 삶 사이에 모순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희경과 윤순진(2011a)은 ‘에코맘’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학습자

의 삶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환경교육의 진정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학

습자의 지식, 행동 습득의 방법을 파악하는 것보다 삶의 원칙을 이끄는 

가치를 바로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학습자의 삶 

속에서 형성되는 가치를 보다 생태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끄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견 반(反) 소비문

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생활 양식에 대한 탐색을 통

해 환경교육에서의 지속가능한 소비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

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물질주의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연구

문헌에 비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미니멀리즘의 연결을 설명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소비주의에 반(反)하는 경향을 띠는 생활방식에 관한 연

구는 주로 경제학이나 경영학, 소비자학의 관점에서 마케팅이나 소비자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다루어져 왔다(McDonald et al., 2006; Iyer & 

Muncy, 2009; Boujbel & d'Astous, 2012;  Peyer et al., 2017). 근래에 미

니멀 라이프를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으로 탐색한 

연구들이 등장하였지만(Palafox, 2019; Lloyd & Pennington, 2020),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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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들이 주로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내에서 이

를 학술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동양권 국가에서 이를 주

제로 한 경험적 연구는 찾기 어렵다.

  정리하자면, 이 연구에서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개인의 경험을 

일상에서 무형식적으로 일어나는 전환적인 학습 경험으로 간주한다. 이

러한 과정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이것이 참여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은 무엇이며 이들이 어떻게 자발적인 학습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

면서 자신의 생활양식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게 되는지 탐색해 

볼 것이다.

제 2 절  연구 질문

  이 연구는 소비주의가 만연한 사회적 풍조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

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환경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를 찾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미니멀 라이프를 삶의 방식으로 택한 이들의 일상적 

경험을 전환적 학습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겪는 삶

의 변화에 대한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일상적 경험 속에서의 학습

을 포착하는 것으로 환경교육에서의 학습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친환경적인 삶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생활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개개인의 자발

적 움직임을 의미 있게 조직화하는 방안의 모색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 목적에 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연구질문 1.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이들은 왜 이를 시작하게 되었으

며 그 과정은 어떠한가?

연구질문 2.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함으로써 이들은 어떤 변화를 겪는가?

연구질문 3. 미니멀 라이프 실천 경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환경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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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질문 1에 대해서는 3장 ‘참여자들의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 사

례별로 다루었고, 연구질문 2에 대해서는 4장 ‘학습과 전환’에서 참여

자들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참여자들의 미니멀 라이프 경험을 통한 환경교육적 의미는 5장의 

논의 및 결론에서 논하였다. 

제 3 절  연구 방법

1. 질적 연구방법

  이 연구는 연구 주제 및 대상에 대한 질적 연구 방법을 따른다. 실증

주의, 객관주의의 논리에 입각하여 설문조사나 실험연구를 통해 수집한 

양화된 자료를 사용하는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방법은 인식론적으

로 잠정적, 상대적 진리관을 가진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세계와 행위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

게 상황을 정의하는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

으며(김영천, 2012), 연구자의 관심사와 부합하는 선별된 사회적 현상, 인

물, 문제 등과 같은 탐구대상을 그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in-depth) 탐

색하고 이해하는 것을 지향하게 된다(유기웅 외, 2018).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관심 또한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다. 연구자는 본래 환경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그저 분

리배출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지구 환경에 충분한 역할을 다하는 줄로만 

알았던 보통의 시민이었다. 그러다 잦은 이사를 거치며 가지고 있던 물

건들을 처분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접

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것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소비사

회의 문화가 근본적으로 환경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는 개인의 삶을 학습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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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학습은 무형식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무형식학습은 다양성과 비형식성으로 인해 이를 양적

으로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Lohman, 2006), 성찰이나 내면의 변화

를 포함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미니멀 라이

프라는 경험과 그 가운데 나타난 사람들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이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의 방법을 택하였다. 질적인 사례 

연구는 개별적인 사건, 현상 혹은 사회적인 단위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

체적인 설명과 분석을 시도한다(Merriam, 1998). Stake(2000)는 사례 연구

란 단일한 사례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갖는 복잡성과 특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라고 하였으며, Schramm(1971)은 사례연구의 

핵심을 하나의 의사결정이나 일련의 의사결정이 왜 일어났으며,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조명하고자 하는 연구로 

정의하였다. 사례연구에서 사례로 전환될 수 있는 단위들은 개인, 개인

이 지닌 속성, 행위와 상호작용, 행위를 통해 산출된 인공물, 행위가 일

어나는 환경, 사건, 집단의 산출물의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Brewer&Hunter, 1989). 또한 연구자가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에 대한 탐구를 통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수의 사

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사례연구를 다중 

사례연구라고 한다(Stake, 2010). 이러한 정의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미

니멀 라이프를 삶의 한 방식으로 채택한 이들 각 개인의 경험을 하나의 

사례로 보며, 복수의 연구 참여자를 통해 다중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2. 자료의 수집

  사례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에 있어서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Merriam, 1998; Punch, 2005; Yin, 2003). 따라서 수집되는 자료는 대체

로 광범위하고 관찰, 면접, 문서, 시청각 자료와 같은 다양한 정보원들을 

활용한다(Creswell, 2015). Yin(2003)은 사례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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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사례연구의 질적인 신뢰성과 타

당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참여자와의 면접을 활용하였

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관찰 및 관련 문헌수집을 병행하여 면접에서 얻

을 수 없는 질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하나의 사실이나 현상에 대

해서 관련된 자료의 다양성이 확보된다면, 이를 토대로 도출되는 연구 

결과와 해석은 하나의 경로를 통해 수집된 단일한 형태의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연구보다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유기

웅 외, 2018).

  1) 면접(interview)

  면접은 연구참여자의 사고, 감정, 의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Patton, 2017). 면접의 유형은 구

성과 운영 방식에 따라 대체로 구조화된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반구

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 비구조화된 면접(unstructured 

interview)으로 나뉠 수 있다. 면접 형태가 보다 많이 구조화될수록 계획

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한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청

취할 가능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다(Kvale, 1996; Merriam, 

1998; 유기웅 외, 2018). 

  이 연구에서의 면접은 면접의 유목적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참여자의 

응답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반구조화된 면접 유형을 택했다. 

반구조화된 면접은 연구자가 면접 장침을 사전에 준비하기는 하지만 엄

격하게 질문의 종류와 순서가 결정되어있지 않으며, 참여자의 반응에 따

라서 추가적인 질문의 가변성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면접 방식이다(유기

웅 외, 2018). 면접의 초반에는 연구자가 개방형 질문을 던짐으로써 참여

자가 스스로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정리, 구성하여 이야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면접이 진행됨에 따라 참여자 개개인의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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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심층 질문을 하였다. 사전에 준비한 면접 방침을 기본으로 하면서

도 질문의 형태나 순서는 연구 참여자의 개별적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달리 진행하였다. 면접에 활용한 면접 방침은 <표 1>과 같다.

구분 문항

기본정보 Ÿ 나이, 성별, 현재 하고 있는 일, 가족 구성

동기

Ÿ 미니멀 라이프를 접하게 된 경로

Ÿ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게 된 계기

Ÿ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기간

경험

Ÿ 미니멀 라이프를 위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의, 식, 주, 여가, 자

기 계발 등)

Ÿ 미니멀 라이프 실천 중에 겪는 어려움과 해결 방법

Ÿ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만족스러운 부분

Ÿ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곳

Ÿ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 단체/모임 활동

변화

Ÿ 미니멀 라이프 실천 전후 생활의 차이점

Ÿ 미니멀 라이프 실천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의 반응‧변화

Ÿ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

Ÿ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변화하게 된 생각‧가치관

Ÿ 미니멀 라이프를 지속해 나가는 이유

<표 1> 면접 진행 방침

  5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2021년 10월에 걸쳐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참여자별로 2~3회 실시하였으며, 회당 약 1

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면 만남이 

자제되었으므로 화상 회의 프로그램(ZOOM)을 이용한 온라인 대면 면접

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도중 참여자의 갑작스러운 인터넷 접속 불안정으

로 인해 1회의 전화 면접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의 종료 시점은 정해

두지 않았으며,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을 때 자료 수집을 중단하였다

(Merriam & Tisdell, 2015). 연구 참여자별 면접 실행 내용은 <표 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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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참여자별 면접 실행 정보

이름 회차 날짜 시간 방식

박민주

1 2021. 05. 23. 14:00 ~ 15:00 ZOOM 회의

2 2021. 05. 30. 14:00 ~ 15:00 ZOOM 회의

3 2021. 06. 07. 21:00 ~ 22:00 ZOOM 회의

이유진

1 2021. 06. 03. 19:00 ~ 20:00 ZOOM 회의

2 2021. 06. 11. 19:00 ~ 20:00 ZOOM 회의

3 2021. 06. 15. 19:00 ~ 20:00 ZOOM 회의

강현진

1 2021. 06. 07. 19:30 ~ 20:30 ZOOM 회의

2 2021. 06. 14. 19:30 ~ 20:30 전화 통화

3 2021. 06. 17. 19:30 ~ 20:30 ZOOM 회의

김서윤
1 2021. 06. 15. 14:00 ~ 15:00 ZOOM 회의

2 2021. 06. 18. 14:00 ~ 15:40 ZOOM 회의

장주희
1 2021. 10. 05. 13:30 ~ 14:20 ZOOM 회의

2 2021. 10. 07. 13:30 ~ 14:20 ZOOM 회의

  2) 관찰

  면접을 통한 자료 수집과 함께 함께 개별 면접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자료의 수집을 위해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된 온라인 활동을 관찰 대상으

로 삼았다. 연구 진행 시점에 ‘미니멀리스트’들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오프라인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

해 더욱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반해 온라인의 각

종 커뮤니티, SNS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꾸준한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는 점에서 이를 관찰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활동량이 많은 관련 커뮤니티에 연구 참여 

의뢰를 의뢰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을 받아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관찰

은 어렵게 되었으며, 이 연구에서의 관찰은 면접을 통해 수집하는 자료

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관찰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된 온라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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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밴드, 오픈채팅방) 등을 주된 관찰의 범위로 삼았으며, 어떤 미니

멀 라이프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고 논의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관찰

하였다. 연구자는 비참여자의 위치에서 외부인으로서 거리를 두고 관찰

하는 입장을 택하였다(Creswell, 2015).

  3) 문헌 수집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자원을 얻기 위해 소비문화이론, 미니멀 

라이프 관련 연구물, 무형식학습 관련 이론을 검토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이론적 기반이 부족한 미니멀 라이프의 맥락 이해를 위해 관련 대중 서

적, 다큐멘터리, 출판물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참여자들의 소비 습

관이나 생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 자료를 함께 수집하였다.

3. 연구 참여자 선정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관심을 둔 특정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위하는지를 

찾고 기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김영천, 2012).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선

택하는 사례는 특정한 맥락, 상황, 특성을 통해 다른 사례들과 구분된다. 

이는 연구 대상으로서의 사례는 일정한 제한성을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

(유기웅 외, 2018).

  미니멀 라이프는 사람마다 실천 강도와 유형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

럼을 가진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 미니멀 라이프를 적용한 개인의 경험 

각각을 하나의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경험을 하는 

개인들 중에서 의도적 표본 선정을 통해 연구 사례로 삼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연구 질문과 관련된 적절한 준거를 수립하여 해당 사례 안에서 

준거에 부합하는 표본을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 수행에 있어 적절한 표집 수를 선정하는 데 가장 이상적 기

준은 표집의 수를 초기에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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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을 때 자료 수집을 멈추는 것이다

(Merriam & Tisdell, 2015).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수집 

및 상황에 따라 참여자를 추가적으로 선정해 나갔으며, 연구 윤리 규정 

준수를 위해 무한정으로 표집하지는 않았다. 사례 및 표본 선정의 준거

는 다음과 같다.

  1) 사례 및 표본 선정 준거

  (1) 사례 선정 준거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개인을 하나의 사례로 보았으며, 이 때의 

미니멀 라이프는 소비 규모를 축소하고 가능한 적은 소유를 추구하는 생

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어야 한다. 간결한 장식으로 실내 공

간을 꾸미는 미니멀 인테리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축적하고자 하는 재테크의 수단, 주거 공간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정리 

수납 방법 등도 미니멀 라이프로 여겨지고 있으나, 미니멀 라이프의 핵

심은 단순한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

는 삶을 사는 데 있다. 연구자는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적인 측면에 가치

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태도나 신념, 가치관 등의 변화에 더 주목

하고자 하였으므로 특정한 방법론에 치우쳐 단편적으로 미니멀 라이프에 

접근하는 사례의 선정은 배제하고자 하였다.

  (2) 표본 선정 준거

사례 선정 준거에 따라 구체적인 표본이 되는 참여자는 연령, 성별, 가

족 구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으므로, 

참여자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 경험이 있는 2명의 참여자를 섭외하여 2021년 5월 초 사전 인터

뷰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표본에 대한 준거

를 다듬었다.

Brown & Kasser(2005)는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자발적 간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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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사람(Voluntary Simplifiers)'으로 정의할 때 확실히 그렇게 행동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예비 인터뷰 진행을 통해서도 참여자들이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미니멀리스트’로 정의할 수 있는 경우에 그렇

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미니멀한’ 생활을 강하게 실천해 나가는 경향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우의 ‘미니멀한’ 생활이란 앞서 세

례 선정 준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생활 전반에서 소비와 소유를 줄임

으로써 단순한 생활 패턴을 추구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자 

하는 생활이다. 또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게 되면서 환경 문제에 대

한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겪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환경을 고려한 실천

들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준거로 포함하였다. 미니멀리스트를 판별하

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실천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강도 높게 실천하고 있다고 보이는 이들을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실천해 온 기간이 오래되었을수록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생각

과 그 형태가 다각도로 변화해 왔을 것이기에 실천을 지속해온 기간도 

준거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성별이나 연령, 가족 구성 등 인구학적 특성

들도 한 개인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이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준거는 다음과 같다. 

가. 참여자가 가진 정체성 

나. 참여자의 미니멀 라이프 경험과 환경에 대한 인식‧태도‧실천 간 관

련성

다. 참여자의 미니멀 라이프 실천 수준(강도)

라. 참여자의 미니멀 라이프 실천 기간(지속성)

마.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연령, 성별, 가족 구성 등)

  2)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

  참여자 섭외는 미니멀 라이프를 주제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운영자, 개인 SNS 및 환경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 도

서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미니멀 라이프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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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온라인에 남겨진 개인적인 글이나 영상, 댓글 및 기타 활동 흔적, 그 

외 출판된 도서 등을 탐색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평소 어떠한 생

활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

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준거에 적합하

다고 여겨지는 참여자 후보를 잠정 선정하였으며, 2021년 5월부터 10월

에 걸쳐 총 10명의 참여자 후보들에게 이메일이나 SNS의 쪽지 또는 댓

글 기능으로 연락을 취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다. 최종적으로 그 중 5명의 참여 동의를 얻었으며, 이

들의 인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을 ‘미니멀리스트’로 정의하였으며, 짧

게는 2년에서 길게는 약 10년 가까이 미니멀 라이프를 해오고 있다. 이

들은 모두 자신의 일상을 짧은 단상 또는 한 편의 완성된 글로 기록하는 

개인 블로그 형태의 계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유진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은 자신의 기록을 기반으로 책을 출간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소비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

이름

(가명)

시작 

시기
성별 연령 거주지

동거 

가족
참고 사항

박민주 2016년 여 30대 경기도
부모님, 
동생

•SDG관련 민관 협력 단체 근무
•제로웨이스트 관련 도서 출간
•개인 블로그 운영

이유진 2016년 여 30대 경기도 -
•심리상담사
•개인 블로그 운영
•관련 저술 활동 없음

강현진 2012년 여 40대 서울 -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관련 도서 출간 및 매거진 발행
•교육 및 강연 활동

김서윤 2019년 여 30대 인천 배우자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개인 블로그 및 유튜브 운영
•관련 도서 출간

장주희 2019년 여 30대 경기도
배우자, 
자녀

•개인 블로그 및 유튜브 운영
•관련 도서 출간

Ÿ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음

<표 3> 연구 참여자 섭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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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저마다 일상에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채택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하

는 토대가 되었다.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박민주는 2016년도부터 미

니멀 라이프를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제로웨이스트(Zero-waste)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민관 

협력 단체에서 근무하며, 사회적 경제를 전공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

다. 블로그에 자신의 실천을 꾸준히 기록해오고 있으며 제로웨이스트와 

관련된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박민주의 사례는 미니멀 라이프가 개인의 

삶과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구체적으

로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적합한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유진 역시 2016년도부터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개

인적인 일상을 기록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평소 제

로웨이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미니멀 라이프를 주제로 한 

저술 활동이나 창작 활동, 또는 영리적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면서도 

평범한 일상에서 일관되게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여겨졌다.

  강현진은 미니멀 라이프의 개념이 비교적 생소하던 2012년도부터 시작

한 사례이다.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월등히 이른 시기로, 강현진의 사례

를 통해 미니멀 라이프가 국내에 도입되고 확산된 흐름을 살펴볼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현재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된 강의나 매거진을 

발행하는 등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된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김서윤은 2019년도부터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으며, 자신의 글, 그림

을 꾸준히 연재하는 작가이자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운

영하고 있다.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된 작품을 연재하고 있지만 창작 활

동의 주제가 미니멀 라이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타 참여자에 비

하면 실천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지 않으나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호주 체류 경험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장주희 또한 2019년도부터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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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주부이다. 미니멀 라이프와 제로웨이

스트를 실천하며 그 과정을 기록해 왔고,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

하였다. 김서윤과 비슷한 실천 기간이지만, 육아를 하면서 미니멀 라이

프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례와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

4. 자료 분석

  면접 내용은 문서작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두 전사하였으며, 그 과

정에서 참여자들의 언어를 가능한 있는 그대로 남기고자 하였다. 문서화

된 면접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며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의미있

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은 분절화(segmenting)하여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하

였다.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는 자료 압축, 자료 디스플레이, 결론 도출 및 

확인의 세 과정이 동시에 발생한다(Miles, Huberman & Saldan ̃a, 2019). 
수집한 자료의 압축을 위해 설명적 코딩, 인비보 코딩, 과정 코딩, 감정 

코딩, 가치 코딩 등 다양한 접근의 코딩 방법으로 자료들을 코드화하였

다. 코딩은 자료 속에서 가장 의미있는 것을 찾게 해주고, 자료들을 묶

어주며, 이를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단위로 만들어 주는 작업이다(Miles 

et al., 2019). 

  코딩을 통해 하위 개념들을 도출하였으며, 반복되는 개념들을 점차 상

위의 개념으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는 각 사례의 내부 질서를 파악하는 

것으로 원자료에서부터 시작하여 관련있는 개념들을 묶어가며 점차 상위 

범주로 좁혀나가는 것이다(방윤영, 2019). 연구문제 1과 관련한 개념들은 

<그림 1>에 제시한 것처럼 사각형 및 타원형 노드들의 연결로 구성된 네

트워크 형태로 디스플레이 하였다. 이는 미니멀 라이프의 실천 계기부터 

이후 과정까지를 드러내고자 사례별로 시간적 흐름에 따른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네트워크 형태의 디스플레이는 변수들 사이의 복

잡한 상호관계를 보여주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건의 ‘플롯’을 재

현하는 사례 지향 접근 방식에 적합하다(Miles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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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 미니멀 라이프 채택 과정 

 

  연구문제 2와 관련된 개념들은 매트릭스 형태의 표에 디스플레이 하며 

사례 간 비교 분석을 하였다.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는 분석을 할 수 있도

록 도표 또는 표를 통해 코드를 포함한 자료들을 나타내는 것이다(Miles 

et al., 2019),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미니멀 라이프 실천과 관련하여 유

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주제를 <표 4>와 같이 도출하였다.

상위 범주

1. 소비하던 삶에서 자유로워짐

2.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

3. 자발적 학습을 통한 성장

<표 4>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위 범주

  자료 분석의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다. 자료 수집 과정과 자료 분석의 

세 가지 형태는 서로 상호 작용적이며, 순환적인 과정을 형성하게 되므

로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하면서 분석의 각 과정을 오가게 되며 이후에

는 점차 압축과 디스플레이, 결론 도출 및 확인 사이를 오가게 된다. 이

러한 과정을 Miles & Huberman(1994)는 상호작용적 모델로 <그림 2>와 

같이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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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iles & Huberman, 1994; Miles et al., 2019

<그림 2> 자료 분석의 요소 : 상호 작용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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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논의의 배경 및 이론적 탐색

제 1 절  간소한 삶, 미니멀 라이프

   이 연구에서의 미니멀 라이프는 소유를 통한 만족감을 추구하는 대신 

물질을 줄임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 있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활 양식이며, 이것이 행위자의 자발적 실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미니멀 라이프는 그동안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져 오던 

소비의 극대화를 거부하고, 단순함의 윤리를 지지하는 생활이다(Palafox, 

2019). 이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강제적으로 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단순히 자신의 소유물을 더 잘 정

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까지 포함한다(Kang, Martinez & Johnson, 

2021). 

  미니멀 라이프의 범위는 단순한 삶의 가치와 철학을 다루는 내용부터 

실천기 또는 살림법을 공유하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공통적으로는 일상

적 소비와 바쁜 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정 내 물건의 처분, 주거의 

변화, 개인적 시간 활용을 위한 선택적 업무 등 생활 양식과 관련된 구

체적인 기법이 제시된다(Meissner, 2019). 미니멀 라이프를 나타내는 행

동 지표에는 비우기(clutter removal), 신중한 구매, 물건의 지속성 고려, 

자급자족적 생활이 있으며 미니멀리스트는 불필요한 물건을 없애고, 적

은 수의 소유물에 만족하며, 새로운 물건을 들이기에 신중하다는 특징이 

있다(Kang et al., 2021). 

  그러나 미니멀 라이프는 이를 실천하는 개인들 각자의 원칙과 강도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일한 행위로 정

의 내리기는 어렵다. 미니멀 라이프를 주제로 한 일부 컨텐츠 중에는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위한 소품 구입 등 또 다른 소비를 조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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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적 측면, 또는 재테크나 정리수납법 등 방법론적인 측면에만 집중하

여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오로지 생

활을 단순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환경에 유해한 일회용품

이나 가전제품을 지나치게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미

니멀리즘은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열망과 소비사회와 물질주의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등장하였으며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최

근의 사회적 배경에서 더욱 가치있게 된 생활 방식이다.

  본래 미니멀리즘(Minimalism)은 단순함을 추구하는 예술 및 문학의 사

조로 미학의 측면에서 주로 탐구되었던 개념이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부터 미니멀리즘이 미국, 일본 및 기타 유럽 등 소비주의가 높은 국가에

서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라는 생활양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

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Minimalist)’라고 칭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학술적 연구는 주로 2010년대 후반에 들어 등장하기 시작

했다. Palafox(2019)는 미니멀리즘이 시급한 환경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하며 지속 가능한 생활을 실천하는 개인들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Uggla(2019)는 

미니멀리즘이 자유와 자율성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생활을 실

천하는 사람들은 소비사회에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사회적 특성을 

갖기보다는 개별적인 행동을 통해 건설적인 저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

았다. Dopierała(2017)는 미니멀리즘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생

활방식도 매우 신중한 소비의 한 형태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블로그 게시글이나 출간 도서 등 2차적 자료에 분석에 의존하여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실증적 자료 수집을 통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Kang et al.(2021)은 대규모의 표집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미니멀리

즘이 긍정적 감정에 정적인 영향을, 우울감 등 부정적 감정에는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미니멀리즘을 실천

하는 이들을 소비자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교육적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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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학습자로 이해하는 것은 다른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설

문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계량화 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미

니멀 라이프라는 현상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질적

인 자료 수집에 기반한 연구와 함께 이를 상호보완 할 필요가 있다. 

Lloyd & Pennington(2020)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

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여 자율성, 역량, 정신적 여유, 의식

(awareness), 긍정적 감정이라는 미니멀리즘의 5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영미권 국가의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렇듯 아직 미니멀 라이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학술적 문헌은 많지 

않으며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았다(Kang et al., 2021). 그러나 자발적 간소화(Voluntary Simplicity), 

심플 라이프(Simple Life) 운동, 다운시프팅(Downshifing)과 같이 미니멀 

라이프가 추구하는 가치와 같은 맥락에서 ‘간소한 삶’을 뜻하는 생활

방식은 지속적으로 등장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들을 살펴봄으로써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이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 간소화는 미국의 철학자 리처드 그렉(Richard B. Gregg)이 자

신의 저서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외적인 혼란스러움을 피하고 삶의 주된 

목적과 상관없는 물건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생활(Gregg, 1936)을 의미

한다. 초반에는 종교적 의미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삶의 방식이자 반(反)

소비운동의 일환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이후 Elgin & Mitchell(1977) 등

의 연구자들에 의해 점차 개인 안팎의 성장 간 균형을 추구하는 삶의 한 

방식으로 재정의되었다(김미린과 홍은실, 2016). Zavestoski(2002)는 자발

적 간소화가 “삶의 어수선함을 줄이고, 부담스러운 시간 약속을 없애

고, 삶을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개인 공간을 만드는 관행”이라고 하였

으며, Alexander & Ussher(2012)는 고도의 소비사회에 저항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를 줄이면서도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움직임으로 보았다. 국내의 연구로는 자발적 간소화의 개념과 유형에 대

해 다루고 실천을 제안하는 연구(송인숙, 1999)가 있었으며, 이후 2010년



- 22 -

대에 들어 자발적 간소화를 소비절제(anti-consumption)의 한 방식으로 

보고, 그 동기 및 유형 분류, 영향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이 있었다(최경

숙, 2019; 성영애, 2017; 김미린과 홍은실, 2016). 이와 같이 자발적 간소

화에 대한 정의는 시대를 지나며 다양하게 제안되었고, 정신적, 종교적 

신념에서 점차 오늘날의 스트레스와 소비 중심 문화 및 시간 소모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해 왔다(Osikominu & Bocken, 2020).

  다운시프팅 또한 자발적 간소화와 유사하게 소비를 줄이는 특징을 갖

는다. 자동차의 기어를 저속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가진 다운시프트

(downshift)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경쟁 지향적인 생활 패

턴에서 벗어나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들의 주된 초점은 소

득이 감소하더라도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으며, 소비를 

줄이는 대신 여가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한다. 이들은 선택적으로 

소비를 줄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생활을 위해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이 있

다면 이를 기꺼이 지불하면서 전반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특

징을 갖는다(김미린과 홍은실, 2016).

  심플 라이프는 문자 그대로 ‘단순한 삶’을 의미하며, 자발적 간소

화, 미니멀 라이프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tzioni(1998)는 간소

화를 실천하는 강도에 따라 자발적 간소화의 실천 유형을 다운시프터,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들(simplifiers), 단순한 삶 운동가(The simple 

living movement)로 분류하였다, 고소득을 포기하고 소비 항목을 선택적

으로 줄이는 수준의 다운시프터와 달리,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을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단순화를 시도하고 삶을 의미 있게 재조명하는 

사람들이다. 단순한 삶 운동가는 가장 헌신적이고 전체론적 관점에서의 

실천가로, 행동 변화뿐만 아니라 일관된 삶의 철학에 따른 단순한 삶을 

실천한다(김미린과 홍은실, 2016). 

  이외에도 일본의 단샤리, 덴마크의 휘게, 스웨덴의 라곰과 같은 문화

들 또한 삶에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소박한 삶을 지향점으로 삼는 생

활을 의미하는 개념들이다.5) 이들 생활양식이 추구하는 방향은 

5) 단샤리(だんしゃり, 断捨離)는 2009년 일본의 작가 야마시타 히데코(山下英子)의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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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ikominu & Bocken(2020)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덜 소비하고, 

다르게 소비하면서, 비물질적인 경험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패턴은 시간, 돈, 물질, 기본 생활, 관계, 인지적·신체적 활동 측면

에서 나타난다. 또한 환경적 영향을 낮추는 방향으로 소비 방식을 바꾸

고도 기존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규모의 소

비를 즐기는데 반해(Shaw & Newholm, 2002), 소비 자체를 줄이는 사람

들은 점점 더 적게 소유하고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의 초점이 주로 물건의 소유에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간소화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

들은 에너지 소비의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60%는 재생 가능한 자원

으로부터 에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얻으며, 19%는 태양열 발전 등으

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생산한다(Alexander&Ussher, 

2012). 그밖에도 이들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거나, 에어컨, TV 구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식재료를 직접 재배

하거나 협동조합을 통해 구입하며, 유기농 또는 공정무역 식품을 구매하

는 경향, 육류나 간편 식품의 소비를 줄이는 등의 식습관이 확인되었다

(Osikominu & Bocken, 2020). 

  자발적 간소화, 다운시프트, 심플라이프 등 간소한 생활양식들과 미니

멀 라이프는 서로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르지도 않은 모호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단순한 

삶’이라 이름 붙이지 않았어도 이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다. 단순한 삶을 뜻하는 여러 생활 양식들로부터 미니멀 라

이프를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것로 구분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근래 들어 단순한 삶의 추구가‘미니멀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용어이자 자신에게 

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끊고, 버리고, 이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휘게

(hygge)는 ‘안락함, 만족, 편안함’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휘게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단순하고 소박한 덴마크식 생활을 의미한다. 라곰(Lagom)은 너무 많지도 적

지도 않음을 의미하는 스웨덴 단어로, 과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균형잡힌 상태를
뜻한다. 이들 개념은 공통적으로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생활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미니멀 라이프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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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미니멀리스트’라고 정체성을 부여하기도 하는 현상이라는 점에

서 이 연구에서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생활 양식에 집중하고자 한

다.6) 

제 2 절  현대 사회의 소비문화

  문화는 상징(symbol), 영웅(heroes), 의식(rituals), 가치(value)라는 네 가

지 요소를 가진다(Hofsted, 1997). 소비문화는 소비가 상징하는 의미, 사

회 구성원이 지향하는 소비의 모델(영웅), 소비의 의미와 이상을 추구하

기 위해 행하고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소비행동양식, 그리고 소비자의 소

비생활을 지배하는 관념이나 사상, 소비 규범 등 소비가 갖는 가치로 이

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박명희 외, 2006). 

  소비문화가 갖는 특성과 소비생활 양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론적 탐구가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Baudrillard(2011)는 일상 속 ‘사물’의 의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소비사

회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현대의 사물은 더 이상 도구적인 

사용가치만을 갖지 않는다. 사물은 그 자체에 부여되는 이미지와 기호를 

통해 의미작용을 하며, 따라서 소비사회란 사물이 갖는 문화적 이미지와 

기호를 소비하는 사회이다. 사물을 소비하는 것은 이러한 이미지와 기호

를 보내고 받아들이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된다(Bocock, 2003).

  사물의 의미작용은 개인의 생활양식이 구성되고 유지되는 과정과도 관

련이 있다. McCracken(1997)은 일종의 조화나 일관성을 갖고 있어 서로 

어울리는 사물들을 ‘제품 보완물’이라고 칭하고, 이들이 서로 어떤 공

통성이나 통일성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디드로 통일체’라고 하

였다. 소비재는 다른 소비재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문화적 범주들(인격, 

6) 미국의 미니멀리스트인 Joshua Fields Millburn과 Ryan Nicodemus의 모습을 담은 다
큐멘터리 「미니멀리즘:비우는 사람들의 이야기(2015)」가 제작되면서 ‘미니멀 라이프’

라는 용어가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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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장소 등)과 대응하는 방식에서 그 의미를 얻는다. 이들 소비재는 

하나씩 떨어져 있거나 이질적인 문화범주에 속한 사물들과 같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지만, 그 재화가 똑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보완물들과 함께 놓여 있을 때는 가장 잘 전달되게 되는데(박

명희 외, 2006), 이를 ‘디드로 효과’라고 한다. 디드로 효과는 어떤 사

람이 유지하고 있는 문화적 범주를 동요시키는 사물들이 생활에 들어오

는 것을 차단하여 문화적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거나, 반대로 새로 진입

한 재화의 문화적 의미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여 기존의 제품을 버리고 

대신 새 재화와 어울리는 소유물로 모두 바꾸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박명

희 외, 2006). 

  기호와 이미지를 가진 소비재를 소비한다는 것은 개인이 사회적 지위

를 드러내는 것과도 연관된다. Veblen(2005)은 유한계급론을 통해 한 사

회적 계층에 속한 구성원들이 자신들보다 한 단계 높은 계층에서 유행하

는 생활양식을 모방하며 이를 이상적인 생활양식으로 추구하고 자신들의 

명성과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과시적 소비를 한다고 하였다. 

Bourdieu(1984)는 일상생활, 의식주, 여가생활 등 다양한 소비 영역에서 

나타나는 소비방식의 차이에는 사회적 계층에 따른 문화적 자본이 개입

되어 있다고 보았다. 문화적 자본 수준은 개인의 취향에 따른 생활양식

을 형성하게 되는데, 인간의 특정한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무의식적 성

향을 Bourdieu는 아비투스(habitus)라고 명명하였고, 이러한 아비투스가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화적 유산이나 교육에 의해 형성된다

고 하였다. 즉, 소비문화 안에서의 생활양식은 과시적 소비를 통해 사회

적 지위를 드러냄과 동시에, 형성된 아비투스는 사회적 차이를 재생산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물이 의미와 상징으로써 소비된다는 전제는 소비문화의 특징과 형성

에 관한 위의 논의를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그러나 사물이 갖는 이

미지와 기호는 실재가 아니다. 현대 소비문화의 이러한 특성은 끊임없는 

욕망의 추구와 허구적인 자아정체성의 형성, 그리고 소비로부터의 소외

라는 문제점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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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된 이미지와 기호는 광고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소비자의 인위적인 소비욕구 창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이런 관

점에서 볼 때 소비사회에서 개인의 개성 표현과 자아정체성 형성이란 사

회의 체계와 구조에서 생산되는 기호와 이미지의 표현일 뿐 진정한 자기 

정체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은 의미를 내포

하는, 그리고 소비자가 되고 싶어 하는 유형의 인간과 관련된 것을 보여

주는 상징의 구매이기 때문이다(Baudrillard, 1992). Lefebvre(1992)는 광

고가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욕망을 조작하고 있으

며, 자본주의는 개인의 생활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통제하면서 사람들

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자기억압을 수행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이

상길, 2006).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 욕구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의 산물로서 이해된다(Slater, 2000). 서구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

가는 현대인들은 허구적 욕망의 충족과 무한한 이윤 추구를 위해 필요 

이상의 재화를 과잉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는 일상 생활 속 

의식과 행위, 사회적 관계들뿐만 아니라 학습 및 교육 행위까지 상품화

와 화폐화, 물신화로 묘사되는 강력한 힘들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이 있

다(강수택, 2000).

  강수택(2000)은 일상생활의 인간화를 위해 생활세계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는 상품의 논리 및 전략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학습을 통해 사람들의 노력을 일깨우고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지구가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으로 인류

를 계속해서 부양하려면 소비 중심적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적 형태의 소

비주의가 전개해온 자연 착취의 시대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Bocock, 

2003). 그러나 거대한 소비주의 사회의 흐름과 이에 최적화된 사회적 구

조 속에서 개인은 수동적 존재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의문이 남

는다. 

  인간의 자유의지 측면에 주목하여 문화 개념을 해석한 칸트는 문화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며 인간은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

는 존재라 하였다. 또한 Lefebvre는 만족과 안락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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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과 박탈감을 발생시키는 현대일상 세계의 모순 안에 변화의 가능성

이 배태되어 있다고 하였다(도정일, 1992). 지금의 소비문화를 만들어온 

주체가 인간이었던 만큼,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 또한 인간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문화와 이에 따른 가치가 주류로 자리잡아 왔음에도 이에 대응하여 

생활 전반에서 소비주의에서 벗어난 생활양식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해 왔

다는 점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도 하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미니멀 라이프도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 

소비문화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이들

은 재화의 본질적 쓰임에 주목하여 소비재가 갖는 상징적 기호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진정 원하는 욕구와 가치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그동안 주

류로 존재해온 소비문화적 가치에 대응하며 대안적 소비 생활 방안을 시

도해 나가는 과정은 소비문화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를 극복하는 실천으

로 나아가는 학습의 경로 탐색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학습이론

1. 전환학습

  전환학습은 기존의 신념이나 태도, 가치관 등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경

험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점들이 변화함으로써 일어난다. 즉, 

‘전환’은 학습자가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관점(perspective)의 전

환을 뜻하며, 학습이란 “학습자 자신의 행위나 사고를 조정하기 위해서 

기존 해석을 바탕으로 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 혹은 재해석하는 과

정”으로, 전환학습에서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학

습으로 정의한다(Mezirow, 2000:5; 김한별, 2019: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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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은 인생발달단계를 통해서 축적되며 학습의 풍부한 자원이다. 

(Knowles, 1980). Mezirow(1991)는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기존

에 가지고 있던 관점에 의한 습관적 행위를 벗어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

는 관점의 전환과 성숙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찰은 내용 성찰

(content reflection), 과정 성찰(process reflection), 전제 성찰(premise 

reflection)이라는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이 중 내용 성찰과 과정 성

찰은 경험하는 외부 대상에 대한 성찰과 관련된 유형이지만, 경험의 근

본적인 조건과 배경이 되는 신념과 가정을 물음으로써 관점의 전환을 가

져오는 성찰은 전제 성찰이다.(Mezirow, 1990, 2000; 김한별, 2019).

  성찰을 통한 관점의 변화는 기존에 학습자가 가지고 있던 의미 구조가 

변화됨을 뜻한다. 개인의 의미 구조는 의미 도식(meaning schema)과 의

미 관점(meaning perspective)이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미 도식

은 “일상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습관적 기대(habitual 

expectation)”(Mezirow, 1990: 2)로, 기존 경험의 해석에 투입되고 사용되

는 지식, 신념, 판단 준거, 감정 등 살아오면서 체득한 것들이다. 의미 

관점은 “새로운 경험이 기존의 경험과 관련하여 해석·재구조화되는 과

정에 개입하는 가정”(Mezirow, 1990: 2)으로, 경험을 주관적으로 해석하

고 이해하는 틀이 된다(김한별, 2019: 102). 

  Mezirow(1990, 1991)에 의하면, 개인의 의미 구조의 변화는 점진적, 또

는 급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기존의 의미 도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이 조금씩 축적되면서 의미 관점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

나거나, 또는 삶에서 이례적인 큰 경험을 겪으면 이에 기존의 의미 관점

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급진적으로 관점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주위 세계의 인식 대상에 대한 의

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김한별, 

2019). Mezirow(1978)는 전환학습이 일어나는 단계를 <표 5>와 같이 10단

계로 묘사하였다. 이 중 1단계 ‘혼돈의 딜레마(disorienting dilemma)’

는 개인의 보편적 생애주기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이례적인 경험으로, 이에 대해 기존의 관점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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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김한별, 2019: 104).

1단계 혼돈의 딜레마(disorienting dilemma)

2단계 자기 성찰

3단계 기존의 가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4단계 자신과 같은 불만족 및 과정이 공유된다는 인식

5단계 대안적 역할, 관계, 행위 선택을 위한 탐색

6단계 새로운 행동 계획

7단계 계획을 위해 필요한 지식 습득

8단계 새로운 역할 시도

9단계 새로운 역할에 대한 역량 및 자신감 쌓기

10단계 새로운 관점을 삶에 재통합

출처: Mezirow, 1978; Merriam & Bierema, 2016에서 재구성

<표 5> 전환학습의 10단계 과정

  경험과 비판적 성찰 이외에도 전환학습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이성적 

담화(rational discourse)가 있다(Hamp, 2006; 김수정, 2013). 이성적 담화

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이성적 태도로 특정한 주장에 대

한 논쟁이나 논거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전쟁도 논쟁도 아니며 새로운 

이해를 갖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의식적 노력”이다(Mezirow, 1996: 

170).  Mezirow 이후의 전환학습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이성적 담화 이외

에도 직관적이고 정서적인, 감정적이고 영적인 경험과 같은 비합리적 매

개 또한 전환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김수정, 

2013).

2. 무형식학습

  학습은 한 인간의 평생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며, 이러한 학

습이 일어나는 장은 ‘학교’라는 형식 교육의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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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밖의 사회 기관, 또는 일상생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는 학습이 교

육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보다 자기주도적으로 일어나는 주체

적 과정으로,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일어나는 것임을 뜻한다(한숭희, 

1999).  

  무형식학습은 학습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과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

은 상황에서의 학습으로 여겨진다(Eraut, 2004). 교육은 ‘짜임새와 질서

(organized and systematic)’를 기준으로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형식교육’은 제도권 안에서 

짜임새와 질서를 갖추어 이루어지는 교육, ‘비형식교육’은 제도권 밖

에서 짜임새와 질서를 갖추어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반면, ‘무

형식교육’은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면서 짜임새와 질서가 없는 교육이라

고 볼 수 있다(환경교육센터, 2016: 81). 이러한 개념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무형식학습이란 학습자 입장에서 조직화되지 않고, 비체계적인 교육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형식적인 상황에서의 학습이 학습으로서의 의미가 상

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다. 무형식학습은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

으로 분류할 수 없는 모든 의도된 학습활동과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사회 영역에서 발생하는 학습활동까지 의미한다(위영은과 이희

수, 2010). 무형식학습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Eraut(2004)는 무형식학습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듣기, 관찰, 숙

고, 시행착오, 감독 또는 코칭, 멘토링, 고객과의 접촉, 상사와의 대화, 

현장방문, 회의참가 등을 언급하였으며, English(2000)는 무형식학습의 방

법 중 가장 효과적이고 대표적인 것으로 멘토링, 자기주도적 학습 및 대

화로 규정하면서 이 세 가지를 무형식학습의 중요한 전략으로 꼽았다. 

Yannie(2002)는 무형식학습이 일어나는 경로를 타인에 대한 관찰, 사회적

인 활동, 우연한 만남이나 경험, 새로운 곳에 대한 탐험이라는 네 가지

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인터넷 검색이나 웹서핑, SNS 등 온라인

에서 배우는 방식도 자발적이면서 무의식적이고, 정해져 있는 교과과정

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무형식학습으로 볼 수 있다(Saunders, Wyn-le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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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ews, 2005). 즉,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대화, 조언,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 일상생활의 여가 활동 등 무형식학습의 방법은 열거하기 어

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나타난다.

  이처럼 무형식학습이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학습을 포괄하지만, 그럼

에도 무형식학습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강조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비형식성’으로, 학습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준으

로 보았을 때, 형식학습은 학교와 같은 제도권 안의 정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비형식 학습은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형식

학습은 일상적인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형식성’이라는 특징

을 갖는다(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7; Mocker & Spear, 

1982; Radcliffe & Colletta, 1989).

  무형식학습이 갖는 또다른 특징은 ‘의도성’이다. 일상생활과 같은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인한 무형식학습이라 하더라도 학습자가 학습

에 대한 의식적인 자각이 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 네트워킹, 코칭 등 

개인의 의지와 포함된 활동에 의한 학습이라는 점에서 무형식학습에는 

학습자의 의도성이 반영되어 있다(Marsick & Watkins, 1990). 무형식학습

이 이렇듯 학습자의 의도적 계획과 시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비의도적, 또는 무의식적

으로 벌어지는 부산물로서 인식되는 우발적 학습(incidental learning)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한숭희, 1999; Marsick & Watkins, 1990). 

  그러나 일상 속의 경험이라고 해서 모두 학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

다. 성인학습이론에서는 개인의 인지적 성찰 활동이 경험을 통하여 학습

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형식학습에서의 

‘경험’은 의미해석의 대상이자, 성찰 활동을 촉발하는 출발점이다. 그

리고 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적 활동인 ‘성찰’은 개인의 인식 변화

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문제에 대한 변화된 관점과 태도로 실제 행위

를 실천하게 된다(Merriam & Caffarella, 1999). 따라서 무형식학습에서 

경험과 성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성찰은 경험이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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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무형식학습을 개인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험과 성찰을 동반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일상적인 삶의 과정과 현상 속에서도 학습은 새롭게 탐

색되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위영은&이희수, 2010.) 이러한 점에 주목

하여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경험이 어떠한 전환적인 학습 과정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환경교육에서의 무형식학습이 일어나는 과

정을 탐색해 볼 수 있으리라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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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참여자들의 미니멀 라이프

  이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어떻게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었

고, 그 과정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미니멀 라이프의 

시작 시점에서 미니멀 라이프라는 개념을 알고 있기도 했고 그렇지 않기

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였을 때, 참여자들은 모두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시작 시점을 인지하고 있었으

며, 그 시작 시점은 이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자신의 생활 방식으로 채택

하게 하는 ‘결정적 경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참

여자들에게 그 경험이 ‘결정적’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들이 놓여져

있던 상황과 이로 인해 느끼고 있던 정서적 요인들에 기인한다. 

Osikominu & Bocken(2020)은 자발적으로 간소화하는 삶을 선택함에 있

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경험들과, 이를 더 활성화하는 요인 및 장벽이 

되는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의 상황과 정서적 요

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적 경험’의 순간 미니멀 라이프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적 경험’ 이후 참여자들은 모두 물건을 ‘비우기’에 집중하며 

그 과정에서 이를 활성화하는 요인과 함께 갈등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비우기에서 시작된 변화가 삶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경험들이 개입하지만, 이번 장에서는 참여자들이 미니멀 라

이프를 채택하게 되고 그 출발점인 비우기를 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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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박민주의 사례 - "윤리적 최소주의자”

  박민주의 미니멀 라이프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기 이전의 박민주는 ‘특별히 더 현명한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

지 않는, 남들과 다르지 않은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박민주

에게 2016년에 발생했던 경주 지진은 미니멀 라이프를 삶의 방식으로 채

택하게 된 결정적 경험이 되었다. 경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기도에 거

주하고 있었지만 그 때의 지진이 박민주에게 영향을 미친 까닭은 일본에

서 생활했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2011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 교토에 머물고 있었던 박민주는 동

일본 대지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재난방송이 하루 종일 계속되

고, ‘패닉바잉’이라 불릴 만큼 생활필수품의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가 재난 상황에 빠져 있는’ 당시의 혼란 속에서 

박민주는 자연 앞에서 인간의 ‘미력함’을 체감했다.

박민주 : 아무래도 한 달 내내 그런 방송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간접 재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자연의 앞에서 사람들이 이루어놓

은 도시나 문명이나 이런 것들의 힘이 되게 미력하다는 느낌을 체감하

게 되는, 간접 체험이었긴 해도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박민주는 가족과 지인들의 걱정에 계획보다 이른 귀국을 하게 된다.  

귀국 후에도 일본에서의 생활과 일본인 지인들로 인해 일본의 문화적 흐

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

서 ‘단샤리’라는 문화가 ‘대대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접하며 박민주는‘나만 그렇게 자연 앞에서 인간

이 열심히 쌓아놓은 게 (무너지는 것이) 헛되게 느끼지 않았나 보다’라

는 내면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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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당시에도 박민주에게 지진은 여전히‘남일’과 같았다. ‘한

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일본은 원래 지진이 많은 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자신의 방에 

있던 ‘화장대 거울이 울렁’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경험은 박민주에게 

재난이 더 이상 자신으로부터‘먼 상황’이 아님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

다. 재난이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물건에 대해 가지고 있

던 박민주의 인식을 새롭게 했다.

박민주 : 도쿄에서 지냈던 친구가 건물 바깥으로 대피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 경험을 해보고 나서 저한테 ‘쇼핑을 같이 좀 갔으면 좋겠

다.' 이래서. … (중략) … ‘갑자기 웬 옷을 사자는 소린가’ 물었더니, 

지진이 나면, 재난 때는 막 입던 옷 입고 뛰쳐나가잖아요. 우선 대피를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수줍은 그 잠옷을 입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경험 해보니 자신의 잠옷이 대외적으로 입을 수 없는 옷이었음을 

깨닫고, 혹시 지진이 나더라도 피난을 했을 때, 편안하면서도 남에게 부

끄럽지 않을 만한 그런 잠옷을 입어야겠다, 그런 거 하나 사 놓아야겠

다고 그 얘기를 너무 하는 거예요. … (중략) … 우리가 처음에 무슨 재

난 상황에 닥쳤을 때는, 닥치게 되면 우선 생존에 신경을 먼저 쓰게 되

고, 그 다음에 맨몸으로라도 뛰쳐 나가지만 그 다음에도 삶이 이어지잖

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식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친구는 그런 옷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재난 상황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생존이지만, 지진 이후에도 

‘삶이 이어’진다. 박민주는 일본인 친구와의 에피소드를 떠올리며 만

약 실제로 위급한 재난 상황에 처한다면 자신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물건을 챙겨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으로 집 안의 물건

들을 바라보자 집에 놓인 ‘잡동사니’들은 지진과 같은 재난의 상황에

서는 오히려 ‘너무 위험한 짐들’로 변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른다. 

박민주는 ‘위험한 우리 집 상황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경주 지

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터 물건을 비우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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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주는 우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영화 및 음악 CD를 과감히 비웠

다. 이미 여러 차례 보고 들었던 것이고, CD-ROM을 사용하지 않는 요즘

에는 쉽게 꺼내 볼 수 없게 되었음에도 ‘추억'과 ‘의미’를 가지고 있

기에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다. 이를 비우기 위해 CD에 저장해 두었던 

영화의 목록만을 기록해 둠으로써 물건이 가진 최소한의 의미만 남겨두

었다.

박민주 : 물건이 형태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내가 소장했다고 해서 그

런 추억이나 어떤 의미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점점 

비우면서 더 생겼고 …

  박민주는 미니멀리즘 게임, 플라스틱 미니멀리즘, 물건 1000개 비우기 

등 미니멀리스트들이 구체적인 비움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노하우들을 적

극 활용하여 물건을 비워나갔다.7) 5~6회의 미니멀리즘 게임, 3회의 플라

스틱 미니멀리즘, 2회의 물건 천 개 비우기를 거치며 약 5천 개의 물건

을 비운다. 단순히 버리는 방법으로 비우기도 했지만, 가능하다면 중고

거래나 기부 등의 방법을 활용했다. 특히 비워지는 물건들이 적절한 시

기에 좋은 사용처를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다 보니 이전보다 더욱 적극

적으로 기부를 실천하게 되었고,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일부

러 기른 후 기부하는 것으로도 기부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박민주는 화장품이나 목욕제품 등 사용해 오던 화학제품도 최대

한 비우고, 이후로는 최소한의 화학제품만 사용하려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박민주는 몇 해 전부터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사용하지 

않는 ‘노푸(No-poo)’를 시작했으며, 지금은 샴푸가 없어도 생활에 큰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품이나 세안제들 중 많

7) 미니멀리즘 게임은 「The Minimalist」(2016)의 Joshua Fields Millburn과 Ryan

Nicodemus가 제안한 물건 비우기의 방식으로 매월 1일에 1개, 2일에는 2개, 3일에는
3개와 같은 방식으로 비우는 물건을 늘려나가며 한 달 동안 총 453개의 물건을 비우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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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품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처음 시도할 때의 걱정과 

달리 피부 건강이 이전보다 더 개선됨으로써 이러한 생활을 더욱더 지속

하게 되었다. 

  가족은 미니멀 라이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부모님

과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박민주는 집안의 물건을 무작정 비우는 것

은 ‘잘못하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기에 가능한 가족들이 스트레스

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개인적인 물건만 중점적으로 비우는 방법을 택했

다. 그러나 병환으로 입원하셨던 외할머니를 간병하며, 생전에 ‘아끼시

던 물건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목도한 경험은 가족들에게 미니멀 

라이프를 권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박민주 : 나는 개인적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면서 물건을 많이 비웠지만, 내가 

엄마 아빠의 물건을 본인들처럼 그렇게 소중히 다루거나 가치 있게 생

각하지 않으니 엄마, 아빠도 일정 부분, 필요 없는 부분들은 버리고, 정

리할 수 있는 거는 매년 10%씩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

거든요. 그래서 좀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할머니께서 돌아가

시고 나서 더 신중해지신 것 같고 전보다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고 하시

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박민주는 스스로도 가족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이해해 주는 부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물건이 많지 않은 

‘어머니와 동생의 특성’과 평소에 가족들과 함께 미니멀 라이프에 대

해 나눠온 많은 ‘대화’에 있다. 가족에게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며 가족들에게 지지받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었다.

박민주 : 주방 세제를, 주방 비누 형태로 제가 제안해 봤는데 그건 남동생이 불편

하다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리필형 주방세제를 산다든지 

포장 용기를 아예 가져가서 담아 가지고 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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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그 정도는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죠.

  미니멀 라이프 실천 이후 박민주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했다. 박

민주는 비우기를 실천한 이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명확

히 알게 되었으며 ‘나다운 삶의 방식만 남고 나머지는 덜어야지’하면

서 훨씬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비운 물건 중

에 기억나는 물건이 없었다는 점에서 ‘쓸데없는 걸 많이 가지고’ 살아

왔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는 소비에 있어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미니멀 라이프는 이후 박민주의 삶의 행보를 결정짓

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많은 물건을 비웠지만 그 과정에서 ‘비워

서 쓰레기'가 되는 것이 ‘가장 최악이고 기쁘지 않은 일'임을 느끼게 

되며 제로웨이스트로 관심사를 확장하였고,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없는 

생활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험들은 책 출간, 지속가

능발전과 관련된 기관에서의 근무, 그리고 환경 분야와 사회적 경제 분

야에 대한 자발적 학습 동기로 이어져 현재 박민주의 삶을 형성하고 있

다.

박민주 : (‘노 임팩트 맨(No Impact Man)’과 같은) 그런 실험이 저는 무조건 자

연에 가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은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자연인처럼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살아

가는 사람으로서, 여기를 벗어나서 갑자기 갈 수 있는 시골도 없는데, 

여기서 뭔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좀 더 

자연스러운 삶. 그런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박민주는 스스로를 ‘윤리적 최소주의자'로 정의한다. 미니멀 인테리

어나, 정리‧수납법에 집중하는 미니멀 라이프 등 사람들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미니멀 라이프가 있음을 그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박민주에게

는 미니멀 라이프가 단지 ‘소유에만 대한 문제인가’하는 상심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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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기에 좀 더 ‘환경과 사회에 책임을 갖는’ 최소주의자가 되고

자 하는 지향점을 ‘윤리적’이라는 표현에 담았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박민주의 미니멀 라이프 채택 과정

은 <그림 3>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그림 3> 박민주의 미니멀 라이프 채택 과정

제 2 절  이유진의 사례 - "선택지를 줄여서 고민이 없

는 삶”

  이유진이 미니멀 라이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데에는 2016년 

EBS 다큐멘터리 「하나뿐인 지구」 시리즈 중 ‘물건 다이어트’ 편을 

시청한 것이 결정적 경험이 되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는 일본의 미니멀

리스트로 알려져 있는 사사키 후미오가 등장한다.8) 물건이 거의 없이 텅 

비어있다시피 한 그의 방이 이유진에게는 ‘너무 홀가분’ 해 보였다. 

물건이 많은 사람들과 대조하여 보여지는 미니멀리스트의 생활 모습을 

8) 사사키 후미오(佐佐木 典士). 일본의 미니멀리스트로 알려진 작가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원제: ぼくたちに,もうモノは必要ない。2015)」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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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유진은 자신의 삶에서도 저만큼의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가 생

겼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당시 전직을 생각하고 있던 이유진은 삶에서 어떤 ‘터닝포인트’가 

생겼으면 하는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미니멀 

라이프의 시도는 일종의 ‘게임 퀘스트’같았다. 이유진은 일전에 도미

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를 읽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간소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물건의 양을 줄이려는 시

도를 해본 적은 없었다. 그런 이유진에게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진 물건이 

없는 방은 시각적으로 큰 영향을 준 것이다.

  이유진 또한 미니멀 라이프의 출발로 물건을 비우는 작업부터 시작한

다. 그러나 이유진의 물건 비우기는 ‘채우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

어져 있었다. 이유진은 당시 이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물건을 버리기, 팔기, 나누기 등의 방법으로 짧은 기간 동안 대부분 처

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0에서 시작해서 정말 이거 없으면 못 살겠

다’ 싶은 것부터 다시 물건을 채워나가는 방법을 택했다.

이유진 : 그때 당시에 제가 이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빈집을 두고 거기에 

놓아야 하는 물건, 이런 식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마이너스 했다면, 

저는 0에서 플러스해서 최소한의 물건을 …(중략)… 더하는 식으로 해서 

미니멀 라이프를 한 번 실천하다 보니까, 저의 최소한의 필요 파악이 되

게 빨랐어요.

  가능한 물건의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이유진은 여러 용도로 쓸 수 있

는 한 가지 물건을 주로 활용한다.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각종 

노트, 필기구, 바인더, 프린터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 역할을 

모두 대신하는 태블릿 PC와 펜슬을 사용하고 있으며, 만년필과 나무 연

필 정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필기구의 전부이다. 또한 주방용 수세미, 

청소용 수세미, 샤워용 타올은 직접 기른 천연 수세미를 잘라 쓰는 것으

로 대신한다. 청소나 설거지 등에 사용하는 세제는 베이킹소다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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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다. 용도별로 모두 구입해서 사용하던 화장품이

나 욕실 용품들도 <그림 4>와 같이 최소한만 남겨두었다. 

→

<그림 4> 미니멀 라이프 전·후 이유진의 소지품 변화(필기구, 화장품, 욕실용품)

  미니멀 라이프 이전의 이유진은 미니멀리스트가 ‘전혀’ 아니었다. 

스스로를 물건을 꽤 많이 사는 편이었고, 수집에 대한 욕구도 큰 편이었

다고 평한다. ‘옷방’을 따로 갖고 있을 만큼 옷이 많았고 화장품을 많

이 모으기도 했다. 책이나 음반에 대한 수집 욕구도 많아 만화책 한 권

이 마음에 들었다면 전권을 사거나, 어떤 작가의 책이 마음에 든다면 그 

작가의 책을 모두 수집하려는 욕구도 컸다. 그랬던 이유진에게 물건을 

비우는 과정은 너무도 ‘즐거웠던’ 과정이 되었다.

이유진 : 옷을 옷걸이 개수를 정해놓고 옷장 하나에만 다 수납되게 사계절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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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보려고 하니까 맨 처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향의 옷만 남는 

거예요. 약간 변화를 주고 싶어서 산 옷, 아니면 세일 하니까 산 옷, 유

행하니까 산 옷, 다른 사람이 입는 거 보니까 예뻐서 샀던 옷. 이런 것

들은 비우고 내가 입었을 때 가장 기분 좋았던 거, 그 취향이 딱 갈라지

고 정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가방하고 신발이 또 딱 정해지고. 뭐 그런 식

의 과정이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비움의 대상은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유진은 미니멀 라이프를 

하기 전의 자신은 항상 ‘행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고, ‘좋아 

보이는 일들은 다 하려고’ 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니멀 라이프를 

하며 삶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나씩 소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지금은 자신에게 더 잘 맞고, 더 필요한 활동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낀다. 요리와 맛집 탐방도 좋아했지만 물건을 줄이

면서 조리도구를 간소화하게 되자 식생활도 자연스럽게 채식 위주로 변

화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고질적으로 갖고 있던 원인불명의 두통이나 

비염 등이 그동안의 식생활과 관련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유진 : 물건을 비우다 보니까 식생활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되고, 조리기구나 이

런 것도. 식생활을 좀 심플하게 해볼까 했는데 의외로 그러면서 제가 많

이 건강해진 거예요. … (중략) … 하면서 알게 된 게 제가 약간 동물성 

단백질이나 어떤 음식 알레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내가 그냥 먹었다가, 이것도 다른 물건 비우기랑 비슷한

데, 가장 좀 심플하게 먹고 채식에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끔씩 

인스턴트나 고기를 먹는다거나 했을 때 확 반응이 나오는 걸 그전에는 

혼재되어 있어서 몰랐는데 더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식탐도 없어지고 

음식에 대한 욕구도 좀 줄어들더라고요.

  이유진이 이러한 삶을 지속해올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 우선 새로운 집으로의 이사는 물건 비우기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혼자 살고 있었기에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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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갈등이 생길 염려가 없

다는 점은 ‘유리’했다. 그렇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태생이 미

니멀리스트’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와 동생의 지지는 이유진

이 이러한 생활 방식을 지속해 나가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유진의 가족

들 또한 미니멀 라이프 이후 이유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다.

이유진 : (부모님은 제가) 미니멀 라이프로 인해서 내 고유의 성격은 그대로지만, 

고유의 성격 쪽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더 극대화되고 사람이 행복해졌다

는 평을 하고 계십니다.

  이유진은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음에도, 

먼저 나서서 자신이 미니멀리스트임을 드러내거나, 직접적인 권유는 하

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보고 공감한다면 스스

로 변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유진의 변화와 삶의 

모습을 목격한 주변인들은 자신의 삶에도 그러한 변화를 적용시키는 경

우가 있었다.

이유진 : 저희 아버지도 제가 이렇게 굉장히 좀 심플하게 살면서 홀가분하게 사는 

삶을 보면서 좀 영향을 받으셔서 이제 물건을 줄이신다거나. 주변인분들

도 변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사람이 좀 밝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나도 물건을 줄여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유진 : (이모부님이) 굉장히 물건을 근검절약하고 아끼시고, 항상 놀러 가면 오

래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박물관처럼.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하시

고 저희 집에 놀러 오시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영향을 받으셔서 물건을 

갖고 있을 필요 없겠다, 너무 좋다, 하셨고 많이 비우셨어요. 주변에 그

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놀러 와서 보고.



- 44 -

  이유진은 미니멀 라이프 이후 물욕이 줄고 돈을 잘 모으게 된 경제적

인 측면에서 주변 지인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간혹 이유진의 생활 모습을 보고 정리와 관련한 생활

의 팁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동시에 주변인들의 반응은 때로 다소

간 내적인 갈등에 직면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일례로, 이유진은 물건을 비운 초기 ‘접시 3개와 보울 3개’ 정도만 

주방에 남겨두면서 집에 지인들을 초대하는 경우 상황을 설명한 후 개인 

식기를 지참하도록 사전에 미리 부탁하곤 했다. 그러나 몇 번의 지인 초

대를 거치며 그래도 집에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편안함을 주어야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되고, 보관하는 식기를 몇 개 더 늘리기도 한다. 이외에

도 옷장을 취향에 맞게 정리한 이후 주로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입게 되

자, 좀 더 ‘밝은’ 색의 옷을 입어보라는 주변의 참견 어린 조언이 들

려오기도 한다. 이유진은 이를 의식하여 새로운 색깔의 옷을 구매해 보

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었을 때 가장 만족스

러움을 느낀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다. 이유진은 이러한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취향과 주관을 더욱 뚜렷하게 알아가고 있었다.

이유진 : 옷이 전부 검은색일 때는 옷 개수가 솔직히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디자인이 미묘하게 다르고 그래서 옷을 몇 개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검은색 옷이 세 개 있으면 옷이 많게 느

껴지는데, 네이비, 회색, 검은색 각각 한 벌씩 해서 세 개 있으면 ‘아, 

옷이 세 개밖에 없네.’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계절은 이

제 옷을 그렇게 (다른 색으로) 샀으니까 입지만, 아무래도 다음에 옷을 

사게 되면 다시 예전에 제 취향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유진은 미니멀 라이프를 하며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성격 전반적인 것들’과 ‘행동 양상’들이 바뀌었음을 느끼고 

있다. 물건 비우기 이외에 생활 전반에서 단순함을 추구하게 되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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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해졌고 시간적인 여유도 얻게 되었다. 여유 시간은 공부와 독서, 운

동 등 자기 계발을 하며 알차게 보낸다. 또한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과

정에서 환경 문제에도 민감해지게 되었고, 현재 제로웨이스트를 적극적

으로 실천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모습이 물건으로 표

현된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느낀다. 이

러한 이유진에게 미니멀 라이프는 “선택지를 딱 줄여서 고민이 없는 

삶”이다.

이유진 : 선택지가 많은 삶이 되게 자유롭고 누리는 것 같지만, 의외로 선택지를 

딱 줄여서 고민이 없는 삶이 되게 간편하고 가볍구나. 그래서 항상 나의 

가장 최적의 취향만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그림 5> 이유진의 미니멀 라이프 채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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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강현진의 사례 - "내가 체험한 행복”

  강현진이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한 2012년은 국내에 미니멀 라이프라는 

개념이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시기이다. 미니멀 라이프가 무엇인지

도 모르던 상태에서 매우 우연한 계기로 물건 비우기를 시작한 것이 돌

이켜보면 미니멀 라이프의 출발점이었다.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

던 강현진은 당시 일과 관련된 문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건강 문제 

등이 한 번에 찾아오면서 반년이 넘는 장기간의 ‘슬럼프’와 ‘번아

웃’을 겪고 있었으며, 매일 같이 ‘머릿속이 복잡해 죽겠는’ 상황이면

서도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강현진 : 전에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었어요. 일에 대한 중압감에 대한 스트레

스,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 일희일

비 흔들리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컸었고, 돈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것도 너무 심했었는데 … (중략)

  어느 날, 집에 돌아온 강현진의 눈에는 방 한구석에 보관해 왔던 일곱 

개의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상자들은 10년이 넘게 버리지 않고 이

사할 때마다 ‘싸 짊어지고 다니던’ 것들이었다. 강현진은 장기간 기자 

생활을 해왔기에 기록과 정보 수집이 습관화되어 있었고, 언젠가 필요할 

것이라고,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며 그동안 사용해 온 수첩이나 서류 뭉

치들을 상자 안에 보관해 왔었다. 그러나 상자 안에서 나온 40개가 넘는 

수첩들 속에는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하나도’ 없었다. 강현진은 그

동안 버리지도 못하고 보관해 왔던 수첩들을 보며 ‘허무함’과 ‘어리

석음’을 느낀다. 그리고 그 날 밤, 한 번에 모든 상자를 비움으로써

‘해방감’을 경험하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행복’을 위해 물건을 줄이

기 시작한다.

  강현진은 이후 약 1년 정도를 물건을 비우는 데 집중했다. 그때만 해

도 자신의 비우기를 ‘정리’의 일환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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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건을 조금씩 조금씩 비우다 보니, ‘요요처럼’ 다른 물건들로 다

시 집 안이 채워지는 과정을 반복하기도 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끝

에 강현진이 깨달은 비움의 방법은 ‘비울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남길 

것을 고르는 것’이었다. 강현진은 현재 경차 하나 정도면 이사할 만한 

분량의 물건만을 가지고 있다.

강현진 : 물건은 많이 줄여서 물건 자체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죠. 지금도 내 

물건은 그냥 경차 하나로 다 이사하면 되니까. 금방. 이삿짐 싸는데 그

냥 냉장고 두고 간다고 생각하면, 냉장고 빼고 이삿짐 싸는 데 한 30분

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비움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강현진은 단지 ‘눈에 보이는 물건’만 비

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비울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강현진이 생각하는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집의 물건만을 비우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의 몸, 일(돈), 관계, 마음과도 관련이 있었다. 몸, 즉 건강

을 생각하게 되면서 가공식품이나 불필요한 성분이 들어간 화학제품도 

줄이게 되었고, 저렴한 소재의 옷 대신 조금 비싸더라도 질 좋은 성분으

로 만든 옷을 입고자 했다. 꾸준한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하며, 자신이 진정 원하지 않는 것에 돈이나 시간,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했다. 이와 함께, 10여 년 동안 몸담았던 신문사에서의 

‘퇴사’를 결정한다.

  당시 국내에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개념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

였기에 찾을 수 있는 정보 또한 ‘집 정리’에 국한되어 있었고, 새로운 

정보를 얻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강현진은 ‘좀 더 잘 비울 수 있는 방

법’이 없는지 탐색하는 과정에서 국외에 ‘미니멀리스트’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강현진 : 제가 해외 사이트 서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해외에는 미니멀리스트라는 

게,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걸 직업

으로 삼아서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내가 한 번 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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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주와 이유진의 사례와 달리 강현진은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것에 

대해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당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물건까지 허락 없이 줄이다가 혼쭐나

기도 하는 등 초기에는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주변 지인이나 

동료들에게 물건을 비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도 ‘아무도 못 알

아 들었’고, 회사를 퇴사하기로 알렸을 때는 ‘미친 사람’처럼 여겨지

기도 했다. 

  이러한 반응은 당시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강현진은 자신이 먼저 바뀌는 모습에 주변이 

바뀌고,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무엇보다 국외에서

의 ‘미니멀리즘 열풍’이 국내에도 시작될 것이라는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강현진은 퇴사 이후 미니멀 라이프를 알리는 일을 해보기로 마

음먹으며 홈페이지를 만들어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된 글을 올리기 시작

한다. 

강현진 : 나도 예전에 복잡하게 살아왔지만 나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지

금까지 만난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채우려고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아무

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어

요. 행복에는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비우는 방법도 있고, 비우는 행복이 

좀 더 지속 기간이 길다.

  강현진 자신이 비우기를 하면서 ‘행복’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게도 이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었다. 실제로 2016년 말에서 2017년도 사

이 국내에서도 미니멀 라이프가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고, 강현진 또한 

그 무렵부터 사람들의 호응을 와닿게 느낄 수 있었다. 국내에서 비교적 

일찍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된 글을 써왔던 강현진은 관련된 강의 의뢰나 

방송 출연 제의를 받기도 했고,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현재도 강의를 

나가거나 칼럼을 쓰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미니멀 라이프를 알리는 일

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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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진 : 나는 이렇게 비움으로서 행복해졌으니까, 내가 나 스스로 너무 큰 효과

를 봤으니까 저는 제가 행복을 찾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이게 꼭 삶의 하나의 정답이라기보다는 내가 체험한 행복이 이거니까.

<그림 6> 강현진의 미니멀 라이프 채택 과정 

  ‘행복’은 강현진의 미니멀 라이프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

드이다. 강현진은 자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면 이를 접하는 다

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개개인의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환경에 나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우기에만 너무 ‘집착’하여 

‘강박’적으로 비우지 않도록, ‘하나를 비우더라도 행복하게’ 비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비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와 ‘행복’

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준’

을 확고하게 해주며 이는 곧 ‘인생의 목적’을 명확하게 잡는 것과도 

같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돈과 시간,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로부터 얽

매이지 않는, ‘시공간과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강현진이 추구하는 

미니멀 라이프이다. 

강현진 :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은 내 집에서 그리고 내 몸에서 그리고 아예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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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지만 돈에 대한 불안 적게, 일에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과 시공간에서 얽매이지 않고. 마음은 뭐 말할 것

도 없죠. 그래서 저도 명상하고 이런 거니까. 결국은 제가 추구하는 미

니멀리즘은 자유인 것 같아요.

제 4 절  김서윤의 사례 -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김서윤이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유진과 마찬가지로 

EBS 다큐멘터리 「하나뿐인 지구」 시리즈의 ‘물건 다이어트’ 편을 

접하면서이다. 해당 다큐멘터리가 김서윤에게 미니멀 라이프를 채택하게 

하는 결정적 경험이 된 배경에는 당시 김서윤이 겪고 있던 여러 어려움

들이 있다.

  김서윤은 2016년 결혼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떠난다. 호주에서 살아왔

던 남편과 달리, 결혼 전 자취를 하거나 ‘혼자서 삶을 꾸려가는’ 경험

이 없던 상태였던 김서윤에게 타향에서의 삶은 ‘고난’으로 다가왔다. 

학업 중이던 남편을 대신해 전반적인 집안일들을 도맡게 되며 주부로서

의 역할이 시작되었지만, 가계를 관리해 본 경험이 전무했던 김서윤에게 

‘집안일’을 제대로 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 

김서윤 : 그때 당시 제일 싫었던 건 설거지였거든요. 설거지,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음식 하는 거는 되게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건 좋은데 

그 뒷정리들이…. 그러니까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를 착착착 하고서 바로 씻고 헹구면 일이 조금 줄어드는데 그 요령이 

없으니까 보이는 데 그냥 짐이 다 올려져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기분이 안 좋고. 그런 식의 모든 부분, 공간들에서 그런 게 있었

던 것 같아요. 옷이 좋아서 옷을 샀는데 옷을 찾을 수도 없고.

  설거지조차도 부담으로 느끼고 있던 김서윤이 당시 느끼고 있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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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욕상실’, ‘우울’, ‘초조함’, ‘불행’ 등의 단어로 표현된

다. 남편은 호주로 이주해 오는 김서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지지해주었고, 김서윤도 스스로 ‘값지고 좋은 감사한 상황’이

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무얼 할지 

고민하며 시도해 보는 일들이 잘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 매일 반복되자 

‘성취감’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다. 

김서윤 : 모든 주부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맨날 매일이 반복되는데 나한테 

성취감이나 이런 거는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고, 스트레스는 계속 있

고, 해소는 되지 않고. 그래서 겨우 해소할 곳이 쇼핑. 그런 정도였는데

  원래부터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했던 김서윤에게 쇼핑은 더욱 ‘유일

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되었다. 그러나 쇼핑을 하면 할수록 더욱 쌓

여만 가는 물건들은 다시 집안일을 번거롭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고, 스

트레스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되돌

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접한 

EBS 다큐멘터리 영상 속 사사키 후미오의 물건 없는 방 안 모습은 김서

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때까지 알고 있던 미니멀리즘은 미술 

사조일 뿐이었던 김서윤에게 미니멀 라이프와의 만남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 전환점이 되었다.

김서윤 : 이게 물건이 많아서 그랬다는 걸 절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집을 큰 데로 이사 가야 해, 옷장이 하나 더 있어

야 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분은 옷이 이만큼 있고 물

건을 다 꺼내는 데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 그걸 보고 그럼 물건이 없

으면 내가 하는 집안일이 되게 줄어들겠다, 딱 그 생각을 해서 그날 바

로 거실을 막 뒤지고 그랬어요.

  김서윤도 가장 먼저 물건을 비우기 시작했다. 돈을 주고 구매한 물건

들, 언젠가 쓸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받아온 물건들, 그밖에 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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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 레고, 코알라 인형 등 추억이 깃들어 있어 쉽게 버리지도 못하

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채 가지고만 있던 물건들도 중고거래나 기부 

등을 통해 비운다. 동네마다 기부 물품 받는 곳이 많았던 호주의 특성과 

그해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물건을 한 번에 정리해야 했

던 상황은 비우기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물건이 사라지자 집안일이 

한결 쉬워졌고, 개운해진 공간과 함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중고 

거래를 하며 돈이 쏠쏠하게 모이는 부수적인 재미도 있었다. 이러한 과

정 속에서 김서윤은 다시 '성취감'을 느끼고 긍정적 감정을 회복해 나간

다.

김서윤 :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취감 있잖아요. 제가 그 몇 년 동안 뭔가 

잊고 있던 성취감을 물건을 찾고 비우고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

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나는 집안일이 싫으니까 물건을 줄여서 내 집안

일을 덜게 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저를 위해서 한 거죠. 내가 안 힘

들면 좋겠으니까 물건 비우자 했는데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김서윤의 변화에 남편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함께 물건 비우기에 

동참하게 된다. 원래 김서윤과 남편은 소비 욕구, 소비 습관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었다. 소비 욕구가 많고 물건을 살 때 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들을 따져보는 김서윤과 달리, 남편은 소비 욕구가 상대적으로 적

으면서도 ‘아무거나’ 사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많은 물건이 있었기에 

한 번에 많은 물건을 비울 수 있었던 김서윤과 달리, 남편은 가진 물건

의 개수가 적은 만큼 자신의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경향

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부가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 나눈 많은 

‘대화’는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부딪히는 부분에서는 

타협점을 찾아가게 하면서 물건 비우기가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금 더 ‘건강한 미니멀리즘’으로 나아가게 해주었다.

김서윤 : 어떻게 됐든 다른 쪽에 있다가 합쳐지면서 조금 더 선택할 수 있을 때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점이 저는 좋았고, 의외로 남편은 되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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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없으면서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가 중요하게 생

각하는 부분, 베개, 소파, 그리고 좌식 생활을 정말 안 좋아해서 그 세 

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미니멀리스트가 되면 이제 

침대도 다 치우고 소파도 다 치우고 저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아

무것도 없는 집을 꿈꾸는데 저는 … (중략) … 오히려 또 상관없더라고

요. 나는 물건만 많지 않고 그렇게 하면 상관없으니까, 제가 상관없는 

거면은 남편한테 상관있으니까 남편한테 맞추고, 남편은 또 이거 싫고 

하면 그러면 또 맞추고. 계속 서로한테 맞추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맞

추지 못했죠. 그냥 우겼죠.

김서윤 : 지금은 뭐 하나 정말 살 때도 진짜 머리를 합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고, 리뷰를 보니까 이게 있고, 그렇게 해서 훨씬 소비를 되

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서윤의 비우기 또한 물건에서 끝나지 않았다. 앞의 사례들과 같이 

주방용품을 간소화하면서 식생활도 간소화하게 되었고 ‘욕심’이나 

‘집착’같은 무형의 감정들도 많이 비워내게 되었으며, 시간을 소모하

게 만들던 스마트폰 어플들도 지웠다.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마음을 내

려 놓게 되자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

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왔다.

김서윤 : 미니멀리즘을 하면서 생각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

을 되게 많이 내려놨거든요. 내가 물건을 이제 비우면서 개운함을 느꼈

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굳이 하고 싶다는 이유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될까, 아, 모르겠다. 그냥 이것도 비

워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되게 많은 변화들이 생겼고, 

가벼운 마음으로 미니멀리즘에 대한 유튜브도 열었고, 그게 이어져서 책

도 냈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오히려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 거

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진짜 큰 전환점이죠, 인생에서.

  김서윤이 스스로 표현하듯이, 미니멀 라이프는 김서윤의 인생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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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인생이 ‘계속 초조하고 뭔가를 불안해 하는’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자유’를 추구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모

토’였으면서도 미니멀 이전의 삶은 ‘자유’를 위해 물건을 사고, 물건

을 사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추구하는 생각과 실제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삶이었다. 김서윤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게 되면서 자

신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두 ‘잘 맞는 느낌’이 되어 ‘이제서야 제

대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고 느낀다.

김서윤 : 물건에게서도 조금 자유를 찾고 있으니까,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생각한 거랑 제 몸이랑 제 상황들이 이제 맞물려진 거예요. 비슷한 마음

들로. 옛날에 나는 자유롭고 싶어하면서 물건을 막 사고, 나 자유롭고 

싶으니 돈 벌어야 돼. 이게 안 맞았는데 지금은 생각과 내 하는 행동과 

내 생활들이 뭔가 잘 맞는 느낌인 거죠. 

<그림 7> 김서윤의 미니멀 라이프 채택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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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장주희의 사례 - "아이와 함께 미니멀”

  현재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한 장주희의 미니멀 라이프 

시작에는 아이를 위한 ‘청결’과 ‘안전’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집안 

물건에 부딪혀 아이가 다치는 사건은 장주희가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

는 결정적 경험이 되었다.

장주희 : 그 시작이 하준(가명)이를 위한 집 청결과 위험 요소들을 없애주기 위해

서 미니멀 라이프를, 비우고 이런 걸 시작했어요. 없으니까 훨씬 하준이

한테 더 청결한 공간과 안전한 장소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청소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던 장주희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만 

해도 ‘먼지가 쌓이든 말든 그냥’ 살던 편이었다. 아이가 자라며 이것

저것 ‘물고 빨기’ 시작하자, 청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나, 아

기를 돌보며 청소를 제대로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육아 첫 1

년 사이 ‘육아는 무조건 템빨’이라고 생각하고 들여놓은 여러 가지 육

아용품들로 물건이 잔뜩 늘어나자 청소는 더욱 번거로운 일이 되었다.

장주희 : 집 안에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청소를 한번 시작하려면 물건도 들어야 

하고 깔린 거 다 주워야 하고. 아기 보기도 바쁜데 그 물건까지 정리하

면서 청소를 해야 하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점점 그래도 울

며 겨자 먹기 식으로 청소를 했죠. 깔끔히는 못하더라도.

  출산 전에는 ‘물건이 많아도 그냥 그러려니’했던 장주희는 육아를 

하며 점점 늘어난 물건들로 인해 청소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

었다. 그러나 군인인 남편의 직업적 특성상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 

이사를 하며 물건들이 분산되면 물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잠시 사그라

들기도 하였고, 때문에 청소의 어려움이 물건을 비우는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았다. 장주희가 본격적으로 물건을 비우기 시작한 시기는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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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일어서기 시작할 즈음이다. 

장주희 : 아기가 이제 뭘 잡고 일어서면서부터 물건들이 아기의 장애물이 되는 거

예요. 예를 들면 저희 집 안에 화장대도 있었고, 안 쓰는 운동기구, 자전

거, 그런 거를 쓰지 않았어요. 아기가 생기고 화장을 하려고 화장대 앉

는 시간도 없고. 없었는데 그냥 가지고 있던 거야. 근데 어느 날 아기가 

화장대를 짚고 일어서다가 다친 거죠.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장주희는 아이가 다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쓰지 않는 화장

대를 치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화장대를 중고사이트에 팔았다. 화

장대가 사라지자 아기가 다칠 위험도 사라졌지만, 의외로‘화장대가 없

어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편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

자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쓰지 않고 세워두기만 했던 자전거였다.

장주희 : 아기가 좀 더 커 갈수록 자전거에 막 올라가려고 하는 게 또 보이는 거

예요. 그게 또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 자전거 

우리 안 쓰니까 팔자, 그러니까 자전거와 화장대가 저의 미니멀 라이프

의 첫 시작이었던 거예요.

  화장대와 자전거도 중고로 팔았지만 ‘없어도 사실 불편하지 않았

다’. 오히려 아기에게 위험이 될만한 물건들이 사라지면서 ‘안전’이 

확보되었고, 물건이 사라진 만큼 청소가 쉬워지면서 아기에게 ‘청결’

한 공간을 쉽게 유지할 수 있었다. 동시에 스트레스 요인이었던 청소가 

간편해지자 장주희도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장주희는 당시

만 해도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기에 물건 비우기가 미

니멀 라이프의 일환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다. 다만 ‘이렇게 줄이는 사

람이 있나’ 하는 궁금함을 갖고 있던 와중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언

니를 통해 미니멀 라이프라는 개념을 접하게 된다. 이웃집 언니와 함께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장주희는 물건이 비워질수록 스트

레스가 해소됨을 느끼게 되었고, 물건을 줄이는 ‘맛’을 알게 된 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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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에게 미니멀 라이프는 ‘신세계’였다. 

  장주희의 미니멀 라이프 또한 함께 사는 가족, 즉 남편과 아들로부터 

영향을 주고받는다. ‘중독’처럼 물건을 비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

던 초기에는 자신의 물건뿐만 아니라 남편의 물건도 비우고 싶다는 생각

이 들기도 했다.

장주희 : 내 거를 비워야 하는데, 사실 이제 남의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신랑 거, 

특히 신랑 거. 내가 보기에는 아무 필요 없는 거 같은데. … (중략) … 

사실 자잘자잘 한 게 문제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아직도 못 비우는 

게 남편의 모자가 있어요. 부대를 옮길 때마다 기념품으로 모자를 되게 

많이 주는데 모자가 엄청 많아요. … (중략) … 저는 그걸 너무 비우고 

싶은데, 처음에는 그걸로 조금 다툼은 아니더라도 의견 차이가 있었어

요. ‘필요 없는 거는 사진으로 남겨놔도 된다’, 저는 이런 스타일이었

고 남편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간직할 거다,  소중한 거다, 나중

에 나중에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스타일이서 그렇게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가족 구성원, 특히 아이는 미니멀 라이프 실천을 어렵게 하는 존재로 

여겨지곤 한다. 아이를 돌보려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

고, 아이의 정서적 욕구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는 장주희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

고 말한다. 애초에 아이의 안전과 청결을 위해 시작한 것이기도 했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자 미니멀 라이프, 그리고 제

로웨이스트까지 ‘함께’ 하는 존재가 되었다. 장주희는 아이가 아니었

다면 미니멀 라이프도, 이와 함께 현재 실천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생

활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아이의 물건은 장난감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장주희는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잘 비우기 위한 전략들을 활용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이

가 가지고 노는 시기가 지난 장난감이더라도 아이와 대화하며‘함께’ 

비우는 것이었다. 함께 비우면서 아이가 장난감을 ‘쉽게 잘 보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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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경험하게 되자, 새로운 장난감을 하나 사게 되면 집에 있는 장난감

은 하나 보내주는 약속을 만든다.

장주희 : 애들은 장난감 욕심이 좀 많더라고요. 마트 같은 데 가면 사고 싶어 하

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만약 (장난감을) 살 때는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 

보내줘야 한다, 이건 꼭 지켰던 것 같아요. 하나 살 때 하나를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납득 했는지 그걸 지켰던 것 같아요.

  아이를 관찰하며 장주희가 발견한 사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은 반드시 '새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새것' 보다 '새로운 것'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었다. 이에 비슷한 또래를 양육하는 주변의 

지인들과 함께 장난감을 바꿔 놀거나 빌려 노는 방법을 활용하여 아이가 

다양한 장난감을 경험하면서도 집 안에 지나치게 많은 장난감이 쌓이지 

않도록 했다.

장주희 : 기한을 정해서 서로 바꿔 놀면 걔도 좋아하고, 걔도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점차 장난감을 줄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면서 하준이도 이제 

장난감 미니멀을 조금씩 실천하게 된 거죠.

  장난감을 줄이면서 깨달은 것은 아이에게는 생각보다 ‘장난감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은 장난감이 아니라 바로 

엄마와 아빠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주희는 장난감에 아이를 맡기고 집

안일을 하던 과거와 달리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놀아주려고 한다. 또

한 장난감 대신 아이가 직접 그리고 오리며 만들어서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장난감보다 더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주희 : 장난감이 필요 없다고 느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그리고 저희 아

기는 장난감보다도, 혼자 장난감으로도 놀지 않아요. 저랑 아니면 아빠

가 꼭 있어야 하더라고요. 지금 4년을 지켜본 결과 아무리 장난감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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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엄마나 아빠가 꼭 옆에 있어야 돼.

  함께 육아를 하는 이웃 지인들과의 교류는 육아를 하며 미니멀 라이프

를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주었다. 속옷이나 내의를 제외하고는 직

접 아이의 옷을 구매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장난감과 옷들을 지인들

로부터 많이 물려받아 새로운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 더불어 원래

부터 중고 물품에 대한 편견이 없던 장주희의 성향도 새로운 물건이 크

게 늘어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장주희도 어느 정도 물건을 비우고 나자 물건 이외의 비움에 관심을  

갖게 된다. 살림에서도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간결한 살림법을 택하게 

되었고, ‘건강’을 위해 몸에 대한 미니멀리즘을 생각하게 되며 채식 

위주의 단순한 식생활을 지향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 

아무래도 ‘가족들의 입맛’을 고려해야 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 장주희가 얻은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이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집안일이 단순해지자 아이가 잠든 후의 시간

을 집안일에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

었다. 또한 ‘걱정이 엄청 많고, 스스로도 복잡하게 산다’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물건을 줄이고 나니 저절로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다. 

장주희에게 미니멀 라이프는 자신의 방법대로‘마이웨이’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장주희 : 저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우선은 제 지금 생각은 미니멀 라이프와 함

께 갈 것 같거든요. 쭉. … (중략) … 이게 이제 뭔가 삶의 일부가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가 아니고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진짜 몇 년 안 

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삶 자체가 너무 저한테 가져다 준 것도 많고. 

깨달음 준 것도 많고 해서 그냥 쭉쭉 함께 갈 참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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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장주희의 미니멀 라이프 채택 과정

.

제 6 절  소결

  참여자들의 삶의 모습은 미니멀 라이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참

여자들이 이전의 삶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하는 결정적 경험은 

‘일상에서의 위험 자각’과 ‘정서적 불만족 인지’로 요약할 수 있었

다. 박민주와 장주희는 지진이나 자녀의 부상이라는 사건을 통해 물건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머지 참여자들은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미니멀 라이프를 다룬 TV 

다큐멘터리 시청을 계기로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던 불안이나 스트레스, 

중압감 등의 부정적 정서나 변화에 대한 욕구를 인지함으로써 미니멀 라

이프에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결정적 경험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참여자들 각자가 놓여있던 상황과 정서적인 요

인들이 영향을 미쳤다. 간소화 하는 삶을 실천하기로 결정하는 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삶의 역경, 물질주의와 연관된 부정적 경험 등 외

부적 요인과 이러한 외부적 요인에 대한 반성이나 감정 등 내부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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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Osikominu & Bocken, 2020). 연구에 참여한 이들도 일이나 육아, 

또는 결혼, 이사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이면서 이에 관한 부정적인 감정들

이나 정서적 욕구를 축적해 오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 및 정서적 요인

들이 참여자들의 결정적 경험과 맞물렸을 때 미니멀 라이프를 채택하게 

되었다. 

  미니멀 라이프는 주로 잡동사니들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Dopierała, 2017; Uggla, 2019; Rodriguez, 2018). 여기에는 소유물이 계

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물건 비우기, 생활 공간의 재배치, 소

비습관의 변경, 자기 수양 등이 포함된다. 소유물을 줄여나가는 것은 간

소화하는 삶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미니멀 라이프에서는 

물건 비우기가 이러한 생활을 시작하는 관문이 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

다(Kang et al., 2021; Kasperek, 2016; Zalewska &  Cobel-Tokarska, 

2016). 

  비우기 방법 중 가장 단순한 방법은 ‘버리기’이지만, 참여자들은 

‘중고거래’, ‘기부’, ‘나눔’ 등 버리지 않고서도 물건을 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 더 효율적으로 비우기 위해 ‘미니멀리즘 게임’ 

과 같이 비울 물건의 개수를 목표로 정하는 등 구체적 전략을 활용하기

도 한다. 비우기의 대상은 처음에는 주로 물건이었지만, 점차 불필요한 

화학성분, 육식 중심의 식생활, 삶에서 불필요한 일, 관계 등 무형의 대

상으로 확대되었으며, 부정적 감정, 마음과 같은 정신적 영역에서의 비

움도 이루어진다.

  참여자들은 비우는 과정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과의 의견 차이로 인

해 어려움을 겪는다.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정보의 부족, 지인들의 오해 

섞인 반응 등도 실천 과정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비우는 과정

에서 비우기에 ‘집착’하거나‘강박’적, 또는 ‘극단적’으로 물건을 

비우는 등의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가족들과 미

니멀 라이프에 대해 나누는 많은 ‘대화’ 및 그들의 지지는 실천의 어

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주었으며, 참여자 스스로가 본보기가 

되면서 가족 및 지인들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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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이외에도 물건을 줄이기에 유리한 주거 형태, 문화적 환경, 

지인들과의 교류도 비우기의 활성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다. 무엇보다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 얻는 내적인 만족감과 자기 확신은 이러한 갈등 

요인들을 극복하게 하였다. 부수적으로는 건강을 회복하고 돈이 잘 모인

다는 이점도 있었지만, 비우기를 시작하고 얻은 자유, 해방감, 개운함, 

여유로움과 같은 정서적 만족감은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

는 강한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도식화한 결과는 <그

림 9>와 같다.

<그림 9> 참여자들의 미니멀 라이프 채택 과정

  미니멀리즘은 사회 운동이라기보다는 개인화된 현상이며, 소비 관행을 

중심으로 하여 개인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Kang, Martinez, & 

Johnson, 2021). 이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이러한 삶의 방식을 지지하고, 

타인에게 알리고 싶어 하면서도 적극적인 사회 운동으로 확산해야 한다

는 견해를 보이지는 않았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만족감도 컸지만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니멀 라이프를 일방적으로 권유하

는 것은 오히려 ‘폭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은 직

접적인 권유보다는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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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화되는 것을 선호했다. 미니멀리스트와 상반된 개념인 맥시멀리스트

(maximalist)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않으며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의 미니멀 라이프’가 있듯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려고 

한다. 

김서윤 : 맥시멀 리스트가 마치 부정어 같이, 미니멀 리스트 세계에서는 부정어처

럼 쓰였는데 저는 지금은 진짜 생각이 아예 다 바뀐 게 맥시멀 리스트

를 욕하면 안 되고, 맥시멀 리스트는 오히려 물건을 진짜 사랑하는 사

람. 그리고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미니멀한’ 삶에서 비롯되는 정신적인 여유는 참여자들이 자기반성

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는 다시 새로운 통찰력으로 이어지며 자신과 타인

과의 관계, 소비 습관,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또 다른 측면에 

대해 성찰하게 함으로써 배우고 성장하게 되었다(Lloyd & Pennington, 

2020). 이러한 점에서 미니멀 라이프 시도하는 일상적 실천의 과정은 성

찰을 동반한 무형식학습의 과정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 속에

서 학습하며 전기적으로 구성된 고유한 해설틀에 따라 자신의 일상생활 

세계를 해석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일상생활 자체가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강수택, 2000). 이들은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한 이

후 그동안 살아온 소비 사회에 대해, 환경 문제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으며, 비우기 이외의 다른 실천도 시작하게 되었다. 그

리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 정보를 찾거나 창조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

과 교류하는 등 자발적 학습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제4장에

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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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학습과 전환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더 큰 의미를 추구하고 장기적

인 목표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위해 소비주의와 관련된 것들을 없애나

간다(Kang et al., 2021). 또한 적게 가지고 그 과정에서 쓰레기를 덜 만

들수록 쓰레기를 처리할 일도 줄어든다는 단순한 연결을 바탕으로 쓰레

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Dopierała, 2017). 참여자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결정적 경험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물건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면서 물건을 비우게 되었다. 그리고 물건을 비우는 경

험은 참여자들이 살아오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체득해 왔던 가치관과 태

도, 즉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미 도식을 검토하게 만드는 새로운 성찰의 

출발점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크게 소비와 환경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달라진 생각에 따라 새로운 행위들을 삶에서 실

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

한 학습을 해나감으로써 개인적인 성장과 함께 삶의 전환을 이루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요약적으로 정리해보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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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소비하는 삶으로부터의 자유

1. “예쁜 쓰레기들”: 쉽게 소비하던 삶 

  참여자들 대부분은 미니멀 라이프 이전의 자신의 소비 습관에 대해 

‘특별하게 더 현명한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들 모두가 

과소비를 하는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0

원’이 될 때까지 돈을 쉽게 썼다거나, 자신의 지출 규모가 소득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었다고 평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주로 옷이나 

화장품들을 구입하거나 책이나 음반 등 소장하고 싶은 물건들을 수집하

는 소비를 해왔다고 했으며, 이 시기의 소비 습관은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특징들을 갖는다.

  우선 이들의 소비는 주로 ‘욕구’에 기반한 것이었다. 실제 필요에 

의해 물건을 구매하기보다는 상품의 디자인, 저렴한 가격, 단지 갖고 싶

어서 등의 이유로 소비를 결정했다. 마음에는 들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물건은 아니었기에 이렇게 구입한 물건들은 종종‘예쁜 쓰레기’라는 단

어로 표현되었다. 대부분 쉽게 이루어진 소비였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건과 비슷한 것을 또 구매한 경우도 많았으며, 몇 번 사용하지 

않고 그 물건에 큰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했다.

박민주 :‘어? 이거 예쁘다, 이거 사야겠다’ 이러면 사고, 그런데 그걸 샀는지도 

사실 잊어버리고. 아니면 ‘이거 나 왜 샀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

고, 옷을 사도 이미 집에 있는 옷, 똑같은, 비슷하게 있는 것도 사고 이

러잖아요.

이유진 : 견물생심이라고 뭔가를 보다 보면 저게 나한테 왠지 필요한 것 같고 갖

고 싶고, 안 필요하더라도 예뻐서 갖고 싶고 한번 써보고 싶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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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산품들의 저렴한 가격은 ‘견물생심’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었다. 낮은 가격은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이루어지는 고민의 장벽을 더욱 

낮추어 준다. 이는 구매 결정이 이루어진 순간, 즉 물건을 사는 순간의 

즐거움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믿으며 소비에서 ‘질’보

다는 ‘양’을 추구하게 했다. 특히 ‘패스트패션’이라고 불리는, 값싼 

가격에 빠르게 변하는 유행에 맞추어 나오는 옷들은 쉬운 소비의 주된 

품목이었다.

  그러나 소비 행위는 단순히 그 물건이 갖고 싶다는 욕구와 가격만으로 

유인되는 것은 아니다. 참여자들이 어떤 물건을 소비하는 이유에는 물건

을 통해 자신의 ‘취향’과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유진 : 어떤 수집이 ‘나의 정체성이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걸 좀 갖고 있었을 때 ‘나의 안목이 이 정도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책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음, 나의 지식이 이만큼이야.’ 뭐 이런 거 소개하는 것 같고. ‘난 이

런 거에도 관심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그

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단순히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이유로 기꺼이 ‘비싼’ 옷을 구매하기도 했다. 또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물건들과 심미적으로 잘 조화되며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상품이라면 기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구매하기도 했는데, 이는 

McCracken(1997)의 ‘제품 보완물’ 개념으로 설명된다. 이렇듯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참여자들의 소비 습관은 자신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보다 

심리적 욕구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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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와 욕구의 구분”: 덜 소비하고, 다르게 소비하기

  기존의 소비 체제에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평범한’ 소

비를 해오던 참여자들은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물건을 비우는 경험

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해왔던 소비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

한다. 자신에게 큰 변화 또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겨졌던 물건

들이 사실은 그 반대의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이

르게 되며 소비에 대한 의미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박민주 : 마음에 드는 소비를 하려고 하는데 물건 찾기가 너무 어렵고, 소비가 너

무, 소비라고 하는 과정이 힘든 거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데, 안 드는 

데 그냥 사면 결국엔 후회가 돼서, 이걸 버리고 비우는 게 너무 힘들다

는 거를 비우기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들여 집

으로 내 방으로 들여놓으면 안 되겠다 … (중략) 

이유진 : 생각보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고 많은 물건이 필

요하지 않고 … (중략)

강현진 : 소비를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 행복이 생각보다 

너무 짧다는 거. 물건이 주는 행복이 생각보다 너무 짧다는 거. 내가 아

무리 예쁜 옷을 사고 아무리 예쁜 가방을 사도.

김서윤 : 저는 물건 비우면서 진짜 많이 느꼈던 게 그렇게 새로운 물건이 나한테 

크게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고, 진짜 불편해서 잘못된 물건, 정말 엉망

인 물건 외에는 대부분 그냥 새로운 거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장주희 : 계속 물건은 늘어나지 이건 다시 치워야지 청소해야지 하니까 이게 더 

물건을 사면 살수록 스트레스가 된다는 걸 이제 30년 만에 깨달은 거죠.

  ‘비우기’라는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기존의 소비에 대한 성찰을 하게 

했다. 이들은 소비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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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없이 해오던 소비가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었으며, 오히려 늘어

난 물건들이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 등을 깨닫고 나름의 전략을 통해 불

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더 늘리지 않도록 소비 습

관을 개선해 나간다. 그러자 그동안 쉽게 해왔던 소비는 매우 ‘신중

해’졌고, ‘어려운’ 일이 되었으며, 이에 기본적으로 소비 횟수가 감

소하게 되었다.

장주희 : 물건을 비우면 다시 구매하는 게 되게 줄어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비워

질 건데, 비워질 수도 있는 물건인데 사면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고요.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소비가 우선은 많이 줄었어

요.

김서윤 : 뭔가 하나를 살 때도, 정말 펜 하나를 사는데도 한참을 고민하는 거. 이

걸 내가 끝까지 쓸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걸 버려졌을 때 어쩔 건가, 예

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더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사는 것도 자주 사지 않게 됐죠. 전보다는 확실히.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고 해서 참여자들이 소비를 아예 하지 않기를 택

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신중해진 태도로 소비에 임

하게 되며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위한 나름의 전략들을 활용한다.

  박민주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블로그 이웃을 통해 알게 

된 ‘소비디톡스’라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소비디톡스’는 스스로  

‘소비의 달’로 정한 시기 이외의 나머지 달에는 생활에 필요한 필수

품, 경조사비, 경험 소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대신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따로 기록을 해두었다가 자신

이 정한 소비의 달이 되었을 때 구매를 결정한다. 

박민주 : 소비 디톡스를 처음에 시작했던 1년째는 (사고 싶은 물건의) 목록이 항

상 길었었거든요. 그러다가 2년 차 되니까 목록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게 되더라고요. … (중략) … 시간이 묵히다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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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은 그냥 신발이 아니라 이런 신발이었으면 좋겠고, 저런 점은 어

떤 거였으면 좋겠고, 거기에 저의 가치관과 취향이 반영된 욕구 리스트

가 완성이 되는 거죠.

  박민주는 ‘소비디톡스’라는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가치관’과 

‘취향’을 정확히 반영한 물건들 위주로 소비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1년 넘게 이를 지속하면서 신중한 고민을 거쳐 물건들을 구매하게 되었

음에도, 정작 구입 후에는 이조차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박민주 : 지금 없는 물건이 뭔가 나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주기보다는 오히려 

내 삶에서 약간 변두리에서 돌다가 퇴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면서,  

… (중략) … 신중하게 들어온 물건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게 버티지 

못하는 걸 보면서 … (중략 ) …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물건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김서윤과 장주희는 ‘인터넷 장바구니’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인터넷 쇼핑몰의 온라인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구매

를 보류하였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 구매 욕구가 사라지면 자연스

럽게 장바구니를 비워버리는 것이다. 구매 욕구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에

도 미니멀 라이프 이전과 달리 신중한 고민을 거치며 물건의 구매 여부

를 결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건은 짧으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만 지나도 ‘결국 다 지워버리게 되는’ 것들이었다.

  소비에 신중해진 참여자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었다. 더불어 삶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은 그다지 많지 않다

는 것과 필요하다고 착각했던 물건들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참여자

들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비를 하고자 의식적으로 노

력하게 되었다.

박민주 : (소비의 달에 사고 싶은 물건들의) 목록을 제가 하나의 목록으로 쭉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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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록이 혼재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떤 게 혼재되어 있냐면. 필요랑 욕구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랑 필요한 게 섞여 있는 거죠.

이유진 : 당장 필요한 것과 약간 필요하지 않지만 갖고 싶은 것. 그 구분 빨랐다

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느낀 건, ‘어, 이거 없이

도 살 수 있었네?’ 이런 것들. 전혀 불편함이 없네.

강현진 : 가계부에다가 필수품, 비(非) 필수품 카테고리 두 개를 나눠서 쓰거든요. 

필수품은 내가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아니면 내 주거생

활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들. 비필수품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필요하지 

않은데 쓰는 것들이에요.

김서윤 : 강아지가 오고 나서 사고 싶은 게 지금도 되게 많아요. ‘필요하다, 필

요하다’ 하는데, 계속 안 산 이유가 강아지한테 필요한 건지 사실 그냥 

사람한테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 (중략) … 대부분은 인간

이 편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장주희 : 필요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거 구분을. 이제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가격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필요한가 먼저. 우리 집에 진짜 필요

하고 나중에 끝까지 고장 나기 전까지 쓰고 비우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 물건을. 그게 기준이 된 것 같아요.

  미니멀 라이프 초반의 참여자들은 가능한 물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소

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이 

소비의 양적 축소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니다. 유형의 소비에 집중하던 

이전과 달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내고 필요한 경우 기꺼이 비

용을 지불하는 이른바 ‘경험 소비’의 비중이 높아졌다. 무형의 소비에 

해당하는 공연 관람이나 독서, 여행 등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원봉사를 

하거나 운동이나 공부 등 자기 계발에 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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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 돈을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무척 신중해졌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합리

적인 소비를 하게 되고, 돈도 경제적으로도 쓸데없는 홧김비용이라든가 

지름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허투루 나가는 돈

을 내가 정말 쓰고 싶은 경험이든 가족들이든 그런데 쓸 수 있잖아요.

이유진 : 예전에는 소유욕으로 인해서 물건을 집에 갖다 두거나, 보면서 만족하는 

게 많았다고 한다면 무형의 어떤 소비가 좀 홀가분하기도 하고,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중략)

  이들은 소비를 무조건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항목

에서 소비할지 판단하고, 필요한 곳에는 어느 정도 소비를 하기도 하는 

등 타협점을 찾아 나갔다. 초반에는‘안 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며 

극단적으로 물건을 줄인 경우도 있었으나,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점차 

어느 정도의 물건은 들이기도 하며 ‘현실감’을 더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만, 기왕 소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좀 더 나은 선택’, 즉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거나 의미 있을 수 있는 소비 방법을 찾고자 한

다. 예를 들어, 청소나 목욕, 설거지 등에서 사용해 오던 화학제품을 모

두 비운 후, 자신에게 꼭 필요하고 남겨둘 제품은 포장이나 성분 면에서 

좀 더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박민주 : 제가 이제 제로웨이스트든, 플라스틱 프리든 이렇게 좀 원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소재 부분이나 그 기업의 제품이 가치를 좀 지녔으면 좋겠다

는, 윤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소비에 되게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고.

  참여자들은 윤리적, 또는 환경적 가치를 지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며, 충분히 좋은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면 

더 비싸거나 구매 과정이 다소 복잡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구매를 결정

하는 ‘가치 소비’를 하고 있었다. 근래에는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원

사로 운동화나 티셔츠를 생산하거나 폐전자제품의 부품을 활용하여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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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등 기업들의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좀 더 나은’ 소비 

선택지들이 사회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에 있어서는 ‘적극적’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진 : 예전에는 소비를 무조건 줄여봐야지, 극단적으로 안 써봐야지, 이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산업이 전반적으로 재생 산업이

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소비도 적극적으

로 할 필요는 있겠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요

즘은 또 물건을 사더라도 다 그런 쪽으로 좀 알아봐서 친환경 이런 거

를, 재생 원료 사용하고 하는 쪽도 더 알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같

아요.

3. “없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 비움 이후의 소비 

  이들은 물건과 소비에 대해 성찰하면서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소비 

습관만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속해 왔던 소비주의 사회에 대해서도 비

판적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지금의 ‘환경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들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악순환과 연관이 되어 있

으며, 소비를 부추기는 기업의 광고와 마케팅 전략 등 소비가 온전히 개

인의 결정일 수 없게 만드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인지하게 된 

것이다.

김서윤 : 내가 핸드폰으로 엄청 대단한 일을 할 거 아니면, 그냥 연락하고 카톡하

고 SNS하고 이 정도면은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항상 (핸드폰) 광

고 같은 거 봐도 ‘이거 진짜 대단하대’. 그런데 대단한 걸 사는 사람

들이 그 대단한 걸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참여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지점 중 하나는 기업들이 지나치게 물

건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품을 용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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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이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일종의 ‘마케

팅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참여자들은 사용하는 물건의 본질

적인 기능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유진의 경우, 바디워시 제품 하나를 사

더라도 ‘향기’에 따라 또는 ‘보습’에 따라 용도별로 모두 갖추어 사

용하곤 했으나 현재는 ‘고체 비누’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

는다. 욕실에 놓은 물건들이 간소해지자 청소도 간편해지면서 천연 수세

미와 베이킹소다만으로 쉽게 청소할 수 있게 되어 구입하는 세제들의 개

수도 줄어들었다.

  소비사회에서는 고가의 물건을 소유한 이들이 선망의 대상이 된다. 그

러나 이들이 닮고자 하는 대상은 그 반대의 인물들이다. 박민주는 ‘법

정 스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자신도 ‘좀 그런 식’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김서윤은 ‘스티브 잡스’처럼 언젠가 자신이 입는 

옷을 계절마다 한 가지 옷으로 통일해서 입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유명한 인사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

이 이들의 ‘로망’이 되기도 한다.

  

장주희 : 어떤 영상에서는 흔히 있는 세탁기, 침대, 텔레비전, 밥솥 이런 게 하나

도 없는 집이 있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진짜 하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다고 쓰는 그런 가전 제품과 옷 같은 거 

이런 게 진짜 완전 없는 거예요. 옷도 그 사람들은 당근마켓 이런 데서 

중고나라에서 사고, 물도 정수기로 먹는 대신, 물 끓여 먹는 대신, 약수

터에 가서 직접 길러 먹고 이런 분들을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이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 (중략) … 처음에는 진짜 저렇게 

살아질까. 그런데 그게 제 로망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살고 

싶다. 엄청 간소하고 단순하고 그러고 싶다.

  참여자들은 미니멀 라이프 이전의 삶에서 자신의 불안이나 스트레스 

등을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무언가를 갖지 못한 

‘부끄러움’이나 ‘열등감’, 어떤 물건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 등 

부정적인 감정의 해소를 위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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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현재 소비에 있어 더 주체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 물건과 소비로부터의 해방감과 자유를 느끼고 있다.

이유진 : 내가 얼마의 돈을 벌고 어느 정도의 집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물건을 

소유해 가지고 그게 어떤 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었는데, 미

니멀 라이프를 살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자유로워

졌고 그게 맞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

김서윤 : 저는 명품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명품을 갖고 싶어 하기보다는 

그냥 예쁜 거 보면 좋은 느낌처럼 오, 진짜 예쁘다, 그런데 항상 생각할 

때 다 딱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이제 맥북도 가지고 다녀

야 하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내가 예쁘게 생각하는 명품 가방

은 이만한 (작은)거　(웃음). 너무 쓸모없는 거잖아요. …(중략)… 그런데 

그거에서 열등감이나 이런 건, 이제 마음가짐 자체가 안 그러니까 그냥 

되게 가볍게 봤다가 가볍게 떨쳐 나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제 2 절  환경을 생각하는 삶

1. “좋은 말로는 비움이지만…”:　쓰레기 문제의 인식

  물건을 ‘비우는’ 행위에서 시작하는 미니멀 라이프는 역설적으로 

‘비우지 않는’ 제로웨이스트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미

니멀 라이프 이전의 삶에서 특별히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

다. 이 중 도시공학을 전공한 박민주는 학부 졸업 시에 ‘친환경 건축’

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었지만, ‘맞아, 나 이런 거 관심이 

있었어’라고 뒤늦게 떠올리는 정도의 관심이었다.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많이 사고 질리면 버리고’, ‘일회용품’을 자주 썼으며, 원래는 환

경 문제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여기고 있었다.

  특히 미니멀 라이프 이전에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환경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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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주로 분리배출에 국한되어 있었다.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고려

하기보다는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여 가능한 ‘잘’ 버리면 된다고 생각

했으며, 이렇게 ‘잘’ 분리되어 버려진 쓰레기는 ‘백퍼센트 재활용’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졌던 것이다.

이유진 : 그전에는 일반 쓰레기 외에 재활용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재활용 될 거니까. …(중략)… 그전

에는 일반 쓰레기만 소각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진짜 약간 환상 같은 얘

기인데, 백퍼센트 재활용되는 줄 알았어요. 모르니까. 이름이 재활용인

데.(웃음)

김서윤 : 생각을 잘 못했던 거 같아요. 우리나라는 분리수거를 워낙에 어렸을 때

부터 잘했으니까 딱 그 정도죠. 이거는 재활용이고, 이거는 이렇게 버리

면 안 되지…. 그리고 괜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음식물 쓰레기랑 쓰레기

통이랑 같이 버리는 거 (보면), 어머어머,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물건을 비우기 위해 최대한 중고 거래나 기부라는 방법을 택했지만, 

모든 물건을 중고로 보내거나 기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참여자들

은 비우는 과정에서 많은 물건을 결국 ‘버리기’라는 방법으로 처분하

면서, 버리는 순간 결국 쓰레기가 되는 물건들을 마주하게 된다. 참여자

들은 이 쓰레기들조차 비우고 싶은 마음과 함께 쓰레기들이 대체 ‘어디

로’ 가는지 의문을 갖게 되고, 그동안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던 쓰레기 

문제가 이들의 삶에 등장한다.

박민주 : 비우면 이콜(=, equal) 쓰레기 엄청 많이 나온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

래서 좋은 말로는 비움이지만 진짜 버리는 쓰레기가 되게 많았기 때문

에…

  주로 물건을 비우는 과정에서 쓰레기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지만, 이유

진은 ‘의외로 미니멀을 추구하다보니’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쓰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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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었던 경우이다. 이유진은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한 초반에 다소 극단적

이라고 평할 만큼 대부분의 물건을 비웠고, 최소한의 주방 식기만을 남

기면서 식습관도 채식 위주로 간소하게 변화했다. 그러나 이렇게 ‘미니

멀’한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소포장된’ 식재료를 주

로 구입하다 보니 플라스틱 쓰레기를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 내고 있던 

것이다. 또한 자주 쓰지 않는 물건들을 집 안에 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

에 오히려‘한 번 쓰고 가볍게 버려지는 것들’, 즉 일회용품 사용이 늘

어나 있었다. 이유진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말도 안 

되게’ 생겨나는 문제점을 인지한 이후 점차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갖

게 된다. 

 이유진 : 그때 당시에 일반 쓰레기 봉투에서는, 청소기를 돌리면 머리카락, 먼지, 

그런 쓰레기밖에 안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

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소포장 된 과일, 채소 이런 걸 사다 보니까. 그

리고 물건도 이렇게 쓰고 버리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요리된 어떤 음

식이 먹고 싶다든지 그러면 집에서 요리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왜 

굳이 그 요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춰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어서 밖에서 포장해와서 집에서 먹고 버리고. 이런 식이 되니까 쓰레기 

양이 말도 안 되게,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많더라고요.

  참여자들이 쓰레기를 가능한 만들지 않으려 했던 데에는 ‘귀찮음’이

이라는 이유도 있다. 물건을 줄이고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는 미니멀 라이프 생활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쓰레기는 매번 비워

내야 하는 하나의 ‘일거리’가 된다. 일반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까닭은 다회용품을 세척하고 다시 사용하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를 인식한 이후 일회용품 사용은 오히려 매번 ‘버려

야’하고, ‘씻어야’하는 귀찮은 일이 되었다. 

강진현 : 쓰레기 쌓이는 것도 걸리적거리고, 그리고 쓰레기 버리고 분리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소비를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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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희 : 배달 음식 용기를 씻어서 버리는 거를 저는 조금 늦게 알았어요. 배달 

음식 오면은 그 쓰레기를 다 분리하고 또 씻어가지고 그래야지 되잖아

요. 그걸 조금 늦게 알고, 또 알기 시작하니까 실행을 해야 하잖아, 이렇

게 해야 한다는 거를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귀찮아가지고, 돈보다도 그냥 그게 귀찮고.

2. “결국, 제로웨이스트”: 실천으로 옮기기

  참여자들의 출발점은 미니멀 라이프였지만, 모두 점차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텀

블러나 에코백을 사용하며, 대나무 칫솔 등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대체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사용한다. 음식을 포장 주문할 때는 미리 준비해 

온 용기에 담아 줄 것을 요청하며, 세안제나 세탁 세제 등 화학제품은 

올인원(All-in-One) 제품 또는 베이킹소다나 과탄산소다와 같이 천연 성

분의 물질을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인다. 

강현진 : 미니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 제로웨이스트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건을 줄이고 나면 쓰레기도 줄이고 싶거든요. 눈에 보이

는 거잖아요 그것도.

김서윤 : 제가 1~2년 사이에 되게 당연해진 거, 천연 수세미도 되게 당연해지고, 

어떤 비닐을 안 쓰고 장바구니는 완전 정말 필수가 돼버린 세상이 돼버

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뭔가 생활이 돼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이들은 기존의 생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생활을 택하

게 된 것이다. 박민주는 제로웨이스트 실천이 로컬 푸드를 먹고 전기 에

너지를 쓰지 않는 ‘노 임팩트 맨(No Impact Man)’ 과 같은 삶에 비하

면 극히 일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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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박민주는 앞서 언급한 제로웨이스트 실천들 이외에도 자신의 

일상적 행동으로 환경에 더 나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찾고 있다. 채식을 지향하게 되었으며, 텃밭에서 식재료가 될 수 있는 

작물들을 포장 없이 얻고, 수세미 열매를 말려 천연 수세미로 사용하기

도 한다. 평소에 가급적 계단을 이용한다거나, 태양광 충전기를 이용해 

핸드폰을 충전하는 시도를 하는 등 에너지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

다. 자신이 직접 ‘헤비(heavy)한’ 환경 운동가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일상적 실천을 통한 ‘작은 환경운동가’로서 ‘최전방’의 환경 운동을 

‘보급부대’처럼 지지하고자 환경 단체 후원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박민주의 주된 ‘취미생활’ 중 하나는 ‘쓰레기 줍기’이다. 

최근에는 ‘줍깅’ 또는 ‘플로깅’이라고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박민주는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갖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 2017년도부

터 출퇴근 길이나 산책 나가는 길에 보이는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으며  

주운 쓰레기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자신의 생각을 간략히 기록해 

오고 있다. 이는 개인적인 실천으로 시작했지만 ‘#같이쓰레기줍기’라

는 해시태그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느슨하게 연결되

는 일종의 온라인 환경운동이 되었다. 이와 함께 박민주는 비슷한 실천

을 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 함께 쓰레기를 줍기도 한다.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할수록 일회용품 사용이 늘었던 이유진은 자신이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습관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궁금함을 

갖게 되었고, 한 달 반 정도의 기간동안 매일 ‘쓰레기 일지’를 작성했

다. 자신이 배출하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나누어 기록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고 쓰레기가 나

오지 않도록 기존의 습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

었다.

이유진 : 관심을 갖다 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우리가 배출은 하고 있지만 실

제로 재활용되는 거는 적고,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버리는 

게 재활용이 아니고 이것도 쓰레기구나. … (중략) … 내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쓰레기를 만드는구나, 하고 파악을 했고.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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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이걸로 대체할 수 있겠다, 아니면 아예 안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방법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이유진은 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건 포장이 덜 되어있으면서도 낱

개 구입이 용이한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구입하는 대신 한 달에 1~2회 정도 인근의 약수터에 가서 

식수를 떠오고 있다. 집 안에 최대한 물건을 두지 않으려고 했던 미니멀 

라이프 시작 초반과 달리,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소모품들은‘벌크

(bulk)’로 포장된 대용량 제품을 구매하여 집에 보관함으로써 포장 쓰레

기를 줄이려고 한다. 박민주와 마찬가지로 이유진도 텃밭에서 채소를 직

접 재배하여 먹으며 식재료에서 나오는 포장재들도 자연스럽게 줄이고 

있다.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있기에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은 과

일 껍질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퇴비화하는 방법을 터

득하여 텃밭 농사에 활용하게 되자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도 거의 나오지 

않게 되었다.

이유진 : 나도 만약에 마당이 있는 집으로 가면 저런 식으로 해서 지렁이를 키워 

퇴비화해서 텃밭에서 쓰고 음식물 쓰레기는 0으로 만들어야지 했는데, 

막상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제가 집 지으면서 썼던 페인트 다 쓰고 남

은 빈 통을 가지고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로 모으고 있는데, 지렁이를 굳

이 키우지 않아도 이미 퇴비가 그 안에서 되더라고요 계속.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현을 했고, … (중략) … 음식물 쓰레기를 마을에서 수거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내가 우선 모아보자, 우선은 모아놓

고 지렁이를 한창 알아보고 있는 과정 중에 집에 놀러 온 저희 엄마가 

이 정도면 된 거라고 하고 이거를 그냥 텃밭에 묻으면 퇴비 되는 거니

까, 바로는 묻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정도는 되는 거니까. 그게 페인

트통이 약간 밑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기는 빠지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퇴비화가 되더라고요.

  이유진은 새로 집을 지어 살게 되면서 자신이 살고자 하는 간소화한 



- 80 -

삶의 방식을 집의 설계에 반영하였다. 그중에는 태양광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원래 한 달 전기 요금이 항상 만 원 이하로 

나올 정도로 전기사용량이 적다 보니 오히려 설치비 부담이 더 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설치하지 않게 되었지만, 이유진이 ‘제로웨이스트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에는 현재의 주거방식 또한 많은 영

향을 미쳤다.

  장주희의 경우 미니멀 라이프를 아이의 청결과 안전을 위해 시작하게 

되었듯 적극적인 제로웨이스트 실천에도 아이의 영향이 작용하였다. 미

니멀 라이프를 하며 쓰레기 문제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결정적

으로는 밖에 나가 자연에서 뛰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자연 속에서 

쓰레기를 발견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로서,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낌과 동시에 자신이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는 생각

을 하게 된 것이다. 

장주희 : 아이랑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캠핑

장에 있는 자연의 쓰레기. 그런데 그 아기가 이제 그걸 보고는 저한테 

‘이걸 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나쁜 

사람이 쓰레기 버렸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엄

청 부끄러움은 제 몫이더라구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다 보니 장주희가 

가장 먼저 시도한 일은 일회용품을 줄여가는 것이었다. 육아와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일회용품은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기도 했기 때문에 하

루 아침에 일회용품을 끊어내기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랍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일회용품을 ‘남겨놓고 숨겨 놓으며’ 점차 사용을 

줄여나갔다. 물티슈는 아기를 데리고 외출할 때 ‘마지막까지’ 가지고 

나가는 아이템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기가 어릴 때 잔뜩 사 두었던 거

즈 수건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거치며 장주희는 사용하던 일

회용품의 대부분을 비우고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다.

  장주희의 제로웨이스트는 아이와 많은 부분을 함께 한다. 장주희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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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주워서 쓰기’이다. 중고 제품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장주희는 주워오는 것을 ‘잘’하고, ‘고장 나지도 않고 

버려지기 아까운 거를 잘 못 보는’ 성격이다. 아이와 외출 했을 때 함

께 쓰레기를 줍기도 하면서, 또는 분리배출을 나갔다가 쓸만한 물건을 

발견하면 주워 와서 집에 들이기도 하는데 이는 주로 아이가 쓸만한 장

난감이나 책 등이다. 때로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먼저 

분리수거장을 돌아오자고 하기도 한다.

장주희 : 이게 버려지면 쓰레기가 될 텐데. 그래서 자주, 그래도 필요한 거는 그

냥 주워다가 쓰는 편인데, 아기가 항상 그렇게 말해요. ‘엄마 이거 주

워 왔어?’.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저희 집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주워 

왔거든요. 좋은 책이 있으면 막 주워오는데, 엄마가 주워 오면 아기가 

칭찬을 저한테 해주는 거. ‘엄마 이거 주워 왔어?’ 물어봐요. ‘주워

온 거 진짜 재밌다.’. … (중략 ) … 또 잘 봐요. 그리고 아기 물건은, 

막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나. 주워 오면, 뭘 주워 오면은 난리가 나가지고, 

좋아서.

  장주희에게는 버려진 물건 중에서 쓸만한 것을 발견하는 것도 즐거움

이 되며, 이를 SNS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한다. 장주희는 버

려지는 순간 ‘아무리 깨끗하고 그래도 무조건 쓰레기’가 되는 물건들

을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3. “내 발끝이 바다의 시작”: 갈등과 극복 

  참여자들은 때로는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마주하며 갈등에 빠

지기도 한다. 주로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들과의 의견 차이, 예기치 

못한 상황, 제품의 가격 등이 그러한 갈등 요인이다.

  장주희는 물건을 비우는 데 있어서는 남편과 거의 ‘트러블’이 없었

지만,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시도하면서 ‘불편’한 일들이 생겼다. 설거

지를 주로 맡았던 남편은 장주희가 자신에게 사전에 언급하지 않고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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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를 설거지 비누로 바꾼 것에 대해 못마땅함을 느끼고 있던 것이다. 

성분이 좋은 설거지 비누가 환경에도 좋고, 가족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남편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남편이 맡은 집안일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서로 의견 조율을 거

치는 것이 필요함을 느끼고 이후로는 뭔가를 바꿀 때마다 미리 이야기를 

게 되었다. 또한 일회용품을 거의 쓰지 않게 되었음에도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꼭 사용하는 비닐 장갑은 아직 비우지 못하고 남겨두

고 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쓰레기를 만들게 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쓰레기를 안 만들기 위해 외출 시마다 

텀블러와 다회용기, 손수건 등을 챙기는 박민주이지만, 가족 중 누군가

가 일회용기에 음식을 포장해 오거나, 갑작스러운 야근으로 동료들과 함

께 배달음식을 주문하게 되어 자신의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경우에는 딜레

마를 느끼기도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는 

‘가격’이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김서윤은 호주의 동네 마트 안 

친환경 제품 코너에서 ‘소프넛’을 발견했지만, 일반 세제에 비해 5배 

정도 비싼 가격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기도 했다.9) 사용해 본 적이 없기

에 제품의 효능에 ‘확신’을 가질 수 없었고, 그렇기에 함께 사는 남편

의 ‘동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태블릿

PC와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감염병으로부터 서로를 안전하게 지

키기 위한 일회용 마스크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진에게 물질 문명을 가능한 배제하고 거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활

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내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한다

고 말할 수 있는지’와 같이 이유진 스스로에 고민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와 같은 갈등들에 비하면 참여자들이 느끼는 개인적인 불편함은 큰 

갈등 요소가 되지 않았다. 다소 귀찮거나 번거로운 과정 속에서 오는 불

9) 소프넛이란 무환자나무의 열매로 과피에 천연 계면활성제 성분인 ‘사포닌’을 포함하고

있어 물과 반응하면 거품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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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함들은 이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익숙’해지면 이러

한 실천들이 큰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유진 : 그걸(천연 세제) 쓰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주방세제와 대체되진 않고 애

벌 설거지를 한다거나 약간 물에 불려 놓는다거나 그런 과정은 좀 필요

한데, 제로웨이스트 생활을 하고 미니멀 생활을 하면서 좀 불편함에 익

숙해지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편하고 홀가분하고 그런 건 

아니고 좀 더 번거로울 수 있고 약간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좀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

  이러한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도 실천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

력이 된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가는 미니멀 라이프의 과정에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화학물질들에 관해 민감해지며 ‘건강’을 생각하게 되

고, 가능한 자신에게 무해한 생활 방식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결국 환경 

문제의 해결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강현진은 ‘내 삶’을 위

해서 실천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환경과 관련된 실천으로 나아갔다고 보

았으며, 환경을 지키는 일이 곧 자신을 위하는 일임을 느끼게 될수록 사

람들이 환경을 위한 실천들을 더욱 강력하게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

강현진 : 환경을 위한 환경 운동은 사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

기가 쉽지 않은데 나를 위해서 줄인다면, 나를 위해서 비우는 거라면 그

거는 정말 적극적인 환경 운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 거죠.

  박민주는 ‘힘들지 않을 만큼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의도치 않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만드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않는다. 자신의 작은 실천이 ‘바다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매일의 실천들을 일상 속에서의 작은 ‘도

전’들로 여기며 그 속에서 소소한 재미, 즐거움, 그리고 보람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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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쓰레기를 일상에서 완벽하게 없애지는 못할

지라도,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작은 실천이 ‘그래도’지구를 위한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서윤 : 관심이 계속 생기면 좀 피곤해지긴 해요. 그냥 슈퍼 가서 저렇게 싼 거 

사고 하면은 사실 쉽지만, 그래도 쓰면서 그런 의문은 계속 드는 거죠. 

이게 A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B보다는 조금 낫겠지.

이유진 : 예전에는 그냥 인터넷 주문하고 이게 더 편했으니까 그랬는데 요즘은 그

래도? 조금이라도 남이 버릴 물건, 쓰레기가 될 물건도 내가 쓰면 또 쓰

레기가 안 되는 거니까,

박민주 : 저는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제 발끝이 바다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

을 하면서 줍거든요. 그래서 내 발등, 지금 내 발밑에 있는 쓰레기를 지

금 안 주우면 이게 하천을 따라서 빗물을 따라서 하천으로 가서 바다에 

가서 GPGP처럼 큰 쓰레기 섬을 만들게 되는 거를, 그때는 훨씬 훨씬 치

우기 어렵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내 발밑에 있었을 때 바로 

지금 주우면 내 발밑에 있는 바다를 깨끗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줍

거든요.10)

제 3 절 배우고 성장하는 삶 

1. 자발적 학습

  참여자들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단지 물건만 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잘 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환경에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10) GPGP(Great Pacific Garbage Patch)는 1997년 발견된 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 섬으

로 전 세계의 해양 쓰레기들이 응집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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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운 점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미니멀 라이프

는 마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듯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일관된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참여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발적으로 습득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은 

비형식적이지만 참여자들의 의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책이나 다큐

멘터리, 영화 등은 참여자들이 쉽게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경로였다.

장주희 :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책이나 영상이나 그런 거를 진짜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좀 따라가 보려고.

이유진 : ‘쓰레기 없이 산다’ 그 책을 보면 그 가족은 나무 상자에 따라 흙과 

함께 지렁이를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만약에 마당에 

있는 집으로 가면 저런 식으로 해서 나도 지렁이를 키우면서 퇴비화 해

가지고 … (중략)

강현진 : 한 일 년 정도 한참 비우고 나서 그때 좀 더 잘 비울 수 있는 방법이 없

을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제 그때도 사실 미니멀리즘이라는 거 몰랐

고 정리 책들을 이제 조금씩 보면서 아, 정리라는 게 있구나.

박민주 :  ‘100일 동안 100가지로 100% 행복 찾기’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두 친구가 내기를 해서 물건 100개. 물건을 

하루에 1개씩만 가지고 올 수 있나? 100개만 가지고. 그러면 한 100일 

동안 물건을 하루에 창고에서 하나씩만 꺼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 (중략)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감상하면서 참여자들은 간소한 삶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러나 책을 위주로 한 오프라인 매체만으로는 얻을 수 있는 정

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온라인 매체를 주로 활용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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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 재생 플랫폼과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클

럽하우스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에서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

된 ‘흔적’들을 따라가며 필요한 정보를 찾았다.

김서윤 : 저는 이제 유튜브. 유튜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미니멀 라이프 

채널 열기 전에는 한국에서는 딱히 (미니멀 라이프 관련 채널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 일본이나 주로 이제 서양권의 분들

이 그런 걸 되게 많이 하셨어요. 키트(kit), 미니멀 라이프 개수, 옷의 개

수 이러면서 소개하는 영상 같은 거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관으로 소프넛이나 옷, 옷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뜨더

라고요. 그래서 정말 계속 그거만 봤던 것 같아요. 

이유진 : TED에서 로렌 싱어(Lauren Singer) 그분의 영상을 보게 되면서 아, 내 

이 생활 패턴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좀 쓰레기를 줄여봐야겠다, 그렇

게 생각을 한 거 …11)12)

  SNS의 직관적 인터페이스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한다. 참여자들은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포털 

사이트 카페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보다 SNS를 통한 정보 습득을 더 선

호하고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입문’할 때는 도움이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심화된 정보를 찾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필요와는 맞

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민주 : 제가 원하는 정보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정보가 너무 다 광범위하게 많으

니까 이게 거기서 제가 원하는 걸 선정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피로감, 과도한 정보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었고. … (중략) … 어

11) TED는 기술(Technology), 오락(Entertainment), 디자인(Design) 등과 관련하여 개최

되는 강연회로, 한 강연당 2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연사는 주로 각
분야의 저명인사들이며 유튜브의 영향으로 인기를 더욱 끌게 되었다.

12) 로렌 싱어(Lauren Singer)는 미국의 제로웨이스트 활동가로 2012년부터 3년 간 자신

이 만들어 낸 쓰레기를 12온스의 병 하나에 모은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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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시작하는지,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거는 안 궁금하고 그 다음 단계가 궁금한데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정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특히 참여자들이 정보를 수용하는 입장이 되는 다른 매체들과 달리, 

SNS에서는 참여자들 자신의 생각과 실천을 글, 사진, 영상 등을 통해 공

유할 수 있다. 따라서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실천담 또는 실천 모습

을 접하는 것은 참여자들에게도 새로운 실천을 위한 영감을 줌과 동시에 

쪽지나 댓글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과 싱호

작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배움의 장이 되었다.

이유진 : 연초에 클럽 하우스 어플이 생겼잖아요.13) 그래서 그거 듣다 보니까 정

말 다양한 주제 속에서 제 관심사를 아무래도 더 듣게 되잖아요. … (중

략) … 프랑스인, 그 줄리안이라든가, 그 분 주도하에 있는 어떤 채식, 

환경 이런 주제도 되게 많고 타일러, 그 분의 환경을 주제로 열리는 방

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활발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떠나서 

영어로도 본다 하면은 넷플릭스에서,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채

식 관련된 다큐 만드셨던 감독, 그리고 거기 출연했던 분들 주도하에 생

기는 방들도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듣기도 하고.

박민주 : (블로그 이웃) OO님의 ‘소비 디톡스’를 같이 접목을 하면서, 소비의 

달을 아예 정해주다 보니까 더 신중하게 소비하게 되고 …

장주희 : 다른 사람들 보면 옷장 사진 같은 거 있으면 되게 간결하잖아요. 그런 

거를 물어보던가 아니면, 그 피드에 있는 글을 보고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걸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고.

13) 클럽하우스(Club House)는 오디오 기반의 음성 채팅 SNS로 2021년 초 인기를 끌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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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과 사회적 ‘교류’

 

  SNS를 통해 참여자들은 정보를 수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으로 생산하는 위치가 된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글’로 자신의 실

천을 기록해 왔다. 이들은 개인 SNS 계정을 1개 이상 운영하고 있었고, 

이곳에 자신의 미니멀 라이프, 그리고 제로웨이스트와 관련된 실천과 생

각들을 글이나 사진 등으로 남겨오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일상을 남기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미

니멀 라이프 또는 제로웨이스트 생활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기도 했다. 자신의 실천을 기록하는 행위는 자신이 

비웠던 물건들과 그때의 생각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했고, 

자신이 무엇을 비웠고 어떻게 비웠는지에 대해 스스로 ‘분석’할 수 있

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차곡차곡 모인 기록들은 ‘뿌듯

함’과 무언가를 잘 마무리했다는 ‘개운함’을 주기도 하였으며, 이러

한 기록을 SNS 이웃들과 공유함으로써 혼자만 쓰고 말았을 때보다 자신

의 실천을 더 ‘책임감’ 있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박민주 : 저한테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게 제가 이제 처음에 비움의 기록을 하

려고 블로그를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하려고 일기

를 쓰듯이 오늘은 무슨 일을 쓰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찾다가 보니

까 좀 더, 그럼 이것도 줄여볼까? 저것도 줄여 볼까? 이렇게 좀 했던 

거? 그래서 이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자꾸 기록에 힘이 있

으니까, 이미 한번 했던 걸 또 반복하기보다는 좀 더 다른 거로 강화가 

되잖아요.

이유진: 저 혼자 조금 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제

가 정보를 올림으로써 다른 사람과 피드백이 되고 더 얘기가 더해지고 

정보가 더해지고 하면서 좀 더 낫게, 조금씩 조금씩 제가 제 생활도 나

아지고 그렇게 되어 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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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윤 : 제가 뱉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지켜야 되겠는,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는 게 더 생겼죠.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시작도 한 적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글을 쓴 

거나 어떤 만든 영상들을 보고 관심도 많이 받고 그들도 변화하려고 한

다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같이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장주희 : 어쨌든 제가 글을 쓰면은 누군가는 제 글을 한 명이라도 읽을 거 아니에

요.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주고 싶

어서 글을 쓰고.

  이렇듯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게시물들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매개가 되었으며, 이들과의 온라인 ‘교

류’는 새로운 배움으로 이어졌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는 각자의 개인적

인 행동에 머물 수 있는 실천들이 온라인에서는 서로 ‘응원’과 ‘지

지’를 주고 받으며 일종의 연대가 형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

기를 담은 글과 영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받고, 그 다음 실천을 위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장주희의 경

우에는 미니멀 라이프와 제로웨이스트를 주제로 한 페이지를 만들어 함

께 실천할 수 있는‘미션’을 제안하고 이를 달성하는 일종의 ‘챌린

지’ 활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박민주 : 제가 이렇게 어떤 걸 비우거나 어떤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거나 일회용품

을 없애려고 하거나 하는 이런 실천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 저의 나

름의 고군분투를 기록해서 두니까 그거에 같은 관심사와 같은 실천을 

하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연대가 형성되잖

아요. 온라인 상으로 서로 응원해주고 좀 지지해주는 그런 그룹이 생겼

다는 게 ….

 

김서윤 : 이런 사람들이 더 있구나, 나처럼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구

나, … (중략) … 저는 제 이야기를 공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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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었구나, 다들 옷장에 입을 옷 없고, 맨날 옷 사

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뭐 물건 사고 똑같구나. 

장주희 : 제로 웨이스트 쪽이나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하고 이제 조금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 가지고 저도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미션을 드리니까, 이게 범위가 나누어지니까 함께 하기 쉽더라고요. 서

로 또 으쌰으쌰 해주니까.

  이같은 교류는 개인 SNS라는 영역에서 벗어나 오프라인에서 확장되기

도 한다. 생활 속에서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서로 간의 배움이 

오가는 것이다. 가깝게는 함께 사는 가족들이 그 교류의 대상이 된다. 

가족들과의 의견 차이는 실천을 어렵게 하는 갈등 요인이기도 했지만 이

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대화는 새로운 배움의 순간이 되며, 가족들은 

실천을 함께하는 동반자이기도 했다.

박민주 : 저는 그래서 그렇게만 엄마한테 (과탄산소다 사용법을) 가르쳐줬는데 엄

마를 어느 순간 보니까, 저희 집에는 스테인리스 냄비나 그릇들이 많이 

있어서 아예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에 숟가락, 젓가락 넣고, 그거 삶으면

서 그 다음에 세탁할 것 끓이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방법을 뭔가 찾아

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냄비나 프라이팬을 설거지 하면서 거기에서 끓

여서 행주 삶고 뭐 삶고 그런 다음에 그 삶은 물을 세탁 세제로 쓰고 

이런 식으로.

  ‘혼자만의 실천과 기록만 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던’ 박민주는 자신

이 블로그에 올린 이면지 노트 제작법을 보고 관심을 보인 사람들과 함

께 직접 이면지 노트를 만드는 DIWO(Do It With Others) 모임을 진행하

기도 했다. 박민주는 좀더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환경 관련 모임을 찾았고, 쓰레기 줍기를 함께하는 

모임의 사람들과 매주 새벽 온라인‘환경 스터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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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 저는 이 모임에 더 참가하게 된 것이 쓰레기만 줍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주우면서 같이 매주 환경 스터디를 온라인으로 해요. 그래서 새벽에.  

그런데 내 평일 새벽 시간에 평일 5시 반에(웃음). 그런데 다른 시간, 사

실은 시간을 자유롭게 내기가, 무슨 일 있고, 뭐 있고 뭐 하면 사실 저

녁 시간이나 주말 시간, 간 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일 

시간은 그 시간에 매주 환경에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같이 스터디를 하

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되게 요즘 많이 공부하고 그러고 있죠.

  이유진은 새로 이사 온 동네에서 이웃 주민들과의 교류가 넓어지며 자

신의 생활을 이웃 주민들과 공유하게 되었다. 특히 전통시장을 주로 이

용하게 되자 편의점이나 마트를 가도 ‘혼자’ 다니던 이전과 달리 마을 

주민들과도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되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은 혼자 

먹어도 남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나눔을 받기도 한

다. 이유진이 직접 기른 수세미로 만든 천연 수세미도 그중 하나로, 수

세미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유진의 제로웨이스트 생활에 대한 공유도 이

루어진다. 

이유진 : 그전까지는 아크릴 수세미 직접 만드셔서 쓰셨던 분들도 (아크릴 수세미

를) 친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쓰신 거예요. 세제 덜 쓴다고.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아크릴 그 수세미 쓰다 보면 마모되어서 이렇게 미세 플라

스틱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드리는 이 천연 수세미 쓰시라 하니까 

적극적으로 쓰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젊은 분들 중에는 수세미가 이 

식물 수세미를 말한 건지 처음 알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 봤대

요. 그런 수세미를,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장주희의 경우에는 육아를 하는 이웃 지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장

주희의 비우기가 미니멀 라이프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려준 사람도 ‘이

웃 언니’였다. 이 이웃 언니와 함께 도서관을 다니고 책을 교환해 읽거

나 서로 영상을 추천해 주기도 하며 집에 있는 물건 비우기를 ‘실습’ 

하기도 하는 등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 더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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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집에 놀러 와 집안 정돈과 비움에 대해 묻는 이웃 언니들에게 

의견을 주기도 한다.

  강현진은 미니멀 라이프를 주제로 한 오프라인 정기 모임을 운영한 경

우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 같은 모임 운영은 어려워진 상

황이지만, 2018년부터 매월 2회 정도씩 모임이 이루어졌다. 모임에는 20

대부터 6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대,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였으며, 하나의 

주제를 잡고 이를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하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

다.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한번 시

작하면 기본 4~5시간은 넘기곤 했던 모임은 ‘서로가 서로에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다.

3. 개인적 성장  

 

  미니멀 라이프는 참여자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전환점이 되어 

주었다. 미니멀 라이프가 출발점이 되었지만 이들은 점차 환경 및 다른 

영역으로도 관심사를 확장해 가며 계속적인 학습을 이어감과 동시에, 학

습자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지인, 온라인 이웃 등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는 교수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기도 했다.

이유진 : 방송국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들, 그거 찍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방송 출연까진 부담스러웠었고. 그때 홍콩에서도 한국인, 

아시아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홍콩에서 다큐 만

드는데 한국인으로 조언을 구해서, 그것도 잠깐 참여했었습니다.

장주희 : 가끔 DM 같은 게 와요. 책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런 거 보면 되게 엄청 정성스럽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나서서 ‘하세요. 미니멀 라이프 하세요. 엄청 좋아요.’ 이게 아니고 그

냥 진짜 어디선가 글을 보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엄청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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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 만족감과 심리적 안정과 같은 내면적 변화 이외에도 몇몇 참여

자들에게는 미니멀 라이프가 진로나 직업 등 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로 

이어졌다. 미니멀 라이프의 실천이 구체적인 직업 및 진로 선택에 영향

을 준 사례는 박민주와 강현진의 경우이다. 먼저, 박민주는 현재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된 민관협력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미니멀 라이프에

서 출발하여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까지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자신이 지향점으로 삼을 만한 목

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박민주는 자신이 개인적인 실천은 ‘해

볼 만큼 다’ 해봤기에 좀 더 사회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사

회 변화의 일부’가 자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의 일을 하고 

있다.

  현재 하는 일을 통해 박민주는 환경이라는 분야가 더 큰 사회적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한 박민주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공유냉장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나는 사업장의 자원봉사자들

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보고 배운다. 해당 업무를 진행하면서 좀 더 사

회적 경제에 대해 공부할 필요성을 느껴 대학원 진학을 택하기도 하였

다. 이와 함께 사회환경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연생태복원기사 시

험 준비도 염두에 두고 있다. 관련된 업무를 맡고, 앞으로의 진로를 생

각하게 되면서 박민주 스스로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더 배우고 

더 성장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박민주 : 제가 자원순환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실천도 한 

바가 많고 지식과 경험도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생태 생물 다양성 부분

에 있어서는 같은 환경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지식이 되게 많이 부

족하고 … (중략) … 환경교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

쨌든 대상을 일반인 아니면 성인, 그럼 얘기를 할 때 조금 정립된, 그런 

교육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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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강현진은 다니던 신문사를 퇴사했다. 퇴사 결심에는 미니멀 

라이프 시작 이후 달라진 가치관이 영향을 주었다. 이후 강현진은 자신

이 느꼈던 것처럼 단순한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알리는 일을  

하고자 마음먹는다. 

  강현진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관련된 책을 출간하게 되었

고, 칼럼을 기고하는 작가 활동과 함께 기업이나 구청, 도서관 등에서 

강의를 하며 자신이 목표로 했던 바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강현진이 물

건을 비우기 시작한 2012년 즈음에는 상대적으로 참고할 만한 책이나 영

상 자료 등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의 많은 부분이 강현진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지식’으로 구성되었다. 

강현진 : (최근에 강연에서 만났던 분 중) 아무래도 이제 육아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시더라구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자기를 좀 잃어버리고 많이 

이렇게 살았나 봐요.  … (중략) … 물건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

는 것들을 쫙 비우면서 이제 내 행복이 뭔지,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이

제 내 행복을 찾아나가는 그런 정말 삶의 전환점이 됐다고 말해 주셔가

지고 제가 진짜 좀 뿌듯하고 행복했거든요. 

  현재 강현진은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된 교육 활동과 매거진을 발행하

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이기도 하다. 매거진 발행을 통해‘비워서 행

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자신만의 ‘매체’를 만들고 싶었던 바

람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게 되어 

미니멀 라이프가 다룰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주제들을 더 잘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친환경 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일 등 사

회적 기업으로써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확장하고자 계획 중이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온 기록은 책으로 

출간되기도 하며 이들에게 ‘작가’ 또는 ‘강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었다. 책을 출간한 이후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강의 의뢰를 받

곤 하는 박민주는 강의를 통해 사람들을 직접 만나며 환경 실천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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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에 대한 이해와 응원, 격려를 전달하고자 한다. 많은 실천을 하지 못

했다며 ‘고해성사’하듯 토로하는 블로그 댓글을 보며 생각을 글로만 

전달하는 것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김서윤과 장주희의 경우에는 유

튜브 영상 제작을 통해서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김서윤

은‘가벼운 마음으로’ 열었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오히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김서윤 : 글을 쓰고 싶어서 처음에는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글들을 쓰다가 제

가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심사가 옮겨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글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럼 이 글을 유튜브

로 같이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그때 이 유튜브를 오픈해서 같이 이제 

병행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오히려 기회들이 생겼죠. 출간을 하

고, 이제 뭔가 출판사들에게 관심을 받는.

제 4 절  소결

  참여자들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삶에 대해 성

찰하게 되며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소비, 환경,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비우기’는 참여자들 개인적인 변화와 성장에

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결정적 경험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우선, 참여자들은 소비가 중심에 놓여 있던 이전의 삶으로부터 자유로

워졌다. 이전의 삶에서는 필요보다는 디자인이나 가격, 또는 갖고 싶다

는 욕구에 기반하여 쉽게 소비했고, 물건의 질보다는 양을 추구하는 소

비가 주를 이루었다. 소비는 참여자들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또는 남들이 다 하는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기 위함이기도 했다. 이는 

2장에서 살펴보았던 소비사회 이론들을 통해 설명되는 모습들이기도 하

다.

  그러나 물건을 비우며 소유와 소비에 대해 성찰하게 되자 참여자들의 



- 96 -

소비는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덜 소비하게 되었고, 다르게 소비하

게 되었다. 불필요한 소비를 절제하기 위해 소비디톡스나 인터넷 장바구

니를 활용하는 등 신중한 소비를 하게 되었으며, 소비가 신중해지면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명확히 구분하게 되었다. 또한 물건의 소비보다 

문화 생활, 학습 등 경험을 소비하는 비중이 더 늘어났으며, 물건을 구

매하더라도 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윤리적 가치를 담은 제품을 선

호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대량 생산과 대량 폐기로 인한 악순환과 물

건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만드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비판적

으로 인식하게 되며, 더는 소비주의적 삶을 이상적으로 보지 않게 되었

다. 소비를 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초조했던, 또는 소비를 했음에도 크게 

기쁘지 않았던 과거의 삶이 물건에 대해 가졌던 잘못된 환상에 있었음을 

깨달으며 소비주의적 삶로부터 해방감과 자유를 느끼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환경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전과 

달리 좀 더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비우는 과정에서 많은 

물건을 버리게 되고, 소유물을 많이 남겨놓지 않기 위해 한 번 쓰고 버

릴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쓰레기 문제가 참여자들의 삶에 들

어오게 된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며 삶을 

단순화하고자 하는 미니멀 라이프에서 매번 쓰레기를 비우는 일도 하나

의 귀찮은 일거리가 된다. 참여자들은 점차 제로웨이스트 실천에 관심을 

가지며,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대나무 칫솔이나 

에코백, 다회용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 가능한 쓰레기

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텃밭에 채소를 직접 길러 먹음으로써 불필요한 포장재를 가능한 줄이려

고 하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등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더불어 

버려진 물건을 재사용하기도 하며 환경 관련 모임에 참여하거나 환경단

체를 지원하는 등 쓰레기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 전반으로 관심을 

넓혀가기도 했다. 

  이러한 실천을 지속하는 데 있어 함께 사는 가족과의 의견 차이나 사

회적 상황에서의 예기치 않은 쓰레기 발생, 친환경 제품의 높은 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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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참여자들은 불편함으로부터 익숙해지기, 

이러한 실천을 하나의 작은 도전으로 여기고 보람 느끼기, 대화를 통해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등의 방법으로 갈등을 풀어가고 있었다.

  이같은 참여자들의 변화는 계속되는 학습의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 

참여자들은 실천 과정에서 정보를 얻고, 더 알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 

책이나 영화, 다큐멘터리, SNS,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자발적 

학습을 해나간다. 또한 자신의 실천을 글이나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다

른 사람들과 나누기도 했는데, 이러한 기록은 참여자들 스스로 자신의 

실천에 대해 성찰하고 좀더 책임감을 갖게 해주었다. 또한 이는 자연스

럽게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교류로 이어지며 비슷한 실천을 하는 사람들

과의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밖에 정기 소모임이나 환경 스터디, 

오프라인에서의 주민들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배움을 얻기도 했으며, 참

여자들은 이러한 변화들을 바탕으로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의 성장도 이

룬다. 대학원 진학 결정, 자격증 취득, 사회적 기업 운영, 매거진 발행, 

강연 및 작가 활동 등 달라진 삶의 가치관에 기반하여 참여자들은 자신

들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미니멀 라이프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지만, 어느 정도 불편함이 존재하는 이러한 생활을 ‘정답’인 것처럼 

모두에게 강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이유진 :  왜냐면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 엄마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기 엄마들에게 “물티슈 안돼, 일회용 기저귀 안돼.” 이런 말 전혀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설거지는 불려서 해야 돼, 이렇게 막 베이킹

소다로 30분만 투자..” 이런 말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서도 환경에

도 악영향을 주지 않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려면 기업의 역할이

나 사회적 제도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

전에 비하면 사회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앞

으로도 점점 더 그러한 사회가 되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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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 

박민주 :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일회용품, 자원순환,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그것을 우선 가치로 두지 않은 삶의 방식, 사회적 제도를 이미 모

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도 그대로 하면 우리는 그냥 엄청나

게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제도를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낀 게 우산 비닐봉지거든요. 

… (중략) … 기계를 하나를 마련해 주니까 누구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

고도 물기를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사

회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기본 우선하는 가치가 지속가능성? 아니면 환

경에 대한 그런 가치를 우선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정말 굳이 많은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생활해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생에 속에서 구성되어 온 주관적인 해석의 틀은 삶에서의 다양

한 경험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확인되고 수정되어 간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전에 짜임새 있게 계획된 일련의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미니멀 

라이프 실천 과정을 거치며 소비, 환경, 삶에 대해 이전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변화와 성장을 겪었다. 학습은 계획성과 조직성이 결여된 구체적

인 상황에서도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으며(김한별과 양소희, 2017). 

특히 학령기를 지난 성인의 일상생활 속 학습에서는 이러한 무형식적 특

성이 더욱 잘 드러난다. 참여자들의 미니멀 라이프 실천 경험은 이전의 

삶에서 가지고 있던 전제들을 재검토하는 성찰의 과정으로, 자신이 기존

에 가지고 있던 명시적·절차적 지식의 적절성을 비교·점검하는 무형식

학습(김한별 2019)을 자기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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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논의

1. 학습으로서의 미니멀 라이프 경험

  “효과적인 학습은 긍정적인 경험에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Criticos. 1993; Merriam & 

Caffarella, 2001: 328; 허효인과 김한별, 2020에서 재인용). 이 연구에서 

살펴본 미니멀 라이프 실천 경험 속에서는 지속적인 성찰을 통한 전환의 

과정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1차적으로 미니멀 라이

프를 시작하게 되는 결정적 경험을 통해 기존의 자신의 삶에 대해 의문

을 던지고 소유와 행복에 관해 성찰하게 되었으며 이는 물건을 비우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결정적 경험은 기존의 관점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험으로, Mezirow가 표현한 ‘혼돈의 딜레마’라 할 

수 있다.

  Mezirow(2000)는 변화는 생각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행동에서의 변화이

므로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수정, 2013). 이러한 전환학습은 개인

의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자신의 현재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더 발

달된 존재로 변모하려는 노력이다(김한별, 2019). 비우는 경험은 참여자

들에게 소비주의와 성장주의 사회의 모순을 마주하게 하였으며, 소비와 

환경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덜 소비하기, 다르게 소비하

기, 제로웨이스트 실천과 같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짐으로써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2차적 전환점이 되었다. 

  Mezirow 이후 전환학습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전환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 담화 이외에도 믿음, 지지, 신뢰와 같은 관계적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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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며, 느낌이나 정서와 같은 감정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나타났다(Taylor, 1994). 연구 참여자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 경

험한 부정적인 감정의 해소와 실천과정에서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받은 

지지와 격려, 공감대 형성 등 정서적 요소들도 참여자들의 전환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Mezirow가 제안했던 

전환학습의 10단계에 비추어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전환학습의 과정 미니멀 라이프의 전환적 학습과정

1단계 혼돈의 딜레마 결정적 경험 및 비우기

2단계 자기 성찰 기존의 생활에 대한 성찰

3단계 기존의 가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소비주의적 사회에 대한 비판적 

평가

4단계
자신과 같은 불만족 및 과정이 

공유된다는 인식

자발적 학습 및 사회적 교류를 

통한 공감대 형성

5단계
대안적 역할, 관계, 행위 선택을 

위한 탐색
신중하고 가치 있는 소비, 친환경 

생활을 대안 탐색·실천

자발적인 학습

6단계 새로운 행동 계획

7단계 계획을 위해 필요한 지식 습득

8단계 새로운 역할 시도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9단계
새로운 역할에 대한 역량 및 자신감 

쌓기

10단계 새로운 관점을 삶에 재통합

<표 6> 미니멀 라이프의 전환적 학습과정

  또한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무형식학습을 활발히 해나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형식학습은 사람들이 자신의 학습을 조

절할 수 있을 때,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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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발생한다(Cseh et al., 1999; 이성엽, 2009). 참여자들에게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경험은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자연스럽게 학습

의 기회가 되었다. 책이나 영상 매체, 인터넷 등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

하는 원천이 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자발적인 학습자가 되어 자신들에게 

필요한 배움을 실현해 나갔다. 이는 조직화 되거나 짜임새 있는 교육 상

황은 아니었지만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제도권 밖의 일상 경험을 통해 발

달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무형식적 학습의 특징인 비

형식성과 의도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의 무형식학습 방법은 기본적으로 매체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 

있었지만, 기록 및 사회적 교류도 중요한 학습 방법이 되었다. 일상생활

세계의 학습 과정은 신뢰적 태도(Vaitkus, 1990)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소통적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에서 협동이나 대화

가 강조된다(신용주. 1998: 250: 강수택, 1998: 204; 강수택, 2000). 또한 

이메일, 웹 채팅, 게시판을 통한 의견 게시 등 인터넷을 통한 상호작용

은 무형식학습에서 얻을 수 있는 피드백이 된다(김경숙과 이성엽, 2011). 

참여자들은 오프라인에서 가족이나 지인,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 모임을 통해서 교류하기도 하였지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글쓰기나 댓

글을 통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하며 배움을 확장해 나갔다. 대표적

인 무형식학습의 방법인 멘토링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학습의 효과를 높

일 수 있는데(Denen & Wang, 2002), 참여자들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실

천을 공유하며 누군가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멘토  

삼아 그의 실천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참여자들은 학습자의 역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차 자신이 교수자로서 다른 사람의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수자로서의 모습과 학습자로서의 모습은 한 개인에게서 

함께 발견될 수 있으며, 교수자와 학습자의 구분은 잠정적이며 절대적으

로 고정된 구분이 아니다(권이종과 이상오, 2001). 참여자들은 미니멀 라

이프 생활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관련된 

강의에서 직접 강연자가 되기도 하였으며, 또는 그 자신이 본보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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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주기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인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나 새로운 삶에 직면하였을 때 이에 대처하

기 위해 관련된 사항들을 일상의 맥락 속에서 무형식적으로 학습하게 된

다(Merriam & Bierema. 2016). 전환학습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

에서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성찰은 필수적이다. 결과적으로, 미니멀 라이

프의 실천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성찰을 불러옴으로써 단순한 체험이 아

니라 교육적 경험으로 의미를 갖는 전환적이면서 무형식적인 학습 경험

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적 함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환경 행동을 실천하는 편이 아니었던 참여

자들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

게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한 특성이 참여자들에게 공통적

으로 존재하고 있었는지 반추해 보았으나 수집한 자료에 비추어 본다면 

이들이 특별히 생태적 감수성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민감성 등이 본래부

터 높았다고 할만한 의미있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소비주의를 지향해 왔었으며,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해 온 경

향이 컸다. 그러나 소비를 줄임으로써 친환경적 방향으로 변모해 온 이

들의 생활방식은 잠깐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

에 스며들어 자신의 삶 전반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본디 환경교육에서 달성하고자 해왔던 목적과도 연관이 있다. 

Hines, Hungerford & Tomera(1986, 1987)의 책임있는 환경행동 모델

(model of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의 영향으로 환경교육에서

는 학습자의 ‘친환경적 행동 실천’이라는 목적이 중요하게 자리잡아 

왔다. 이에 학습자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탐구

되어왔으나, 무엇이 어떤 경로로 행동 변화에 강력한 변인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발적인 학습을 통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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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관점을 바꾸고 행동의 변화로까지 나아간 이들의 경험을 통해 환경

교육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교육은 학습자의 삶에 기반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환경교육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친환경적 행동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

식, 태도, 실천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선형적 관계를 강조하며 행동 변

화의 변인을 찾는 것에 제한적으로 접근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행동 

변화란 어떤 변인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또한 학

습자들이 ‘해야만 하는 어떤 것’을 미리 규정하면서 학습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드러내지 못했다(주형선, 2005). 그러나 환경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신념, 가치 등을 성찰하도록 

요구받아야 하며, 자신과 세계 사이의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만이 일상 속에서 형성되는 자아가 왜곡되지 않고 온전할 수 있다(김병

연, 2014). 참여자들은 소비주의와 성장주의를 당연시하며 살아왔지만 이

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내재해 오고 있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

하는 경험은 물건을 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들에게 정말로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들며 삶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와 신념을 바로 서게 하는 과정이었다. 참여자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

하기보다 자신이 우선하는 가치에 기반한 확고한 주관을 갖게 되자 흔들

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삶의 경험을 통해 받아들인 가

치와 이에 기반한 행동은 견고하다는 김희경과 윤순진(2011b)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삶에 기반한, 그리고 이를 통해 학습

자가 자신의 삶에 내재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경험이 환경교육에

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환경교육은 학습자의 개인적 성장에도 초점을 맞춤으로써, 학습

자 개인에게 의미를 갖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모

든 교과목은 교육을 통한 학습자 개인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기여를 목

적으로 한다. 그러나 다른 교과 교육들에 비하면 환경교육에서는 개인적 

성장보다 사회적 기여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크다. 예를 들어 영어나 

수학, 음악 등 환경 이외의 교과목에서는 학습자가 이를 잘하기 위해 많



- 104 -

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만큼 회화, 연산, 연주 기능과 같이 가시

적인 배움을 얻을 수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환경교육에서도 탐구 능

력과 문제 해결 능력, 의사 소통 능력 등 개인적 역량을 함양 또한 중요

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생태와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궁극적인 목

적이 존재하는 환경교육의 특성 상 상대적으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

전에 기여하는 태도 함양”이라는 사회적 기여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으

며,14) 학습자는 자신이 환경을 위해 실천한 행동이 어떤 사회적 기여로 

이어지는지 단기간에 인식하기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는 환경 문

제를 자신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일로 여기기 쉽다. 

  Stern, Dietz와 Kalof(1993)는 친환경 태도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3

가지 중요한 가치로서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 가치’와 함께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는 ‘개인적 가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생태

적 가치’를 언급하였다. 또한 친환경 실천 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실천의 1차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김종흠과 박은아, 2015). 이 연구에서는 개인적 환경 실천이 반드시 온

전한 이타적 동기에 의해서만 발휘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실천에는 건강에 대한 욕구, 삶을 좀 더 가볍게 살

고 싶은 욕구, 경제적 이점 등 개인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동기들

이 부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환경교육을 통해 학습자 

자신이 성장함으로써 유익한 점을 얻고, 이를 의미 있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자가 행동의 실천 결과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

이 중요하다. 환경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정서인 환경감수성은 

자연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마음과 같이 긍정적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정

서로, 환경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실천적인 책임 행동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강민정, 2014). 그러나 환경감수성 이외에 성취감, 보람과 같이 행동 

실천의 결과로 인한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것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한 공포와 같은 부정적 감정의 경험

14)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생태와 환경’ 교육과정(2015. 0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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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히려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긍정적 

정서의 경험이 더욱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환경 친화적 행동을 증가시

키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것 이전에 스스로 환경 

문제의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

다(이태연, 2011). 비슷한 예로, 조미성과 윤순진(2016)의 에너지 자립마

을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는 구성원들의 성장과 시민성 형성에 이들이 참

여와 실천을 통해 느낀 보람, 성취감, 재미 등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

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일상에서

의 실천을 하나의 작은 도전으로 여기고 이를 성취해 나가는 것에 보람

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서가 지속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강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은 다소간의 

불편함을 동반하는 일이지만, 시각을 달리하면 이는 학습자 자신이 효능

감이라는 긍정적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교육

적 기회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무형식학습으로 확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

어야 한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며 학습은 평생 동안 이루어지게 되었

고 학령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성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교육의 대상 또한 학령기의 아동 및 청소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에 대한 접근도 논의되고 있다(모두를위한환경교육

연구소, 2020).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이 한 개인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

이 막대함을 고려할 때, 성인의 생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경험에 대

한 더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설명과 분석이 필요하다(김현주, 2017).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생활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성인으로,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삶의 여러 영역으

로 폭넓게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형식·비형식적 교육은 학

습자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무형식학습은 일

상 세계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학습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는다. 이는 무형식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진

다면 형식·비형식적 교육 못지않은 파급력과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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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상하게 한다. 따라서 환경교육이 단일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수업 

내에서의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이 이어질 

수 있는 확장성을 갖도록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 2 절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이들의 경험을 탐색하여 이

러한 삶을 실천하게 되는 과정과 삶의 전환을 학습의 관점에서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해 이들의 경험이 무형식적이며 전환적인 학습으로서의 의미

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환경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에 관

하여 논하였다.

  참여자들의 사례에서 미니멀 라이프는 각자가 겪고 있던 상황 및 정서

적 요인 속에서 재난의 경험이나 다큐멘터리 시청이라는 결정적인 경험

을 통해 촉발되었으며, 물건 비우기는 미니멀 라이프 시작의 관문이 되

었다. 이들은 비우기를 어렵게 하는 갈등 요인과 활성화하는 요인들을 

오가며 실천을 지속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삶 전반에 대한 성찰을 불

러오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의 삶의 전환을 이루게 하였다.

  이들 삶의 전환은 크게 소비와 환경, 개인적 삶으로 나눌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소비주의적이었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환경을 생각

하며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자발적 학습, 

글쓰기, 사회적 교류 등을 통한 배움을 시도해 나가며, 내면적 성장과 

함께 직업 및 진로 설정 등 외적 성장, 그리고 자신의 자아 실현에 있어

서도 성장을 이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경험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좋은 삶'이 어떤 모

습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소비주

의와 성장주의 가치가 주류로 자리 잡아 온 현대 사회에서 더 많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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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루고 외적 성장을 추구하는 삶은 너무도 당연

하게 이상적으로 여겨져 왔다. 반면, 반(反)소비주의적이며 탈성장주의를 

지향하는 삶은 한편으로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자연 속의 삶처럼 그려지

거나, 생활 수준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연상되곤 했다. 그러

나 참여자들은 소비주의적 삶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극단적

으로 물질을 거부하는 삶을 택하지 않으면서도 이전보다 훨씬 삶에 만족

하면서도 환경에 좀더 무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소비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만족감보다 피로와 불안 등 불만족

스러운 감정이 더욱 커졌던 반면, 막상 소비를 줄이게 되자 소유하지 않

음으로써 오는 불편함을 훨씬 상쇄하는 행복과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이

었다.

  Soper(2000)는 현대의 소비주의적 문화에 근거한 욕망의 추구를 사회

적 유대와 도덕적 통합을 붕괴하고 생태적 조건 파괴로 이어진 쾌락주의

로 규정하면서, 시장에 의해 인식될 수 없고 표현될 수 없는 다양한 필

요로부터 출발하는 ‘대안적’ 쾌락주의를 제시하였다. 승용차를 타고 

빨리 이동하는 편리함을 누리는 것이 소비문화적 쾌락이라면, 이에 대한 

대안적 쾌락은 걷거나 자전거를 탐으로써 얻는 아이들의 안전, 대기오염

으로부터의 자유, 건강한 신체가 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이들의 

경험과 Soper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온 자본주의적 방식과 

‘다르게 살 수 있으며’(서영표, 2009), 그러면서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2. 한계 및 제언

  연구의 참여자 선정과정에서 연령 및 성별의 다양성까지도 고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준거에 합당한 이들의 대부분은 30대 이상의 여성이 다수

였으며, 결과적으로 섭외에 응한 참여자들이 모두 여성이 되었다는 점에

서 연구자가 당초 계획한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연구 진행 과정에서 주부인 김서윤, 엄마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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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주희,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강의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강현진과의 면접을 통해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구할 수 있었다. 

  우선,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꾸밈을 위한 옷이나 화장품들이 남성에 비

해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건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부로서의 역할, 자녀 양육의 역할까지 더해지면 주로 가

정 관리를 맡는 여성에게 가정 내 물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될 확

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였다. 워킹맘의 경우에는 사회적 역할까지 더해

지며 시간과 공간 및 삶의 여유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해진다. 육아를 

하면서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의문을 

품지만, 오히려 이를 시도하고 있는 ‘육아맘’들이 많았던 것도 이러한 

까닭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은 미니멀 라이프를 물건 정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성은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미니멀 라이프의 본질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여성

들의 성 역할과 소비의 연관성에 관한 후속 연구 및 간소한 삶을 추구하

는 남성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현상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살펴본 미니멀 라이프의 주된 실천은 개인적인 

실천에 집중되어 있었다. 환경 행동에는 시민적, 교육적, 경제적, 법적, 

신체적, 설득적 행동의 여섯 가지가 있지만(Hungerford & Volk, 1990; 

Smith-Sebasto & D’Acosta, 1995), 참여자들의 행동은 주로 교육적, 신

체적 행동에 집중되어 있었고 약간의 설득적, 경제적 행동이 나타나는 

반면, 법적, 시민적 행동의 특성은 약하게 나타났다.15) 참여자들도 미니

15) 시민적 행동(civicaction) : 투표, 공청회 참여, 민원, 민주적 불복종, 항의 등 정치

적 활동을 통해 환경 보존에 참여하는 것, 교육적 행동(educationalaction) : 환경
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행동, 경제적 행동(financialaction) : 자

연환경을 보호하는 구매, 혹은 환경을 파괴하는 제품의 보이콧, 환경단체에 기부, ,관
련 기업에의 투자 등 경제적 행위와 관련된 행동, 신체적 행동(physicalaction) :

쓰레기 줍기, 분리배출 활동, 청소프로젝트 등 환경친화적인 신체적 행동, 설득적 행
동(persuasiveaction) : 돈이 아닌 행동으로 편지 쓰기, 연설하기, 비공식 담론, 로

비, 다른 사람이나 기업, 정부의 환경보존 활동을 독려하는 활동, 법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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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 라이프를 어떤 사회 운동으로 전파하고자 하기보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개인들이 서서히 변화되어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Mezirow가 말하는 

전환학습 또한 사회적 변화의 측면보다 개인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그는 전환학습의 목적이 사회적 행위가 아니며, 그

보다는 개인적 전환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동맹으로 이어지

고” 이것이 사회적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Mezirow, 1992: 

252)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사회적 운동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참여는 소

극적이었으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나 모임 등 사회적 

교류를 통해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이들의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임의 공간이

나 통로가 활성화 된다면 개인적인 실천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

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미니멀 라이프를 자신의 삶에 적극

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시도했으나 도중에 포기한 사례, 또는 미니멀 라이프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례 등은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경험

에 대한 성찰과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추후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이들의 서로 다른 인식과 그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

면, 현상을 다각도로 이해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legalaction) : 환경 관련 법 제정 촉구, 또는 환경에 유해한 행위에 대한 합법적

구속 및 소송,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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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면접 전사록 사례

<부록 2> 코딩을 통한 범주화(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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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면접 전사록 사례

참여자 이유진 회차 1회차

면접 장소 ZOOM 일시 2021.06.03.(목) 19:00 ~ 20:00

인터뷰 내용 메모

연구자 :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출발점인데요. 어떤 계기로 미

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말씀해 줄 수 있을까

요?

참여자 : 제가 2016년에 EBS에서 하나뿐인 지구 시리즈에서 물건 

다이어트, 그  편을 봤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영상을 

접하기 전에는 미니멀리스트가 전혀 아니었고 그전에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비우기 정도까지만 했지 실질적인 물건의 양을 줄이는 데

는 큰 영향이 없었는데, 시각적으로 그 다큐를 본 게 굉장

히 영향이 크게 오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그 누구지? 

‘나는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살고 싶다, 그 사사키 후미오? 

그분의 방을 보니까 너무 홀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큐 구성이 물건 많으신 분들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또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보여주고 하니까 되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 보면서 내 삶에서도 좀 저 정도의 드라마틱

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때 그런 욕구가 있

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되게 미니멀리스트에 대한 

탐독을 시작해서 좀 적용을 했던 것. 삶에서.

연구자 : 네. 그게 출발점이셨다. 그럼 책으로도 ‘심플하게 산다’ 

읽었었는데 그때는 별로 와닿지 않으셨는데, 모습을 보니

까 시각적 자극이 되게 와닿으셨던 거네요.

참여자 : 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집을 계약을, 전세 

계약을 1년씩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라서 이렇게 이사

를 자주 했었는데 집에 짐이 없으면 되게 이사가 간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약간 그랬었

던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랑 

저희 동생이 태생이 약간 미니멀리스트라,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가까이에서 다 봤던 것도 좀 적용하기 쉬운 이유

에 있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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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코딩을 통한 범주화(예시)

원자료
하위

범주

중간

범주

상위

범주
비우면 이콜(=, equal) 쓰레기 엄청 많이 나온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로는 비움이지만 진짜 버리는 쓰레

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필요가, 이게 아직 기

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눔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진짜 많이 나눴지만, 그렇지 못하는 물건들도 너무 많았거든

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런 물건 함부로 사나 봐라, 이런 생

각도 더 들면서 제로 웨이스트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이어지

게 됐고

좋은 

말로는 

비움

문제 

인식
쓰레기

그냥. 어? 이거 예쁘다, 이거 사야겠다, 이러면 사고. 근데 그

걸 샀는지도 사실 잊어버리고. 아니면 이거 나 왜 샀지, 이렇

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옷을 사도 되게 이미 집에 있는 옷, 똑

같은, 비슷하게 있는 것도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 

되게 원래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구나.’. 좀 더 특별하게 막 

현명한 소비를 했다, 라고 느껴지진 않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엄청 뭐랄까. 소비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타입은 아

니었던 것 같아요. 

평범했

던 소비 

습관

욕구
소비습

관(과거)

그렇게 마음에 드는 소비를 하려고 하는 물건 찾기가 너무 

어렵고, 소비가 너무, 소비라고 하는 과정이 힘든 거죠. 근데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안 드는 데 그냥 사면은 결국엔 후회

가 돼서 이걸 버리고 비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를 비우기 

과정을 통해서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함부

로 들여 집으로 내 방으로 들여놓으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거는 이제 깨달았는데 그때 소비 디톡스를 하면서 그게 이제 

더 자리를 완전히 잡게 된 것 같아요.

함부로 

물건을 

사지 

않아야

겠다는 

깨달음

생각 

변화
변화

마케팅의 자본주의, 시장주의 이런 거에 대한 반발심이라기보

다는 ‘불필요한 물건을 좀 안 사고 싶어’ 하는 막연한 생

각만 있었는데, 

소비욕

구 감소

생각 

변화

저는 이래저래 1월달에 뭔가 물건을 사는 일들이 있고 그래

서 1, 4, 7, 10월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개의 달을 저의 소비

의 달로 정해주고 그때 소비 디톡스 기간에는, 물론 생필품이

나 경조사비, 경험 소비 이런 거는 가능하고. 그 이외에 물건

을 사는 것은 사지 않고 소비의 달에만 사는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나'의 

소비 

디톡스

소비디

톡스

소비

습관(현

재)

목록을 제가 하나의 목록으로 쭉 만들어놨는데 그러다 보니

까 이 목록이 혼재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혼재요?) 

어떤 게 혼재되어 있냐면. 네네, 필요랑 욕구가 혼재 되어 있

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랑 필요한 게 섞여 있는 거죠. 

필요와 

욕구의 

혼재를 

인식함

필요와 

욕구

제가 이제 제로 웨이스트든, 플라스틱 프리든 이렇게 좀 원하

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소재 부분이나 그 기업의 제품이 가치

를 좀 지녔으면 좋겠다는, 윤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었기 때문

에 소비에 되게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고

가치 

지향

윤리적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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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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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Educational

Meaning of Minim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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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spread of consumption culture, the scale of consumptio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stead of convenience and comfort in life, 

ecologically negative effects such as resource depletion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have also increased. Accordingly, along with 

the reflection on the existing unsustainable life, the need to seek 

alternative lifestyles has also increased and “Minimal Life” has been  

receiving more public attention in recent years. In the modern society 

where consumerism has become the mainstream, it can be a 

meaningful attempt for understanding learners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at to observe the practices of those who reduce their 

possessions and consumption as it is and to explore how they change 

their lives by continuously attempting voluntary practices.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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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 the need for research is raised.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environmental educational implications 

by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those practicing minimalism in their 

daily lives and discussing the process and life trans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earning. For th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select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intentionally 

sampling five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criteria set by the 

researcher, and data were also collected through related online activity 

observation and literature data. 

  The result shows that their practice of minimalism were triggered by 

daily experiences of being aware of the dangers in daily life or 

recognizing the inherent emotional dissatisfaction. They practiced 

emptying clutters and renewed their perspective on possession, and this 

experience enabled reflection on life as a whole, resulting in a 

transition to a different way of life than before. 

   In this study, the transformation of their lives was examined by 

dividing them into three main areas: consumption, environment, and 

personal life. With the practice of minimalism, they became free from 

consumeristic life and pursued an eco-friendly lifestyle. To this end, it 

was confirmed that learning was attempted through voluntary learning, 

writing, and social interaction, and that external growth such as job and 

career setting, as well as growth in self-realization.

  As a result, through the practice of minimalism,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transformative and informal learning beyond simple 

experiences by reflecting on the overall life. Through their experiences, 

it was possible to obtain educational implications that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based on the lives of learners and that it should 

be and education with personal meaning for learners, providing 

opportunities for growth.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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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to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s through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he possibility of extension as informal learning. Along 

with this, their life experience of practicing minimalism provides social 

implications in that it can be a specific example of ‘good life’ in a 

sustainable society.

keywords : minimalism, minimal life, sustainable consumption, 

consumption culture, transformative learing, informal 

learning

Student Number : 2020-2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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