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등 전 지구적 환경 문제가 

확대되면서 인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러한 위기의 원인이 현세대, 일부의 문제라는 기존의 인

식에서 나아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미래 세대의 문

제라는 인식으로 확대되면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이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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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지역사회(마을)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그 결과가 학습자의 세계시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 마을, 공정 여행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연계 교과별

교육과정과 ESD 핵심 주제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5주제 10차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실험반을 대상으로 본 수업을 진행하였고, 개발된 프로그램이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인간의 보편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세계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 세계

지향적인 태도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주요어 :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사회, 마을, 세계시민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apply th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programs based on communities (towns), an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results on learners’ global citizenship.
After selecting the theme called ‘Our town, Fair Travel Project’ and investigating the relevance between the 
curriculum by related class subject and the core themes of ESD, ESD programs of the 10th-lesson education
program by 5-theme were developed by reconstructing the curriculum. In order to verify these programs, the
main lessons were conducted on the experiment class, and the influence of the developed programs on global
citizenship was analyzed. As a result, it showed significant results in a human universal value, respect for the
value of diversity, attention and interest in world problems, a consciousness of participation in the solution of
world problems, and a world-oriented attitude.
Key Words :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Community, Town, Global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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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는 지속가

능발전을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잃지 않

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

였다(이두현, 2015 재인용).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전

략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의제21(Agenda 

21)1)의 핵심이념이 되었다(박자행, 2018). 지속가능발전

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은 2012년 UN 지속가능발전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해 그 실천 목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결의문을 통해 

기존 발표된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2)의 후속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

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선정되었다. 기

후변화, 환경 지속성, 불평등, 정의, 인권, 성 평등, 평화 

등을 모두 아우르는 17개의 목표가 세워지고, 국제 사회

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이끌어 내었다.

일찍이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교육

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

opment, ESD)’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네스

코(2005)에서는 ‘모든 사람이 수준이 높은 교육의 혜택

을 받을 수 있고, 이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

을 위해 필요한 가치와 행동, 그리고 삶의 방식을 학습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그 정의를 구체화하

였다(최돈형, 2005; 김영희, 2008; 이두현, 2015). 즉 경제 

개발과 사회적 요구가 환경 문제와 분리되지 않으며, 생

산과 소비의 균형,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으로서 지속

가능발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최지연 등, 2017).

2005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3)이 추

진되었고(송지혜, 2014),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

속 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지속가능발전교

육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교육의 목적은 “교

육적 노력을 통해 환경 보전, 경제적 발전, 그리고 현세대

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사회로 구현되는 지속 가

능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행동 변화가 점점 늘어가는 

것”이며, 그 내용 영역은 사회, 경제, 환경, 문화의 총 4가

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UNESCO, 2012a; 이두현, 2015).

우리 교육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7차 교육과정부터 지

속가능발전교육 관련 내용이 소개되었고, 2007 개정 교

육과정에서 더욱 확대되었다.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범교과 학습에서 지속가능발전

이 주제로 선정되었다(최지연 등, 2017). 또한 각각의 교

과가 지속가능발전과 연관된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교과 내용이 증대되면서 정규교육과정과 지속가능발전

교육과의 관련성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권영락 등, 

2016).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이를 위한 핵심 소양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길러주는 교육(교육부, 2016 재인용)’이라는 

교육 목적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많

은 부분에서 일치한다(강민정 등, 2018).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정립되고 이러한 목표들이 교육에 반영되었으

며 관련 연구도 진행되었다. 연구 초기, 지속가능발전교

육의 개념이나 필요성, 그 인식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반면(허양원·문윤섭, 2010; 김영순 등, 

2015; 황세영, 2018 재인용), 최근에는 관련 수업 모델을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2013년 한국과

학창의재단 산하 ESD 프로그램 개발·적용사업단의 출

범이 그 확대의 계기가 되었다. ESD 프로그램 개발·적

용사업단을 중심으로 한국형 핵심 내용이 개발되었고, 

ESD 지원단과 ESD 실천교육연구회를 육성하여 다양한 

수업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교육 현장에 보급되었다(이

두현, 2015).

아울러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인권 존중, 미래 세대 존

중, 생태적 다양성 존중, 문화적 다양성 존중, 평화와 관

용의 자세 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세계시민의식(김선

미·남경희, 2003; 신혜영, 2006; 지은림·선광식, 2007; 

장주혜, 2008; 채보미, 2015)과 21세기 국제 사회가 당면

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이해력, 

기능, 그리고 가치관을 가르쳐야 한다는 세계시민교육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2014; 황세영, 2018)

의 목표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그 

교육적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유네

스코(UNESCO)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한 ‘인천 선언’에

서는 “교육 2030: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괄적인 양질

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보장한다”는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선언문에는 포괄 목표와 7개의 세부 목

표 및 범지구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교

육(ESD)과 함께 세계시민교육(GCED)의 역할을 명시하

였다(2015 세계교육포럼 홈페이지; 김영순 등, 2016). 이

는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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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교육의 연관성과 연계성을 설명하였다는 점에

서 그 의미가 크다. 이후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

서 각국 정상들이 이를 채택하면서 드디어 ‘세계시민교

육’, 또는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UNESCO의 

국제 교육 의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김광호, 2016 재인

용). 이를 계기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과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초등 사회

과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이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채보미(2015)의 연구를 시작으로 

김광호(2016), 김영순 등(2016), 신형식(2016), 오세경 등

(2016), 김근영(2018), 황세영(2018), 장연자(2019) 등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또는 세계시민의

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의 관련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다채로운 수업 모델을 필요

로 하고 있지만 그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장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그 가능성을 분석해보는 심

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개발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수업 모델을 활용하여 현장 교육에 적용해 보고, 이에 

대한 학습 결과가 학습자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미치

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인권, 경제, 

환경, 평등 등의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작은 

지구촌인 지역사회,4) 즉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업 방법은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도가 높고, 스스로 문

제를 발견하며,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

는 프로젝트 수업을 적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마

을, 공정 여행 프로젝트’라는 수업 주제는 선정하였고, 

이를 현장 수업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 적용

성이 높은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 프로그램 발굴을 목

적으로 하였다.

II. 연구 설계

1. 연구 절차 및 대상

본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해 

2016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5개월 간 협의회를 실

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교사연구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교

사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기존 연구자 외에 외부 연구

자를 두어 개발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원시 소재 Y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연

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전검사 후 동질집단 네 반, 

100명을 최종 연구 대상5)으로 선정하여 본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습활동을 전개하였다.

2. 검사 도구 및 분석

1) 검사 도구 및 연구 검증

작은 지구촌으로서 지역사회, 즉 마을 기반으로 개발

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이 세계시민의식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혜영(2006), 지은

림·선광식(2007), 장주혜(2008)의 선행 연구 자료를 활

용하였고, 본 연구 취지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였다. 

설문 문항의 타당도는 현장 교사 5명, 외부 전문가 5명

(석사 3명, 박사 1명, 교수 1명)6)의 검증을 받았다. 본 

검사지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표 1).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각 구성요소별로 설명 문항

에 대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인간의 보편 가치, 다양

성에 대한 가치 존중, 세계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세

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 세계지향적인 태도의 사

표 1.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소별 신뢰도 계수

구분 Cronbach‘s 

인간의 보편 가치 .704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781

세계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662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 .590

세계 지향적인 태도 .678

표 2.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소의 사전･사후 신뢰도 계수

구분
Cronbach‘s 

사전 사후

인간의 보편 가치 .827 .808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891 .759

세계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650 .795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 .604 .773

세계 지향적인 태도 .563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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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후 신뢰도 계수는 대부분 .6 이상으로 보였다. 이

를 통해 세계 시민의식 구성요소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표 2).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실험반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 설계

를 적용하였다. 2016년 4월 1주부터 2016년 7월 1주까지 

모두 10차시의 수업을 적용하였고 수업 전후 결과를 분

석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적용 전 사전검

사와 본 프로그램 적용 후의 인식을 유의수준 5%로 설정

하여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사전검사는 프로

그램 적용 전인 2016년 4월 8일 5교시에 실시하고, 사후

검사는 프로그램 적용 후인 2016년 7월 1일 5교시에 20

분간 실시하였다.

III.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1. 프로그램 개발 절차

1) 개발 과정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여러 교과

를 통합 및 융합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의 재구성은 필수

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교과

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이

두현, 2015). 따라서 여러 교과의 교사들이 모여 교과서

를 분석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습 주제를 선정하였으

며, 연구 계획서를 작성 후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다. 학

습 목표에 따른 수업 모형을 선정한 후 이를 재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1).

2) 프로젝트 주제 선정

지역 사회, 즉 마을7)은 ESD 핵심 내용인 네 가지 관점

인 사회·환경·경제·문화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주제이

다(이두현, 2015). 다채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은 지구촌’으로도 불

린다.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하기에 상황을 제시하기에 

효과적이며, 학습자는 호기심과 관심도를 쉽게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및 개선 방안

에 대한 심도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마

을)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고, 2014년 한국과학창의재

단의 ESD 실천교육연구회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해 왔다. ‘생마늘 프로젝트(우리 마을, 생태 

마을을 만들며 느리게 살기)’라는 핵심 주제를 통해, 

교과서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습 주제 선정

⇩

전문가 검증 1차 ⇒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계획 작성 ⇐ 연구 도구 및 연구 대상 선정

⇩

선정된 학습 주제에 대한 학습 목표 개발 ⇐ 사전검사

⇩

교재 연구를 통한 수업모형 선정

⇩

전문가 검증 2차 ⇒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 한국과학창의재단 검증

⇩

현장 교사 검증 ⇒ 수업 진행 및 현장 검증 ⇐ 사후검사

⇩

결과 분석 및 논의 ⇒ 결과 제출

그림 1.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

* 이두현, 2015:43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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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생마늘 프로젝트 Ⅰ(벽화마을, 마을 잡지), 2015

년 생마늘 프로젝트 Ⅱ(우리 마을을 구해줘!)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낡고 허름한 낙후된 공간을 새롭게 재생

하고 마을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담았다. 이

어서 본 프로그램은 생마을 프로젝트 Ⅲ(우리 마을, 공

정 여행 프로젝트)라는 세부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살고 

있는 마을의 공정 여행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는 활동을 

담고자 하였다.

3) 교육과정 분석 및 ESD 핵심 주제 연관성 파악

‘우리 마을, 공정 여행 프로젝트’라는 주제에 따른 스

토리라인을 그린 후 교과목별로 수업 내용을 추출하였

다.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추출된 교과목은 한국

지리와 세계지리, 사회문화, 사회, 수학, 미술창작, 화법

과 작문 등이다(그림 2). 단원별 교육내용을 분석한 후 

우리 마을의 일반적인 특징과 문화를 조사해보는 1~2차

시, 전 세계 및 우리나라 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정 

여행 프로그램의 사례를 탐구하고, 마을 공정 여행 요소

를 찾아보는 3~4차시, 공정 여행 코스를 정하고 루트를 

만들어보는 5~6차시, 공정 여행 코스를 지도로 디자인해

보는 7~8차시, 코스를 직접 여행해보며 홍보 UCC를 만

들어보는 9~10차시로 스토리라인을 최종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공정 여행 프로그램을 찾아 비교 분석해보며 공정 여행

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진행

해 볼 수 있는 공정 여행 프로그램을 코스를 개발하여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탐색해 보게 된다. 단순히 마을 

공정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

로 마을에 적용해 봄으로써 실천 가능성을 평가 및 분석

해 보게 된다. 작은 지구촌, 우리 마을의 문제 상황을 

우리 마을, 공정 여행 프로젝트

�

↓

중심교과: 고등학교 ｢한국지리｣

Ⅵ. 지역조사와 지리정보처리

2. 지리정보와 지역조사

Ⅷ.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4.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우리 마을의

공정 여행 요소 파악 

및 코스 만들기 

고등학교 ｢사회문화｣

Ⅲ. 문화와 사회, 

5. 문화변동, 문화의 세계화  

우리 마을의 특징과 문화 파악하기

고등학교 ｢사회｣

Ⅰ. 사회를 바라보는 창

2. 세상 이해

우리 마을의 정보과 특징 

파악 및 탐색하기

고등학교 ｢세계지리｣

Ⅲ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의 다양성

4. 세계의 축제 문화

Ⅴ. 경제활동의 세계화

3. 정보 통신의 발달과 서비스  

공정 여행을 실천하는 도시를 보고 

사례를 파악하기 

→ ←

고등학교 ｢수학｣

Ⅲ. 도형의 방정식

1. 평면좌표

공정 여행 루트 좌표 

그려 표현하기

고등학교 ｢국어: 화법과 작문｣

Ⅳ.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

3. 자기표현의 전략과 태도

공정 여행 거리를 소개하고 

UCC 영상 만들기

↗ ↖ 고등학교 「예술-미술창작」

II. 입체 조형

3. 입체 조형의 표현 

환경 디자인 활동을 통해 

마을 공정 여행 지도 만들기 

↑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I. 진로의 탐색

5. 다양한 직업인의 역할 모델 탐색

마을 전문가, 여행 전문가, 작가, 

예술가 등 다양한 진로의 탐색

그림 2. 수업 내용 추출 구조도

* 이두현, 2015:45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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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게 되고, 해결책과 대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아이

디어를 내며, 이를 작품으로 표현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술적 감성도 함께 키워나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관련 교육과정 분석 후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핵심 주제와의 상호 연관성을 탐구하였다. 본 프로그

램은 사회적 관점에서는 거버넌스와 시민참여가, 환경

적 관점에서는 지속가능한 촌락과 도시, 에너지가 핵심 

주제에 해당하였다. 경제적 관심에서는 부의 공평한 분

배와 공유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그리고 빈부 격차 

완화가, 문화적 관점에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 도시

가 ESD 핵심 주제에 해당하였다.

2. 개발 프로그램과 현장 적용

1) 개발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시한 양식을 

활용하여 프로그램명, 수업 모형, 수업 과정을 담았다. 

5개의 세부 프로그램은 각각 2차시씩 총 10차시 수업을 

개발하였다. 차시별로 교수학습과정안, 평가계획과 평

가지, 활동지, 교사용 자료 등으로 구성하였다. 개발 프

로그램의 수업 전개도는 다음과 같다.

2) 현장 적용

본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2016년 4월부터 2016년 7월

까지 모두 5개 주제, 10차시의 과정을 현장 학생들을 대

상으로 적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응표본 T검정

프로그램 적용 전후 차이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정

(paired t-test)을 진행하였다. 그 분석 결과 학습자들의 인

식이 사전에 비해 사후에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시기별 

학생들의 인식의 차이는 인간의 보편 가치 t=-18.309/ 

표 3. 교육과정 분석과 ESD 핵심 주제 연관성 파악

세부과목 대단원 중단원 ESD 핵심 주제

한국지리
Ⅵ. 지역조사와 지리정보처리

Ⅷ.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2. 지리정보와 지역조사

3.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 사회적 관점: 거버넌스·시민참여

∙ 환경적 관점: 에너지, 지속가능한 촌락·도시

∙ 문화적 관점: 문화적 다양성, 창의도시

세계지리

Ⅲ.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의 

다양성

Ⅴ. 경제활동의 세계화 

4. 세계의 축제 문화

3. 정보 통신의 발달과 서비스

∙ 사회적 관점: 거버넌스·시민참여

∙ 환경적 관점: 에너지, 지속가능한 촌락·도시

∙ 문화적 관점: 문화적 다양성, 창의도시

사회문화 Ⅲ. 문화와 사회 5. 문화변동, 문화의 세계화

∙ 사회적 관점: 거버넌스·시민참여

∙ 환경적 관점: 지속가능한 촌락·도시

∙ 경제적 관점: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빈부격차 완화, 

부의 공평한 분배 및 공유

∙ 문화적 관점: 문화적 다양성

사회 Ⅰ. 사회를 바라보는 창 2. 세상 이해

∙ 사회적 관점: 거버넌스·시민참여

∙ 환경적 관점: 지속가능한 촌락·도시

∙ 경제적 관점: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빈부격차 완화, 

부의 공평한 분배 및 공유

∙ 문화적 관점: 문화적 다양성

수학 Ⅲ. 도형의 방정식 1. 평면좌표
∙ 사회적 관점: 거버넌스·시민참여

∙ 환경적 관점: 지속가능한 촌락·도시

미술창작 1. 매체와 표현 2) 입체 표현

∙ 사회적 관점: 거버넌스·시민참여

∙ 환경적 관점: 지속가능한 촌락·도시

∙ 문화적 관점: 문화적 다양성, 창의도시

화법과 작문
4.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 

3)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활동

∙ 사회적 관점: 거버넌스·시민참여

∙ 환경적 관점: 지속가능한 촌락·도시

∙ 경제적 관점: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빈부격차 완화

∙ 문화적 관점: 문화적 다양성, 창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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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t=-15.341/p=.000, 세

계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t=-17.490/p=.000, 세계 문

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 t=-15.700/p=.000, 세계 지향적

인 태도 t=-21.577/p=.000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수업 전개도

프로그램 수업 모형 수업 과정

1. 우리 마을을 

소개합니다.

1단계: 문제파악

2단계: 아이디어 생성 

및 선택

3단계: 아이디어 평가

1. 우리 마을 알아가기

- 우리 마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 우리 마을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정보 찾기

2. 우리 마을과 친해지기

- 인포그래픽의 특징 알아보기

- 인포그래픽을 이용해 우리 마을 표현하기

3. 우리 마을 소개하기

- 정리하고 발표하기

- 모둠별 프로그램 상호평가하기

2. 우리 마을 공정 여행 

거리 찾기

1. 공정 여행의 의미와 사례 파악하기

- 공정 여행의 의미와 특징 알아보기

- 국내외 공정 여행의 사례 파악하기

2. 공정 여행 ‘거리’ 탐색하기

- 우리 마을, 주요 여행지 찾아보기

- 우리 마을, 공정 여행 ‘거리’ 탐색하기

3. 공정 여행 ‘거리’ 정리하고 발표하기

-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정리하고 발표하기

- 모둠별 프로그램 상호평가하기

3. 우리 마을 공정 여행 

개발하기

1. 여행 프로그램(코스)의 사례 파악하기

- 일반 여행 프로그램(코스)와 공정 여행 프로그램의 차이를 비교하기

2. 공정 여행 프로그램의 테마 정하기

- 우리 모둠만의 공정 여행 프로그램의 주제와 목적 정하기

- 공정 여행 프로그램의 구성 정하기

3. 우리 마을 공정 여행 프로그램 개발하기

- 시간대별로 ‘거리’ 나열하기

-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4. 우리 마을 공정 여행 

지도 디자인

1. 우리 마을 공정 여행 지도 디자인 공모전에 도전하기

- 마을 지도의 필요성과 효과 알아보기

- 다양한 마을 지도 디자인의 사례 살펴보기

2. 마을 지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작품 제작하기

- 마을 지도 아이디어 구상하기 -마인드맵 그리기

- 마을 지도 유형 정하고 디자인 구상하기

- 마을 지도 디자인 작품 제작하기

3. 마을 지도 평가하기

- 우리 마을 공정 여행 지도 발표하기

- 모둠별 프로그래머 상호 평가하기

5. 우리 마을 공정 여행 

UCC8)

1. 우리 마을 공정 여행 프로젝트 자료로 UCC 계획하기

- 우리 마을에서 찾아본 공정 여행 자료 분석하기

- 공정 여행을 표현하기 위한 주제 정하기

- 시나리오 작성 및 역할 분담하기

2. ‘우리 마을 공정 여행기 UCC’ 제작하기

- 공정 여행 ‘거리’, ‘인물’, ‘뉴스’ 찾아 촬영하기 

- UCC 완성하기, SNS, 유튜브 등에 탑재하여 공유하기

3. 세상을 바꾸는 공정 여행 UCC 상영회하기

- 모둠별 제작 UCC 발표하기

- 모둠별 프로그램 상호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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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 활동 내용 및 활동사진

차시 주제 활동사진 및  활동 내용

1~2
우리 마을을 소개

합니다. 

모둠별 마을 조사 활동 모둠 활동지 작성

3~4
우리 마을, 공정 

여행 거리 찾기

모둠별 공정 여행 사례 찾기 우리 마을 공정 여행 거리 찾기

5~6

우리 마을, 공정 

여행 프로그램 개

발하기

우리 마을 공정 코스 찾아보기 우리 마을 공정 여행 코스 정리하기

7~8
우리 마을, 공정 

여행 지도 디자인

마을 공정 여행 코스 디자인하기 마을 공정 여행 코스 디자인 완성하기 

9~10
우리 마을, 공정 

여행 UCC

공정 여행 영상 자료 제작하기 공정 여행 홍보 영상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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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복별 비교 분석

1) 인간의 보편 가치

인간의 보편 가치에 대한 프로그램 적용 전후 차이 검

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진행하였다. 

그 분석 결과, 프로그램 적용 전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간 존중의 평균점수는 사전 2.35에서 사후 

3.68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t=-11.879, p＜.001). 정의 영역 평균점수는 사전 2.66

에서 사후 3.94로 증가하였고(t=-12.084, p＜.001), 협력 

영역의 평균점수는 사전 2.23에서 사후 3.83으로(t=-14.182, 

p＜.001), 평등 영역의 평균점수는 사전 2.02에서 사후 

3.80으로(t=-17.437, p＜.001), 인권 영역의 평균점수는 

사전 2.24에서 사후 3.92(t=-14.242, p＜.001)로 모든 영

역에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2)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에 대한 프로그램 적용 전후 

차이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진행

하였다. 그 분석 결과, 프로그램 적용 전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 영

역 평균점수는 사전 2.54에서 사후 3.76으로 증가하였고

(t=-11.513 p＜.001), 문화상대주의적 의식 성향 영역의 

평균점수는 사전 2.48에서 사후 3.83으로(t=-11.486, 

p＜.001),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 영역의 평균점수

는 사전 2.70에서 사후 3.61로(t=-7.489, p＜.001), 타문

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영역은 사전 2.57에서 사후 4.04 

(t=-12.235, p＜.001), 반 편견 의식 영역의 평균점수 사전 

2.18에서 사후 3.70(t=-14.762, p＜.001)으로 모든 영역에

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3) 세계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세계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에 대한 프로그램 적용 

전후 차이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진행하였다. 그 분석 결과, 프로그램 적용 전후에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환경 문제의 평균점수는 사전 

표 6.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대응표본 T검정

구분 평균 N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측)

사전 인간의 보편 가치 합계 11.5 100 2.53
-18.309*** .000

사후 인간의 보편 가치 합계 19.1 100 3.18

사전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합계 12.5 100 3.28
-15.341*** .000

사후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합계 19.0 100 3.14

사전 세계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합계 11.3 100 2.41
-17.490*** .000

사후 세계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합계 18.5 100 3.35

사전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 합계 13.2 100 1.84
-15.700*** .000

사후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 합계 18.9 100 2.92

사전 세계 지향적인 태도 11.7 100 1.71
-21.577*** .000

사후 세계 지향적인 태도 19.0 100 3.09

* p＜.05, ** p＜.01, *** p＜.001.

표 7. 인간의 보편 가치 대응표본 T검정

항목 N
사전 사후

t
M(SD) M(SD)

인간의 보편 가치 합계 100 11.5(2.53) 19.1(3.18) -18.309***

하위

영역

인간존중 100 2.35(.59) 3.68(.85) -11.879***

정의 100 2.66(.59) 3.94(.78) -12.084***

협력 100 2.23(.68) 3.83(.85) -14.182***

평등 100 2.02(.58) 3.80(.85) -17.437***

인권 100 2.24(.82) 3.92(.88) -14.242***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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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에서 사후 3.67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9.266, p＜.001). 에너지 문제 영역 

평균점수는 사전 2.32에서 사후 3.81로 증가하였고(t= 

-13.368, p＜.001), 테러와 전쟁 영역 평균점수는 사전 

2.15에서 사후 3.69로(t=-14.056, p＜.001), 평화 정착 영

역의 평균점수는 사전 2.33에서 사후 3.72로(t=-13.199, 

p＜.001), 기아 문제 영역의 평균점수는 사전 1.84에서 

사후 3.63(t=-14.054, p＜.001)으로 모든 영역에서 증가

하여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4)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과 관련하여 프로그

램 적용 전후 차이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진행하였다. 그 분석 결과, 프로그램 적용 전후

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환경의식과 참여 영역 평

균점수는 사전 2.46에서 사후 3.70으로 증가하였고(t=-10.273, 

p＜.001), 평등과 정의, 사랑 영역 평균점수는 사전 2.74

에서 사후 3.71로(t=-10.474, p＜.001), 아동, 여성, 노동

자의 권리 보호 영역의 평균점수는 사전 2.58에서 사후 

3.80으로(t=-12.190, p＜.001),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소 영역은 사전 2.88에서 사후 3.94(t=-11.818, p＜.001), 

문제 해결의 의지 영역의 평균점수는 사전 2.49에서 사

후 3.70(t=-11.661, p＜.001)으로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

여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표 8.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대응표본 T검정

항목 N
사전 사후

t
M(SD) M(SD)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100 12.47(3.28) 18.94(3.14) -15.341***

하위

영역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 100 2.54( .72) 3.76( .85) -11.513***

문화상대주의적 의식 성향 100 2.48( .85) 3.83( .91) -11.486***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 100 2.70( .89) 3.61( .94)  -7.489***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100 2.57( .80) 4.04( .88) -12.235***

반 편견의식 100 2.18( .66) 3.70( .81) -14.762***

* p＜.05, ** p＜.01, *** p＜.001.

표 9. 세계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대응표본 T검정

항목 N
사전 사후

t
M(SD) M(SD)

세계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100 11.29(2.41) 18.52(3.35) -17.490***

하위

영역

환경 문제 100 2.65( .63) 3.67( .94) -9.266***

에너지 문제 100 2.32( .86) 3.81( .87) -13.368***

테러와 전쟁 100 2.15( .73) 3.69( .91) -14.056***

평화 정착 100 2.33( .70) 3.72( .91) -13.199***

기아 문제 100 1.84( .80) 3.63( .88) -14.054***

* p＜.05, ** p＜.01, *** p＜.001.

표 10.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 대응표본 T검정

항목 N
사전 사후

t
M(SD) M(SD)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 100 13.15(1.84) 18.85(2.92) -15.700***

하위

영역

환경의식과 참여 100 2.46( .74) 3.70( .85) -10.273***

평등과 정의, 사랑 100 2.74( .44) 3.71( .76) -10.474***

아동,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호 100 2.58( .64) 3.80( .79) -12.190***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소 100 2.88( .33) 3.94( .84) -11.818***

문제 해결의 의지 100 2.49( .70) 3.70( .80) -11.66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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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 지향적인 태도

세계 지향적인 태도에 대한 프로그램 적용 전후 차이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진행하였

다. 그 분석 결과, 프로그램 적용 전후에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상호 협력 영역 평균점수는 사전 2.09에서 

사후 3.88로 증가하였고(t=-16.936, p＜.001), 상호의존 

영역 평균점수는 사전 2.31에서 사후 3.73으로(t=-13.098, 

p＜.001), 세계문화유산의 존중 영역의 평균점수는 사전 

2.39에서 사후 3.85로(t=-14.325, p＜.001),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 영역은 사전 2.43에서 사후 3.81(t=-13.901, 

p＜.001), 세계시민의 역할 영역의 평균점수는 사전 

2.44에서 사후 3.74(t=-14.372, p＜.001)로 모든 영역에

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마을)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발

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여 현장 적용

성이 높은 수업 모델을 발굴하였다. 이에 대한 학습결과

가 학습자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어떠한 미치는지 심

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 환경, 

경제, 문화의 4가지 핵심 주제를 모두 연계한 수업 모델

로 활용할 수 있다. 거번너스와 시민참여의 사회적 관점, 

지속가능한 촌락·도시와 에너지의 환경적 관점, 부의 

공평한 분배와 공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경제적 

관점, 창의 도시 및 문화적 다양성의 문화적 관점을 적용

한 모델로 현장 교육에서 교과별 연계 수업으로 활용 가

치가 크다.

둘째,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실험반을 대상으로 본 

수업을 진행하였고, 개발된 프로그램이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전-사후 검사 결과 인간의 

보편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세계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식, 세계  지

향적인 태도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학습자들이 살고 있는 거주 공간, 즉 지역사회

(마을)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현장 교육에 적

용하여 그 가능성을 검증한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치가 

크다. 상황 제시에서 보다 쉽게 학습자의 호기심과 흥미

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다. 또한 함께 문제를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높은 창의성

과 협업적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즉 지속가능발전교육

에서 마을은 전 지구적 문제가 발생하는 지구의 축소판

으로 다양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실천적 장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실험반의 전후 검사만을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한 것으로, 추후 보다 다채로운 연구 활동

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유의미한 수업 자료가 개발될 것

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ESD 지원단과 ESD 실천교

육연구회 활동에 있어서 지역사회(마을)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註

1) 리우선언과 의제21에서 목표로 하는 세 가지 차원

의 목표는 정치적, 혹은 문화적 과제들이 추가되어 

다양하게 발전하였고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

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표 11. 세계 지향적인 태도 대응표본 T검정

항목 N
사전 사후

t
M(SD) M(SD)

세계 지향적인 태도 100 11.66(1.71) 19.01(3.09) -21.577***

하위

영역

상호협력 100 2.09( .55) 3.88( .90) -16.936***

상호의존 100 2.31( .58) 3.73( .89) -13.098***

세계문화유산의 존중 100 2.39( .60) 3.85( .89) -14.325***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 100 2.43( .56) 3.81( .76) -13.901***

세계시민의 역할 100 2.44( .54) 3.74( .77) -14.372***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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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리우선언 이후 1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The 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요하네스버그 선언)을 채택되어 구체적인 대처 방

안을 세우기 위한 실시계획이 합의되었다(박자행, 

2018 재인용). 정부 기관을 비롯하여 비영리기구, 

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완성되었다.

2) 2001년 UN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

을 해결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8개의 목표와 21개

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적인 문제에 

한정되어 이후 확대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3)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지속가능

발전교육 10년을 제안하였다. 이를 국제연합(UN)

에서 받아들여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10년(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진하였다. 세계 각국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추진 전략을 세워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선경 등, 2005 재인용).

4) 지리교육에서 지역은 항상 중요한 학습대상이었으

며(김다원, 2018 재인용), 일반적으로 지역 학습의 

최소 단위로 지역사회, 즉 마을은 지리 수업에 활용

되었다(이두현, 2015). 어떤 개인 혹은 집단이 장소

에 부여하는 의미, 애착 등의 ‘장소감(sense of 

place)’이 발현되는 장소로서(Semken, 2005; 김혜

진, 2018 재인용) 마을은 초등 사회(지리) 교육에서

부터 자주 활용되어 왔다. 이는 저학년 시기부터 학

습들이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장소적 애착과 정체성

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학년이 되어서

도 마을은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동

시에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학습 대상

이다(이두현, 2015 재인용).

5) 인문사회계열로 총 7개 반 사전검사 후 남학생 3개 

반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질성이 큰 여학생 

4개 반을 실험반으로 선정하였다.

6) 현장 전문가는 지리, 통합사회, 물리, 실과 등 전공 

초·중등 교사로, 외부 전문가는 석사학위 소지 교사 

3인, 박사학위 소지 교사 1인, 지리교육과 교수 1명

으로 구성하였다.

7) 오늘날 사람들의 삶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활동

이 이루어지는 주된 공간이 도시(Heffron and Downs, 

2012; Lambert and Balderstone, 2010; 이동민 

등, 2016 재인용)이기는 하지만 도시보다 작은 단

위인 마을에서도 시민들의 삶과 정치·경제·사회·문

화 등의 분야에서 다채로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

다.

8) 마을 체험과 공정 여행 UCC를 제작하는 과정은 

9~10차시 이전에 모둠별 과제로 제시하였다. 미흡

한 부분들은 9차시를 통해 완성하였고, 10차시에는 

마을 공정 여행 UCC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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