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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Korean alternative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ecocentric environmental education were surveyed. 
A total of 80 teachers from 42 alternative schools across the nation answered to the surve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eachers were found to have a lot of interest in environmental issues and to practice some environmental 
actions inside and outside school. Over sixty percent teachers agreed with the ecocentric philosophy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e most two important issues among 11 environmental education contents for teachers were "natural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ethics". Teachers used and preferred "field work" for teaching environmental issues, 
and got teaching materials mostly from the internet. However, many of them were not satisfied with environmental 
activity in their schools because of their lack of professionalism. They had not enough experience of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environmental education, and strongly wanted to learn about fiel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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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했던 70년대 초
반, 세계적으로 찾아온 생태 위기에 대해 인간
의 잘못 적응된 행동의 문제(Maloney & Ward, 
1973)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급격
한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발생한 환경 문제를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경고였다.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인

간중심적 환경관리주의는 환경 문제를 개선하

기 보다는 오히려 생태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

며, 관련 정책들도 생태중심주의적 가치관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우려가 많

다. 이에 대해 송순재(1999)는 생태적 위기가

심화될수록 대안적 사상으로 생태중심주의를

강조해야 하며, 이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책으로 ‘환경교육적 접근(environmental educa-
tion approach)’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철학적 바
탕에 생태중심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환경

교육을 통해(이종태, 2007) 현재 우리가 당면하
고 있는 생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교육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입시 위
주의 교육 때문에 본래의 정신이 제대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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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김희영, 2010; 
엄은희, 김종욱, 2003).
최근 제도권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

안학교는 학교의 설립이념에 내재된 생태중심

주의적 배경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김영주 등, 2010; 김희영, 2010). ‘대
안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현장들은 다양한 교
육적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생태중심주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종태, 2007). 국내 42개 대안학교들

의 설립이념을 조사한 연구(김영주 등, 2010)에
따르면, 대상학교의 85%가 설립이념을 통해 명
시적으로 생태중심주의를 표방하거나 이를 포

함하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대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육은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생태중심주의

환경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안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내용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보다 다

양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감각과 일, 놀이, 학습을 효과적으로 통합하

려는 대안학교의 노력은 주로 노작교육의 형태

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대안학교에서 실시

되는 대표적인 환경 실천 수업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병환, 2007). 이처럼 대안
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은 생태중심

주의 환경교육의 형태로 실천되고 있지만, 생태
중심주의 환경교육을 총괄하는 체계화된 교육

과정의 형태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나무와 꽃, 
물과 땅에 대한 부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존

재하지만, 생태중심주의 환경교육이라는 이념 아
래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선택하고 운영하는 몫은 교사에게 달려 있다. 교
실과 수업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은 교사이며(Lai, 1999), 교육과정
의 운영에서 교사의 개인적인 관심이 주요 변

인이기 때문이다(Hall et al., 1979). 즉,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교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나 관점에 따라 대안교육에서 환경교육의 방향

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태중
심주의 환경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안학교 교사들의 환경 문

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 대안학교에서의 환경 교
육에 대한 인식, 그리고 환경 관련 교사 연수 등
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대안학교 교사들

의 생태중심주의 환경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인

식을 개선하고, 대안학교 환경교육의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본 연구에서 대안학교는 “현재 학교교육이 당
면한 근대적 교육철학의 한계에서 벗어나, 고유
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다양성과 특수성이 인정

되는 모든 형태의 학교”로 정의하고 있다(이종
태, 2001). 즉, 대안학교는 기존의 제도권 학교
가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교육 이념과 운영 형

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뿌리는 70～80년
대 민중교육 운동이나 빈민지역의 공부방 운동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대
안학교는 불과 십여 년 전의 일이라고 할 수 있

다. 획일화되고 경직된 경쟁적 교육제도는 다양
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채 학교교육

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만들어 냈는데,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
적으로 대안교육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후 1997
년 경남 산청에 간디 청소년 학교라는 전일제

대안학교가 개교한 것을 기점으로 1990년대 후
반부터 대안학교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

하였다(이병환, 2005).

2. 생태중심주의와 대안교육

생태중심주의는 비교적 최근에 생성되고 있

는 용어라 아직 개념의 범위나 특성이 확정되

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생태주의나 생태학적
세계관, 생태주의 사상이란 용어로 대체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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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생명사상, 생명주의, 자연주의와 비슷한 뜻
으로 쓰이기도 한다. 생태중심주의란 단지 환경
이나 자연을 중시하고 보호하려는 태도를 넘어

근대 이후인류가 이룩해 온모든 문명과 가치관, 
세계관, 삶의 방식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보
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이종태, 2007). 이러한
입장은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입장과 자연스럽

게 연결된다. 생태중심주의와 대안교육 모두 서
구의 문명과 그에 바탕을 둔 근대 공교육의 한계

에 대한 대안의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

다(엄은희, 김종욱, 2003). 생태중심주의는대안교
육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이념이기도 하다. 즉, 
생명존중과 생태중심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의

대안교육(이병환, 2005)은 자연스럽게 생태중심
주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대학학교의 환경교육

대안학교의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려진 바가 많지 않다. 최근 경기 지역의 한 중등
과정 대안학교의 친환경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학생 및 교사의 환경교육에 대한 사례 연구가 실

시된 바 있으며(김희영, 2010), 전국 대안학교의
생태중심주의 환경교육의 실태가 조사된 바 있

다(김영주 등, 2010). 향후 대안학교의 환경교육
에 대한 다양한 실태 조사와 함께 학생 및 교사

대상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대안학교 교사들의 생태중심

주의 환경교육과 관련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대안학교 교사들의 환경 문제
에 대한 인식 정도와 환경교육의 이념과 실천

에 대한 인식, 그리고 환경관련 교사 연수 경험
과 요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대안교육 프로그램(주말․계절

형), 방과후 학교, 홈스쿨링을 제외한 국내 정
규 전일제 대안학교 교사로 한정하였다. 전국
의 특성화학교 및 비인가 대안학교 42개교(김
영주 등, 201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 학교에
서 재직 중인 교사 80명의 설문지 응답을기초로
연구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특성을

배경 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여성(45
명, 56.3%)이 남성(35명, 43.8%)에 비해 다소 많
으며, 연령대는 30대(42.5%), 20대(30.0%), 40대
(22.5%)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최종 학력은 학사
학위 소지자(55명, 68.8%)가 가장 많았고, 석사
학위 이상인 교사도 30.0%를 차지하였다. 일반

표 1. 설문 응답 교사의 배경 변인(N=80)

문항 구분
응답자수

(명)

백분율

(%)

성별
남 35 43.8

여 45 56.3

연령

20대 24 30.0

30대 34 42.5

40대 18 22.5

50대 4 5.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1 1.3

학사 졸업 55 68.8

석사 이상 24 30.0

전체

교육

경력

3년 이하 32 40.0

5년 이하 15 18.8

10년 이하 15 18.8

15년 이하 12 15.0

15년 이상 6 7.4

대안

학교

교육

경력

3년 이하 50 62.5

5년 이하 14 17.5

10년 이하 15 18.8

15년 이하 1 1.2

담당

교과1

국어, 외국어, 한문 28 35

사회, 도덕, 철학 13 16.3

수학, 과학, 환경 55 68.8

예체능 15 18.8

기타 18 22.5

1중복응답으로 합이 80보다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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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경력은 3년 이하(40.0%)
가 가장 많고, 5년 이하와 10년 이하가 18.8%로
같았는데, 대안교육 교육경력은 대체로 이보다
짧았다. 담당 교과는 수학, 과학, 환경을 담당
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지만(68.8%), 국어, 외국
어, 사회, 예체능 등 다양하게 분포되었다.

나. 자료 수집

대안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

는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되었다. 우선 대안학
교 교과 모임에 참가한 교사를 대상으로 54개
설문지를 배부하여 38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다음으로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설문지 50부를
배부하여 26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후 곡

성평화학교, 꿈타래학교, 꿈틀학교 등 전국 19개
대안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설문지
18개를 직접 회수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
해 총 122개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82개(회수율
67.2%)를 회수하였는데, 응답이 불분명한 2부
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80부의 설문지를 분석
하였다.

다. 조사 도구

대안학교 교사의 환경교육 관련 인식을 조사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문

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설문지는 크게 교사 개
인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 실제 수업
에서의 철학과 실천을 묻는 환경교육 관련 인

식, 그리고 환경 관련 교사 연수 영역으로 구성

표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문항 구성

설문 영역 설문 조사 내용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
-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정도

- 참여하고 있는 환경 활동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 생태중심주의 환경교육에 대한 신념

-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영역

- 실제 사용하는 교수․학습 방법과 바람직한 교수․학습 방법

- 수업 자료 수집 경로

- 자신의 환경교육에 대한 만족도

환경 관련 교사 연수
- 환경 관련 교사 연수 참여 횟수

- 환경 관련 교사 연수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

하였다. 
환경 문제 대한 관심과 활동 영역은 교사 개

인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으로 평

소 환경 문제에 대한 교사 개인의 관심 정도와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환경 활동에 대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영역은 생태중심주의

환경교육에 대한 신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용 영역, 실제 사용하는 교수법과 바람직한 교
수법, 수업 자료 수집 경로 및 자신의 환경교육
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고 있다. 대안학교 교
사의 생태중심주의 환경교육에 대한 신념은 조

지연(2003)의 연구에 제시된 환경교육에 대한

신념을 참고하였고, 환경교육의 11개 내용 영

역은 최석진 등(199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또
한, 환경교육의 방법은 일반학교의 교사와 학

생을 대상으로 한 김정욱(1997)의 연구를 참고
하여 구성하였다.
환경관련 교사연수 영역에서는최근 5년간 이

수한 교사연수 횟수에 대한 질문과 교사 연수에

서 배우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우선 순위를 정

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들과는 별도로 대안학

교에서의 환경교육에 대한 의견을 주관식으로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결과 분석에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다. 제작된 검사지는 환경교육
전문가 2인의 검토를 거쳐 완성하였다.

라. 자료 분석

수거한 검사지는 응답 내용을 모두 원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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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입력한 뒤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문항마다선택할 수있는 항목의수가다르고경

우에 따라 두 개 이상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두었기 때문에 문항별 응답수의 합이

다를 수 있다. 이에 각 문항별로 응답지별 빈도
와 백분율을 구하고, 하나의 질문에 중복 응답
한 결과는 다중응답분석으로 처리하였다. 환경
교육의 11개 내용 영역의 중요도와 희망하는

교사 연수 내용은 각각 5개와 3개씩 순위대로
지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5점에서 1점, 3점
부터 1점까지 가중치를 두어 환산 점수를 계산
하였다. 이후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여

교사의 환경 문제 및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그
리고 교사 연수에 대해 바라는 점 등에 주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SPSS 12.0
이 이용되었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대안학교 교사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

대안학교 교사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중인 환경 활동을 조사한 설문 결과는 표

3과 같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다’
고 응답한 교사는 22명(27.5%), ‘많다’고 응답한
교사는 52명(65.0%),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교사
는 5명(6.3%), ‘아주 적다’라고응답한 교사는 1명
(1.3%)으로 나타났다. 보통의 관심과 부정적 의
견을 표현한 교사는 6명이었던 반면, 긍정정인
답을 한 교사는 74명(92.5%)으로 대안학교 교

사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

임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
는 교내․외 환경 관련 행동에 대한 문항에서

는 복수응답을 포함하여 총 122개의 응답을 얻
었다. 전체 응답자 80명 중 72명(90.0%)의 교사
가 클럽 활동이나 학교 환경미화 등 수업 이외

의 시간에 환경 관련 활동을 하고 있었다. 환경
을 수업 시간에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사도 37
명(46.3%)이나 되었다. 지역내 환경 관련 민간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는 13명(16.3%)이었

표 3. 대안학교 교사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

여 중인 환경 활동

항목 응답
응답수

(명)

백분율

(%)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아주 많다. 22 27.5

많다. 52 65.0

보통이다 5 6.3

적다. 0 0.0

아주 적다. 1 1.3

참여

중인

환경

활동1

환경 수업 37 46.3

수업 외 활동 72 90.0

환경 관련 민간

단체 참여

13 16.3

1중복응답으로 합이 80보다 큼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안학교 교사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수업 시간이든 수업 외 시간이든 학생들
과 함께 환경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 관련 민간단체에
참여하는 교사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환경 문
제를 지역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

고, 현상을 좀 더 다각화하며 구체화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대안학교 교사의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가. 생태중심주의 환경교육에 대한 신념

환경교육에 대한 신념 중 자신의 견해와 가

까운 것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환경교육은 모든 생물과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생태적 감수성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견해가 51
명(6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리 모
두의 책임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개인적인 실천

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21명(26.3%)이었
다. 당장의 행동 변화보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응답(7명, 8.8%)하거나 사회구조적
인 원인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기존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응답(1명, 1.3%)은 많지 않았다.
환경교육에서 생태적 감수성을 강조하는 이

면에는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환경오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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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안학교 교사의 생태중심주의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응답 응답수(명) 백분율(%)

모든 생물과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생태적 감수성에서 시작된다. 51 63.8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개인적 실천이 중요하다. 21 26.3

당장의 행동의 변화보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하다. 7 8.8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기존의 틀부터 바꿔야한다. 1 1.3

계 80 100.0

무감각을 일깨우고, 자연계의 다른 생물들을

공존해야할 생명체로 인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뒷받침 되어 있다. 교사의 신념
이 교수․학습의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영

향을 미친다(조인진, 2008)는 점을 고려할 때, 
생태적 감수성에 대한 강조는 생태중심주의적

가치 지향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생태중심
주의적인 윤리로 확대되어 환경 쟁점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환경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영역

환경교육의 다양한 내용 영역 중 교사들이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환산점수를 통해 분

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11개 내용 영역 중 환
산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자연환경’이었고(266
점),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은 환경윤리(168점)
와 환경오염(166점)과는 차이가 컸다. 다음으로
는 ‘건전한 소비 생활’(135점)과, ‘지속가능한 개
발’(133점)이 뒤따랐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학

교에서 진행되는 환경교육의 내용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선경
등(200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학교 환경
교육의 내용 비중은 ‘환경오염’이 가장 높고, 다
음으로 ‘자연환경’이나 ‘산업화와 도시화’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안학

교 교사들의 관심은 자연환경이 가장 높고 산

업화와 관련된 환경오염이나 자원 및 인구 문

제에 대한 비중은 낮은 것으로 볼 때 생태중심

주의에 보다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
반학교에서는 환경교육 내용이 일부 내용들에

편중되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여러 영역을 고르게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

표 5. 대안학교 환경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구분 응답수(명)1 환산점수 순위

자연환경 63 266 1

환경윤리 56 168 2

환경오염 49 165 3

건전한 소비생활 45 135 4

지속가능한 개발 42 133 5

환경대책 36 88 6

환경위생 32 68 7

자원 21 56 8

인공환경 10 26 9

산업화와 도시화 10 25 10

인구 7 16 11

무응답 29 - -

합계 400 - -

1중복응답으로 합이 80보다 큼

타났다. 학교 환경교육은 주로 환경을 전공하

지 않은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다. 가르치는 내용의 선정은 교사들의 신념이

나 인식에 의존하기 마련인 점을 고려한다면, 
대안학교 교사들이 여러 내용 영역에 대해 고

르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결과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환경교육을 위해 실제 사용되는 수업 방법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수․학습 방법

환경교육 수업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교

수․학습 방법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복수응답이 가능

하도록 하여 의견을 조사한 결과 실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275개를, 바람직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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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279개의
응답을 얻었다(표 6).
현재 대안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현장 학습’을 선택한
교사가 6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강의’ 
(55.0%), ‘토론’(52.5%), ‘조사’(46.3%), ‘탐구’(45.0%)
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토론’을 선
택한 교사가 60.0%로 가장 많았으며, ‘실험․
실습’(57.5%), ‘현장 학습’(51.3%), ‘조사’(50.0%)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게임이나 역할 놀이에

대한 선호도는 실제 수업이나 바람직한 수업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토론, 조사, 탐구, 현장 학습, 열린

교육 방법 등의 측면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방

법과 바람직한 방법 사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정도에 차이가 없었다. 특히 현장 학습은 일
반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김정
욱, 1997), 본 연구에서도 대안학교 교사들이 실
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면

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반면, 강의
와 실험실습의 경우 실제 사용하는 교수․학습

표 6. 대안학교의 환경교육 교수 ․학습 방법 

구분

실제사용중인방법 바람직한 방법

응답수

(명)1
백분율

(%)

응답수

(명)1
백분율

(%)

강의 44 55.0 11 13.8

토론 42 52.5 48 60.0

조사 37 46.3 40 50.0

실험․실습 22 27.5 46 57.5

게임 10 12.5 12 15.0

역할 놀이 10 12.5 21 26.3

탐구 36 45.0 33 41.3

현장 학습 49 61.3 41 51.3

열린교육 방법 21 26.3 24 30.0

기타 4 5.0 3 3.8

합계 275 - 279 -

1중복응답으로 합이 80보다 큼

방법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사이에 차

이가 나타났다. 즉, 강의의 경우 교사들이 바람
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많

이 사용하고 있으며, 실험실습의 경우에는 바

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은 일

반 학교에서는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으

로, 실험실습 방법을 통해 보다 구체성을 가지
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라. 수업 자료 출처

대안학교교사들이환경교육과관련된수업자

료를 얻는 출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복수 응

답 포함 총 105개의 응답 자료를 얻었다(표 7). 
대안학교 교사들이 수업 자료를 찾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이었는데, 전체 교
사 80명 중 48명(60.0%)이 응답하였다. 다음으
로 ‘교사용지도서, 전문서적’을 이용한다고 응
답한 교사가 35명(43.8%), ‘환경단체 활동’을 통
해 자료를 수집한다는교사가 14명(17.5%), ‘정기
간행물’을 이용하는 교사가 7명(8.8%)이었다. 즉, 
교사들은 주로 인터넷 검색과 서적 등을 통해

수업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안
학교 교사들이 환경에 대해서는 비전공자들이

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터넷 상의 정

보를 수업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사들이 인터넷 검색에 의

존하고 있다는 점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교육 자료가 많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도 하다. 
한편으로는 수업 자료의 가격에 대해서도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환경교
육 자료들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

문에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다. 결국 원하는 교
육자료를 찾게 되더라도 가격 때문에 사용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수한 자료

를 발굴하고 이를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환경
교육 자료를 알아보다가 가격 문제에 부딪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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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안학교 교사들의 환경 관련 자료 수집 방법

구분 응답수(명)1 백분율(%)

인터넷, PC통신 48 60.0

교사용 지도서, 전문 서적 35 43.8

환경단체 활동 14 17.5

잡지, 정기 간행물 7 8.8

기타 1 1.3

합계 105 131.3
1중복응답으로 합이 80보다 큼

사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인터넷을 통해 태양전지를 찾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여러 학생들과 만들어 보기에는

부담이 가는 가격이었습니다.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

혹은 환경 단체에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

여 학생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학

생들과 교사 모두 재미와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 자신의 환경교육에 대한 만족도

자신이 하고 있는 환경교육에 대한 대안학교

교사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대안학교의 환경교육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

답한 교사는 전체 80명 중 10명(12.5%)으로 많지
않았다. 66.3%에 해당하는 53명은 중립적인 의
견인 ‘보통’에 답을 했고, 14명(17.5%)은 불만

족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대안학교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자신의 환경교육에 대하여 ‘보통’ 혹은 ‘불만

족’으로 응답한 67명을 대상으로 만족스럽지 못
한 이유를 추가로 질문하였다(표 9). 환경교육

표 8. 자신의 환경교육에 대한 만족도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만족 10 12.5

보통 53 66.3

불만족 14 17.5

무응답 3 3.8

합계 80 100.0

이 만족스럽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교사의 전
문성 부족’으로 34명(50.7%)이 선택하였고, 교
재 부족과 학습자의 관심 부족이 각각 12명씩
(17.9%)으로 나타났다. 이밖에시간할애의어려
움을 4명(6.0%)이 선택하였다. 대안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생태중심주의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내실 있는 환경수

업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보인다. 앞서 환경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조사에서 나타났듯

이 많은 대안학교 교사들이 명시적 혹은 암묵

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지만, 환경교육
교사로의 전문성 부족을 느끼고 있고, 현장에
서 활용할만한 환경교육 자료에 대해서도 부족

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대적
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융통성이 있는 대안 교

사들에게 시간 할애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

다고 볼 수 있다.

3. 대안학교 교사의 환경 관련 교사연수에 대

한 요구

대안학교 교사의 환경 관련 교사 연수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이수한 환경
관련 교사 연수에 대한 경험과 교사 연수에서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연수 내용을 조사하였다.

가. 최근 5년간 환경 관련 연수 경험

최근 5년간 환경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표 10), 5년 이내 연수 경험이 전혀
없는 교사는 48명(60.0%)으로 절반이 넘었고, 
‘1～2회’가 18명(22.5%), ‘3～5회’가 7명(8.8%), 
‘6회 이상’이 4명(5.0%)이었다. 즉, 전반적으로

표 9. 환경교육에 대한 불만족 원인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교사의 전문성 부족 34 50.7

시청각 교재 부족 12 17.9

학습자 관심 부족 12 17.9

시간 할애의 어려움 4 6.0

기타 5 7.5

합계 6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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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교사들의 환경 관련 연수 횟수가 많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안학교 교사를 위한 워
크샵이나 연수들이 직무연수나 교과 모임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생태중심

환경 관련 연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
해 녹색연합(2011)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과 바
람과 태양의 학교’ 사업은 대안학교를 위한 환
경교육의 실천과 교사 연수에 주는 시사점이 크

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녹색연합에서 일선
학교에서 발전기를 활용한 대안에너지 및 생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발전기를 지원하고 있는

데, 발전기를 환경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교사

워크샵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태중

심 환경교육의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 대안학교 교사들이 환경 관련 연수에서 희망

하는 교육 내용

환경 관련 연수에서 배우기를 희망하는 연수

내용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한 결과를 가
중치를 두어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응답
빈도 측면에서는 ‘현장실습’(37명), ‘교수․학습
방법’(34명), ‘환경 정보 소개’(33명), ‘환경교육
이론’(23명)으로 나타났는데, 가중치를 둔 환산
점수로 분석한 결과, ‘현장 실습’(109점), ‘환경
정보 소개’(76점), ‘교수․학습 방법’(69점), ‘환경
교육 이론’(4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
교 밖 활동으로 환경 단체 운영과 육성에 대해

서는 그 필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안학교 교사들이 교수․학습 방법이나

환경교육 이론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현장실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

표 10. 대안학교 교사들의 최근 5년간 환경 관련 연

수 횟수

구분 응답수(명) 백분율(%)

없음 48 60.0

1～2회 18 22.5

3～5회 7 8.8

6회 이상 4 5.0

무응답 3 3.8

합계 80 100.0

표 11. 교사의 환경교육 희망연수 내용

구분
응답수

(명)1
환산

점수
순위

현장 실습 37 109 1

환경 정보 소개 33 76 2

교수․학습 방법 34 69 3

환경교육 이론 23 45 4

자료 제작 방법 19 34 5

환경 단체 운영 육성 13 24 6

합계 159 - -

1중복응답으로 합이 80보다 큼

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환경교육이 가지는

실천적인 성격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 관련 교사 연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안학교에서 공통으로 지향

하는 이념들 중의 하나인 생태중심주의를 바탕

으로 대안학교에서의 환경교육 관련 이슈들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학교 교사

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현하였으며, 
환경수업을 직접 하고 있거나 수업 외 시간에

학생들과 환경 활동을 함께 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 관련 단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환경 활동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환경교
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교사
들은 대부분 생태적 감수성이 중요하다는 생태

중심주의 환경교육 철학에 동의한 반면, 수업
을 통해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다루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의 부정

적인 문제를 교육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서는부담이되기때문으로보인다(조지연, 2003). 
교수․학습 방법 중에서는 현장 학습을 가장

많이사용하고있었다. 실험․실습에대해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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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바람직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생각하면서

도 이를 실제 수업에서는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교육에 필요한 자료들
은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고 있었는데, 인
터넷에서 얻은 자료에 대한 교사들의 신뢰도가

일반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차정호, 2003)을 고
려한다면,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과
보급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자신이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중심주

의 환경교육에 대해 교사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의 원인으로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많았

고, 교과과정이나 교재 부족 등도 주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적절한 교재와 참고자료 확충, 
환경 관련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교사의 전문

성을 재고하고 학습자의 동기유발을 위한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5년간 환경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
는 교사가 많지 않았는데, 현장실습이나 환경

정보, 그리고 환경 교수․학습 방법 등과 같이
교사들의 요구가 높았던 내용들에 대해 다양한

연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각 학교별 고유의 교육이념과 운영 방식을 가

지고 있는 대안학교의 특성상, 체계적인 생태

중심주의적 환경교육의 실행은 근본적인 한계

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안학교에서 보
다 내실있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를 보다 조직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안학교 간의 연합
체계를 통해 연구모임을 조직하고, 교육과정 운
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서는 일반학교가 안
고 있는 제한점을 넘어 생태중심주의적 환경교

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므로, 대
안학교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컨텐츠와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절

실히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교사들의 요구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분야에 대한 연수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교사들의 고른 관심 영
역을 포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야 한

다. 또한 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라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직
경력이나 성별, 연수 경험 등 교사의 요구에 적
합한 연수 내용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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