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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bjectives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nd th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factors used

EIA in ‘ecology and environment’ textbook, and finally to analyze the situation and contents

level of EIA domain in textbook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the positive availability of EIA

domain in high school for realization of effective ESD. To analyze the objectives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EIA and ESD factors used EIA, researchers used the text, the

activity and the teaching tip in three kinds of ‘ecology and environment’ textbook by the 7th

curricula as the object of analysis. Framework to analyze the objectives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EIA is the category of environmental education objectives of UNESCO presented

according to ‘Tbilisi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Education’ and

framework to analyze ESD factors used EIA i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theory about EIA

and ESD factors updated in this study.

In conclusion, it proves that the EIA domain through the activity is effective for realization of

ES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tudy, it is proposed that the follow-up studie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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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절차 및 방법

1. 연구절차

이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으로 수행하는데, EIA

역에서의 환경교육목표분석, 실제 고등학교 교과

서 내 EIA를 활용한 ESD 요소 분석, 그리고 ESD

을 실현하기 위한 EIA 역의 적극적인 활용가능

성을 탐색하기 위해 교과서 내 EIA 역의 입지와

내용수준을 분석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그림 1).

2. 연구방법

1) EIA 역에서의 환경교육목표분석

(1) 분석대상

제7차 고등학교‘생태와 환경’3종 교과서의

구성체계에 따라, EIA 역의 본문, 활동 및 도움

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3종 교과서는 A, B, C로

각각 지칭한다.

(2) 분석준거

Simmons(1991)는 환경교육의 목표가 교육과정

의 목적이나 철학을 반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

해 현장에서의 환경교육실태를 조망할 수 있다고

하 다(이선경, 1993). 또한 의제21의 36장‘교육,

공공인식 및 훈련’의 서문에서는‘지속가능한 개

발을 위한 환경교육’이 1977년 트빌리시에서 열

린 환경교육에 관한 정부간 회의의 권고와 제안

들을 기본 원칙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

다. 따라서, EIA에서의 환경교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초의 국제 환경교육 회의인‘환경교육에

관한 정부간 회의’에 따른 UNESCO(1980)에서의

환경교육목표 5가지를 분석준거로 가져왔다. 그

러나 이러한 환경교육 목표의 범위는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고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좀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UNESCO(1980)

에서의 환경교육 목표 중 참여를 제외한 4가지의

목표 역을 두 가지로 세분화하여‘환경교육 목

표의 분석준거(표 1)’를 삼는다.

· / 3

그림 1.  연구절차도

표 1.  환경교육 목표의 분석준거

목표 역* 분류기호 내 용

인 식
A1 전체 환경과 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
A2 전체 환경과 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감수성

지 식
K1 전체 환경과 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
K2 전체 환경과 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태 도
At1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
At2 환경에 대한 가치와 관심

기 능
S1 환경 문제의 확인
S2 환경 문제 해결하는 기능

참 여 P1 환경 문제의 해결 과정에 능동적이며,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UNESCO 보고서(1980)를 토대로 참여를 제외한‘환경교육의 목표’4가지를 둘로 세분화함.

목표 역* 분류기호 내 용





능(S1, S2), 참여 항목(P1)은 활동을 통해서만 다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와 표 6).

셋째, 본문, 활동 및 도움 에서 지식항목이

6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루어지고

있고, 활동에서 기능항목이 23.8%, 그리고 인식과

참여항목이 각각 4.8%와 9.5%로 다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이를 종합하면, EIA 역에서의 본문, 활동 및

도움 에서 지식항목은‘전체 환경과 이에 관련

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K2)’만으로 61.9%

를 차지하며 다루어지고 있고, 활동에서‘환경문

제의 확인(S1)’과‘환경문제 해결기능(S2)’에 해

당하는 기능항목이 23.8%, ‘감수성(A2)’를 제외

한 인식항목이 4.8%, 그리고‘환경문제의 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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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문헌상의 ESD 요소 종합·재구성

연구자 or 기관 요 소 요 소 연구자가 생각하는 ESD 요소

①
Sterling 맥락적 구성주의적 전략적

맥락성
Tilbury 전체론적·간학문적 접근

PCSD & 국가포럼 체계적 사고
Haan 참여적 학습

② Sterling 과정지향적 구성주의적 전략적 참여성
Tilbury 쟁점중심 환경적 행동

최석진 등 참여

Tilbury 전체론적 관련성
Sterling 전체론적·인간적

③ Gross 체계적사고 연계성
PCSD & 국가포럼 협력

최석진 등 연계성

Sterling 통합적 혁신적·구성주의적
PCSD & 국가포럼 체계적 사고 간학문적 접근

④
Haan 간학문적 지식

통합성
Tilbury 전체론적·간학문적 접근 3차원적 접근

최석진 등 통합성
Gross 교육과정의 재구조화(쟁점)

⑤
Sterling 사회비판적

비판적 접근성
Tilbury 비판적 교육

Sterling 균형적 집중적·융합적
⑥ 백문수 형평성 균형성

최석진 등 환경정의

Tilbury 가치지향적 쟁점중심적
⑦ 백문수 환경의 가치 가치지향성

Sterling 의도적

Sterling 모든대상, 평생교육
PCSD & 국가포럼 평생학습 다문화적 시각

⑧
Tilbury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성
백문수 미래지향적 시각의 창조

최석진 등 지속성
Gross 세계적 관점

⑨ Sterling 윤리적(감수성) 요소 감수성

연구자 or 기관 요 소 요 소 연구자가 생각하는 ESD 요소





다. 즉 본문에서는 4가지의 EIA를 활용한 ESD

요소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과서 내 EIA 역 중 활동에서도 본문

에서와 마찬가지로 EIA를 활용한 ESD 요소 중

미래지향성이 2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다루어지

고 있긴 하나, 참여성과 통합성, 균형성, 그리고

가치지향성 이 각각 13%씩, 맥락성과 연계성, 그

리고 비판적 접근성도 각각 7%씩 다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에서는 EIA를 활용

한 ESD 요소 8가지 모두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과서 내 EIA 역 중 도움 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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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EIA를 활용한 ESD 요소 추출

EIA의 특성 EIA의 EIA실행의 SIAd의 원칙 SEAe이행
지도원칙 기본원칙 평가기준 생각하는

김임순 등 CEAAa & IAIA & SIA를 위한 EIA를
강헌등 한상욱 등 김 화 (2003) IAIAb IEAc 지침 및 원칙에 IAIA 활용한
(2002) (2000) (2001) 한상욱 (1996) (1999) 관한 부처간 (2002) ESD

(2001) 위원회(1994) 요소

환경을 고려토 참여성, 참여성
민주성 민주성

사회적 록하는 사회적 책임성, 참여성 다양한
책임성 참여성

합의 형성 관리절차 명확성, 투명성 공중의 참여
초점적

민주성 투명성

과학성
엄격성

SIA실무자의
공간적

신뢰성
이용, 중점 책임성광범위성

광범위성
과학성 신뢰성 학제성

적인평가 초점적
통합성

광역성 통합성
(쟁점)

집중성

- - - - - 신뢰성
향의

책임성 균형성
형평성 분석

자료 및
자료 및 시스템 분석에

실용성
의견수렴의

의견의 의견수렴의 기초한
실용성 관련성 - 초점적 가치지향성

다양성
다양성 다양성 및 합리적인

체계성
종합성 판단의 형성

예방성,
불확실성에의

사전예방성
사전예방성,

조정기능,
도전과

감시·저감 지속성
조정기능성

조화성
시간적

오차의
- 목적성 프로그램의 통합적 미래지향성

광범위성
최소화

수립 반복적

불확실성 미지, 불확실성

- - - - - 통합성 - 통합적 연계성

복합성 인과성 복합성 - - - - - 비판적 접근성

개별성·
개별성

개별성과
- - -

자료출처의
통합적 맥락성

지역성 지역성 확인

주 : a. 캐나다 환경청(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 : CEAA)
b. 국제환경 향평가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 IAIA)
c. 국의 IEA(Institution of Economic Affairs)
d. 사회 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혹은,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 SIA)
e.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SEA)

EIA의 특성 EIA의 EIA실행의 SIAd의 SEAe이행
지도원칙 기본원칙 원 칙 평가기준

김임순 등
CEAAa & IAIA & SIA를 위한

강헌등 한상욱 등 김 화 (2003)
IAIAb IEAc 지침 및 원칙에 IAIA

(2002) (2000) (2001) 한상욱 (1996) (1999) 관한 부처간 (2002)
(2001) 위원회(1994)

연구자가
생각하는
EIA를
활용한

ESD 요소





결과(표 7), 미래지향성을 39.3%로 가장 많이 다

루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가치지향성이 14.3%,

통합성과 비판적 접근성이 10.7%, 맥락성과 참여

성, 균형성이 7.1%, 그리고 연계성이 3.6%정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과서 내

EIA 역에서 EIA를 활용한 ESD 요소 8가지를

모두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교과서 내 EIA 역 중 EIA를

활용한 ESD 요소를 활동에서는 53.6%로 8가지

(맥락성, 참여성, 연계성, 통합성, 비판적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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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종 교과서 EIA 역에서의 환경교육목표 분석결과

(본문, 활동, 도움 에 나타난 환경교육목표 비교)

그림 3.  3종 교과서 EIA 역에서의 환경교육목표 분석결과

(목표 역별 %)

표 7.  3종 교과서 내‘EIA를 활용한 ESD 요소’분석결과 종합

EIA를 활용한 ESD 요소 횟수(%)
종 류 맥락성 참여성 연계성 통합성 비판적 균형성 가치지향성 미래지향성

(%) (%) (%) (%) 접근성(%) (%) (%) (%)

본 문 1(12.5) - - 1(12.5) 2(25.0) - - 4(50.0) 8(28.6)

활 동 1( 7.0) 2(13.0) 1(7.0) 2(13.0) 1( 7.0) 2(13.0) 2(13.0) 4(27.0) 15(53.6)

도움 - - - - - - 2(40.0) 3(60.0) 5(17.9)

합 계 2( 7.1) 2( 7.1) 1(3.6) 3(10.7) 3(10.7) 2( 7.1) 4(14.3) 11(39.3) 28(100)

EIA를 활용한 ESD 요소
종 류 맥락성 참여성 연계성 통합성 비판적 균형성 가치지향성 미래지향성 횟수(%)

(%) (%) (%) (%) 접근성(%) (%) (%) (%)

그림 4.  본문, 활동 및 도움 에 나타난 EIA를 활용한 ESD 요소 비교





로서 EIA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시행여

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활동에서는 총 3곳 중에서 2곳이 EIA의

정의를, 그리고 1곳이 EIA의 목적을 제시하 다.

또한 그와 함께 1곳은 공단건설의 득실, 공단건설

후 발생되는 환경문제와 이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한 조사와 토론활동을, 다른 1곳은 건축물의 환

경에 미치는 향(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규모에 대한 조

사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움 에서는 총 3곳 중, 1곳이 EIA의 정

의와 목적을, 다른 1곳은 EIA의 특정 실시대상만

을, 나머지 1곳은 EIA의 목적과 함께 EIA 실시

대상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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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EIA 역의 본문, 활동 및 도움 내용

교과서 종류 쪽수 EIA 역의 내용 종합
정의 목적 기타

28 환경 향평가제도의 실시목적 제시 1
A

291
환경 향 평가제도의 도입목적과 특정 실시대상(대규모 개발

1 실시대상
사업) 제시

본 문
B 208

환경 정책의 하나의 예로 들면서 환경 향평가제도 시행의
1

환경정책, 우리나라의
목적 제시, 우리나라도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제시 시행여부

C 206
환경 향평가의 실시목적(환경 친화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1
하기 위해) 제시

환경 향평가의 목적 제시, 환경 향평가라는 관점에서 자신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대규모 공단 건설에 대한 찬반토론
활동(조사·토론)
·새로운 공단을 건설할 필요가 있는가?

34
·있다면, 어떤 종류의 공단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디에
건설하는 것이 좋은가? 1

·그 공단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건설한 후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문제에는 어떠한
A 것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활 동
환경 향평가의 정의 제시, 자신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건설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공장, 아파트, 백화점)을 선정, 
환경 향 평가를 해보는 활동
·우리동네에 건설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로는 어떤 것들이

227 있는지 조사한다. 1
·이러한 건축물들이 환경에 미치는 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의 측면을 구분해서 조사한다.

·이러한 시설물이 우리 지역의 환경에 향을 미치지 않고도
건설될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토론해 본다.

B 無 無

C 193
환경 향평가법을 연구활동 위한 기본 자료로서 소개하고, 그

1
정의를 제시

A 28 환경 향평가제도의 정의 및 목적 제시 1 1

도움 B 92 특정(지하수 개발) 사업가가 환경 향평가의 실시대상임을 제시 실시대상

C 206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의 특성과 목적 제시 1 대상의 특성

교과서 종류 쪽수 EIA 역의 내용
종 합

정의 목적 기 타

공단건설의 득실, 공단
건설 후 발생되는 환경
문제, 이에 따른 대처
방법

건축물의 환경에 미치
는 향(대기, 수질, 소
음, 폐기물), 환경보전
과 조화를 이룰 수 있
는 개발규모





서에 있는 모든 활동들이 수업시간에 다 다루어

질 수는 없다는 점과 EIA활동 역이 한 단원 당

하나 꼴조차도 다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을 생

각하면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

서 EIA활동 역의 내용수준은 차츰 높이되, 잘

구성된 모의환경 향평가와 이에 대한 교수를 돕

는 보조내용도 다루고 있는 각종보조교재가 개

발·보급된다면 교사들의 EIA활동 역 선택이

수월하게 되고, 이는 곧 EIA 역, 특히 활동 역

이 ESD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

와줄 수 있다 하겠다.

IV.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EIA 역에서의 환경교

육목표를 분석하고, 실제 교과서 내 EIA를 활용

한 ESD 요소를 분석한 후, 교과서 내 EIA 역의

입지와 내용수준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ESD의

효과적인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방법으로

수행하 는데, 그 주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교과서 내 EIA 역에서 환경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EIA

역에서의 환경교육목표를 분석한다. 분석준거

는 ‘환경교육에 관한 정부간 회의’에 따른

UNESCO(1980)에서의 환경교육목표 5가지이다.

둘째, 실제 교과서 내 EIA를 활용한 ESD 요소

를 분석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ESD 요소를 정립

하고, EIA를 활용한 ESD 요소를 추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분석준거로 삼는다.

셋째, ESD을 실현하기 위한 EIA 역의 적극적

인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교과서 내 EIA

역의 입지와 내용수준을 분석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IA 역에서의 환경교육목표 분석’에

의해, EIA 역 중 본문과 도움 은 지식 항목만을

다루고 있으나, 활동에서는 목표 중 지식항목 뿐

만 아니라 인식과 기능, 참여 항목을 다루고 있다.

둘째, ‘EIA를 활용한 ESD 요소 분석’에 의해,

EIA 역이 EIA를 활용한 ESD 요소 중, 본문이 4

가지, 도움 이 2가지를 다루는 반면에, 활동이 8

가지(맥락성, 참여성, 연계성, 통합성, 비판적 접

근성, 균형성, 가치지향성, 미래지향성)를 다루고

있다.

셋째, ESD을 실현하기 위한 EIA 역의 적극적

인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3종 교과서에서

EIA 역의 입지를 분석한 결과, EIA 역별 %로

보면 활동 역이 본문 및 도움 역에 비해 조

금 높은 %를 차지하고 있을 뿐, 본문, 활동 및

도움 이 각각 0.15%, 2.03%, 0.79%로 모두 너무

도 미미한 수치를 보인다.

넷째, ESD을 실현하기 위한 EIA 역의 적극적

인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EIA 역에서 다

루고 있는 내용수준을 분석한 결과, 본문 및 도움

에서는 EIA의 목적과 정의 등 아주 초보적이

거나, EIA의 극히 일부분에 대한 언급에 그치고

있고, 활동 역만이 그나마 EIA 역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활동을 통한 EIA 역이 ESD의 실

현을 위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교과서 내

EIA 역의 확장, 그리고 EIA 역의 내용수준의

향상 및 활동에 중점을 둔 교수-학습 방법이나

각종 교재 개발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확인

하 다. 이 연구는 EIA 역이 더욱 효과적으로

ESD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후속 연구를 위

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활동을 통한 EIA 역이 ESD의 실현을

위해 효과적이라는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 앞으

로 EIA 역이 더욱 효과적으로 ESD을 실현하게

끔 하는 많은 실마리를 제공해 줄, 활동위주로 구

성되어 있는 제7차 중학교 교육과정에 의한‘환

경’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분석연구가 뒤따라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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