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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이후

에도 꾸준히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 사회 제도와 정책에 변화를 이

끌어내기 위해 행동하는 ‘기후 시민(climate citizen)’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청소년

환경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청소

년 환경단체 가운데 가장 오래된 환경운동연합 산하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에 참여

한 경험이 있는 성인 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모집된 연구 참여자들은 고

등학교 저학년 때 활동을 시작하여 최소 3년 이상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가장 근접한 개념인 ‘기후 시민성(climate citizenship)’을 분

석틀로 활용하였다. 기후 시민성은 한 개인이 지닌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삶의 배

경과 다양한 구조 속에서 각기 다른 경험과 사건 속에서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연구

방법으로는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로 정리한 형태인 내러티브(narrative)를 활용한

생애사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연구 참여자들이 기후 시민성의

어떤 특성을 담지한 채 행동하고 있으며, 삶 전반에 걸쳐 어떤 요인들이 기후 시민

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심층 면접 결과를 토대로 문헌연구를

통해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과 구조 관계 속에서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참여 경험

이 개개인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이 활동한 시기에 주로 지구 온난화와 관

련된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며, 이외에도 환경정화 활동, 현장답사, 탈원전 시위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이전보다 분리배출을 신경 쓰게

되거나 평소 생각해보지 못한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나아가 주로

인지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정규 교과과정이나 학교 수업과 달리 능동적이고, 체

험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또래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현재는 기후 시민성 특징을

고루 갖추고, ‘기후 행동(정치투표, 경제·화폐투표, 프로슈머, 시민단체 후원·참여·조

직, 기후교육 참여·실시)’을 실천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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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일부 연구 참여자는 기후변화 문제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거나 활동하면서 느낀

문제들과 한계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에는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지 않아야겠다고 다

짐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과거에 연구 참여자들이 활동에 참여했던 청소

년 환경단체는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이들이 성인

이 된 이후에 기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은 해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참여 경험의 영향이 청소년 시기에 머무르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우선 모든 연구 참여자가 공통으로 언급하였듯이 활동을 하면서 체계

적인 환경교육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이고, 전문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특정 활동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당 활동이 지닌 근본적인 의미와 영향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사회 전반에서 모든 세대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애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환경교육 개발을 통해 아동기나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눈높이에

도 적합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정보를 전달하는 지식 중심

교육에서 생활과 연계된 경험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심각성이

나 피해만 강조하는 교육방식으로 ‘생태 불안(eco-anxiety)’이나 ‘기후 불안(climate

anxiety)’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를 느끼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충분한 설명이나 교육 없이 단체 입장을 결정하고, 회원들을 동원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나 현실적인 대안 없이 한쪽 측면만 강

하게 주장하는 경우’, ‘단체 내 파벌 다툼이나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인해 활동가나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와 같이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목격한 환경

단체의 문제들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에는 활동하지 않는 경우가 포착되었다. 이러

한 현상은 같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기 때문에 일관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환경단체 운영방식에 관

한 내부의 자성 목소리와 외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계기는 다양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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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환경단체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여럿 발견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 인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된 기후 시민성 개념은 성인이 된 이후의 기후·환

경 인식을 파악하는 데 절대적일 수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연

구 참여자들은 약 10년 전에 활동했으며,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 산하에 있는 청소

년 단체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현재 활동 중인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

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시간적·공간적 차이로 인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기후 시민성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개인의 경험

을 이야기로 정리한 내러티브를 활용한 생애사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청

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시간적 특성, 사회적 상

호작용,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다차원적인 공간에서 삶의 맥락이 형성되었기 때문

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특수한

사례 축적을 통해 학술적인 일반화에 기여하고, 다른 연구에서 간과될 수 있는 부

분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연령, 계층, 지역, 단체 등을 반영한 후

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책임과 윤리 의식을 인식

하여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기후 시민을 양성하는 데 유의미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청소년 환경단체, 환경운동, 기후변화, 기후 시민성, 생애사 연구, 환경

교육

학 번 : 2020-2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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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필요성과 질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2010년 사이 인구는 약 3배, 전 세계 실질 GDP

는 7배 이상 늘어나면서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기온 상승 속도는 약 20~25

배 가까이 빨라졌다(조천호, 2020). 국제사회는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well below)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는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를 승인하고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1) 

나아가 2021년 8월에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

지한다면 2021~2040년 중 1.5℃ 지구 온난화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 6, 이하 ‘AR6’) 제1실무그

룹 보고서」를 승인했다.2) 이는 2018년 지구 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제시

한 2030~2052년보다 10년 정도 더 앞당겨진 결과로, IPCC는 AR6에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온난화 경향이 인간 활동의 결과임이 명백하다(unequivocal)고 재확

인하였다.

1)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총회가 IPCC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작성하였다.

2) 「IPCC 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는 4종(제1실무그룹 보고서(과학적 근거), 제2실무그룹 보고서(영

향, 적응 및 취약성), 제3실무그룹 보고서(기후변화 완화), 종합보고서(각 실무그룹 보고서 종합 평

가))의 IPCC 평가보고서 중 가장 먼저 발간되는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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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 속에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를 앞두고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상향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9월에는 세계에서 14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하였다(윤순진, 

2021). COP26에서는 NDC를 종전 목표보다 약 14% 상향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당사국들이 제출한 NDC 

감축목표를 모두 달성한다 해도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4℃ 높아지고,3) 2030년 배출량은 2010년 대비 13.7% 증가할 것으로 분석

됨에 따라 각 당사국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2022년 말까지 NDC

를 상향할 것을 요청받았다.4)

기후변화는 이미 사회 전반에서 모든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미래세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의 생활 패턴, 건강, 사회경제적 안정 등에 심각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5)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관

한 중요한 결정들이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이 살아갈 시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

을 개진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이러한 참여는 자신 세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며, 당연

3)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CAT) 홈페이지(https://climateactiontracker.org, 검색일: 2022.02.01.)
4)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홈페이지(https://unfccc.int/news/cop26-update-to-the-ndc-synthesis-report, 

검색일: 2022.02.01.)

5) 청소년의 범위는 여러 법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제시된 정의에 따르

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반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르

면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13~19세를 청소년이라고 지

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연구에서의 ‘청소년’은 13~19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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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한다(Biffi,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고, 참정권이 부재하며, 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중요한 의

사결정에서 배제되어 왔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a).

한편 2019년 9월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울려 퍼진 한 10대 소녀의 

격앙된 외침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다.6) 2008년생 스웨덴 청소

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기성세

대와 주류 정치인을 겨냥하는 연설로 이목을 끌었다. 앞선 2018년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연설에서도 

“전 세계 190개 국가 대표들이 비어있는 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

라며 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연설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8년 8월에

는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스웨덴 스톡홀름 의회 앞

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거부’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러한 소식

이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

면서 미국, 호주, 영국, 네덜란드 등 전 세계 청소년 수만 명이 매주 금요일에 

학교가 아닌 길거리로 나와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퇴나 결석을 한 약 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2019년 3월 

15일을 시작으로 네 차례에 걸쳐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School Strike 4 

Climate)’에 참여했다.7) 이 시위를 주도한 ‘청소년 기후행동’은 기후위기 문

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청소년들이 주도해서 만든 조직으로 2020년 3월 13일

에는 정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청소년의 기본권이 침해되었

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하였다.8) 2021년 5월 27일에는

6) “The eyes of all future generations are upon you,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미래세대의 눈이 당신을 향해 있다. 만약 당신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선택을 한다

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7) 청소년 기후행동 홈페이지(https://youth4climateaction.org/, 검색일: 2021.04.04.)

8)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19인은 정부가 2019년 12월 31일 저탄소녹색성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 기준 24.4%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해 “이러한 

목표는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체결한 파리협정을 지킬 수 없는 수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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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4G 서울정상회의’9)가 열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썩은 당

근 217㎏를 쏟으며,10)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

응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한겨레, 2021.05.27.). 이처럼 청소년은 자신

의 국가 혹은 다른 국가들이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다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적

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정치적 의지를 압박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

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더

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예컨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재정적인 자원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정책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

되다보면 참여 의지가 약해지거나 꾸준히 활동하고자 하는 실천의지가 영향받

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실천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같은 청소년 환경단체11)를 통해 자신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며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했다(https://youth4climateaction.org/, 검색일: 2021.06.01.).

9)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하기 위해 2021년 우리나라에

서 최초로 개최된 환경 분야 다자정상 회의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5개 부문 식량, 농업, 물, 도시, 

에너지, 순환경제 목표를 민관협력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2021 P4G 서울 정상

회의 공식 홈페이지, https://virtual.2021p4g-seoulsummit.kr/, 검색일: 2021.06.03.).
10) 온라인상에서 ‘당근을 흔든다.’라는 표현은 ‘부당하거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

되며, 217kg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를 요구하며 제시한 기준인 217MtCO2e을 의미

한다.
11) 공동의 관심사나 목적을 가지고 모인 집단을 일컫는 용어로 서클, 동호회, 모임, 동아리, 단체 등

이 쓰이고 있다. 이 중에서 청소년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집단은 주로 청소년 환경단체나 

환경 동아리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르면 청소년 단체는 “청소

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의미하며, 동법 시행령

에 따르면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 다소 느슨한 결속력을 가진 집단이나 교내 활동 모임, 

자치활동 모임을 의미하는 경우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기, 단체, 지역에 따라 엄밀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청소년 단체’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단, 선행연구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

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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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a). 나아가 청소년 시기에서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의

식을 가지고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2021년 11월 COP26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통해 국제사회는 청(소)년 정상회의(Youth 

Summit)를 연례적으로 열기로 합의하였다. 청년 정상회의는 2015년 이후 6년 만

에 열린 당사국총회 특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보다 의미 있게 반

영될 필요에 대한 공감을 기초로 하였다.12)

요컨대 특정한 경험, 프로젝트, 자료 등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할 때 사전-사후 통합 설계(retrospective pre-post test design)가 널리 활용되어

왔다(Colosi & Dunifon, 2006; Dimitrov & Rumrill, 2003). 이 방식은 관련된 경험

이나 개입 직후에 실시되어 단기적인 영향이나 효과성을 밝히기에 적합하다. 하

지만 장기적으로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삶 전반에서 어떠한 영

향을 미쳤으며, 의미 있는 경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내기 위하여 김남수(2007)는 10년 전 실시된 환경교육 프로그램13) 

참여자 10명의 내러티브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이후의 삶에 관한 ‘회고적 평

가(retrospective evaluation)’를 실시하였다.14) 연구 참여자는 프로그램 참여 이

전 각자가 지닌 생각과 삶에 따라 다른 동기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각기 다른 

12) 2021년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소)년 정상회의(Youth Summit)의 정례적인 개최를 제안하며,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기후위기 해법을 찾는다면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3) 1997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이 주최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관한 시범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18일간 40명이 참가했으며 실내 강의, 워크숍, 현장답사 등이 진행되었다.
14) 부연하자면, 특정 교육방식이나 프로그램 등을 평가함에 있어 대개 활동과정이나 직후에 지식, 태

도, 기능, 행동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변화 정도를 수치로 제시하여 운영 측에서 설정한 목

표에 부합하는 경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김남수(2007)는 이러한 방식은 효과성

을 입증하거나 당장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하나, 활동이 참여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며 어떤 

지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삶의 맥락으로 했을 때 어떻게 배치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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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의미를 가지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시간을 살아냈다. 연구 결과 10명 

중 5명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으며, 2명은 삶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받아 현재는 지역 의제와 재생에

너지 정책연구 일을 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다수의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영향

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이외에도 이혜정(2012)은 40년 전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들의 생애사를 분석하여 당시 경험이 현재까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으며, 전푸름(2021)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에서도 생애사 연구를 통해 10

년 전(2011~2013년) 진행된 프로젝트가 참여한 사람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

는지를 살펴보았다.15)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환경단체 경험이 있는 성인 4명을 생애 

구술사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들의 삶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음의 연구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

- 중심질문16)

 :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참여 경험이 성인이 된 현재의 기후 시민성(climate 

citizenship)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17)

15) 해외 연구에서도 Frankland(2010)는 생애사 연구를 통해 학부 때 같은 전공을 가진 6명의 전문대

학교 총장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어떤 과정을 거쳐 총장이 되었고, 과정 중에 어떤 

요소들이 학문적, 행정적, 전문적 영역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교 존

재 이유, 운영 방향, 리더십 등을 정립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6) 모든 연구에는 중심질문이 있지만, 학술논문의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졸업

논문이나 박사학위논문과 같이 대학원 연구에서는 중심질문을 제시하는 추세에 있다(Cresswell et 

al., 2018).

17) 후술하겠지만 citizenship은 역사적,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지만 주로 시민

권 혹은 시민성으로 번역된다.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시민권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우세하나, 시민

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권리적인 측면만을 부각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 같은 이

유로 박순열(2010)도 시민권이라는 용어 대신 시티즌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citizenship은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감, 문제의

식, 이를 위한 교육 등 폭넓은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citizenship을 시민성



- 7 -

- 하위질문

 1) 연구 참여자는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참여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며, 

활동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2) 연구 참여자는 기후 시민성의 어떤 특성을 담지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3) 연구 참여자의 삶 전반에 걸쳐 어떤 요인들이 연구 참여자의 기후 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와 같은 연구는 그레타 툰베리와 같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

고 행동하는 청소년과 청소년 기후행동 같은 청소년 환경단체가 주목받고 중요

성이 부각된 현 시점에서 유의미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환경단체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꾸준히 기후변화에 대

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 사회 제도와 정책에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동하는 

기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현재 활동 중인 청소년 환경단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의

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와의 차별성과 학술적 의의가 있다.

제 2 절 논문 구성

이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며, 제 1 장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 필요성과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다음의 구성을 취한다.

으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마스 마샬(Marshall, 1950)이 주장한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

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 시민권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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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제 1 절에서는 청소년 환경운동과 청소년 

환경단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 2 절에서는 전통적인 시민성에 대

한 논의와 더불어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기후변화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

타나면서 환경 분야에서 시민성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본다. 나아

가 기후 시민성 등장 배경과 특징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후 시민성을 정의하고, 

대표적인 기후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한다. 또한 앞선 논의를 종합하

여, 그간 논의되어 온 시민성 흐름과 범위를 그림으로 제시한다.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에서는 생애사 연구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이 

연구에서 해당 연구 방법을 채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제 2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 선정 조건과 모집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제 3 절에서는 자료 수집 과

정, 제 4 절에서는 Mandel baum(1973)의 자료 분석 방식에 따른 분석과정을 상

세하게 설명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간 대상연구를 

하려는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연구에

서는 수차례에 걸친 심층 면접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생애사적 접근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인간 대상연구에 해당하며, IRB 심의대상에 해당한다.18) 따

라서 제 5 절에서는 연구 수행과정에서 고려한 윤리적 측면을 언급한다.

제 4 장 연구 결과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 방법에 따라 진행된 심층 면접 

결과를 제시한다. 각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생애사를 제 3 장 제 4 절 자료 

분석에서 제시한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삶의 영역’, ‘전환점’, ‘적용’

으로 분석 수준을 구조화하고,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과 구조 관계 속에서 청

소년 환경단체 활동참여 경험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제시

한다.

제 5 장 제 1 절에서는 이 연구에서 정한 연구 질문과 목적을 중심으로 최

1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IRB 심의대상, 인간 대상연구 구분 등의 상세한 논의는 제 3 

장 연구 방법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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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분석 및 해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 2 절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

소년 환경단체의 바람직한 역할과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또한 이 연구가 지니

는 연구 한계를 밝힘으로써 후속 연구들에서 다루어져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의 전체적인 주요 흐름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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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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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제 1 절 청소년 환경운동

국회미래연구원(2019)19)이 만 15~18세 청소년 554명을 대상으로 평소 관심 

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인공지능(45.3%), 빈부 격차(34.5%), 국가 간 관계

(33.8%), 기후변화(32.7%) 순으로 나타났다.20) 2050년 인류의 삶을 위협할 사항에 

관한 질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응답이 각각 16.8%로 가장 많았고, 에너지 환경문제(11.0%), 세계 경제위기

(9.4%), 기후변화(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청

소년들의 관심과 우려는 다른 항목에 비해 후순위에 위치했다. 아래 <표 1>과 

<그림 2>에 제시한 것처럼 환경부(2019)21)가 일반 국민 1,500명과 환경 분야 전

문가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도 만 15~19

세 청소년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22)

19) 2019년 11월 전국 만 15~18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준 변수별 모집단 인원수를 고려하여 표

본을 추출하였으며, 학교별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조사와 담당 교사를 통한 설문지 배포 방식

으로 조사하였다. 응답자 성별은 남자 44.4%, 여자 55.6%이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65.7%, 중학

생 34.3%가 응답하였다.
20) 실제 설문지 상 질문은 ‘본인이 평소 관심 있는 사항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관심이 큰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이며, 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1~3위로 응답한 수를 단순 합산

한 결과이다. 1순위로 응답한 항목만 비교하면, 인공지능(16.8%), 국가 간 관계(15.3%), 빈부격차

(11.6%), 기후변화(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1) 환경부는 1995년부터 3~5년을 주기로 주요 환경정책과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과 환경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왔다. 주요 문항은 환경문제 

관심도, 분야별(미세먼지, 재활용 폐기물 등) 환경 인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2008년부터

는 조사대상 연령대를 만 15세로 낮추어 청소년 환경인식을 파악하였다.

22) 제시된 통계자료는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조사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별 면접조사 하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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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n)

매우 

관심 

있음

약간 

관심 

있음

별로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

종합

관심

있음

관심

없음

전체 (1500) 16.1 62.5 16.7 4.7 78.6 21.4

연

령

15~19세 (162) 6.2 48.1 32.7 13.0 54.3 45.7

20대 (241) 9.1 61.4 22.0 7.5 70.5 29.5

30대 (250) 21.6 62.0 13.2 3.2 83.6 16.4

40대 (268) 18.7 68.7 11.9 0.7 87.3 12.7

50대 이상 (579) 18.3 64.2 13.8 3.6 82.6 17.4

<표 1> 연령대별 환경문제 관심도              (단위: %)

출처: 환경부(2019)

출처: 환경부(2019)

<그림 2> 연령대별 환경문제 관심도 

±2.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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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환

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

안이나 청소년 환경운동과 청소년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유사한 주제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가 일부 존재하

였는데, 주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교내 환경 동아리’와 관련된 연구로 황경미·최돈형(2008)은 고등

학교 내에서의 환경 동아리 활동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통영 소재 환경 동아

리 ‘물푸레’의 5년간 활동 역사를 기술하고 학생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 

경험 의미를 고찰하였다. 김현선 외(2011)도 중학교 내에서의 환경 동아리 형성

과 환경 관련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환경 동아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로 이상균

(2012)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동아리 활동으로 환경 동아리 프로그

램을 구안하고, 양적 분석을 통해 초등학생 환경 소양과 환경친화적 행동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동아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로 강유정·조은정(2004)은 중·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

고, 환경교육 방안의 일환으로 환경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단체가 고

려해야 하는 사항을 논의하였다.23)

이외에 이 연구와 가장 유사한 주제로 진행된 연구로는 서울대학교 과학교

육과 석사학위논문으로 박우용(2020)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 김

포시 한 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기후변화 청소년 활동단’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동아리 활동이 생태 시민성 함

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 동아리 활동 과

정 중 생태 시민성이 형성되는 단계를 구분하고, 생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

23) 해당 연구에서는 환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조직한 무리나 모임을 ‘환경클럽’이라고 명명하

였으나, 앞서 언급한 다른 연구들에서의 ‘환경 동아리’의 특징과 성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혼

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판단 하에 환경 동아리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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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는 데 동아리 활동이 기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과학중점학교로 지

정된 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환경 동아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 활동 방식과 차이가 있으며, 환경 

관련 동아리 개설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관련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활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당시 

활동 중이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성

인이 된 이후에도 생태 시민으로서 역할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앞서 제 1 장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점차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은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며, 개인이 하는 활동들도 큰 의미가 있

지만 영향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같은 문제의식을 지닌 청

소년들이 함께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청소년 환경단

체는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

지고, 행동하는 기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간 학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청소년 환경운동

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해당 분야의 초석을 다짐과 동시에 향후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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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후 시민성

1. 전통적인 시민성에 관한 논의

좁은 의미의 시민성은 “정치공동체로서 도시(국가) 구성원의 신분, 지위, 

소속감, 정치적·사회적 참여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반면(이철우, 2008; 김

동춘, 2013), 넓은 의미의 시민성은 “법적·형식적 지위나 권리를 넘어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덕성, 품성, 의무, 이를 위한 교육, 시민들 간의 유

대의식 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공민석, 2008). 따라서 시민성과 관련된 논

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정치공동체에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근거와 

기준에 관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시민인지(내부) 아닌지(외부)를 구분하는 기준

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일반적으로 시민은 한 국가 내에서 법적 지위

와 권리를 지닌 개인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시민인지를 여

부를 판단하는 일차적인 기준이었다. 하지만 시민은 어느 정도 자연적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민족과도 차이가 있으며 가족, 친족, 지역사회를 넘어서는 근대국

가에서의 정치공동체 구성원을 지칭한다(김동춘, 2013). 하지만 시민과 시민성의 

개념은 역사적·사회적 조건이 변함에 따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양상을 띠어

왔으며,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어왔다(Shafir, 1998). 따라서 시민성

을 둘러싼 쟁점들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역사적으

로 시민성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성을 지속적인 투쟁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한 영국 사회학자 토마스 마샬(Marshall, 1950)의 논의는 상당한 의의를 갖

는다. 마샬은 자유주의 관점에서 ‘권리로서의 시민성(citizenship as rights)’을 

중심으로 시민성을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17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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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2세와 제임스 2세가 전제 정치를 강화하고, 의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오자, 1688년 의회는 명예혁명을 통해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를 공동 국왕으로 

추대한다. 다음 해에는 권리장전을 승인하면서 입헌 군주제의 토대와 평등의 기

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의 자유, 언론·사상·신념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자유권(civil citizenship)’24)이 등

장하였으며(최현, 2003), 19세기에는 국가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애쓰는 것에서 벗어나 국가가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치권(political citizenship)’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

로 1918년에 이루어진 영국 총선에서 최초로 21세 이상 모든 남성에게 보통 선

거권이 부여되었으며, 동시에 3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이처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통해 정치적 권력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전하였지만, 자유권과 정치권만으로는 경제적·계급적 불평등으로 인해 시민

들의 자유로운 삶이 침해받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에 20세기에는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사회보장 서비스와 문화적 유산을 나눌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social citizenship)’이 발전하게 된다(Marshall, 1963).

그러나 마샬은 자유권에서부터 정치권, 사회권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역전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발전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

각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호황과 계급 타협을 통해 일부 중심부 국가에서만 

실현될 수 있었던 복지국가와 사회권 보장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Giddens, 1982; Mann, 1994). 정치적·경제적·과학기술의 변화는 사람들이 시

민성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시민과 시민

성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들

이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기반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Leach, M. & I. Scoones, 2003). 따라서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24) civil citizenship을 공민권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우세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유(liberty)와 

관련된 측면에 주목하여, 자유권으로 의역하였다.



- 17 -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를 조정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

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김찬국, 2013).

2. 환경 분야에서의 시민성 논의

현대 문명 발달과정에서 수반된 각종 환경문제와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

산되면서 1990년대부터는 지역적·국가적·세계적인 차원에서 민간과 공공 영

역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행동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 ‘환경 시

민성(environmental citizenship)’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Melo-Escrihuela, 2008). 영국 사회학자 Horton(2006)은 현대 사회에서 환경 시

민성 개념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 진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사람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실천과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개념이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는 ‘환경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보다는 ‘권리

(right)’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환경을 훼손하는 특정 정부, 

기업, 특정인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공기나 환경을 누릴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Bullard, 1990; Harvey, 1996).

현재까지도 학계 내에서 환경 시민성에 대한 정의와 해석은 제각각이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환경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

해서 효과적인 환경 시민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

다(Barry, 2006). 하지만 환경 시민성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입각하여 참여 민주주의, 권리, 책임, 자격 개념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

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해내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Moffatt & Phillimor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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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Donson(2003)은 시민들이 경제적 보상이나 처벌보다는 그저 옳은 일이

기 때문에 선행을 실천한다는 ‘생태정의(ecological justice)’측면에서 ‘생태 

시민성(ecological citizenship)’ 개념을 주창하였다. 그는 전통적 시민성과 구분

되는 생태 시민성의 주요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는 ‘비영역성(non-territoriality)’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나 인간 활

동의 결과는 공간적·시간적 경계를 초월하고 있다. 즉, Giddens(1989)가 언급한 

위치상 멀리 떨어진 ‘부재하는 타자’들과의 관계 형성으로 인해 세계화 흐름 

속에 기후변화나 월경성 환경오염 등의 문제는 단일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모든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국적에 상관없이 ‘생태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크기를 감소

하는 의무를 분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생태 시민성은 비호혜적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즉, 계약에 

기반하여 시민들에게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었던 전통적인 시민성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류애에 기반하여 자발적인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

이 생태 발자국의 크기를 줄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는 정의롭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생태정의가 중요한 덕성으로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생태 시민성은 공적·사적 영역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

인 시민성에서는 계약으로 성사된 국가와 개인 간 공적인 영역으로 한정되었다

면, 생태 시민성에서는 시민들 간의 비계약적 관계도 고려하게 되었다. 즉, 환경

문제의 책임 원인이 개인들의 삶의 방식이나 습관 등에도 있으므로 개인의 실

천 변화를 통해 생태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Agyeman & Evans(2006)도 시민성 개념이 정의적인 측면에서 보다 폭넓

게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변화하게 될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생태 시민성은 전통적인 시민성 개념에 단순히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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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대한 고려만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를 정의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의무와 실천을 강조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성

이라고 할 수 있다(박종문·윤순진, 2016).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전통적 시민

성과 생태 시민성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여 아래 <표 2>에 나타내었다.

전통적인 시민성 생태 시민성

활동 영역 공적 영역 공적/사적 영역

행위 동기 계약(국가-시민) 관계성(국가-시민, 시민-시민)

주요 가치 자유, 상호 호혜성, 권리 주장 비 호혜성, 책임/의무 수행

범위 영역적 비 영역적

책임 범위 현세대 과거/현재/미래세대

<표 2> 전통적 시민성과 생태 시민성 비교

출처: Dobson(2003), 김병연(2011) 내용 재구성

21세기에 접어들면서 IPCC를 둘러싼 많은 과학자를 비롯해 전문가들이 기

후변화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오면서 기후변화가 현세대를 비롯

하여 미래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논의되어 왔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미국 환경과학자 Amory 

Lovins(1977)는 에너지 체제의 기술적·사회정치적 구조를 기준으로 ‘경성에너

지 경로(hard energy path)’와 ‘연성에너지 경로(soft energy path)’를 구분하

였다. 전자는 원자력 발전이나 화석연료에 기초하고 있는 중앙 집중적인 대규모 

에너지 공급체제를 의미하고, 후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지역 분산적인 공

급체제를 의미한다. Lovins는 기술적 위험비용과 윤리적 이유 등으로 경성에너

지 경로에서 연성에너지 경로로의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였다. Lovins가 경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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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두 체제가 함께 갈 수 없는 배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

이다. 윤순진(2004, 2008)도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 생산은 비용과 이익을 불평등

하게 배분한다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 체제를 지역 분산적인 체제로 변화시키는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완전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

적인 노력과 외부로부터의 동기 부여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시민성을 내재한 시

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초 되어야 한다(조미성·윤순진, 2019; 양수연, 2014; 

한재각, 2017).

에너지 시민성 개념은 Devine-Wright(2007)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는데, 

한재각(2017)은 “대중들이 에너지 시스템 발달 과정에서 수동적인 소비자에 그

치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해관계자로서 기후변화 같은 에너지 소비 결

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견지하고 발전 및 송수신 시설 입지 선정에서 간과되는 

환경적 형평성과 정의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차원에서 재

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대안적 에너지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정리

하였다.

이정필·한재각(2014)이 언급하였듯이 에너지 시민성은 비교적 가장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현재까지 진

행된 에너지 시민성과 관련된 연구로 박종문(2015)은 자발적인 에너지 전환 운

동이 지속되어 온 서울시 성대골을 중심으로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과 형성 

이후의 모습을 다루었으며, 양수연(2014)은 학교에너지협동조합에서 에너지 시

민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개 학교를 선정하여 심층 면

접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백종학·윤순진(2015)은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중 아파트 미니태양광사업을 전략적 틈새(niche)로 보고, 사업에 참여한 노

원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면접, 홍보물 분석을 실시하여 에너지 전

환 사업들이 에너지 시민성 함양을 위한 기회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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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에너지 시민성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

과 활용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논의를 에너지 전환만

으로 한정 짓는다는 한계가 있다.

3. 기후 시민성 등장 배경과 정의

1990년 발표된 1차 IPCC 평가보고서에서는 인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증거를 거의 포함하지 않고 있었으나, 6년 후에 발표된 2차 평가보고서

(1996)에서는 인간이 20세기에 나타난 기후변화에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

을 끼쳤다는 것을 제안한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발표된 평가보고서들에서는 더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다양한 모델들이 추

정하는 바와 같이 자연적 요인만으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밝

혀졌다(Hegerl et al., 2007).

따라서 기후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크게 ‘지구 내적 

요인’과 ‘지구 외적 요인’ 두 가지로 구분된다. 내적 요인은 기후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대기, 물, 땅, 생물 등)들이 변화하거나 이들 간 상호작용으

로 인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 요인은 다시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 서서히 움직이는 자전축이나 지구 공전궤도, 11

년을 주기로 변하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양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을 의

미한다. 후자의 경우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해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고, 

토지 이용이 변화하는 등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

이다(환경부, 2016; 기상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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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인

통제

가능

여부

지구 내적 요인
대기권, 수권, 빙설권, 지권, 생물권 등 내부적 

변동이나 이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X

지구 

외적

요인

자연적 

요인

지구 공전궤도, 자전축 주기 운동, 대기 중 

온실가스와 에어로졸 변화, 지표면 상태 변화 등
X

인위적 

요인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와 에어로졸 

변화, 과도한 토지 사용이나 산림 파괴 등
O

<표 3> 기후변화 원인 

출처: 환경부(2016),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2b) 내용 재구성

이처럼 기후변화 문제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앞서 서술하였던 에너지 전

환을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시민성에 관한 논의만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에 제2회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에서 윤순진(2020)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을 기반으로 에너지 기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에너지와 자원 소비, 폐기

물 배출에 대한 책임과 윤리 의식을 인식하여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기후 

행동을 실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이용과 자원 소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기후 시

민성(climate citizenship)’”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를 요약하자면, 아래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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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윤순진(2020)

<그림 3> 기후 시민성 특징 

위와 같은 기후 시민성 특징을 가진 기후 시민들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방

식은 아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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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정치

투표

후보자에게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공약 요구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의지를 가진 후보자에게 투표

자신이 뽑은 대표자가 기후변화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지 감시

선출된 대표자에게 꾸준히 시민 압력(전화, 이메일, SNS 등) 행사

경제

·

화폐 

투표

고효율 제품(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프론티어 제품 등), 탄소성적표

지 인증제품, 폐기물 감량/재이용/재활용 가능 제품 구매

에너지 소비, 탄소배출을 염두에 둔 소비

적절한 환경·에너지 비용 부담

ESG 경영 기업이나 기후변화 관련 펀드 상품에 투자

프로

슈머

에너지 절약, 저탄소/탈탄소 삶 향유

에너지 생산

시민

단체
환경·에너지·기후 관련 시민단체 후원/참여/조직

기후

교육
기후변화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기후 교육자 되기

<표 4> 기후 시민의 기후 행동

출처: 윤순진(2020) 내용 재구성

이전에도 기후 시민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연구나 캠페인이 존재했지만, 

기후 시민성 정의나 특징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대표적으로 

Mirja(2017)는 정치, 활동 수준, 덕목, 권리, 책임, 지식 등 환경 시민성을 구성하

는 요소들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시민성의 형태들을 기후 시민성으로 보

고, 환경 시민성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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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기후변화 캠페인에서 어떤 구호(난방 온도 낮추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친환경 제품 소비 등)를 외치느냐에 따라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기후 

시민성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하지만 Mirja(2017)는 환경 시민성을 

방법론적인 관점이나 분석적인 개념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시민성의 형태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후 시민성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 기후 시민이 지니는 특

징이나 행동 등을 정의하기 위한 연구는 아니었다. 또한 국내에서 하버드대 정

치학자인 Erica Chenoweth(2020)25)가 밝혀낸 “국가 전체 인구 중 3.5%가 비폭

력적으로 시위나 행동에 나서면 사회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기후시민 3.5’라는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다.26) 이들은 다양한 층

위의 시민들, 환경단체, 시민단체,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기후위기를 알리고 기후

행동을 촉구하는 대규모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기

후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성을 지닌 시민이 기후 

시민인지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윤순진(2020)이 제안한 기후 시민성 개념이 에너지 시민성과 

유사하되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분야를 넘어서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인식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가장 

근접한 개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윤순진(2020)이 정의한 기후 시민성의 특

징과 행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상의 시민성 확장과정과 흐름 논

의를 종합하여 아래 <그림 4>에 나타내었다.

25) 2013년 미국 덴버대 정치학 교수 재직 당시 TED 강연을 통해 ‘3.5% 법칙’을 제창하였으며, 제

시한 참고문헌은 해당 개념을 수정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구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YJSehRlU34w, 검색일: 2021.08.20.).
26) 기후시민 3.5 홈페이지(https://www.climatecitizens.org/, 검색일: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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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arshall(1950), Horton(2006), Dobson(2003), Devine-Wright(2007), 

윤순진(2020) 내용 재구성

<그림 4> 시민성 논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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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 방법과 과정의 타당성을 검증받고, 연구윤리를 준

수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2103/004-007, 

2021.03.22.)을 거쳤으며, ‘2021년 추계 구술사 콜로키엄(2021.10.01.)’과 ‘제8

차 동아시아환경사회학대회(2021.11.06.)27)’에서 발표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28)

제 1 절 생애사 연구

어떠한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 연구자가 어떠한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보느

냐에 따라 연구 방향과 목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선정

한 이후에는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어떠한 연구 방법으로 접근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윤택림, 2004).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기후 

시민성 형성과정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다양한 삶의 배경과 

구조 속에서 학습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진다(김희경, 2012). 따라서 청소

년 환경단체 경험을 포함하는 생애 전체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논리적으로 분석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 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

적이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김주영, 2018; 임도영 외, 2020).

27) 2021년 11월 6일 중국 쿤밍(Kunming)에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Zoom)을 통해 

참여하였다.

28) Creswell & Miller(2000)가 제시한 질적 연구 방법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8가지 전략 중 

‘감사(audit)’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가가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평

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이 연구와 아무런 이해관계나 관련이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양

적 연구에서의 외부 점검 방식인‘평정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와 유사한‘동료 보고

회(peer debriefing session)’전략을 차용하여 연구자가 속한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연구실’에

서 발표(2021.10.06.)하여 동료 연구자들의 검증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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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세분되는 질적 연구 방법 중 비교적 긴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로 정리한 형태인 

내러티브(narrative)29)를 활용한 생애사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김희경, 2011; 

유기웅 외, 2018).30) 내러티브를 활용한 연구는 연구주제 선정, 연구자료 수집, 

해석, 글쓰기 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Cresswell et al., 2018).

‘연구주제 선정 단계’에서는 내러티브를 활용한 연구 방법이 연구주제나 

목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한 개인이 겪은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거나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일어난 사건에 

대한 연구인 경우 내러티브 연구에 알맞은 주제라고 할 수 있다(유기웅 외, 

2018; Cresswell et al., 2018). ‘연구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말

하는 이야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이외에 문헌조사나 현장노트, 일기, 

편지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이 

가능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불확실한 기억으로 

인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연

구자료를 수집하였다.

‘해석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시

간적 연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적-사회적 의미에 대해 분석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각 개인의 삶의 흐름을 강조하기 위하여 각 연구 

참여자의 생애사를 구분하여 제 4 장 연구 결과에 제시하고자 하며, 수집된 자

료를 해석하는 방식은 제 4 절 자료 분석에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내러티브 조각들을 종합해서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담긴 

의미에 대한 최종 해석을 제시하는 ‘글쓰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연구

29) 내러티브(narrative)란 ‘말하다’라는 뜻인 라틴어 ‘narro’와 ‘친숙하다’를 뜻하는 

‘gnaruis’에서 유래되어 “익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이흔정, 2004). 

이야기(story)와 비교하였을 때는 비교적 길이가 긴 이야기를 의미한다.

30) 윤택림(2004)은 생애사를 “개인적 서술로써 구술자의 개인적 경험과 자신과 타자들에 대한 관계

를 주제로 하는 자기성찰적인 1인칭 서술”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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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한 연구 질문과 목적을 중심으로 제 5 장 제 1 절에서 ‘청소년 환경단

체 활동참여 경험 의미’와 ‘기후 시민성’으로 구분하여 최종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러티브를 활용한 연구 과정을 아래 <그림 5>에 나타

내었다.

출처: Cresswell et al.(2018) 내용 재구성

<그림 5> 내러티브를 활용한 연구 과정

생애사 연구와 같이 연구 참여자 경험을 내러티브적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참여자가 이야기하는 경험이 일정한 시공간적 조건을 통해 해석되어 나

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Dominice, 2000; Polkinghorne, 1988). 다시 말해 생

애사 연구에서는 단순히 연구 참여자의 경험만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림 6>

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시간적 특성, 개인적-사회적 의미(상호작용), 물리적 환

경(상황)에 따른 다차원적인 공간에서 연구 참여자의 삶의 맥락이 어떻게 형성

되어왔는지를 살펴본다(유기웅 외, 2018).3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31) Clandinin & Connelly(2007)은 이러한 3차원적 특성을 근거로 다음 3가지 주제가 내러티브를 활용

한 연구에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①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현재 벌어진 것이 아닌 과거의 경험

이어야 하며, 시간 흐름 속에서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는 연구 ② 개인의 삶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로 연구 참여자가 살아온 전반적 삶의 경험을 이

해하고자 하는 연구 ③ 연구 참여자 경험의 맥락에 대한 강조가 가능하며, 경험과 관련된 다른 인

물, 역사적 배경,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맥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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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전체를 조명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과 구조 관계 속

에서 청소년 환경단체 경험이 개개인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심층

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김영천·한광웅, 2012).

출처: 유기웅 외(2018) 내용 재구성

<그림 6> 생애사 연구의 3차원적 특성

연구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생애사 연구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반화

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 모집하는 연구 참여자 수

보다 적게 모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아래 <표 5>에 제시하였듯이 특정 인물

의 생애사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가 1명이지만, 특정 집단(종교, 직

장, 단체 등)에 속하거나 특정 경험(북한이탈여성, 성폭력 피해자 등)을 가진 사

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2~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기도 한다(김

상윤, 2019; 김주영, 2018; 양민숙·이동훈, 2017; 이새암; 2010, 임도영 외, 

2020). 이 연구에서는 각 연구 참여자의 삶을 단순히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각 

사례가 갖는 전형성과 특수성을 분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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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정하고자 하였다.32) 이를 위하여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 산하에 있는 청소

년 환경단체(서울, 천안아산, 진주, 부산)에서 1명씩 모집하여, 최종적으로 4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상세한 선정 조건과 모집 과정은 다음 절에 제시

하였다.

저자 연구 제목
연구 

참여자 수

김상윤

(2019)

서울올림픽 복싱금메달리스트 김광선의 

생애사
1

김주영

(2018)

생애사 연구를 통한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 

탐색: 은평구 에너지협동조합원 사례를 

중심으로(학위논문)

4

양민숙·이동훈

(2017)
북한이탈여성의 생애사 연구 1

이새암

(2010)
사범대학 학생들의 삶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3

임도영 외

(2020)

여성 마을활동가의 진로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생애사 연구 
3

<표 5> 생애사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 수

32) 단, 생애사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주된 연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에게 가급적 답변을 길게 요청하였으며, 사전 질문지를 전달하였으나 답변 내용에 따

라 각기 다른 추가 질문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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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참여자 선정 조건과 모집 과정

양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 우선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은 통계

적으로 일반화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하지만 생애사 연구와 같이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나타난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내가 가진 연구 질문과 목적에 대해 가장 심도 있는 답을 줄 수 있

는 대상은 누구인가?’이다(유기웅 외, 2018).

즉, 생애사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겪은 과거의 경험, 특정한 사건, 사람

과의 만남 등을 내러티브를 통해 재구성하기 때문에 연구주제와 관련된 맥락을 

반영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야 

한다(Crotty, 1998). 따라서 생애사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 모집은 일반화를 추

구하는 통계적 확률 표집이 아닌 연구자가 지닌 이론적 관심과 연구 목적에 부

합하는 사례를 선택하는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Patton, 2017).33)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생애사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

신34)(최희진, 2007; Neyman, 2011), 이미 알고 있던 지인,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양민숙·이동훈, 2017, 이새암, 2010, 조가람·강유석, 2020)을 연구대

상으로 선정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35)

33) 내러티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나 경험을 가지

고 있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개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다(Cresswell et al., 

2018).
34)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를 의미하며, 자서전(autobiography) 형태의 내러티브 연구이다. 대표

적으로 Neyman(2011)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공립학교에서 자신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문제

(낮은 학업 성취, 훈육 부족, 절도, 부모 참여 부족 등)를 지적하였다.
35) 연구자도 부산환경운동연합 산하 청소년 환경단체 ‘바람’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사실상 모든 연구 참여자를 지인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 생애사 연구에

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구 참여자 모집방법이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도 문제 되지 않는다. 하

지만 석사학위논문이기 때문에 낯선 연구 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끌어내는 과정을 

경험해보기 위하여 과거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했던 인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온라

인 커뮤니티에 공고문을 게시하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활동 시기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

문에, 평소 연락을 주고받거나 친분은 없었더라도 연구 참여자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음을 



- 33 -

이 연구에서는 제 1 장 서론에서 서술한대로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들이 성

인이 된 이후에도 기후 시민성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현재 활동 중

인 청소년 환경단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과거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연구 참여자 삶 전반을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재구성하고, 

관련된 외부세계에 대한 구조적인 맥락화를 시도하였다(Goodson, 2006; 

Plummer, 2001).

이를 위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이나 모임에 최소 

1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청소

년 단체 활동 당시를 기준으로 지역분포와 남녀 성비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현재(2021.05. 기준) 지역 환경운동연합에서 청소년 환

경단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담당자와의 면접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

으며, 담당자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표 6>에 제시하였다.

소속 직위 성별

서울환경운동연합 팀장 여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대행 남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여

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여

<표 6> 면접에 참여한 지역 청소년 환경단체 담당자

이후 과거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했던 인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

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연구 참

여자 모집 공고문을 전달하였다. 이후 자발적인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성인 7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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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 중 

<표 7>에 제시된 선정 조건을 충족하는 4인을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조건, 모집 과정,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에 관한 정

보는 <표 8>과 <표 9>에 제시하였다.

구분 내 용

필수 만 19세 이상

필수 활동 경력(최소 1년 이상)

필수 지역분포(지역별로 1명)

필수 생애사 면접 가능 여부

선택 남녀 성비

<표 7> 연구 참여자 선정 조건 

순 서 내 용

1 지역 환경운동연합 청소년 환경단체 담당자(간사) 면접

2-1 과거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했던 인원들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2-2
온라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문 게시

3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7인)을 대상으로 개별 연락 

및 면접

4 최종 연구 참여자 확정(4명)

5 연구 참여자 일정을 고려하여 면접 일정 확정 및 공유

<표 8> 연구 참여자 모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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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연령 성별 거주지** 직업***
활동 경력

****

A 30세 여 서울
회사원

(배달의 민족)
3년

B 31세 여 천안

회사원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매니저)

4년

C 30세 남 진주 직업 군인 3년

D 28세 남 부산
회사원

(프로그램 개발자)
3년

주:  *  연구 참여자 이름은 전원 익명 처리함

    **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 당시 기준

   ***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일자 기준

  ****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참여 경험만 포함

<표 9> 연구 참여자 기본 사항

제 3 절 자료 수집

생애사 연구 방법에서의 자료 수집은 크게 ‘일반적 의미의 생애사’와 

‘주제 중심적 생애사’방식으로 구분된다(양민숙·이동훈, 2017). 전자의 경우 

삶의 전반 영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반면, 후자는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특

정 주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한경혜, 2005). 이 연구에서는 청

소년기 이외에 출생 이후 어떠한 배경과 경험이 현재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

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나아가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삶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

하여 일반적 의미의 생애사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생애사를 편안하게 구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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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심층 면접은 연구 참여자가 친숙한 장소(자택, 근무지, 카페, 공원 등)와 

시간을 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하지만 심층 면접이 본격적으로 진

행되었던 2021년 7월과 8월 사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시행되었다(연합뉴스, 2021.08.20.). 따라서 사적 모임과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를 통해 원격회의 시스템(ZOOM)을 

이용하여 비대면 인터뷰로 전환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대

면 면접과 동일하게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화(영상, 음성 포함)하고, 면접 

도중 연구 참여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는 녹화를 중단하였다.

한편 일대일로 대면하여 진행해야 하는 생애사 연구 방법의 특성상 연구 참

여자와의 라포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Frank, G & Vanderburgh, 

R(1980)는 생애사 연구에서 한 사람당 최소 4시간 이상 면접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당초 최소 3회 이상 심층 면접을 진행

하되, 회당 최대 1시간 30분을 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하지만 IRB에서 

“‘최소’로 심층 면접을 계획하는 경우 연구 참여자가 몇 회 참여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라며 연구 계획 수정을 요청하여, ‘최대 3회’

로 수정 반영하여 심층 면접을 계획하였다.

면접 질문은 연구 참여자 생애 전반, 청소년 환경단체 경험, 현재 기후변화

에 대한 인식과 기후 시민성 형성 여부에 대한 파악을 위해 비구조화된 형태로 

구성하고,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별도의 질문 순서를 

정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녹화나 녹취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구술

하는 모든 내용을 메모하지는 않았으나, 연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녹취되지 

않는 비언어적 표현(몸짓, 표정 등)은 최대한 메모하였다. 획득한 자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전사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연구 참여자에게 공유하여 연구자가 

잘못 해석하였거나 이해한 부분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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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Mandel baum(1973)의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Mandel baum(1973)은 간디 생애사를 연구하

면서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명료하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삶의 

영역(dimension)’, ‘전환점(turning point)’, ‘적용(adaption)’36)으로 분석 수

준을 구조화하였다.

이 분석틀을 이 연구에서 적용하려는 이유는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하거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자신이 지닌 특성이나 사회·환경적인 맥락

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되며, 이는 ‘삶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Krumboltz, 1979). 또한 연구 참여자가 청소년 환경단체에 가입한 시점을 포함

하여 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전환점’과 맞닿아 있으며, 활동참여 이후에 진학

이나 진로를 결정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삶의 전반에서 나타나는 영향들은 

‘적용’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용하

고자 하는 연구 분석틀을 정리하여 <그림 7>에 나타내었다.

36) Mandel baum(1973)의 개념틀로 분석한 대부분의 국내 논문에서 adaption을 ‘적응’이라고 번역하

였다(윤성은, 2017; 임승자, 2019; 황수연, 2016).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적응은 일정한 조건이나 환

경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

동하는 ‘전환점’ 시기가 이후 삶에서의 기후 시민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적응 대신 ‘적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환

경단체 활동참여 경험이 이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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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구 분석틀

따라서 제 3 장 제 3 절에서 언급한 대로 심층 면접이 끝난 후에는 전체 내

용을 전사하고, 면접 과정에서 기록해두었던 비언어적 표현이나 메모 등을 반영

하여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틀(삶의 영역, 전환

점, 적용)에 따라 개별 생애사를 추출하여 통합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공통

되는 내용이나 주제는 범주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임도영 외, 2020).

제 5 절 연구윤리에 대한 고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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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인간 대상 연구를 하려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IRB 심

의를 받아야 한다. 이 연구는 생애사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연구 참여자와 장

시간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IRB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연구윤리교육(연구자

가 알아야 할 기관위원회 심의와 과제관리,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체유래

물연구자 교육,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 대상 연구자 교육)을 이수한 다

음, 2021년 2월 9일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서를 제출하였

다. 제출 10일 후인 2월 19일에 연구 참여자용 설명문과 동의서 일부를 수정 요

청받았으며,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한 결과 신속심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2021년 3월 22일에 IRB 심의 승인을 통보받았다.

IRB 승인을 득한 이후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심층 면접을 포함한 

자료 수집이 종료된 이후인 2021년 12월 3일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38) 이

후 2022년 1월 14일 사전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17일에 신속심의를 통해 종료

보고서 승인을 통보받았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된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연구 

참여자 모집문, 심의결과 통보서(승인, 종료보고)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37)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침습적 행위 등 물리적 개입을 

통해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을 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얻은 자료(data)를 이용하

는 연구”를 의미한다. 또한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는 

“연구대상자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나, 행동관찰 등 의사소통이나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자료(data)를 이용하는 연구”를 의미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는 “연구대상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information)

를 이용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38) IRB 규정에 따라 “IRB 승인을 받은 연구자는 인간 대상 연구가 종료된 이후 반드시 종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자료 수집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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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모든 연구 참여자는 총 3차례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앞서 제시한 자료 

분석 방식에 따라 각 차시별로 삶의 영역, 전환점, 적용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

로 면접이 이루어졌다.39) 따라서 생애사 연구에서 심층 면접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 차시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장에서는 별도로 면접 차시를 제시

하지 않았다. 면접이 종료된 이후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 면접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유선이나 메신저를 이용

하여 5분 내외의 추가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면접 질문은 연구 참여자 삶의 

경험에 기반하여 생애 전반과 기후 시민성 형성에 관한 파악을 위해 비구조화

된 형태로 구성하였다. 끝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여 사전에 전달하였지만,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 흐름에 따라 질문 순서는 각기 다르게 진행되었으며, 응답에 

따라 추가 질문도 상당수 이루어졌다.

제 1 절 연구 참여자 A의 생애사

1. 삶의 영역: “인생의 등대가 되어주신 엄마”

A는 1992년생으로 현재 배달 플랫폼 회사인 ‘배달의 민족’40)에서 3년째 

39) 삶의 영역에 관한 질문에서도 전환점이나 적용과 관련된 답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완

전히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1차시에 삶의 영역, 2차시에 전환점, 3차시에 적용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40) 2010년 디자이너 출신 김봉진 대표가 설립한 ㈜우아한형제들에서 운영하는 배달 주문 서비스 회

사이다. 현재 가게에 접수된 주문을 한 번에 한 곳에만 배달하는 ‘배민1’, 온라인 장보기 서비

스인 ‘배민B마트’, 방송과 쇼핑을 결합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맛집 밀키트와 즉석식품을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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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촬영하고 검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학 진학 전까지 부모님, 할머니, 5

살 터울의 언니와 함께 생활했는데, 대체로 가정 분위기는 화목했다. A가 6살이

던 해에 ‘1997년 외환위기’41)로 인해 아버지 사업이 영향을 받으면서 잠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내 재취업을 하시면서 가정 분위기는 다시금 좋아졌

다.

A: 저는 1992년생으로 올해로 30살이 되었고요. 현재는 흔히 말하는 배달의 민족에서 3년째 

일하고 있고, 이미지를 직접 촬영하고 검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중략)…어렸을 때 

엄마, 아빠, 할머니, 언니와 같이 생활했었는데 사이가 모두 좋았지만 여느 집과 같이 위

기들이 있기는 했어요. 부모님 사이의 위기는 아니고, 아빠가 사업을 하셨는데 IMF 때문

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살짝 안 좋아지기도 했었지만, 다시 

취업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면서 사이가 다시 좋아지셨어요. 지

금도 사이가 좋아요.

초등학생 때 A는 매우 활발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장난이 심한 편이었다. 

하지만 중학교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약간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시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학생

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A: 초등학생 때는 너무 활발하고, 엄마 말을 잘 안 듣는 학생이었어요. 오히려 장난이 심해

서 주변 친구들을 많이 울리기도 했었죠.…(중략)…중학교 2학년 때 흔히 말하는 중2병이 

는 ‘배민쇼핑라이브’, 공유주방 제공 서비스 ‘배민키친’ 등 다양한 배달 관련 서비스를 선보

이고 있다. 2021년 7월 기준,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이 66%로 1위이며, 요기요 

17.9%, 쿠팡 13.6% 순이다(데일리안, 2021.07.02.). 

41) 태국 바트화를 시작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통화가치 급

락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폭락하게 되었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단기외채에 대한 높은 의존 

대비 외화준비금 보유 비중이 낮은 ‘유동성 부족’과 ‘미숙한 외환관리 정책’으로 인해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1997년 12월 3일,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제민, 

2007). 외환위기로 많은 회사에서 부도, 경영 위기가 나타났고, 이로 인한 경기 악화로 대규모 해

고와 구조조정으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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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그때 약간 ‘내 안에 흑염룡’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1년에서 1년 반 사

이를 약간 힘들게 보냈는데, 담임 선생님까지 조금 잘못 만나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핍박

하니까 더 엇나갔던 것 같아요.…(중략)…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도 잘 만나고, 좋

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다시 초등학교 때처럼 장난기 많고 활발한 학생으로 돌아왔어

요.

A는 평소 동물이나 자연에 관심이 많고,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어머니의 영

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초

등학교 2학년 때 우연한 기회로 환경운동연합42)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이때 어

머니는 A의 이름으로 환경운동연합에 후원을 신청하여 아이가 환경문제에 자연

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A가 회원으로 가입한 2000년도에 

환경운동연합에는 6개 부설기관(공익환경법률센터, 시민환경연구소, 시민환경정

보센터, 환경교육센터, 에너지대안센터, 환경연구소), 51개 지역조직, 약 8만여 

명 회원이 활동했으며, 주로 갯벌과 철새 보전, 대안에너지, 녹지보전, 강 살리

기, 반핵 평화, 야생 동식물 보호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초등학생 회원들

이 기사를 작성하는 ‘푸름이 기자단’과 중·고등학교 회원으로 구성된 ‘푸

른소리’가 모피 옷 안 입기 캠페인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환경운

동연합 소개자료, 2001). A는 2008년 푸른소리 가입 이전까지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서 주최한 체험활동이나 현장답사에 참여했다.

A: 엄마가 그 시대의 여성이신 것치고 활동적인 것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 정치적인 의미

가 아니라 성향 자체가 진보적이셨어요. 아빠랑도 사이가 좋았지만 아무래도 엄마가 전업

주부이시고, 아빠가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엄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체험활동이나 박물관, 미술관 같은 문화 활동을 많이 데

42) 1982년 한국 최초의 환경단체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1988년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와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와 함께 ‘공해추방운동연합’을 창립하게 된다. 이후 1993년 4월 전

국 주요 8개 환경단체와 통합하여 환경운동연합이 창립되어 국·내외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

처하였다(환경운동연합 소개자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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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다니셨어요.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신문에 어디가 나오면 그걸 보고 데리고 

다니시고 하셨어요. 엄마가 아무래도 동물이나 자연을 되게 사랑하시면서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지내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중략)…환경

운동연합에 가게 된 것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랑 ‘아름다운 비행’43)이라는 영

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입구에 환경운동연합이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걸 보고 엄마가 

“한 번 해보는 게 어때?”라고 말씀해주셔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Q: 그럼 그때 어머님께서도 환경운동연합에서 같이 활동하셨나요?44)

A: 아니요. 엄마는 직접 활동하시지는 않았고, 제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제 이름으로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후원을 하니까 매달 보내주는 월간지45) 맨 마지

막 장에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게 나와 있었거든요. 엄마가 그걸 보시고 “올해 여름에는 

철새 관찰 프로그램이 있다던데 이거 가볼래?”라고 말씀해주시면, 가보기도 하고 그랬어

요.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진로를 결정할 때도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

다. 진로에 대해 한창 고민하던 고등학교 1학년 때, 당시 취미로 사진을 배우고 

있던 어머니의 권유로 사진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A도 사진을 찍는 것

에 흥미를 보이자 순간의 관심일 수 있으니 우선은 수능 공부와 병행해보고, 이

후에도 생각이 변함없으면 사진 입시를 도와주시겠다고 했다. A도 교내 사진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흥미를 느껴 고등학교 3학년 때부

터 사진학원을 다니게 되었다.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는 5살 터울 언니의 영향을 

43) 제프 다니엘스, 안나 파킨 주연으로 1996년 12월 28일 개봉한 영화로 개발업자들의 횡포로 탁 트

인 늪 주위를 거닐던 딸(에이미)은 부화하지 못한 거위알을 발견하고, 부화할 때까지 돌보게 된다. 

야생거위는 태어나서 처음 본 에이미를 어미 새로 인식하고 따르게 되지만, 경관이 찾아와 야생거

위를 키우는 것을 불법이라며 경고하고, 철새인 야생거위는 추위가 오기 전에 남쪽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아빠(토마스)와 함께 거위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친다. 게다가 자연 개발로 얼마 남지 않은 

서식지마저 개발 착수 공사 계획이 발표되면서, 서둘러 비행을 떠나게 된다. 이 영화는 최근까지

도 환경교육이나 생태교육 소재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44) Q는 연구자 발화자 코드를 의미한다.
45) 1993년 7월 창간한 「환경운동」은 1997년 「함께사는 길」로 제호를 변경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정기후원을 신청하면 매달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동강 살리기, 고래 보

호하기, 기름유출사고 등 각종 환경사건, 사고를 비롯한 환경문제들을 기록하고, 알리고 있으며, 

회원들이 직접 가서 보기 힘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현안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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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받았는데 학창 시절에 언니도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었던 탓에 환경단체 가입이나 활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A: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취미로 배우셨어요. 사실 저는 사진학과가 있는지도 몰랐

는데, 제가 한참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엄마가 “너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데 사진을 진로로 해보는건 어때?”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엄마가 한순간의 관심일 수 있으니 반년 정도는 수능 공부와 병행해서 사

진을 배워보고, 그 이후에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진 입시를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고

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진학원을 다니게 되었죠.…(중략)…가치관 형성에 있어서는 5살 

차이 나는 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는 일단 언니가 너무 좋아서 언니가 

하는 것들을 모두 다 따라 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 예를 들면 언니가 어떤 노래를 좋아

한다고 하면 저도 그 노래가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중략)…근데 사실 언니도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저는 엄마와 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도 보면 셋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걸 보면 결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중

략)…언니도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활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환

경운동연합에 우연히 가입하게 되었는데, 언니는 특별한 계기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하지

만 특히 동물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공장형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한다던가, 계란도 방목형

으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을 먹으려고 했었어요. 이외에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은 실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진학과 진학을 위해 입시 포토폴리오를 준비했는데, 당시 퓰리처상 사진

전46)을 보고 보도사진, 고발사진과 같이 다큐멘터리 사진에 관심이 많았다. 특

히 어머니가 후원하시던 ‘동물사랑실천협회(이하 ‘동사실’)’47)의 영향으로 

46) 1917년 미국 언론인 조지프 퓰리처 유언에 따라 제정된 상으로, 1942년부터 사진부문(photography) 

수상이 이루어졌으나, 1968년에 특집사진(Feature Photography)이 신설됨에 따라 특종사진(Spot 

News Photography->Breaking News Photography(2000~))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단순히 전문성 있

거나 잘 찍은 사진이 아니라,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폭파된 대동강 철교 위 피난민 사진이나 미국

의 멕시코 국경 폐쇄 조치로 중남미 이민자들이 최루탄을 피해 달아나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과 

같이 사회적·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사건, 순간을 포착한 사진에 상을 수여한다

(https://www.pulitzer.org, 검색일: 2021.10.20.).
47) 동사실은 2002년 8월 31일에 설립된 동물권 운동단체로 2015년 ‘케어(CARE)’로 단체명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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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유기견 센터와 개시장을 다니면서 동물복지 관련 주제로 포토폴리

오를 준비했다. 하지만 사진학과 진학을 희망하던 다른 입시생들에 비해 준비기

간이 짧았던 탓에 A는 재수 끝에 희망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

A: 지금은 음식사진을 찍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퓰리처상 사진전을 보고 보도사진, 고발

사진과 같이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원대한 꿈을 갖고 ‘나중에 저

런 사진을 찍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시를 준비했어요.…(중략)…고3 때는 포토폴

리오를 준비해야 했었는데, 뭘 찍을지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관심 있

는 것들, 환경, 동물, 이렇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엄마가 지금 이름으로는 케

어(CARE)인데, 그 당시에는 ‘동물사랑실천협회’였던 동물권 단체에 후원하셨어요. 그러

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는 시설들을 촬영하러 다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복

지나 유기견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 유기견 센터랑 모란시장에 

있는 개시장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포토폴리오를 준비했어요.…(중략)…사실 저는 재수

를 하게 되었는데요, 재수했을 때도 약간 다른 주제이기는 했지만 결국 환경이나 동물복

지 관련 주제로 포토폴리오를 준비했었어요. 사실 재수했을 때랑 수능 성적도 크게 차이

가 안 났지만, 재수 때는 같은 학과에 합격했거든요. 그런데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들은 1, 2년을 꽉 채워서 준비했던 것을 저는 고3 때 수능 준비기간 빼고 반년

만 준비하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2. 전환점: “그곳에서는 제가 유별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푸른소리는 환경운동연합 자원봉사에 참여하던 청소년들이 모여 1994년 11

월에 고등학생회 형태로 출범한 단체이다(한국일보, 1996.01.15.)48). 창립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40여명이 활동했으며,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했다. A가 포토폴리오를 준비하던 2010~2011년 당시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20%를 넘어섰고, 발생

한 유기 동물 수는 18,624마리로 가장 정점인 시기였다. 이에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한 관심이 한

창 높아져, 동사실은 예산은 약 6억, 회원 수는 3만여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동물보호단체로 자리

매김할 수 있었다(서울연구원, 2017).

48)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이 1993년에 창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994년에 출범한 푸른

소리는 이들과 역사를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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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의식을 갖고 각 고등학교의 환경 동아리가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활동

했다(푸른소리 창립선언문, 1994). 푸른소리는 2019년까지 생태 현장 방문이나 

광화문 광장에서 미세먼지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지만, 2020년에 코로나19 확

산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후로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다.49)

A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서울환경운동연합 청소년 환경단체 ‘푸

른소리’ 회장으로부터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이후 간단한 면접을 거쳐 활

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A는 활동참여 정도를 1~10 사이 숫자로 표현했을 때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8, 

9 정도로 매우 열심히 활동했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입시 준비 등으로 인해 

6, 7 정도 활동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지역을 번갈아 가며 전

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전국모임50)에 인솔자로 참여한 적이 

있지만, 공식적인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A: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갑자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

더니 당시에 푸른소리 회장을 하던 오빠가 서울환경운동연합 청소년 회원 중에 고등학생

이 되는 학생들에게 모두 전화를 돌린거였어요. 청소년 단체가 있는데 한 번 와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인터넷 카페 주소를 알려주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관심이 있으면 

몇 월 며칠에 면접이 있으니 보러오라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서 봤더니 재

미있을 것 같더라고요.…(중략)…사실 중학생이 환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겠어요. 그

런데 활동하는 걸 보니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 번 얘

기나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고,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

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회사 면접 같은 분위기

는 아니었고, 결이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심오한 것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49) 2019년까지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푸른소리 관련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와의 면접을 통해 현황을 

파악했다.

50) 2003년 1월 18일을 시작으로 서울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각 지역 청소년들이 연간 활동 내

용을 공유하고, 향후 1년간 활동 목표를 설정한다. 2003년에는 서울 푸른소리, 진주 푸른마당, 청

주 청산청아, 대구 푸르미, 부산 푸른소리(現 바람), 인천 맑은솔, 경기 너나들이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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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그때부터 언제까지 활동하셨나요?

A: 면접을 보러 갔을 당시에 하복을 입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걸 보면 여름이니까 4~5월 사

이였어요. 그러니까 고1 여름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활동했던거죠.…(중략)…당시에 직책

을 맡거나 하지는 않았고, 회원으로 활동했어요. 그래도 고1, 2 때는 (10점 만점에) 8, 9 

정도로 열심히 활동했고, 고3 때는 아무래도 여유가 없다 보니 자주 나가지는 못했지만 

큰 행사에는 꼭 참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6, 7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

아요.…(중략)…(재수하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전국모임을 하는데, 당시 간사님이 인솔하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하셔

서 갔었어요. 남자분이셨는데 여자 학생들도 있으니 여자 인솔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

더라고요. 근데 성인이 된 이후에는 모임에 자주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활동을 시작할 당시 어머니는 많은 지지를 해주셨고, 아직까지도 A가 청소

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반면 학교 선생님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주변 친구들에게 활동을 권유해보기도 했지만 환

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없어서 설득에 실패했다.

A: 활동을 시작할 때 엄마는 지지를 많이 해주셨고, 아빠는 별말씀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고 말씀해주셔서 든든했어요.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하던 

학생은 아니었고, 반에서 10등 정도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학업을 이유로 반대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중략)…지금도 엄마는 제가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했던 것

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위에 “우리 딸은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청소

년 환경단체에서 활동도 했었어.”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

요.…(중략)…(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사고도 안 치고,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기간에 조용히 있다 보니 터치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봉

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그걸 보여드리면 “너 이런 것도 하냐?”라거나 

“조그마한 애들이 모여서 뭘 한다냐?”라고 물어보시기는 했지만 크게 지지해주시거나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크게 관심이 없으셨다고 할 수 있겠네

요.

Q: 주변 친구들에게 활동을 권유하거나 데려간 적은 없었나요?

A: 말을 해본 적은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설득하지는 못했어요. 애초에 약간이라도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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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 애초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게 당시에 싸이월드 클럽 홈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너

무 재밌어. 같이 해볼래?”라고 했더니 친구가 “잘생긴 사람 있어? 없으면 안 가.”라고 

하면서 설득에 실패했어요. 아마도 환경단체에 잘생긴 사람이 많아서 가게 되었다면 모를

까, 애초에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푸른소리 창립 직후에는 주요 활동으로 모피 옷 안 입기 캠페인이 이루어졌

으며, 이외에도 영흥도 화력발전소 반대 캠페인51), 식목일 행사, 현장답사(청계

산, 팔당상수원), 생태기행(바다, 산, 계곡, 철새기행)과 같은 활동이 진행되었

다.52) 한편 A가 본격적으로 푸른소리 활동을 시작한 2008년에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활동과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면서, 개인적으로도 지구 온난화 문제에 가

장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평소에 쓰레기를 줍거나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면서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실천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했다. 학기 중

에는 한 달에 한 번, 방학 때는 2주에 한 번 활동했으며, 주로 다 같이 주제를 

정하고53)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환경문제를 알리는 캠페인을 했다. 이외에

도 간사의 인솔하에 환경 관련 전시회나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반년에 한 번씩 

다 같이 현장답사를 가는 활동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는 남들에게 환경

문제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

누고 안건을 정하는 등의 사회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A: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방학 때는 2주에 한 번 모여서 활동을 했

어요. 정확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생각나지는 않는데, 다 같이 모여서 안건을 정하고, 공부

51) 현재 영흥화력발전소라고 불리며, 경인 지역 전력공급을 위하여 1999년 9월 착공되어 2004년 7월

과 11월에 800MW급 1, 2호기가 각각 설립되었다. 이후 870MW급 3~6호기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추가로 준공되어 2021년 10월 기준, 총 6기가 가동 중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0972&ref=A, 검색일: 2021.10.20.).
52) 주요 활동 내용은 푸른소리 사업계획서와 발족식 문건에서 확인하였다.

53) 큰 틀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나, 매년 정하는 세부 주제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졌다. 2006년에는 실내 대기질, 2007년에는 에너지 절약, 2008년에는 도시 환경을 주제로 활

동하였다(서울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ecoseoul.or.kr/, 검색일: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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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올림픽 공원이나 유원지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환경문제를 알리는 캠페

인을 했던게 기억이 나요.…(중략)…지금은 지구 온난화를 기후변화라고 부르는 것 같은

데, 그때 당시에는 지구 온난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여야하니까 지구 온난화 캠페인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스티커

를 붙여달라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어요.…(중략)…이외에는 내

부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간사님께서 환경과 관련된 전시나 세미

나가 있을 때 알려주시면 다 같이 가기도 했었고, 반년에 한 번씩은 현장답사도 갔던 것 

같아요.

Q: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환경에 대해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알게 되었다는 측면도 분명 있겠지만 이전에 어

른들과 같이 활동했을 때는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른들이 구성해놓은 체험활동에 내가 참

여를 하는 형태였고,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 환경단체

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안건을 정해서 실제 활동까지 옮기는 활

동을 했던게 기억에 남아요. 성인이 되기 전에 사회활동을 해볼 수 있었던 기회라고나 할

까요? 또 남들을 설득할 때 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친구

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냥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돼.”라고만 말했고, 

친구가 “왜?”라고 하면 대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활동을 하면서 공부도 하

고, 심층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런 질문들에 하나씩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중략)…

평소에 저는 길에 떨어진 쓰레기도 주우면서 다녔고, 분리배출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분

리배출이 학생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이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나 환경문제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에게 분리배출이나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주위에서는 A가 유별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청소년 

환경단체에서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발전

시킬 수 있었다. 또한 A의 활발한 성향은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진행한 캠페인

이나 활동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으며, 특히 활동 자체에 흥미를 느끼면서 고등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능숙하지 않아서 일부 회원

들과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청소년 환경단체 임원들의 도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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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대방

의 입장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A: 고등학생일 때 친구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플라스틱도 일반 쓰레기에 그냥 버

리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친구들은 저한테 “어휴, 유난

이다.”, “하여간 유별나다.”라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근데 그 모임에 나가면 제가 유난

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주변

에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곳에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어서 가장 좋았어요.…(중략)…사실 갔는데 딱

딱하기만 하거나 제 성향과 결이 달라서 재미가 없었으면 중간에라도 활동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캠페인을 하러 나가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기도 하고, 스티

커도 붙여달라고 하는 활동들이 제 성향이랑은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좋았어요.…(중

략)…한창 사춘기인 친구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 발생하는 마찰들이 조금 있었어요. 아무

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토론을 할 때 능숙하지 않았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우기려

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많았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활동하면서 2번 정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서로 화해를 하기는 했어요. 당시에 부회장을 맡았던 오빠랑 총무를 맡았던 언

니가 “그 친구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거야.”, “그래도 자주 얼굴 보고 해야 하는데 다

시 한 번 얘기해봐.”라고 말하면서 화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 적용: “지금은 기후변화보다 동물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원래부터 사진학과 진학을 희망했기 때문에 청소년 환경단체 경험이 대학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다큐멘터리나 고발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에는 영향을 미쳤다. 성인이 된 이후에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적은 없으며, 

서울환경운동연합 후원도 시간이 지나면서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동물 관련 

단체 2곳과 2019년에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하게 되면서 관심이 생긴 해양 환경

단체 시 셰퍼드(Sea shepherd)에는 후원하고 있다.

시 셰퍼드는 그린피스 출신 폴 왓슨이 1977년에 창립하여 포경반대,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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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해양 환경보전 등의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11월

부터 온라인 활동을 시작으로, 2017년 6월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2018년

부터 바다 환경 조사, 해양 교육, 해변 청소, 미디어 캠페인 등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한겨레, 2017.06.17).

A: 사진 찍는 것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사진학과를 선택했고, 환경단체 활동이 전공을 선

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단지 환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전공으로까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다큐멘터리나 고발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있었어

요.

Q: 성인이 된 이후에는 다른 환경단체에서라도 활동하신 적이 있나요?

A: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재작년부터 취미로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하면서 해양 문제에 관심

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도 취미를 하다가 만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못 

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회가 생긴다면 같이 해양 정화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Q: 그럼 서울환경운동연합에 계속 후원은 하고 있나요?

A: 아니요. 제가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중단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현재는 시 셰퍼드라는 단체랑 동물단체 2곳에만 후원하고 있어요.

현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현업이 바쁘고 기후·환경문제에 대해 많이 안다

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후변화나 에너지 관련 정

책이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에어컨이나 난방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동물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화장품을 구매할 

때 용기까지 확인하지는 않지만, 동물실험 여부를 확인하거나 아쿠아리움에 갇

혀있는 돌고래를 방사하라고 지자체에 요청하기도 하고,54) 지난 19대 대선 때는 

54) A의 개인적인 활동이었으나, 시 셰퍼드도 2018년 7월 5일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앞에서 

“고래고기, 돌고래쇼 없는 고래축제를 원한다.”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동물축제 반대 캠페인, 

고래고기 유통 금지 촉구 기자회견, 일본 상업 포경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해양 포유

류보호법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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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보고 투표한 경험도 있다.55)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환경적

인 이유보다는 동물복지를 이유로 실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에 투표해왔다.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본 경험은 없지만, 이번 심층 면접

을 통해 향후 자가로 소유하는 집이 생긴다면 설치를 고려해 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Q: 탈원전, 탈석탄과 같은 에너지 정책이나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교육

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A: 없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그냥 제 현업이 바쁜 느낌이에요. 그리고 기후나 환경문

제에 대해서 ‘제가 뭘 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

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거나 알아보려고 한 적이 없

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에어컨을 최대한 안 틀거나, 겨울에도 난방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

기매트를 틀거나 양말 한 켤레를 더 신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고,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텀블러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회사에도 제 숟가락

과 젓가락이 있고, 배달시켜 먹을 때도 ‘일회용품 주지 마세요.’에 체크를 하고, 생활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중략)…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용기까지 보지는 않지만, 동물실험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고려해요. 그래서 지금 사

용하고 있는 색조 화장품 포함해서 모든 화장품이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곳에서 만든 화

장품들이에요.…(중략)…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붙어있는 제품을 

구매한 경험은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에어컨도 빌트인이었고, TV도 기본 옵션이었기 때

문에 제가 딱히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가 없었어요.…(중략)…에너지를 생산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있는 곳에 미니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데, 일단 자가가 아니기 때문

에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나중에 자가가 생기

면 미니태양광을 설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Q: 총선이나 대선에 나온 후보자나 정치인들에게 환경문제나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을 제대

로 만들고 검토하라고 연락하신 적이 있나요?

55)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

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 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 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 사업 확대, 동물보호 전담 기구 설치,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강화 등 

동물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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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런 적은 없어요. 대신 울산 아쿠아리움에 있는 돌고래를 방사하라고 지자체에 전화하

고, 메일 보내고, 팩스까지 보낸 적은 있어요. 돌고래가 자꾸 폐사하는데 다시 사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 오지도 말고, 방사하라고 지자체 같은 곳에 요청했어요. 울산

이 원래 고래 고기로 유명하기도 해서인지 죽으면 사 오고, 죽으면 사 오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A는 다시 청소년 시기로 돌아간다면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할 의향이 

있으며, 향후 자녀를 낳게 된다면 자신의 어머니처럼 관련 활동들을 알려주고 

자신이 원한다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기후·환경문제가 모두가 관심을 가

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한 주제를 가지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서 활동했다는 자체만으로

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간다고 해도 활동할 것 같아

요.…(중략)…(그래서 제가 만약 자녀를 낳게 된다면) 활동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아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활동에 대해서 모르면 선택조차 

할 수도 없잖아요? 분명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라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있다고 알려주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어요. 근데 꼭 모든 학생이 이런 활동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예 학교 

차원에서 환경과 관련된 교육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굳이 단체 활동을 하지 

않아도 환경문제에 대해 알 수 있잖아요? 사실 환경이 어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교육 기관에서 모든 학생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까지 이어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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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구 참여자 A의 생애: 주요 사건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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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참여자 B의 생애사

1. 삶의 영역: “영어 잘하는 학생으로 유명했어요.”

B는 1991년생으로 런던에서 디자인을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

한 뒤, 현재는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서

울에서 태어났지만 대학병원 의사인 아버지의 발령에 따라 3살에는 구미로, 5살

에는 천안으로 이사를 했다. 9살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시(Irvine) 한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게 되면서 온 가족이 1년 정도 미국에서 거

주하기도 했다. 귀국 이후에는 부모님과 2살 터울 남동생과 함께 천안에서 생활

했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과 사는 지역이 달라지며 할아버지 댁에서 지

내게 되었다.

B: 저는 1991년생이고 런던에서 디자인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해서, 현재는 글

로벌 코스메틱 브랜드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주로 상품이나 마케팅 전략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일한 지는 3년 가까이 되었어요. 부모님이 모두 의사이신데 대학병원에서 근

무하시는 아버지의 발령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이동이 잦았던 것 같아요. 태어난 건 서울

에서 태어났는데, 3살 때 구미로 갔다가 5살에는 천안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시에 있는 한 대학에 아버지께서 교환교수로 가시게 되면서 1990년 후

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부모님이랑 두 살 터울 남동생이 모두 미국에서 거주했었어요. 

이후에는 다시 천안에서 생활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또 지역이 달라지면서 부모님

과 떨어져서 저는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 가정 분위기는 화목했던 편이었으나,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하고 싶은 공부나 활동이 있으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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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B가 좋아하던 영어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

록 학원이나 과외를 시켜주고, 방학 때도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계속 노출 시

켜주었다.

B: (어렸을 때 가정 분위기는) 대체로 화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 평일에는 부모님과 보낸 시간이나 추억이 많지는 않아요. 대신 주말에 가끔 

부모님과 외식을 하거나 어디에 갔던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중략)…사실 부모님께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푸시 하시는 성향은 아니셨어요. 강제로 과외를 시키시거나 학원에 보

내거나 하시지는 않으셨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지지해주시고 많이 지원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던 영어 같은 것들은 학원이나 과외를 시켜주시기도 하고, 방

학 때도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B는 처음부터 영어를 잘하거나 좋아하던 학생은 아니었다. 오히려 

영어를 거의 배우지 못한 상태로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받은 충격으로 인

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억은 거의 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

에는 영어 말하기 대회나 노래 부르기 대회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주위로부터 

영어 잘하는 학생으로 불리게 되었고, 학교생활에서도 학급 반장이나 부반장을 

맡으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B가 중학생이던 2006년에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반기문56)이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되면서, 그의 삶을 조명한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

재처럼 꿈꿔라(명진출판)’가 출간 이후 한 달 만에 20만권 이상 판매되며 서점 

전체와 청소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동시에 전 세계 지도자 신뢰도 1위를 

차지하면서, 당시 국제기구와 국제 NGO 진출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

었다(매일경제, 2008.05.09.). B도 미국 생활 이후 영어 실력에 자신이 생긴 데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국제학부 진학을 꿈꾸게 되었다. 

56) 2004~2006년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고,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제8대 유엔 사무

총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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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부 진학을 위해서는 외고가 유리했기 때문에 외고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

비했는데, 결과적으로 외고 입시에 실패하고 동시에 사춘기까지 겪으면서 방황

하는 시기를 겪었다.

B: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 때나 그 이전 기억이 거의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거의 배우지 못한 상태로 외국에 나갔는데 그때 받은 충격이 되게 컸었나봐요. 미국에서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생활이 가능하고, 학교도 다닐 수 있는데 알파벳만 배우고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충격이 컸었거든요. 아마 그러면서 그 충격으로 그 이전 기억들은 거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는 천안에서 생활했는데, 

천안에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아이로 유명해졌

고, 영어 말하기 대회나 노래 부르기 대회에 나가서 상을 계속 받았어요. 그러면서 성격

도 되게 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급에서 반장이나 부반장을 놓치지 않았고, 동아리 

활동도 계속했었죠.…(중략)…(그리고 중학생 때는)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제게 가장 큰 영

향을 미쳤었던 것 같아요. 그 영향으로 국제학부를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기도 했었고

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고 입시가 거의 필수로 여겨지기도 했고, 외고 입시가 한창 붐이

기도 했어요. 그래서 천안에서 외고 입시를 한창 준비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외고 입

시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뭔가 상실감이 되게 컸고, 천안이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시험을 

쳐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다행히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어서 천안에서 

가장 성적이 높고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고등학교

에 올라가니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초반에 기가 좀 죽었고, 외고 입시에도 실패하

면서 사춘기가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공부를 가장 열심히 안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시

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방송국 PD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

었다. 평소 주위로부터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이상 관련 학과에 진학한

다고 하더라도 PD가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명문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들에 진학하기에는 부족

한 점수를 받으면서 삼수를 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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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험을 살려 입학사정관57) 전형을 통해 콘텐츠를 다루

면서 추후라도 PD가 될 수 있는 시각디자인 학과에 진학하였다.

B: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부터는 부모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아빠가 많은 

영향을 미치셨어요. 집에 돌아오셔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저녁에는 늦게까지 공부하

시면서 노력하시던 모습이나 직업적인 측면들 때문에 더 존경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빠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중략)…고등학

교 내내 PD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명문대나 흔히 말하는 서울대, 고

려대, 연세대 같은 SKY를 가지 않는 이상 관련 학과에 간다고 해도 PD가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거기에 진학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성적이 나와서 삼수를 하게 되

었어요. 그러다가 부모님께서 그 중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면 전문성이나 특색이 있는 학

교나 학과에 진학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결국엔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들을 하면서 로고를 만들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험들 덕분

에 입학사정관제로 시작디자인과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콘텐츠를 다루면서도 나중에라도 

PD가 될 수 있는 학과에 가고 싶었거든요.

2. 전환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부족한 활동이었어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1998년 11월 27일에 창립된 단체로 동강댐 백지화, 

천안온천 개발반대, 새만금 간척 반대, 일봉산·봉서산 지키기, 지장댐 건설계획 

백지화, 안면도 개발 백지화, 4대강 반대운동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한편 미리

내는 2001년 10월 28일에 창립되어 천안 중앙고등학교, 천안 업성고등학교, 천

57) 2004년 10월, 노무현 정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대학별로 입학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

정관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이수한 교육과정

과 특별활동 등의 전문적 종합적 판단을 통해 해당 대학이나 모집 단위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창

의력과 자기 계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었다. 이에 해당 안이 발표된 해에 중학교 

3학년이던 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2008학년도 대입 때 입학사정관제가 처음으로 적용되어 시

범 운영되었으며,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운영되었다(전경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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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쌍용고등학교, 천안 두정고등학교, 천안 여자상업고등학교, 천안 오성고등학

교, 아산 배방고등학교 등 천안과 아산에 위치한 고등학교가 연합하여 지난 20

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여러 제약이 따

르면서 2020년 12월에 잠정적으로 운영중단을 결정하였다.58)

B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내 게시판에 붙어있던 모집 공고를 보고 천안아

산환경운동연합 산하에 있는 청소년 환경단체 ‘미리내’에 가입했으며, 20살에 

재수할 때까지 총 4년 동안 활동했다. 또한 당시 임원진(총무)으로 활동하면서 

활동참여 정도를 1~10 사이 숫자로 표현했을 때 8, 9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

다.

B: 같은 고등학교에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던 선배가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 모집 공고를 

학교 게시판에 붙여두셨어요. 그래서 그 공고문을 보고는 제가 먼저 연락했고, 인터넷 카

페 같은 곳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쭉 살펴봤는데 재미있을 것 같더라

고요. 그래서 가입하게 되었어요. 이후에 20살 때까지 활동했으니까 4년 정도 활동했어

요.…(중략)…(활동 당시에 참여도를) 3~4년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10점 만점에) 8 정도 되

는 것 같고,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총무까지 맡으면서 9 정도로 열심히 활동했던 것 

같아요.

B가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었을 때, 

‘환경단체는 진보적이고 반대를 일삼는 단체’라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크게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입시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도 활동에 열심히 참여

하자 걱정하기 시작했고, B가 허락을 맡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열린 전국모임

에 참여했을 때는 도중에 돌아오라고 한 적도 있다. 반면 학교 선생님들은 별다

른 관심이 보이지 않았으며 봉사시간을 채워오면 입력해주는 정도에 그쳤다.59)

58) 현황 파악을 위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에 연락을 취했을 때, 2020년 말에 코로나19로 인해 청소

년 환경단체 활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청소년 환경단체 운영을 담당하던 간사가 2020년 12월 

퇴사하면서 담당자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근무하면서 미리내 활동을 지켜본 

활동가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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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처음에 활동을 시작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입시를 집중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가 너무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

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환경단체는 진보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

이고, 무언가를 반대하려고만 하는 단체라는 선입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전국모임에 갔던 적이 있는데 중간에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당장 집에 돌아

오라고 하셔서 늦은 시간이었지만 돌아갔던 적이 있기도 했어요.…(중략)…학교 선생님들

은 외부에서 학생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단지 봉사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외부에서 봉사시간을 채워오면 입력해주시고, 그 정도였어요.

미리내 창립 당시에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숲 체험, 체험부스 운영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활동이 중단되기 이전에는 친환경 생활제품 만들기, 

환경생태조사, 나무 심기 활동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에

서 진행하는 활동(도시공원 일몰제, 병천천 상류 정화 활동 등)에도 참여하였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2018).

한편 B가 활동했던 2007년 무렵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모였는데, 주로 지

구 온난화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과 수목원이나 산에 가는 ‘체험활

동’이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 활동 모두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활

동들이기는 했지만, B가 가지고 있던 행동 방식이나 생각을 변화시키기에는 부

족한 활동이었다. 또한 큰 틀에서 지구 온난화와 같은 피상적인 주제들은 다루

었지만,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

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 B는 당시에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환

경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조

성되지 못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B: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 모여서 활동했었어요.…(중략)…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은 크게 2

59) 현재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에서 근무 중인 활동가는 최근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의 가입이나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기

도 했다.



- 61 -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는 

플래시몹처럼 지구 온난화 관련 캠페인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것. 두 번째는 수목원이나 

산 같은 곳에 가는 체험활동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오산에 있는 물향기 수목원에 갔

었는데, 고등학생이었을 때라 시를 넘어서 다른 곳에 가는 게 신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전국모임을 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랑 모여서 토론하고 사진

도 찍었던 활동이 기억에 남네요.…(중략)…(활동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활동하는 동안에만 환경문제에 관심 가질 

수 있을 정도 깊이의 활동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깊이 있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부족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해요.…(중략)…(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그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상적인 지구 온난화 관련 주제들을 많이 다루

었어요. 그 이외에 에너지 문제나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여력도 

안 되었어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활동했던 4년 동안만 관심을 가졌지, 그 이후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활동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느꼈던 것들도 컸던 것 같아요.…(중략)…(그 이외에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

던 것도 일조했다고 생각해요. 단체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

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초에 보통 임원들을 선출하고 연간 활동을 계획하는데 기존

에 했던 활동들을 토대로 ‘이런 활동들을 해보자.’, ‘이번엔 여기 한 번 가보자.’정도

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은 우선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수목원에 

간다고 해서 제가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거나,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느낄 수 있

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 기후변화 문제든 환경문제들이 동떨어진 문제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교육 활동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부

족했고, 변화를 일으킬만한 활동도 기획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B는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학교나 지역에서 활

동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활동 이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많은 흥미를 느꼈다. 또한 임원으로서 단체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을 모

집해야 했기 때문에 주위에 활동을 권유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 몇몇 학교 후배

들은 실제 가입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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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가 임원으로 활동할 때는 다음 기수를 모집하기도 했었어야 했기 때문에 주위에 적극

적으로 권하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위기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해봐.’라는 말보다는 ‘학교 밖에 이런 활동도 있어.’정도의 추천이었던 것 같

아요.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권유했었는데 이미 하고 싶은 활동들이 있었던 친구들이라, 

굳이 이외의 활동에 시간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입시 준비를 하는 것을 더 우선시 생

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저도 학교에서 선배가 붙여놓은 공고문을 보고 들어갔었

기 때문에 학교 후배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했었는데 후배들 중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

이 있었고 실제로 가입해서 활동하기도 했었어요.

3. 적용: “청소년 환경단체 경험은 죄책감으로 남아 있어요.”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것 이상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했던 B는 성인이 된 이후에는 환경 관련 동아리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기후변화 문제가 와 닿거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단지 기후변화 문제는 특정 정치 진영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수

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익을 보기 위해 친환경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성인이 된 이후에는 (환경문제 이외에) 다른 쪽에 더 많은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

고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아무리 활동을 해도 달라지는 게 크게 없고, 제가 바

꿀 수 있는게 별로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친목을 다지기 위한 것뿐이지 사실 별

로 도움이 되는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대학교 때는 환경 동아리 같은 걸 찾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 단체들이 보이긴 했었는데, 성인들이 참여하는 단체는 정치

적인 색을 띠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더 참여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중

략)…(현재 기후변화 문제는) 사실 별로 와 닿지 않아요. 최근에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

다.’, ‘비가 많이 오는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건 여름이니까, 간빙

기와 빙하기를 오가는 흐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시기가 빨라

졌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들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도시에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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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물을 키우거나 숲, 나무 근처에 

살았다면 몰랐겠지만 저는 똑같이 에어컨을 틀고, 히터를 틀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덜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

후변화 문제가 이슈화되고,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환경이라는 카테고리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환경문제가 어느 한쪽에 국한되어

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정치 진영에 속해서 프레임화되어가는 것을 보

면서 더 좋지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후

변화에 대응하거나 환경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 마케팅

을 활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현장에서 실제로 계속 목격하

다 보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B는 에너지 정책이나 문제에 별다른 관심은 없으나 고등학교에서 근현대사

나 세계사 시간을 통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배우면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 재생에너

지는 아직까지 경제성과 효율성이 부족해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선이나 총선 때 기후·환경과 관련된 공약

을 살펴보거나 이러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후보를 지지한 경험은 없

으며, 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편이다. 특정 제품

을 구매할 때는 우선 가격, 효능, 브랜드를 고려하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나 

탄소성적표지 여부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지는 않았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거나 ESG 경영을 하는 기업에 주식 투자한 경험이 

있으나, 성장 가능성이나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평소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나 에코백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주된 이유는 가정에서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이 불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상의 행동들을 종합해볼 때 현재 자신의 기

후변화 대응 실천 정도는 10점 만점에 2점 정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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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에너지 정책이나 문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중략)…하지만 원전 같은 문제는 체르노

빌이나 후쿠시마처럼 사고가 나는 것을 지켜본 세대이다 보니까 강력한 입장은 없지만 

찬성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도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문과여서 

근현대사나 세계사를 더 깊게 배우다 보니까 알게 된 것도 있는데, 원전을 가동하더라도 

안전하게만 할 수 있다면 가동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원전을 

가동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중략)…재생에너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clean, 

green인 것 같은데, 정말 경제성이 있고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게 좋은 거

면 이미 많이 쓰고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석탄발전이나 원

전과 같이 다양한 에너지원을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Q: 대선이나 총선 때 기후·환경과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거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후보를 지지해본 경험이 있나요?

B: 아니요. 저는 일단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직권에 집권했던 정당에 반

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편인 것 같아요.

Q: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나 탄소성적표지 등을 고려해서 제품을 구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B: 사실 그런 마크들이 보이기는 했는데, 크게 눈여겨보는 편은 아니고 가격, 효능, 브랜드를 

가장 많이 고려한 후에 보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Q: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거나,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주식이나 펀드 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B: 아무래도 사기업에서 일하다 보니 ESG 경영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이러한 것들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관심을 받는다고 생

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투자하려고 찾아도 보고, 관심이 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투자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성장 가능

성이 보이고, 돈이 될 것 같은 마음에 투자를 결심했죠. 그래서 ESG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이라도 하더라도 대세가 되거나 돈이 될 것 같으면 갈아탈 마음도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투자잖아요.

Q: 평소 카페나 식당에서 텀블러를 사용한다거나 용기를 가져간다거나 제품 과대포장 여부

에 따라 제품 구매를 결정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B: 그런 것들은 많이 신경 쓰려고 해요. 텀블러를 가지고 있으면 텀블러를 쓰려고 하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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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때도 일회용품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사용

하려고 해요. 거창하게 보면 환경을 생각해서 그렇겠지만 사실 집에서 생활하면서 쓰레기

가 생기는 것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더 큰 것 같아요.…(중략)…(그 이외에는) 

특별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동들은 없어요. 되게 사소한 부분이지만 집이 10층

이지만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면서 운동을 하곤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미약하게나마 

환경에 도움이 되겠지만 100% 환경 때문에 걸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Q: 현재 본인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정도를 1에서 10 사이 숫자로 표현

한다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B: 2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B는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임원까지 맡으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음에도 현

재는 기후·환경문제에 공감하지 않고, 별다른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참여 경험은 죄책감으로 남아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은 분명 가치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인

간관계를 형성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청소년 

환경단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청소년 단체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들과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지 않는 일반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도 요구되나, 현재 입시체계에서는 아무리 환경 

과목을 개설하고 환경 교사 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에 환경 관련 내

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B: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참여 경험을 단어로 표현하자면 죄책감으로 남아 있어요. 중, 고등

학교 때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기후변화

나 환경문제에 공감하지 않고, 크게 실천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하나의 트렌드처럼 주목받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도 못하고, 공감하고 있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껴요.…(중략)…(하지만 청소년 환경단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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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본인 스스로 가치관을 형성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끼리 모여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겪어보는 경험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중략)…(더 나은 활동 효과를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 활

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다른 청소년 단체들과 뭐가 다른지 알 수 없을 

것 같거든요.…(중략)…그리고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겠

지만 활동하지 않는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환

경문제가 특정 단체에 속한 학생들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제가 기후변화 문제

에 지금은 별로 공감하고 있지 못하지만, 학교 수업 시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 같은 것

들을 배우면서 느꼈던 것들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굳이 환경 과목을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과 같이 일반 과목들에서 환경교육이 자연스

럽게 녹아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환경문제를 문학 작품으로도 배울 수 있고, 

사회탐구 시간이나 근현대사 같은 과목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잖아요? 어차피 현재 입

시체계에서 환경 과목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봤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을 것 같고 수업에 집중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상의 면접 내용을 종합해볼 때 청소년 환경단체 경험이 B에게 미친 변화

의 수준은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났다. 기후 시민성 형성 측면에서만 평가한다면 

B에게 미친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B도 추후 자신이 자녀를 낳게 된

다면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을 권유할 의향이 있으며, 자신이 청소년 시기로 돌

아갈 수 있다면 기존에 했던 활동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

그램과 새로운 방식의 활동들을 기획해보면서 활동해보고 싶다고 했다.

B: (다시 청소년 시기로 돌아간다면) 기존에 해왔던 활동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기보다는 주도

적으로 새로운 활동들을 기획해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

아보거나, 어렵겠지만 외국 저널이나 기사들도 다 같이 읽어보면서 스터디도 해보고, 보

다 넓은 영역에서 공부하고 알아보려고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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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연구 참여자 B의 생애: 주요 사건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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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참여자 C의 생애사60)

1. 삶의 영역: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C는 1992년생으로 연구 참여자 모집 당시에는 여단급 사령부에서 대위급 

직책을 맡아 장교로 근무 중이었으나, 심층 면접 진행 직전인 2021년 6월 30일

에 전역했다. C는 대학 진학으로 인해 대전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진주에서 태

어나 부모님과 6살 터울의 남동생과 함께 생활해왔으며, 평범한 가정에서 큰 부

족함 없이 성장해왔다.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다. C의 삼촌은 별다른 언급 없

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며, 평소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을 해주면서 C

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C: 저는 여단급 사령부에서 대위급 직책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6월 30일부로 전역해서 현재

는 진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도 진주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랑 6살 

터울 남동생과 같이 진주에서 살다가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대전으로 혼자 가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일이 바쁘셔서 평소에 이야기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렇다고 해서 사이가 나빴다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평범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중

략)…(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게) 삼촌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셨어요. 나중에서야 들었

지만 제가 모르는 곳에서 지원을 해주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평소에 진로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도전해보라는 조언이나 응원을 많이 해주

셨어요. 그렇다고 어떤 방향을 강요하거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았는데, ‘당

장 앞만 보지 말고, 네가 살아가는 방향을 잘 고민해보고 도전해봐.’라는 말씀을 해주셨

60)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심층 면접 이전에 질문지를 전달하였는데, C의 경우 모든 질문 항목에 대한 

사전 답변을 준비해왔으며, 간결하고 핵심적인 말투를 구사하여 다른 연구 참여자에 비해 면접이 

빠르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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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제가 너무 급하게 선택하고, 일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C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지도 않았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피

해를 주지도 않았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의 권유로 해병

대 캠프에 다녀온 이후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 특전사에서 하는 특전캠프에 자발적으로 다녀온 이후로 꿈이 확고해

졌다.

C: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해병대에서 하는 캠프가 있는데 한 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

유하셨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갔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힘

든 만큼 뭔가 보람같은 게 느껴졌어요. 이 정도 보람이라면 내가 살면서 어떤 의미를 찾

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특전사에서 민간인

을 대상으로 하는 특전캠프라는 곳에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군인

의 꿈에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중략)…근데 사실 처음부터 장교가 될 생각은 없

었어요. 처음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공군 부사관으로 들어가서 임관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혹시라도 가정형편 때문에 꿈을 낮게 잡았다면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

어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군사학과라는 학과를 알게 되었고, 군사학을 전공하면서 학군단

도 병행해서 ROTC로 임관하게 되었죠.

2. 전환점: “10점 만점에 8점 이상 열심히 활동했어요.”

진주 환경운동연합은 1991년 9월 25일 남강을 지키는 시민 모임에서 시작하

여, 1993년 환경운동연합 창립과 동시에 진주 환경운동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

였다. 이후 지리산 양수댐 건설 백지화, 둔철산 골프장 반대, 남강 생태 수질 조

사 및 도보순례, 진양호 녹조 모니터링, 4대강 사업 반대, 신고리 5, 6호기 백지

화 운동을 이어왔다. 한편 푸른마당은 1999년 창립되어 환경운동연합 산하 청소

년 환경단체 중 유일하게 코로나19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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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20여명이다.61)

C가 다녔던 진주 중앙고등학교는 교내 동아리 활동이 필수였는데, 밴드 동

아리를 지원했다가 불합격하게 되면서 하는 수 없이 2순위였던 교내 환경 동아

리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진주 환경운동연합 산하에 있는 청소년 환

경단체 ‘푸른마당’에 가입하게 되어 3년 동안 활동하게 되었다.

C: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매주 토요일에 동아리 활동 시간이 따로 있었고, 동아리가 활성

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동아리에 가입했어야 했는데, 사실 환경 동아리가 

가장 가고 싶었던 동아리는 아니었어요. 1순위로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딱히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했는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순위였던 환경 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거예요.…(중략)…학교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

던 친구들 중에서 몇몇이 진주 환경운동연합에 속해있는 청소년 환경단체인 ‘푸른마

당’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진주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삼현여자고등학

교, 경해여자고등학교 등 환경 동아리가 있는 각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활동하고, 진

주환경운동연합에서도 활동을 했던 거죠.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푸른마당에 가입하게 

되었어요.…(중략)…처음에는 푸른마당에서 활동을 안 했던 친구들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

분 참여했었어요. 교내에서는 저희끼리 있기도 했고, 사실 크게 기억에 남는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교내에서는 푸른마당 활동을 계획하는 정도의 활동만 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부모님께서 아셨을 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셨으며, 활동 자체에 만족감을 느꼈던 C는 자신의 동생에게도 활동을 

권유하여 동생도 푸른마당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학교 선생님들도 교내 동아리

에서 시작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반대를 하지는 않았다.

C: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뭐든지 다 해보도록 지지를 해주셨던 분

61) 푸른마당 운영 및 현황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진주환경운동연합에서 청소년 단체 운영을 담당자와

의 유선 면접을 통해 확인하였다(2021.05.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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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셨기 때문에 환경 동아리에 가입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셨어요. 제 스스로도 

활동에 만족했기 때문에 가족인 동생한테까지도 활동을 권유했고, 실제로 동생도 활동까

지 이어졌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부모님께서 딱히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어요.…(중략)…학

교 선생님들께서도 사실 교내 환경 동아리에서 출발한 단체이기도 했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책까지 맡아서 나서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거나 하는 학생

이 아니기도 했고,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다면 모를까 동아리 활동 때문에 성적이 

나빠졌다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동아리 활동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현재 푸른마당은 코로나19로 인해 한 달에 1번씩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기후위기나 남강 수질 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C가 활동

했던 2008년에는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최소 1번 이상 활동이 이루

어졌으며, 주로 아나바다 장터나 친환경 비누 등을 만드는 체험부스를 운영하거

나 창녕 우포늪에 현장답사를 가는 활동을 했다. 당시에는 주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그 이외에 다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논의되지 못하였다. 청소년 환경단체 중 거리상으로 진주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원전과 가까운 지역이지만, C가 대학교 1학년 때 후쿠시마 원전 사

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활동 당시에 원전이나 에너지 문제가 다루어지지 못하였

다.

C: (활동 당시에) 최소 한 달에 1번 이상은 모였고, 시험 기간에는 거의 활동을 안 했던 것 

같아요.…(중략)…주로 아나바다 장터를 열거나 친환경 비누나 모기 퇴치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소개하는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창녕 우포늪 현장답

사 같은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이나 시도를 해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어요.…(중략)… (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그 이

외에는 딱히 없었어요. 사실 이과도 아니고 문과여서 제가 알고 있는 분야는 편협할 수밖

에 없었는데,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해서 알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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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간빙기와 빙하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

런 현상들이 가속되게 만들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중략)…부산은 아무래도 원전

이랑 가까워서 에너지 문제나 원전 문제를 다루기도 했지만, 진주에서는 에너지 문제가 

논의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원전 문제가 더 부각된 것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였는데 제가 활동한 시기가 그 이전이었어요. 제가 2011학번이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으니 제가 활동 마치고 나서 일이었죠.

C는 당시 별다른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 3년 동안 활동하면서 대부분의 행

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당시 참여도를 1에서 10 사이 숫자로 표현했을 

때 8 이상이라고 답하였다.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당시에 C는 환

경문제에 대해 생각할 기회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전보다 분리배출을 조

금 더 신경 쓰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고려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습관이 생

기게 되었다.

C: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회장, 부회장, 총무 같은 직책을 따로 맡지는 않았고, 

일반 회원으로 활동했지만 웬만한 행사나 같이하는 행사에 거의 다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참여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면 8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중략)…(활동하면

서) 활동하지 않은 학생들보다는 확실히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다

양한 환경문제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까지 알지는 못해도 생각할 기회를 가

질 수 있었어요.…(중략)…활동 당시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했었어요. 집이 13층이어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갈 수

는 없었지만, 분리배출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도 에너지 소비효율이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사게 되더라고요.

3. 적용: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 필요해요.”

군인이라는 명확한 진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참여 

경험이 대학 진학이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학 진학과 동시에 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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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진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은 중단되었지

만, 후원은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현재는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거나 하지는 않지만, 정치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

다.

C: 저는 군인이라는 확고한 장래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참여 

경험이) 제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는 군인을 그만두고 사학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앞으로도 환경을 전공으로나 진로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중략)…(성인이 된 이후에는) 제가 대학을 타지로 가게 되었고, 군인이라는 직

업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환경단체에서도) 활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유학

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진주환경운동

연합에 후원은 계속하고 있어요.…(중략)…(현재) 환경문제든 기후변화 문제든 제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그런 문제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정 정당에서 주장할 문제가 아닌데, 정쟁화되어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C는 탈원전, 탈석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직업적

인 특성상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려했다. 다만, 총선이나 대선에서 투표할 때 

후보자가 속한 정당보다는 병역의무, 범죄 이력, 정책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보며, 환경 정책도 살펴보기는 하지만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았다. 특정 제

품을 구매할 때 에너지 소비효율을 고려하여 제품을 구매하지만, 제품 포장이나 

재활용 가능 여부까지 고려하면서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는다. 또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항공업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관련 기업에 투

자하고 있다. 평소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거나 생산한 경험은 없으며, 최근 기후

변화 관련된 교육에 참여한 경험도 없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정도

를 1에서 10 사이 숫자로 질문했을 때 4 정도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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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정치적인 문제나 (원전이나 에너지) 정책에 대

해서 말하기 꺼려지네요. 평소에도 제가 제 성향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게 싫기도 하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중략)…현재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있거나 하지는 않기 때

문에 (총선이나 대선 때) 후보자가 어떤 정당에 속해있는지를 보지는 않아요. 다만 남자

라면 병역의무를 다했는지를 보고, 범죄 이력, 정책 공약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놓은 정책들이 정말 실현 가능한지를 고민해보는 것 같아요. 환경에 관해서는 

우선순위에 놓고 보지는 않지만 있으면 눈길이 가는 정도이긴 해요.

Q: 그렇다면 후보자들이나 당선된 정치인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요구하거나, 연락해보

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C: 제 상황도 상황이었지만, 군인이었을 때는 특히 정치인에게 접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

치적 행동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Q: 현재 제품을 구매하실 때 에너지 소비효율, 탄소배출, 재활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서 

구매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C: 사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단지 전자

기기를 구매할 때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표시되어 있으면 살펴보기는 해요. 과대포장 

문제도 그냥 분리배출 할 때 귀찮겠다고 불평하면서 구매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Q: 혹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신다면,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ESG 

경영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C: 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을까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대한

항공에 투자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분명 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여행 가고 싶고, 해외로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디가 돈이 될지를 생각해본 적은 있지만, 환경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해 본 경험은 없어

요.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주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청소년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기업

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주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 저도 결국은 제가 보

는 시야에서밖에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쪽까지 생각해보진 못한 것 같아요.

Q: 현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계시거나, 생산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C: 솔직히 썩 잘하고 있다고 말하진 못하겠어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여서 에

너지를 생산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태양광이 달려 있는 것을 

본 적은 있는데 제가 설치했을 때 얼마나 돈이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설치

할 것 같아요. 오로지 환경적인 이유만으로 달 것 같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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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본인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정도를 1에서 10 사이 숫자로 표현한

다면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C: 남들과 같거나 조금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10점 만점에 4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C는 사는 지역이 달라지고, 직업 특성으로 인해 기후·환경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환경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국민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C: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이 정말 재미있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사는 지역도 달라지고, 군인을 

하면서 환경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아예 환경교육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반 시민으로

서 갖춰야 할 교양으로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중에서 더 원하는 학생들은 청소

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할 수도 있겠지만, 기초적인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문제는 미래세대와 우리 세대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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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연구 참여자 C의 생애: 주요 사건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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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참여자 D의 생애사

1. 삶의 영역: “평범하고,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D는 1994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도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으

며, 스타트업 회사에서 웹 개발과 서버 관리를 도맡는 IT 솔루션 담당자로 2년

째 일하고 있다. 부모님과 한 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생활해왔으며 가족주의가 

강한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D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지녔다. 평소 부모님께서

는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강조하셨다.

D: 저는 1994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타트

업 회사에 재직 중이고, 웹 개발과 서버 관리를 하는 IT 솔루션 담당자로 2년째 일하고 

있어요.…(중략)…(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한 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살았는데요. 평소에 

부모님께서는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가족주의가 강한 환경에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저는 그 와중에도 제 삶이 중요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성

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특별히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만큼 자율성을 인정해주셨지만 동시에 책임을 강조하셨어요.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른

다며 “모든 결정은 네가 하는 거지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다.”라며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되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는 장난기 많은 학생이었지만 자기만의 영역이 확실한 학생이었

으며, 중·고등학교 때는 조용히 학교생활을 하던 학생이었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메모장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면서 큰 흥미를 느낀 D는 디지털미디

어공학부에 진학하여 프로그래밍을 전공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 입대를 

했으며, 21개월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뒤에 취업 전까지는 마트와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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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다.

D: 초등학생 때는 까불랑거릴 때 까불랑거렸지만 제 영역을 침범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학생이었어요. 중, 고등학생 때는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거나 선생님들의 관심 속에 살아

가는 학생은 아니었고 조용하고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어요.…(중략)…제가 고

등학교 때 정보와 컴퓨터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 메모장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코

드를 배웠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멋있다는 생각이 들

었고, 전공으로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디지털미디어공학부라는 학과에 

진학했고, 결국 직업도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네요.

D의 삶에는 젊은 층을 대변하고, 기성세대의 문제들을 잘 지적해온 가수 신

해철의 발언들과 음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때로는 부모님의 역할까지 해주셨던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D: 6년 전에 작고하신 가수 신해철 씨가 (제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우선 신해철 

씨는 젊은 층을 잘 대변해주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성세대이지만 기성세대

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어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미

래세대를 위해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음악이나 발언을 통해

서 정치, 사회 부문에서도 직언을 많이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스

승이셨어요.…(중략)…그다음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 은사님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요. 중학교 2학년 때 은사님은 제 아버지와 1살 차이셨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완급조절을 

잘해주셨고 때로는 부모님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친구처럼 제가 하는 말도 경청해주

시고,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도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 보다는 공감해주시면서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어주셨어요. 말 그대로 작은 아버지 같았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

누려고 교무실을 제 방처럼 들락거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2. 전환점: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시위에 참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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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설립된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부산지부는 온산공단주민피해 지원 활

동, 낙동강 하구둑 건설 반대운동, 고리 핵발전소 피해 주민 운동 지원활동, 낙

동강 페놀사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

동하던 환경단체들이 환경운동연합으로 통합되면서 1993년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창립되었다. 창립 이후에도 황령산 스키돔 건설 백지화, 낙동강 살리기 운동, 폐

기물 해양투기 반대 활동, 4대강 사업 중단 운동,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등의 

활동을 이어왔으며, 특히 원전과 가장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 핵발전소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운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운동 등 핵발전 반

대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62) 한편 부산환경운동연합 산하 청소년 환

경단체 바람은 2002년 ‘푸른소리’라는 이름으로 창립하였으나, 2003년에 처음

으로 전국모임이 개최되었을 당시 서울 청소년 환경단체와 이름이 같아 2003년

에 ‘바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63)

D는 부산환경운동연합 산하에 있는 청소년 환경단체 바람에서 고등학교 2

학년 여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활동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군 입대

를 하기 전까지 2년 동안 활동을 지원했다. D는 의무적으로 채워야 했던 외부 

봉사시간을 어떻게 채우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청소년 

환경단체를 알게 되어 가입하게 되었다. 당시 별다른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 활

동했을 당시 참여도를 1에서 10 사이 숫자로 표현했을 때 8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으나, 본격적으로 입시를 준비했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4 정도로 

비교적 참여 정도가 낮았다.

D: 부산환경운동연합 산하에 있는 청소년 환경단체 ‘바람’에서 18살 여름 방학 때부터 21

살 2월에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활동했어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학생 때 하던 만큼 활동

하지는 못했지만, 가끔 나가서 지원해주고 조력자 역할 정도를 했었어요.…(중략)…당시에

62) 부산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s://pusan.kfem.or.kr/page/about_history, 검색일: 2021.11.10.)
63) 푸른소리 환경연합 청소년 모임 카페(https://cafe.daum.net/prsr/822Q/7, 검색일: 2021.11.10.)

https://pusan.kfem.or.kr/page/about_history
https://cafe.daum.net/prsr/822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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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교에서 봉사시간을 채워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헌혈 같은 것들을 해

서 시간 채우지 말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봉사시간을 채우자고 생각했었어요. 그래

서 단기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되 의미 있는 활동을 찾다가 청소년 환경단체에 가입하

게 되었어요.…(중략)…특별한 직책을 맡지는 않았고 일반 회원이었지만, 당시 활동참여 

정도는 10점 만점에 8 정도였고, 고3 때는 학업에 집중하자는 규칙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4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활동은 2주에 한 번씩 이루어졌으나 시험이 있는 달에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여서 활동했다. 매년 활동 주제가 달라졌으나 D는 날씨가 더워지고 장마가 

길어지는 것을 직접 체감하고, 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혀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서 지구 온난화와 해양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D가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이 알게 되었을 때 별다

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가입하는 학생 수가 점차 많아지자 학

년 부장 선생님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D: 2주마다 한 번씩 모여서 활동을 했는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는 달에는 한 번만 모

였어요.…(중략)…(활동하면서) 장마도 길어지고, 태풍이 자주 올라오는걸 보면서 ‘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나?’, ‘이러다가 지구가 망하진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지구 온난

화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한창 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혀있는 사진들이 많

이 돌아다녔어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와 같

이 깊게 찾아보거나 하지는 못했어요.…(중략)…(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셨을 때) 특별히 반대하시거나 찬성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교외 

활동 중 하나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셨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크게 반대하시지는 않으

셨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단체에 가입하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그때는 학년 부장 선생님이 

“애들 선동해서 단체에 데려가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접 지역인 부산에서는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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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1978년 4월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잇따른 고장과 사건들이 발생하고, 

이미 설계수명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연장 운영이 결정되어 가동 

중이던 상황이었다. 이에 부산환경운동연합은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구호를 내걸

고 시위와 운동에 앞장섰다. 이에 같은 시기에 산하의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

동하던 D도 원전 반대 시위에 참여했고, 현재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라고 답했다.

하지만 당시 D는 원전 가동을 완전히 반대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환경단체 입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시위에 참여했으나, D가 현장에 참여

했을 때 탈원전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평소 

원전 이외의 다른 환경문제에 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

으면서 D와 같이 환경단체와 다른 생각이나 입장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던 청

소년들이64) 환경단체의 주장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D: 일단 원전 반대 시위를 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나요. 청소년 환경단체가 환경운동연합 산

하에 속해있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모그룹인 환경운동연합에서 고리원전 폐쇄를 주장하는 

시위를 했었어요. 시위를 하던 날에 날씨가 되게 궂어서 행진할 때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저와 상반된 입장이었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는 중립적인 입장이었어요. 원전만큼 투자 비용 대비 그만한 효율을 내는 에너지원이 없

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환경단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고리원전 안전성 문제, 노후화 문

제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중단에 대한 부분을 주장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한 쪽 주장만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환경단체 입장에 동의할 수는 없었어요.…(중략)…(그럼에도 불구하

고 시위에 참여한 이유는) 일단 그런 시위에 참여해볼 기회도 없었고, ‘환경단체도 나름

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환경단체를 이해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Q: 시위에 참여하고 나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바뀌지는 않았나요?

64)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 면접 결과를 종합해보면, 처음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환경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진학 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등 다양한 계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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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네. 저희가 청소년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갔을 때 저희에게 깃발을 쥐어주

고 행진하라고만 했을 뿐 아무도 저희에게 탈원전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

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현장에 갔었는데, 그들은 저희를 동원의 대상으로

만 봤던 것 같아요.…(중략)…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이슈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가끔 간사님이 초청해줘서 일회성으로 받은 교육들이 있는데,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그해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떤 활동을 할

지 논의했었지만, 전문적인 강사가 주기적으로 와서 강연해주고, 사실들을 알려주는 활동

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항상 가족들이랑 같이 뉴스를 봤었는데 환경단체에서 

활동했었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만 원전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D는 부산, 천안, 진주에서 개최된 전국모임에 참여했는데 부산에서 개최되

었을 때는 준비 위원회에 속해서 적극적으로 행사 기획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

서 어떻게 하면 환경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재미

있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으며,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되돌아

보면 가장 기억에 남고 값진 경험이었다고 답했다.

D: 탈원전 시위 다음으로 전국모임에 참여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저는 전국모임을 총 3번 

참여했었어요. 천안, 진주에서 개최되었을 때 갔었고, 저희 지역인 부산에서 열렸을 때는 

3개월 동안 준비 위원회에 속해서 적극적으로 행사 기획을 했었어요. 청소년들이 진행하

는 행사이다 보니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해발 300m에 있는 숙소를 구하게 되어서 

다른 지역 인원들이 오면 픽업하려고 몇 번을 오르고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또 각 지역 

사람들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친목을 다지고 

회포를 푸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되게 할 수 있을지

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끝나고 나니 아쉬움도 많

이 남고,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 이전에는 특정한 정보들을 접했을 때 여과 없이 받

아들였다면,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해당 정보에 관해 찾아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어떤 자리에서 나서서 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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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성격이 

활발해지게 되었으며, 의사결정 방식이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다. 반면 환경과 관련해서는 분리배출

을 조금 더 신경 쓰게 된 것 이외의 행동이나 습관 변화는 없었다.

D: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면서 물을 아껴 써야 한다고 

TV에서 나오면 그대로 믿고, 맹목적으로 따라갔다면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정보를 찾

아보고 판단하고, 팩트체크를 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

회 이슈에 관해서도요.…(중략)…평소 어디에서 나서거나 남의 눈에 띄는 것을 별로 좋아

하지 않았는데, 활동하면서 성격이 활발해졌어요. 그리고 집단으로 생활을 하면서 의사결

정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해결할 수 있을지, 일종의 

‘처세술’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중략)…(환경과 관련된 행동 변화는) 분리배출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파지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용돈벌이로 파지를 조금

씩 모아서 가져다 팔기는 했었죠. 말고는 작은 쓰레기들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으면 보기 

싫기도 해서 집에 쓰레기통에 가져와서 버린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사실 기후변화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3. 적용: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D는 하고 싶던 진로가 명확했기 때문에 청소년 환경단체를 포함한 다른 경

험들이 진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성인이 된 이후에 기존에 활동하던 청

소년 환경단체에서 후배들의 활동을 도와주기는 했지만, 세 가지 이유로 다른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우선, 환경단체가 사회적 공감대나 현실적인 대안 없이 급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실망감을 느꼈다. 다음으로 조직 내 파벌 다툼으로 인해 활동가

나 청소년 환경단체를 담당하는 간사가 자주 교체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단체

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단

체 내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입장이 정해지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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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후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해당 입장에 동의하

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우려스러웠다. D는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면

서 목격한 위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에는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D: 저는 하고 싶었던 진로가 명확했기 때문에 다른 외부적인 요인(청소년 환경단체 경험)들

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중략)…(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래 활동하던 단체

에 몇 차례 나가서 조언도 해주고, 후배들을 보려고 갔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졸업한 선배들께서 오셔서 해주셨던 말씀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었거든요. 그

래서 제가 겪은 경험을 들려주면서 활동들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

었어요. 그 이외에는 직접적으로 활동한 경험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청소년 환경단체

에서 활동하면서 환경단체라는 시민단체 자체에 대해서 실망감이 컸던 것 같아요. 우선 

사회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현실적인 대안이 없음에도 급진적으로 

의견을 주장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단체 내에서 계파나 파벌 같은 것들

이 나뉘어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었어요. 단합해서 의견을 주장해도 모자랄 판에 단합이 되지도 않고, 파벌 다툼으로 활동

가나 간사가 자주 교체되면서 청소년 환경단체를 담당하는 간사도 자주 교체되었거든요. 

‘과연 시민단체가 진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까?’,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중략)…마지막으로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

데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후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자신들이 정한 입장에 동의

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게 싫었어요. 어렸을 때는 제 의사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성인이 되면서는 분명한 제 입장이 있는데 제 의사와 상관없이 말려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 의사나 뜻과 반대됨에도,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입

장을 지지하는 데 제가 이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다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게 될 동력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현재 D는 기후변화 문제는 산업화가 만들어낸 나쁜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한국

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기나 입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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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훼손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한 선진국들이 앞장서서 적극적인 대응

에 나서야 하며, 아직 한국은 사회·경제 발전을 더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현 정부(문재

인 정부)와 환경단체가 단점만 부각시키려는 태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D: 최근 체감으로 느끼는 계절변화 같은 것들이 기후변화의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산업화가 

만들어낸 나쁜 산물들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고, 작

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기후변화 심각성을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중략)…하지만 기후변화 문제가 한국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해결해야 하

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민생현안이나 사회·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려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나 선진국들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죠.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은 같을지언정 오염물질을 한 바가지로 쏟아 붓고 있는 국가와 한 방울씩 떨어뜨

리고 있는 국가는 차이가 있어야죠.…(중략)…(에너지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특정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원전 문제는 여전히 중립적이에요. 왜냐하면 분명 원전도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현 정권에 들어서고 나서 정부에서나 환경

단체에서나 탈원전만 부각시키고, 단점만 강조하려는 의도가 너무 보여서 그 부분은 안 

좋게 생각해요.

D는 보수정당을 지지하고 있으나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민생현안을 다루고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환경과 관

련해서 녹색당을 지지할 의향도 있지만, 현재는 위성정당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 특정 후보나 당선인에게 환경

과 관련된 공약을 요구한 적은 없지만,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셧다운제 폐지65) 

65) 청소년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하여 2011년 11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를 개정하여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였다. 하지만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고, 청소년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2021년 11월 게임 셧다운제 조항을 

삭제하는 동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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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주장한 경험은 있다. 최근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주어지는 보상금66) 때문에 고민한 적은 있으나 궁극적으로 환경을 고

려하여 제품 구매를 결정한 적은 없다. 또한 과대포장으로 인해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가 많아져서 불편을 겪을 것을 고려하여 제품 구매를 망설인 적은 있으

나, 재활용 용이성을 따져가며 제품을 비교해본 경험은 없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는 수익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평소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에너지를 생산해 본 경험은 없다. 현재 후원하고 있거나, 활동

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없으며 기후변화 관련 교육에 참여한 적도 없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현재 자신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정도를 1에서 10 사이 숫자로 표현했을 때 2 정도 된다고 답했다. 과거 자

신이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했음에도 현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 정도

가 낮은 이유는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D: 현재 보수와 진보가 바뀐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진보가 실질적인 진보의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고, 오히려 보수가 진보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서 보수정당을 지지하고 있습니

다.…(중략)…(대선이나 총선에서는) 민생현안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

는 후보자를 지지해요. 지지하는 정당이 있지만, 정당이나 인물 중심의 투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놓은 정책이 얼마나 실현성이 있고, 실현하기 위한 능력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죠.

Q: 기후·환경과 관련이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지는 않나요?

D: 네. 물론 환경과 관련된 정당이 녹색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지지할 의사가 있겠지만 지금은 위성정당 역할밖에 못하고 있기 때

66) 2016년부터 에너지 고효율 제품 생산, 유통, 판매 촉진을 위하여 도입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지원사업’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에어컨, 세탁기, 진공청소기는 1~3등급까지 인

정)을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10%(최대 30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매년 특정 시기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진행하

였지만 2021년부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환급 가능한 가전은 총 11종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

조기)이다(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en-ter.co.kr/support/main/main.do, 

검색일: 2021.11.17.).



- 87 -

문에 지지해봤자 환경문제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표를 분산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민생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게 

맞다고 봐요.

Q: 특정 후보나 당선된 정치인에게 환경 관련 공약을 요구하거나, SNS, 메일 등으로 연락을 

취해본 적이 있나요?

D: 없어요. 근데 환경 말고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의원이 되신 분에게 의견

을 전달하고, 설득해보려고 찾아간 적은 있어요.

Q: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나 탄소배출을 고려해서 구매한 경험이 있

나요?

D: 최근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면 보상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환경적인 이유로 구매를 고려한 건 아니었어요.

Q: 그럼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재활용이 용이한지, 과대포장이 되어있는지를 보고 구매를 

결정한 적이 있나요?

D: 그런 것까지 고려한 적은 없어요. 다만 과대포장 된 제품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

에 처리하기 어려울까봐 구매를 망설인 적은 있어요.

Q: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실 때 ESG 경영을 잘하거나 기후·환경 대응을 잘하고 있는 기업

에 투자를 결정한 적 있나요?

D: 아니요. 말 그대로 주식이나 펀드는 수익을 내야 하잖아요. 물론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으

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눈여겨보겠지만 결국에는 환경보다는 내가 얼마나 더 벌 수 있

는지를 고민해볼 것 같아요.

Q: 평소에 에너지 절약을 잘 실천하거나 생산해본 경험이 있나요?

D: 없어요. 평소에 콘센트도 잘 안 뽑고 다니고, 전철보다 날이 더워서 편안함을 위해서 택

시를 자주 이용해요. 그리고 현재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도 없지

만, 다세대 주택이라 미니태양광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모르겠어요.

Q: 현재 본인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 정도를 1에서 10 사이 숫자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D: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것들을 우선시할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요.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제 시간을 투자해서 세척 하면서 환경을 지킬 만큼의 여유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소홀하게 하게 되었고,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환경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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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다시 청소년 시기로 돌아간다면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할 의향이 

있으며, 향후 결혼한다면 자신의 자녀에게도 활동참여를 권할 생각이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보다 더 어릴 때 행동 방식이나 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이전부

터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단체 활동은 선택으

로 남겨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하다면 환경단체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이나 가산점을 주는 등의 유인책을 통해서라

도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앞서 본인이 겪은 문제점들이 해결

되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 다시 청소년 시기로 돌아간다면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할 의향이 있어요. 약간 향수일

수도 있지만, 그때 좋았던 기억들도 있고, 그나마 그런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 봉

지도 챙겨 다니고 이 정도라도 환경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이미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면 굳이 권하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면 권해볼 것 같아요. 강압적으로까지 시키지는 않겠지만요.

Q: 끝으로 과거의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참여 경험을 되돌아봤을 때 드는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D: 사실 어떤 행동 방식이나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는 훨씬 더 어린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

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거나 텀블러나 물컵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들을 더 어린 나이

의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관심

을 가지고 활동하는 학생들이 늘면 좋겠지만, 그 이전부터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시민단체 활동은 선택으로 남겨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뜻이 있는 학생들은 자발적

으로 활동에 나서겠죠. 하지만 만약에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도 거의 없다면 학

생들에게 봉사시간이나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회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

해요. 물론 처음에는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단체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단체가 민주적이고 전문성 있게 운영된다면 여러 논의와 활동에 

참여하면서 의식변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중략)…비록 지금은 기후변화나 환경문

제들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실천도 못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어서 앞

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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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참여자 D의 생애: 주요 사건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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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활동 지역 서울 천안 진주 부산

활동 단체 푸른소리 미리내 푸른마당 바람

연령** 30세(1992년생) 31세(1991년생) 30세(1992년생) 28세(1994년생)

성별 여 여 남 남

가족구성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직업
배달의 민족

음식 사진가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매니저
직업 군인(장교)

스타트업 IT솔루션 

담당자

최종학력 대학교 졸업 대학원(석사)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전공 사진학 시각디자인 군사학 프로그래밍

전공 선택 이유 부모님 영향 PD 지망생
특전캠프, 해병대 캠프 

참여

고등학교 수업 때 

홈페이지를 만든 경험

<표 10> 연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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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지지 정당 녹색당 없음 답변 거부 보수정당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
어머니, 언니 반기문, 아버지 외삼촌

서태지,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

활동기간
3년

(고1 여름~고3)

4년

(고1~재수 1년)

3년

(고1~고3)

3년

(고2~20살)

직책 회원 임원진(총무) 회원 회원

활동참여 정도

(10점 기준)
8~9 8~9 8 이상 8

활동 계기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

으로 활동 중 청소년 단

체 회장의 권유

교내 공고문

교내 환경 동아리 가입 

이후 진주환경운동연합 

청소년 단체 가입

봉사활동 의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가입

주요 활동 주제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해양쓰레기, 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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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활동 빈도
학기: 1달에 1번

방학: 2주에 1번
1달에 2번

1달에 1번 이상

(시험 기간 제외)

2주에 1번

(시험 기간: 1달에 1번)

부모님 반응
진보적인 성향인 

어머니의 지지

환경단체에 대한 

선입견으로 우려

특별한 반응은 없었으나 

대체로 지지
특별한 반응 없었음

선생님 반응 특별한 반응 없었음 봉사활동 정도로 생각
동아리 활동 정도로 

생각

교내에서 참여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자 우려

기억에 남는 활동
지구 온난화 캠페인, 

전국모임

캠페인, 체험활동, 

전국모임

체험활동, 현장답사, 

전국모임

원전 반대 시위, 

전국모임

만족스러웠던 점

설명·설득 방법 터득, 

사회적인 경험,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 

입시(입학사정관제)에 

도움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음

행사 기획 경험, 축소된 

사회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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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불만족스러웠던 점
사회변화에 대한 효용을 

느끼기 어려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

기에 부족한 활동, 환경

교육 부족

지구 온난화 이외 다른 

환경문제에 대해 알지 

못해 다뤄보지 못한 점

환경교육 부족, 급진적

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태도, 조직 내 파벌 다

툼으로 인한 잦은 담당

자(간사) 교체, 회원들의 

동의 없이 자신들이 정

한 입장에 회원들을 동

원하는 태도

활동 당시

실천 정도

길에 떨어진 쓰레기도 

줍고 분리배출을 열심히 

했음

분리배출을 열심히 했음

분리배출을 열심히 

했음, 에너지 효율을 

고려했음

길에 떨어진 쓰레기도 

줍고 분리배출을 열심히 

했음

주변 권유 경험 시도했으나 실패 학교 후배 가입 동생 가입 동생 가입

현재 환경단체 

활동 여부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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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환경단체 활동 

중단 이유

사회생활을 하면서 현업

이 바쁘고,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 안다고 해

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 크게 없다고 생각함

현재 기후·환경문제에 

공감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강하게 내비치는 

모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함

대학 진학으로 인해 타

지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단됨

각 연령대에 적합한 교

육이나 활동이 갖추어지

지 않았으며, 환경단체

에서 활동하면서 목격한 

문제들로 인해 활동 중

단을 결심

현재 실천 정도

(10점)
잘 모르겠음 2점 4점 2점

현재 기후변화 

관심
크게 없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특정 정치세력과 기업

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고 생각함)

크게 없으나 정쟁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한국보다는 선진국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현재 환경 관련 

관심 분야
동물복지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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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다시 돌아간다면 

활동 여부
있음 있음 있음 있음

(기후)정치투표

△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고려하나, 후보자에게 

환경 관련 공약을 요구

하거나 선출 이후 이행 

여부를 감시하지 않음)

X

답변 거부

(단, 후보자의 병역의무, 

범죄 이력, 공약 실현 

가능성을 우선시 봄)

X

경제/화폐투표 △
△ 

(경제적인 이유로 투자)
X X

프로슈머

(에너지 절약/생산)
△ X X

△ 

(보상금 때문에

관심이 생김)



- 96 -

A* B* C* D*

시민단체 

후원/참여/조직

△

(시 셰퍼드와

동물복지 단체 후원)

X
△

(진주환경운동연합 후원)
X

기후교육 참여 X X X X

에너지 정책 관심 없음 관심 없음 답변 거부

현 정권에서 탈원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보

여서 안 좋게 생각함

주:  *  연구 참여자

    ** 심층 면접이 이루어진 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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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와 시사점

제 1 절 연구 결과 논의67)

앞서 제 3 장 연구 방법에서 제시하였듯이 내러티브를 활용한 생애사 연구

는 연구주제 선정, 연구자료 수집, 해석, 글쓰기(최종해석) 단계를 거치게 된다

(Cresswell et al., 2018). 제 4 장 연구 결과에서는 Mandel baum(1973)의 자료 분

석 방법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재구성하고,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나타난 배경과 의미를 제시하였음으로 ‘해석’ 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장은 생애사 연구에서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해석’단계로, 이 연구

에서 정한 연구 질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참여 경험 의미’에서는 하위질문 168), ‘기후 시민성’

에서는 하위질문 2, 369)에 대한 최종해석 결과를 중점으로 서술한다.

1.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참여 경험 의미

모든 연구 참여자는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고등학교 저학년 때 활동을 시

작하여 최소 3년 이상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였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

기는 이전부터 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청소년 단체 회장의 권유, 

교내 공고문, 교내 동아리 활동참여,70) 봉사시간 실적 등으로 다양하지만 당시 

67) 사실상 연구 결과에 대한 ‘글쓰기(최종 해석)’ 단계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인 논문 구성에 따라 

연구 결과 논의라고 명명하였다.
68) 연구 참여자는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참여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며, 활동 이후 어떠한 변화

가 있었는가?

69) ‘연구 참여자는 기후 시민성의 어떤 특성을 담지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연구 참여자의 삶 

전반에 걸쳐 어떤 요인들이 연구 참여자의 기후 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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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도를 1에서 10 사이 숫자로 표현했을 때 모두가 8 이상이라고 답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에 참여했다.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 당시 A, C, D는 활동 이전보다 분리배출을 신경 써서 

하면서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실천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또한 A와 D는 평

소에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C는 활동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과 기회를 가지면서 제품을 구매할 때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고려해서 구매를 결정하기도 했다. B도 비록 자신의 행동 방식이나 생각을 변

화시키기에는 부족한 활동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캠페인이나 체험활동에 참여하

면서 당시에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청소년 환경단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활동 중인 연구 참여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양했는데 A는 자신의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

으며, B는 활동 이후에도 기후·환경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인 이후에 접한 환경단체들은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띠면서 반감을 

느끼기도 했다. C는 대학교 진학으로 인해 사는 지역이 달라지면서 활동하던 

단체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D는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목

격한 문제점들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연령대에 적합한 활동이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실현하

고 있는 단체를 찾지 못하면서 활동 의지에 영향을 받기도 했다. 즉, 아동기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서도 적절한 교육이나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생애주기별71)를 고려한 체계적인 환경교육 개발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된 

70) C는 교내 환경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당시 대부분의 동아리 회원들이 진주환경운동연합 산하의 청

소년 환경단체에 가입되어 있어서 본인도 가입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71) 장미정 외(2020a)에 따르면 생애주기란 “개인이 태어나 성장·발달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련

의 변화과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순서의 진행에 의해 변화하는 단계적 과정”을 의미한다. 

Havighurst(1982)에 따른 발달단계는 유아기(0~6세), 아동기(6~12세), 청소년기(12~18세), 성인전기

(18~30세), 성인중기(30~60세), 성인후기(60세 이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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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청소년 시기에 단체 활동참여 경험은 집단 활동을 통해 민주 시민 자질을 

함양하고, 다양한 자기표현 기회를 통해 개성과 소질을 계발을 돕는다(송수지 

외, 2012). 또한 주로 인지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정규 교과과정 활동과 달리 

능동적이고, 체험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지면서 교과 활동이나 학교 수업만으로 

성취하고,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또래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자아

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Blomfield & Barber, 2011; 

Fredricks & Eccles, 2008).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들여다보면, A는 담당 간사 인솔 

하에 환경 관련 전시회, 세미나, 현장답사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교

환하며 안건을 정하는 사회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외부에서는 환경문

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유별난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있었지만, 청소

년 환경단체에서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했기 때문에 소속

감을 가질 수 있었다. 때로는 감정 표현이 서툰 청소년 시기에 활동이 이루어지

다 보니 토론 과정에서 능숙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여 다른 사

람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진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대인 

관계에 대한 고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

다. D도 회장을 선출하고, 회의 안건을 정하는 과정을 통해 ‘축소된 사회’를 

경험할 수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경험들이 

가지는 의미가 다른 청소년 단체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참여 경험에서만 발견되는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끝으로 B는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만든 로고

와 사진이나 영상물들이 공모전에서 수상하면서 대학 진학에도 많은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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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물론 시기적으로 2008학년도 대입 때 입학사정관제가 처음으로 적용되었

기 때문에 B가 활동을 시작한 2007년에는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스스로도 입시와는 무관한 이유로 청소년 

환경단체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D가 활동했던 시기(2011년 이후)에는 입

시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빈번

하게 발생했다. 이 연구에서는 입시와 관련된 이유로 활동참여를 결정한 연구 

참여자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다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지

만, 향후 스펙이나 입시를 위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영향

이나 효과를 밝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기후 시민성

연구 참여자들이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에 참여한 시기에 주요 활동 주제는 

‘지구 온난화’로 동일했지만 현재 각 연구 참여자별로 형성된 기후 시민성은 

한 개인이 지닌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삶의 배경과 다양한 구조 속에서 각기 

다른 경험과 사건 속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애사 연구 방법

을 채택하여 기후 시민성 형성 여부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 과정과 정도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방법 특성상 질문지를 작성하여 사전

에 연구 참여자에게 전달하였지만, 앞서 <표 4>에 제시한 5가지 기후 행동(정치

투표, 경제·화폐투표, 프로슈머, 시민단체, 기후교육)을 중심으로 비구조화된 

질문이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주된 연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각기 다른 질문이나 추가 질

문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설문조사와 같이 단답형으로 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우선 대선이나 총선 후보자에게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공약을 요구하거나 

관련 문제 해결에 의지를 가진 후보자를 뽑는 ‘정치투표’를 실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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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는 부재했다. 나아가 정치 당선 이후에도 대표자가 기후변화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지 감시하거나 압력(전화, 이메일, 

SNS 등)을 행사하는 경우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A는 동사실에 후원하시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동물복지 문제에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도 동물단체 2곳에 후원하고 있으며, 아쿠아리움에 갇혀있는 돌고래

를 방사하라고 지자체에 요청하기도 하고, 대선 때도 동물복지 관련 공약 내세

운 후보에게 투표한 경험도 있다. D는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하고 있으나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환경 이슈보다 민생현안을 다루고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특정 후보나 당선인에게 기

후나 환경과 관련된 공약을 요구한 적은 없지만, 청소년들이 밤 12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셧다운제 폐지72)를 요

구하기 위하여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요구한 경험이 있다. 한편 B는 여론

조사 결과를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과하게 높게 나오면 권

력을 남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균형을 맞추어 줄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해왔

다. C도 군사학과에 진학하고, 그간 장교로 오랜 시간 복무해오면서 기후·환경

공약보다는 후보자의 병역의무, 범죄 이력 등을 우선시 살펴봤으며, 정치인에게 

기후변화 관련 공약이나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 접촉하는 것은 직업 특성상 정

치적 행동으로 비추어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에너지 소비나 탄소배출을 염두에 두고 고효율 제품이나 ESG 경

영 기업에 투자하는 ‘경제·화폐투표’를 제대로 실천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A는 이미 집에 대형 전자제품들이 갖추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73)이 붙어있는 제품을 구매할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현재 

72) D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11년 11월에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청소년 보호법」 개

정이 이루어졌다. 평소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귀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D는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게임을 할 수가 없었고, 이러한 경험으로 관련 법 폐지 및 개정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7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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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만큼 폐기물 감량·재이용·재활용 여부를 고려

하지는 않지만 동물실험 여부는 고려하고 있다. D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사업’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 구매 시 주어지는 보

상금 때문에 1등급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지만, 환경이나 기후변화 때문은 아

니었다. B는 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 효능, 브랜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의 경우 결정적인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ESG 

경영을 선언한 기업들이 주목받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관련 기업에 투자한 경험

이 있으나 환경이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신념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C도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한항공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에 투자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것에 스스로 

의문을 가지며, 이번 심층 면접 질문을 계기로 관련 기업 투자를 고려해보아야

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정보가 부족하여 경제·화폐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

룰 예정이다.

앞서 <그림 3>과 <표 4>에 제시하였듯이 기후 시민은 에너지 서비스를 이용

할 권리(에너지 기본권)를 가지면서 동시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저탄소·탈탄소 

삶을 향유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4명 모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에너지를 생산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A는 원룸에 거주하고,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으며, B와 C는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가정을 본 적은 있으나 향

후 경제성을 따져보고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D는 다세대 주택

에 거주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미니태양광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

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에 따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 제품은 총 34종(전기냉장

고,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등)으로 주로 대형 전자제품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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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훈 외(2021)도 지적하였듯이 미니태양광이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가

정에서의 설치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방법이나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 부

족으로 인해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외에도 평소 콘센트를 잘 뽑지 

않으며 대중교통보다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모습 등을 미루어볼 때, 스스로 에

너지 절약을 잘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기후 시민은 환경·에너지·기후 관련 시민단체를 후원하거나 

참여하고, 만약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입장을 대변해 줄 단체가 없다면 직접 단

체를 조직해야 한다. 나아가 기후변화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배운 내용을 주도

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기후 교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모

든 연구 참여자가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에 3년 이상 열심히 참여한 경험을 가

지고 있지만 현재 기후·환경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유일하

게 C만 현재까지도 환경단체를 후원하고 있었다. 또한 성인이 된 이후에 기후

변화 관련 교육에 참여하거나, 기후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도 

부재했다.

이상의 심층 면접 결과와 연구 참여자에게 자신의 기후 행동 실천 정도를 

숫자로 질문한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 참여자별 기후 시민성 형성 정도를 아래 

<그림 12>에 나타내었다.74)

74) “현재 본인의 에너지 절약 실천 정도를 1에서 10 사이 숫자로 표현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

나요?”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심층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기후 시민

성 형성 정도를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형성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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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후 시민성 형성 정도

<그림 12>에 나타나 있듯이 연구 참여자들의 기후 시민성이 고루 형성되었

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들에게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참여 경험은 흥미로웠고, 

활동 당시에는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거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이러한 기억 때문에 다시 청소년 시기로 돌아간다고 하

더라도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나아가 향후 자신들이 아이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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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활동에 대해 알려주고 자녀가 원한다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싶다고 답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과거 청소년 환경단체에서는 지구 온난화 캠페

인, 환경정화 활동, 현장답사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

미를 끄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들이 향후 성인이 되어 이전처럼 직접

적인 활동에 나서지 않더라도 기후·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기후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하는 데까지는 관심이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다음 절에

서는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참여 경험이 청소년 시기에 머무르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절 시사점과 연구 한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한반도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

게 발생하고, 사회 여러 분야에 피해와 영향이 증가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

성이 증대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1). 이처럼 기후변화 문제는 현재 세대에

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미래세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의 삶에 보다 심각한 잠재적 

위협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시각에서 국가와 정부가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다하고,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 개

인이 이러한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적 어려움이나 의사결

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다. 따라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환경단체를 조직해서 

보다 큰 목소리를 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들

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 전반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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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시민으로 역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애사 연구 방법을 통해 청소년 환경단체 경험이 있

는 연구 참여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기후 시민성의 어떤 특성을 담지하고 행

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 이후 분리배출을 

하는 습관이 형성되거나, 활동 이전보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후 시민성 특징들을 고루 갖추고 행동하는 기후 시민으로 성장한 

연구 참여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절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기후변화

에 대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동하는 기후 

시민으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교육

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연구 참여자가 공통으로 언급했듯이 청소년 환경단체

에서 활동하면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받지 못했다. 간혹 전시회, 현장학습 등

을 통해서 청소년 환경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에 의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

기도 했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문성이 부족하여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충분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

지 않고,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는 방법이나 친목을 도모하는 경험만 한

다면 다른 청소년 단체와 차별성이 퇴색되고 만다. 또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이전에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 계획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

지에 대해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운대 앞바다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한다면 해양쓰레기나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해양생태계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주식이나 펀드투자를 하

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투표75)나 경제·화폐 투표76)에 대한 교육

75) 후보자에게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공약 요구,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의지를 가진 후보자에게 투

표, 자신이 뽑은 대표자가 기후변화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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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12월 27일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으며, 이후에

도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공직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주장이 이

어지고 있다(데일리안, 2021.08.17.). 또한 2020년에 나타난 주식 열풍 현상의 영

향으로 10대 주식 투자자 수는 274,000명으로 2019년 99,000명 대비 약 3배 가

까이 증가했으며, 보유금액도 3조 6,00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

다(헤럴드경제, 2021.04.06.). 따라서 정치투표와 경제·화폐 투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인이 된 이후에 기후 시민 소양을 담지 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함과 동

시에 현재 청소년들이 기후 시민으로서 역할 하도록 견인할 수 있다. 설령 당장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거나 투자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후 시민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제품을 구매할 때 탄소배출이나 재활용 용이

성을 고려한 가치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자신들을 유별난 사람

이라고 보는 주위 시선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세대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미래

세대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8월 

30일에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정한 「교육기본법」제22조 2항

이 일부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한다.”는 내

용이 포함되었다.

해당 법에서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교육 집중 

시, 선출된 대표자에게 꾸준히 시민 압력 행사

76) 고효율 제품,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구매,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을 염두에 둔 소비, 적절한 환

경·에너지 비용 부담, ESG 경영 기업이나 기후변화 관련 펀드 상품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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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로 여겨지는 아동기, 청소년기에서의 교육이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청소년

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77) 관점에서 전 생애를 대상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발생하

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환경교육이 요구된다(장미정 외, 2020a). 이를 위하여 

생애주기 차원에서 발달 특성과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한 환경교육 프로그

램 개발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교육 대상의 눈높이에 

적합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장미정 외, 2020b).

나아가 정보를 전달하는 지식 중심 교육에서 생활과 연계된 경험 중심 교육

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례로 지난 100여 년간 벌채로 산림이 크게 

훼손된 필리핀에서는 2019년 5월, 「환경을 위한 졸업 유산법(Graduation 

Legacy For the Environment Act)」이 제정되어 모든 학생이 초등학교부터 대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생태보전지역에서 지역별 지형이나 기후에 적합한 

토종식물 10그루를 심고 가꾸어야 한다.78) 다시 말해 대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총 

40그루의 나무를 심도록 법으로 제정하여, 자연을 보전하고 환경교육 효과를 거

두고자 하였다.

또한 공포와 불안감을 조장하는 교육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쓰레

기 발생량과 탄소배출량을 최대한 줄인 친환경 운동회나 축제를 기획해보는 것

과 같은 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기후변화 심각성과 피해만 강조하여 학생들이 ‘생태 불안

(eco-anxiety)’이나 ‘기후 불안(climate anxiety)’79)에 빠져 정신건강에 부정적 

77) Lengrand(1970)에 따르면 “평생교육은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을 통해 

이루는 개인 및 사회의 통합과정”을 의미한다(장미정 외(2020a)에서 재인용).

78) 필리핀 의회 홈페이지(https://www.congress.gov.ph/press/details.php?pressid=11475, 검색일: 2021.09.

23.)

79)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는 2017년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해 만성적인 두려움, 불안감, 스트레스 등을 느끼는 상태를 ‘생태 불안

(eco-anxiety)’, ‘기후 불안(climate anxiety)’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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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고, 흥미를 유발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환

경교육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는 교사이고, 학생들은 이들이 제

공하는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환경에 대한 인

식은 매우 중요하다(이진헌 외, 2005). 선행연구(정미라·나춘기, 2020; 맹희주 

외, 2009)에서도 환경교육 직무연수80) 경험은 환경친화적 교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연수 시 환경교육 개설을 의무화하고, 전

문성을 갖춘 강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많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제공

되어 환경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환경단체 운영방식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이루

어져야 한다. 모든 연구 참여자는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다. 물론 경제적·시간적 여건, 지역 

이동,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청소년 환경단

체에서 활동하면서 목격한 환경단체의 문제들로 인해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

었다. 심층 면접에서 나타난 문제들로는 ‘충분한 설명이나 교육 없이 단체 입

장을 결정하고, 회원들을 동원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나 현실적인 대안 없이 한쪽 측면만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 ‘단체 내 파벌 

다툼이나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인해 활동가나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이

다.

이러한 결과는 단체에 따라 혹은 같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시기와 지역에 따

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2000년 초반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던 신규 환경단체 설립이나 회원 수, 

후원금 등의 자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감소해왔으며, 동시에 환경운

80) 「교육공무원법」제38조(연수와 교재비)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하며, 교사는 승진 평정과 연수 학점제 반영을 위해 동법 제39조

(연수기관의 설치)에 따라 인가받은 연수기관을 통해 직무연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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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활동 방식과 조직구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왔다(구도완·홍덕

화, 2013). 환경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약화, 자발적인 참여 감소, 불신 등

으로 인해‘시민 없는 시민운동’이 이루어진다면 환경단체는 일부 민의를 과

잉 대표하는 단체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단체는 대표성 문제를 극복하

고, 기후위기 시대를 직면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자

성 목소리와 외부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운영방식을 개선해

야 한다.

넷째,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계기는 다양하기 때문

에 처음부터 환경단체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인식과 행동 변

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 시민의 관점에

서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숙고하는 과정을 겪도록 하

기 위해서 토론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는 자신들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대화하고 설

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분

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독일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서술하였

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윤순진·정연미(2013)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

닌 문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식 수

업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워서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쓰레기를 줍거나 체험활동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

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면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후 시민으로 성장하

는데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모든 연구 참여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

는 청소년들이 모여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특정 주제(대기, 수질, 폐기물 등)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진 전국모임을 꼽았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 확산세가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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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게 나타난 이후로 현재는 환경운동연합 산하 청소년 환경단체 활동은 대부

분 중단된 상태이지만, 향후 활동이 재개된다면 지역 활동을 넘어 전국모임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른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기후·환경문제에 대해 토의

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021년 11월 COP26에서 채택된 글래

스고 기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는 청(소)년 정상회의를 연례적으로 열기로 합

의했다. 따라서 전국모임을 통해 각 지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세계

적인 행사에서 한국 입장을 대변하는 청소년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발전된 문제의식과 효능감은 기후 시민성 형성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 연구에서 사용된 

기후 시민성 개념이 성인이 된 이후의 기후·환경 인식을 파악하는 데 절대적

일 수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점이다. 앞서 제 2 장에서 제시하였듯이, 18세기 이

후 발전된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과 같은 전통적인 시민성 개념들이 문명 발달

이 이루어짐에 따라 환경 시민성, 생태 시민성, 에너지 시민성까지 확장되었다. 

이후 윤순진(2020)은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기후위

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후 시민성 개념을 제안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중심으로 분

석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학자의 관점에 따라 추구하는 시민성이 다양하며, 같

은 용어로 사용되는 시민성도 담론이 형성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기후 시민성 정의와 특징, 기후 

시민 행동은 절대적인 분석틀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환경단체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

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꾸준히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 사회 제

도와 정책에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동하는 기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현재 활동 중인 청소년 환경단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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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약 10년 전에 활동했으며, 환경

운동연합 산하에 있는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 기

후행동’과 같이 특정 시민단체에 속하지 않고, 청소년들끼리 새로운 환경단체

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현재 활동 

중인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공간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변수들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기후 시민성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로 정리한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생애사 연구 방법

을 채택하였다. 이들은 모두 청소년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는 유사점

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적 특성, 사회적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 다차

원적인 공간에서 삶의 맥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특수한 사례 축적을 통해 학술적인 일

반화에 기여하고, 다른 연구에서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연령, 계층, 지역, 단체 등을 반영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책임과 윤리 의식을 

인식하여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기후 시민을 양성하는 데 유의미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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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Youth Environmental

Organization Experience on the

Formation of Climate Citizenship

- Based on Life History Re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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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what role youth environmental

organizations should play to grow into 'climate citizens' who consistently

maintain awareness of climate change and act to bring about changes in social

systems and policies even after they become adults. To this end, four adul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of youth environment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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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he oldest among

youth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n Korea, were selected as subjects for the

study. This study participant started their activities in the lower grades of high

school and had active experience in youth environmental organizations for at

least three years.

Meanwhile, to solve the climate change problem, 'climate citizenship,' a

concept closest to understanding people who act actively, was used as an

analysis framework. Climate citizenship stems from different experiences and

events in various structures and personal, family, and social backgrounds of an

individual, so it adopted a life history research method using narrative, a form

that summarizes individual experiences into stories. This looked at what

characteristics of climate citizenship the current study participants are acting

with and what factors influenced the formation of climate citizenship throughout

life. In addition, based on the in-depth interview results, an analysis was

attempted on how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youth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n social, cultural, historical background, and structural

relationships was reflected in individual live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activities related to global warming were

mainly carried out during the study participants' activities, and activities such

as environmental cleanup activities, field trips, and anti-nuclear movement were

also carried out. After starting their activities, they became more concerned

about separate trash than before or had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environmental problems that they had never thought of. Furthermore, unlike

regular curriculum and school classes, where cognitive approaches are mainly

made, active and hands-on activities were carried out, forming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participating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as an adult, no

research participants have been found to practice climate behavior (political

voting, economic voting, prosumer, civic organization, climate education). Even

some participants did not sympathize with the climate change issue or decided

not to participate in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fter becoming adults due to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they felt while participating.

Taking the above results together, youth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n

which participants participated in activities in the past have succeed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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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acting youth attention and interest but have not played a role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m to grow into climate citizens after they become adults.

Therefore, in this study, improvements were proposed to ensure that the

influence of youth environmental organization participation experience does not

remain in adolescence but can affect even after adulthood.

First of all, as all participants commonly mentioned, they did not receive

proper environmental education while participating. Therefore, systematic and

profess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members of youth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n addition, education on the fundamental meaning

and impact of the activity must precede the activity on a specific topic.

Second, sinc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ppears to all generations

throughout society, public environmental education across the country should be

provided. Moreover, education suitable for the level of adulthood as well as

childhood and adolescence should be continuously provided through systematic

environmental education development considering the life cycle. Furthermore, a

shift from knowledge-oriented education that delivers information to

experience-oriented education linked to life should be made, and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in a way that can show interest and imagination

rather than causing 'eco-anxiety' or 'climate anxiety' as an educational method

that emphasizes seriousness or damage.

Third, it was found that they did not participate after becoming an adult

due to problems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radical tone and

manner of expressing opinions,' 'frequent replacement of a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activities due to factional strife within the organization,' and

'mobilizing members in the position determined by the organiz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member.' Even for the same organization, this phenomenon is

limited to be applied consistently because it is operat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time and region.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internal self-examination voices and external criticisms regarding the

operation method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improve the operation

method.

Finally, since there are various reasons to decide to start youth

environmental organization activities, several cases have been found that do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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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cide with the environmental group's position from the beginning. Therefore,

activities that can lead to fundamental perceptions and behavioral changes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issues should be carried out.

However, the concept of climate citizenship used in this study has

inherent limitations that it cannot be absolute in grasping climate and

environmental perceptions after adulthood. In addition,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active about ten years ago and were active in youth organizations under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in each region. Therefore,

there is a limitation due to temporal and spatial differences in applying the

research results to the currently active youth environmental organization

members. Finally,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process of forming climate

citizenship, a life history research method using narratives that summarize

individual experiences of research participants into stories was adopted.

Therefore, although there is something in common that they have experience in

youth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earch

results because the context of life was formed in a multidimensional space

according to temporal characteristics, social interaction, and physical

environment. Nevertheless,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tributed to theoretical

generalization and minimized areas that may be overlooked in other studies

through such accumulation of particular cas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ollow-up studies reflecting various

ages, classes, region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conducted. In addition,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meaningful basic data for

fostering climate citizens who fulfill their given obligations by recognizing

responsibility and ethics based on awareness of the climate crisis.

keywords : Youth Environmental Organization, Environmental Movement,

Climate Change, Climate Citizenship, Life History Research,

Environment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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