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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valuate the sustainable housing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aimed to achieve the 

global SDGs through home economics class in middle school that is based on the ADDIE model. The overall objective of the plan was 

to contribute to cultivating students’ sustainable housing values and to creating sustainable lifestyle through everyday practice. The plan 

consisting of 4 lessons contained various activity and visual resources(4 individual and 4 team activity sheets, 4 reading texts, 1 homework

sheet and 1 evaluation sheet, and 7 videos) for students and (4 sets of ppt and 4 reading texts) for teachers. The theme and team activities

of each lesson were related to 2~7 targets of 2~3 SDGs, in total 11 targets of 5 SDGs. The plan was implemented to 4 classes of 127

senior students at Y middle school in Cheongju city during the period from the 29
th
 of August to the 18

th
 of September, 2019.

The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were very positive and highly satisfied with not only practical contents but also adequacy of 

resources and activities of the whole 4-lessons, so that they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lessons more than usual and looked forward

to learning more about it. They thoroughly enjoyed various team activities such as brain writing, mandal art, visual thinking, making

UCC, and planning the sustainable village as well as writing a short reflective journal at the end of each lesson. Students also 

reported that they highly accomplished the goal of each lesson and the overall objective.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of 4-lessons could contribute to cultivating students’ sustainable housing values and to creating sustainable lifestyle 

through practicing everyday life. It indicates that home economics is one of the major subjects to contribute to the attainment 

of global issue of SDGs for OECD education 2030 and to educate the practically acting global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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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는 2019년을 기후이변과 폐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경험하면서 보냈고, 2020년 들어 COVID-19 전염병으로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 양극

화가 심화되는 현실은 우리가 지녀야할 궁극적 가치가 무엇인

지를 돌이켜보게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얻어 대응행동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범세계적 공조 속에 추진되는 대표적인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UN은 전 세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s])후속으

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2016~2030) 17개를 제시하였다(United Nations, 2015). 유네스

코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전 세계가 이행할 SDGs

에 ESD가 포함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실천 교육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

라는 국가교육과정의 7차부터 총론의 목표, 편성운영지침, 범

교과 학습주제 등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포괄적으로 제시해 

왔으며,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성격이나, 목

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평가기준 등에 반영해 왔다(Lee, 

2019; Ministry of Education, 2015b; Park, 2010; Park, Cho, Jang, 

& Lee, 2011). 이는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정생활 분야의 단

원명이나 본문, 자료 등에 다양한 내용으로 실려(An & Nam, 

2010) 현장의 교수⋅학습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최근 Lee(2019)

가 지난 30년 동안 가정과교육 관련 주요 학회지에 게재된 

가정생활 분야의 ESD 관련 논문 총 105편을 분석한 결과, 

연구내용이 ESD인 사회, 경제, 환경 세부내용과 구성요소가 

폭넓게 연관되어 있으나 실제 논문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라는 주제어를 명확히 사용한 논문은 채 10편도 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더구나 가정과교육이 실제적,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발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행동에 

관한 학교용 지침서’(KNCU, 2017a)에 기후변화를 가르치는 

12개 교과목록에도 올려있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러

한 현실은 가정과가 ESD에 관한 실천적 연구(Ju, 2016; Lee, 

2019)를 해야 함은 물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글로

벌한 거시 방향에 맞춰 지향을 적극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하

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교과의 주생활 영역에서도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주생활 관련 내용

을 강화해 왔으며(Heo et al., 2013) 지속가능한 주생활 관련 

연구도 발표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이나 지속가

능발전목표(SDGs)를 명확히 언급한 연구는 2편(Choi et al., 

2019; Hwang & Lee, 2011)에 불과하다. Hwang과 Lee(2011)는 

MDGs 시기에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Choi 외(2019)는 SDGs의 세부목

표와 2015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주생활 단원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학교현장의 대다수 교사들은 지속가능

발전교육(ESD)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학교교육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Lee et al., 2019) ESD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수⋅학습에 활용할 자료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Choi et al., 2019)를 발전시

켜 중학교 가정과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

하고자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

하여 실행⋅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는 가정과교육 담당

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가정교과가 청소년들의 지속가능

발전역량과 세계시민의식 함양 실천 교육을 강화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2015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과 해당 기

술⋅가정 2 교과서 주생활 단원,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주생활 수업을 위한 총괄목표, 교수⋅학습 단원, 

학습주제, 학습목표, 관련 SDGs 세부목표를 선정하여 교수⋅

학습 과정을 설계한다.

둘째, 선정한 학습주제와 학습목표,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주생활 교수⋅학습 과정안과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용 설문지를 개발하여 현장 수업에 실행한다.

셋째, 현장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및 효과 

평가와 함께 교사 평가를 통해 교수⋅학습 과정안의 적합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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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United 

Nations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WCED])가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를 통해 회자되기 시작했다. 환경보전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

로 받아들여지던 초기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1992년 리우선언

에서 ‘Agenda 21’ 실천요강 발표 이후 ‘현재와 미래세대의 발

전적 필요와 환경적 필요가 동등하게 충족되는 것’으로

(KNCU, 2007) 환경보존, 경제발전의 형평성, 사회정의 실현

의 균형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범세계적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UN은 2000년에 새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s]) 8가지를 선포하고 

2015년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했다. 2015년 

MDGs가 종료되면서 2015년 이후 아젠다로 ‘우리가 사는 세

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

하고 MDGs 후속 프로젝트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이행

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2016-2030)를 제시하였다(UN, 2015).

SDGs는 지속가능성의 3대 축인 환경보전, 사회정의, 경제

성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한

다. 이에 따라 SDGs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tnership)의 5P로 상징되는 5가지 원칙에 

관한 15개 주제와 이행 기제 2개가 포함된 17개 목표(Goals) 

아래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를 제시하고 있다. SDGs는 국

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지향점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 각 나라와 다양한 주체들이 구체

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전략과 협력방향

을 규정하고 있으며(KNCU, 2018c), SDG 4에서 언급한 교육은 

사실상 SDGs의 중심에 있으며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

성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다(KNCU, 2018a).

한편,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래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지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

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으로 채택한 실천의제 21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

기 위해 교육, 대중 인식, 훈련 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KNCU, 2016a). 이는 학교 환경교육이 시작되

는 계기가 되었다.

공식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은 MDGs가 추진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02년 유엔이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강화와 이행을 전 세계에 요청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Decade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DESD], 

2005~2014) 계획을 발표하고 유네스코가 사업추진을 맡게 되

면서 본격화 되었다. DESD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가치, 시행방침을 모든 학습과정에 통합시키며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방향으로 교육적 노력

을 하는 데 있다. 2014년 DESD를 마무리하면서 제 2차 유네스

코 지속가능발전교육세계회의는 일본 교토에서 그간의 성과

와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

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을 강조하면서 후속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실천프로그

램(Global Action Programm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GAP], 2015~2019)을 수립했다(KNCU, 2016a). 

국제실천프로그램의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진보를 가

속화하기 위해 모두가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지식, 기술, 가

치,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 학습을 재정향하고, 모든 

영역의 교육과 학습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화하는데 있

다(UNESCO, 2014).

2019년 GAP 종료시점이 되어 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목

표 달성을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GAP의 

실천영역을 유지하면서(KNCU, 2018b) 2030까지 SDGs를 달

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과 전략이 담긴 ‘ESD for 2030’을 

2020년 6월 독일회의에서 선언할 계획으로 있다(UNESCO, 

2019). ESD의 새로운 10년 실천프로그램인 ‘ESD for 2030’에

는 SDGs가 추구하는 세계를 만들어 갈 사회구성원 양성에 

있어 ESD가 핵심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고, 2030까지 ESD 

사업 전략의 초점을 SDGs 이행촉진에 두었다. OECD(2018)도 

‘OECD Education 2030’ 서울선언에서 SDGs 달성을 위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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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앞장서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세계시민의식을 길러 이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총론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내

용을 제시해 오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급별 목표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질 것을 명시했고(Ministry 

of Education, 1997), 2007 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

는 범교과 학습주제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명시했다(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 2009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공동체 발전

에 참여하는 인간상을 추구하였고 범교과 학습주제로 소개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모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통

합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사회

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

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범교과 학습주제인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

영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a). 최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와 함께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ESD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수업 모델 개발을 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

록 다양한 홍보와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선도하며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

는 영국, 독일,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개별 학교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연구와 실천이 미미한 실정이다

(Lee et al., 2017). 이에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

와 학교교육의 핵심인 교과교육을 통한 ESD 실천 방안을 마

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확

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최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와 대한가정학회, 세계가정학

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가정학자 역할의 중

요성을 고취하고 정보 공유, 방안 탐색, 네트워크 강화 등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SDGs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가정교

과와 가정과교사의 역할이 긴요하다는 기대와 인식이 높아지

고 있다.

가정교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관성을 살펴보면 국가교

육과정 총론에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내용이 제시됨에 따라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가정생활 분야에서는 ESD를 

성격이나,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평가기준 등에 반영해 

왔으며(Lee, 2019; Ministry of Education, 2015b; Park, 2010; 

Park, Cho, Jang, & Lee, 2011) 교과서에도 단원명이나 본문,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여(An & Nam, 2010) 교수⋅학

습으로 실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Lee(2019)는 지난 30년 동안 

가정과교육 관련 주요 학회지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한국

실과교육학회지, 대한가정학화지에 게재된 가정생활 분야의 

ESD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총 105편 중 중학생(약 30%) 

대상의 연구 보다는 초등학생(약 50%) 대상의 연구가 더 많은 

것을 밝혔다. 이들 연구내용을 ESD 초기에 개발된 Park과 

Sung(2007)의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ESD ‘사회’구성요소의 

10개 세부내용 중 9개, ‘환경’구성요소의 9개 세부내용 중 5개, 

‘경제’구성요소의 4개 세부내용 중 2개로 총 23개 세부내용 

중 16개와 폭넓게 연관성이 있었으나 실제 논문에 ‘지속가능

발전교육’이라는 주제어를 명확히 사용한 논문은 채 10편도 

되지 않았다. 가정과교육 내용이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이 

깊고, 지속적으로 실제적인 교육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행동에 관한 학교용 지침서’(KNCU, 2017a)에 제시된 기

후변화를 가르치는 12개 교과목록에도 빠져있는 실정이다. 

가정과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지향

점을 제시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필요한 생활역량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실천적 ESD 연

구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글로벌한 거시적 방향에 

맞춰 지향을 적극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지속가능한 주생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육과정에 

지속가능한 주생활 관련 내용을 강화해 왔고(Heo et al., 2013), 

교과서에는 녹색생활과 관련한 학습 자료가 많았으며(Park et 

al., 2011)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음에(Lee, 

2009) 비해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이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를 명확히 언급한 연구는 2편(Choi et al., 2019;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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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2011)에 불과하다. Hwang 과 Lee(2011)가 개발한 지속

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은 이전 교육과정 시기에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Choi 외(2019)는 2015 개정 교

육과정의 교과서 주생활 단원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로 분석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실제 수업 실행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현장의 대다수 교사들은 지속가

능발전교육(ESD)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학교에서는 체계

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Lee et al., 2019) ESD에 

대한 이해증진과 교수⋅학습에 활용할 자료 개발이 요청되

고 있다.

지속가능한 주생활 관련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한 중

등학생 대상 선행연구는 환경친화적인 주생활(Kim & Jang, 

2012; Lee & Cho, 2005; Park & Cho, 2009),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Park & Cho, 2010), 공동체 활동(Woo & Cho, 2018), 

코하우징(Kim & Cho, 2011; Na & Cho, 2016)등 공동체 의식과 

가치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기술⋅가정 시간을 활용하여 2~6차시의 실천적 문제

해결학습과 토의⋅토론학습, 모둠별 협동학습 등 학생 활동중

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수업 실행 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마을이나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자료와 

활동에 특히 관심과 참여가 높았으며, 개별연구에서 선정한 

총괄목표와 학습목표가 수업을 통해 달성되었고 이러한 연구

들이 의도한 주생활 의식 향상과 실천 의지를 높여 실생활에

서의 지속가능한 실천적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가정교과의 SDGs 이행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 교수⋅학습 과정

안을 개발하여 실행⋅평가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이 연구의 교수⋅학습안 개발과 평가는 교수설계의 일반 

절차인 ADDIE 모형에 따라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단계

로 진행하였다.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는 2009 및 2015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 주생활 영역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및 

해당 기술⋅가정 2 교과서의 주생활 단원명을 분석하고 주생

활 내용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분석한 선행연

구(Choi et el., 2019)를 고찰하여 중학교 가정교과 주생활 영역

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한 교수⋅학습 

단원과 학습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교수⋅학습 단원과 

학습주제를 바탕으로 총괄목표와 차시별 학습목표, 내용 요

소를 설정하고 학생 활동중심의 교수⋅학습 방법과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설계하였다.

개발 단계에서는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한 총 4차시 교

수⋅학습 과정안과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차시별로 1~4개

의 동영상 총 7개와 사진 자료 다수가 포함된 PPT 4세트, 개인 

활동지 4개, 모둠 활동지 4개, 과제 활동지와 평가 활동지 각 

1개, 학생용 읽기자료 4개, 교사용 참고자료 4개)를 개발하였

다. 학생용 수업평가 설문지는 수업 전반(5개 문항), 수업 활동

(5개 문항), 수업 효과(10개 문항)에 관한 5점 리커트 척도(총 

20개)의 객관식 문항과 2개의 개방형 문항을 개발하였다. 질

문지는 가정과교사 3인에게 문항의 내용타당성을, 국어과교

사 2인에게 질문의 수준과 명료성을 검토 받아 수정⋅보완하

였다.

실행 단계에서는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3주간 

충북 청주시 소재 Y중학교 3학년 전체 4개 반 남(58명)⋅녀(69

명)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4차시 실험수업을 실시하였다. 수

업 실행 교사는 지속가능한 수업에 관한 수업나눔을 하고 있

는 동료교사로 3차례 만나 연구의의와 목적, 교수⋅학습 과정

안, 교수⋅학습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한 후 수업을 

실행하였다. 수업 실행 교사는 차시별 수업일지를 작성하고 

연구자와 매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차시별 수업에 대한 평

가와 수업 상황을 공유하였다.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에는 수업 실행 전에 동의서를 제출

한 124명이 각 반 마지막 수업 종료 후 참여했으며 10분간 

작성한 후 바로 회수하여 결석생 1명을 제외한 123명의 평가 

자료를 SPSS/WIN(ver.22)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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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를 계승한다.

학습

주제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 형성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 계승

∣ ∣ ∣

차시별 

학습

목표

 지속가능한 생활을 이

해한다.

 우리의 주거가치를 탐

색하고 지속가능한 주

거 가치관을 형성한다.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한 친환경 

주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해 급격한 

기후위기의 원인을 이해하고 기후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를 탐

색한다.

 지속가능한 마을의 홍보 UCC

를 제작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마을의 홍보 UCC

를 발표한다.

 우리가 앞으로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마을을 구상할 수 있다.

SDGs 

세부

목표

1.4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짐

11.1 적절하고 안전한 주

택 및 기본 서비스

11.c, 12.2 지속가능한 건물, 천연자원

의 지속가능한 관리

11.7 녹색 및 공공 공간에 접근

12.4, 12.8 인체, 건강, 환경에 대한 악

영향 최소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

는 생활양식

13.1, 13.3 기후 관련 재해에 적응력 강

화, 기후 변화 완화 적응

5.4 공공 서비스, 인프라, 가사 노

동의 가치 부여

11.c, 12.2 지속가능한 건물, 천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11.3 지속가능한 도시화, 인간 정

착 계획

Figure 1. Overall objective and theme of ‘sustainable housing’

Ⅳ. 연구결과

1. 교수⋅학습 설계

2019학년도 중학교는 교육과정의 변환기로 1~2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 3학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어 두 교육과정을 모두 분석하였다. 두 교육과정의 주생활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안전’ 핵심개념 도입으로 내

용체계가 다소 변화한 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내용 요소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주생활 문

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성취기준에서는 두 교육과정 모두 ‘올

바른 주거가치관 형성’, ‘주거가치관의 변화 이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실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

활 문화 실천’을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주생

활’이란 용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만 명시되어 있었으며 

교과서는 해당 교육과정에 제시된 명칭을 주로 따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지속가능한 주생활 수업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주생활 문화’ 단원에 해당하며, 두 교육과정의 성취기

준에 모두 부합하면서 교과서에 포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선정한 학습주제는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 형성’, ‘지속가능

한 주생활 실천’,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 계승’으로, 이들을 

총괄하는 목표는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을 형성하여 지속

가능한 주생활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를 계승한

다.’로 설정하였다<Figure 1>.

차시 구성은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 형성하기’와 ‘지속

가능한 주생활 실천하기’는 각 1차시씩,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 계승하기’는 2차시로 총 4차시이다. 각 차시 수업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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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요 수업 활동 2가지 및 수업주제 관련 SDGs 세부목표 

2~7개(Choi et el., 2019; UNESCO, 2017)와 연관 지었다. 차시

별 수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지구 전체와 사회를 배려하는 

주거 가치관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 방안을 탐색

하여 이를 실천에 옮기며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 계승을 위

한 적극적인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2. 교수⋅학습 과정안과 수업 실행

1차시 수업 실행에 앞서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한 4차시 

프로젝트 수업 진행을 위해 활동중심의 PBL 수업방법을 안내

하였다. 반 전원이 활발히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모둠에 

3~4명씩 반별 8~9개 모둠을 구성하였고, 교사는 차시별 교사

용 참고자료를 미리 숙지하였다. 각 차시별 수업 진행은 공통

적으로 도입 단계에서 동영상을 보고 느낌을 공유하면서 생각

열기를 하였고 각 차시별 수업의 학습목표와 SDGs의 세부목

표를 소개하였다. 전개 단계에서는 모둠원이 함께 해당 차시

의 주요 활동 2가지를 수행하면서 문제의 이해, 최선의 대안 

마련 및 발표를 통해 해결안을 공유한 후, 활동 마무리로 차시

별 학습주제가 나와 가족(1차원), 우리 마을과 나라(2차원), 

나아가 지구(3차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장 완성하기로 

결과를 고려하였다. 정리 단계에서는 차시예고에 앞서 학생들

이 자신의 수업 참여도를 3점 척도로 평가해 보고, 수업을 

통해 깨달은 점이나 앞으로의 실천 다짐 1~2가지를 성찰일기

에 작성하고 마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각 차시 

교수학습 과정안과 이를 적용한 구체적인 실험수업 진행 장면

은 다음과 같다.

가. 1차시 수업

1차시 학습주제는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 형성하기’이고 

<Table 1>과 관련된 SDGs의 세부목표는 1.4(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11.1(적절하고 안전한 주택 및 기본 서비

스)이다.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는 생각열기로 청소년이 제작한 지

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UCC 공모전 우수작([동영상 1])을 시청

한 후 나의 소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들은 ‘지속가

능성’ 개념에 대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같은 중학생들이 

‘지속가능성’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한 것을 보면서 많은 관심

이 생겼고 자신의 삶속에서 지속가능한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보니 지속가능한 생활이 자신

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지속가

능성에 대한 개념과 등장배경에 대해 쉽게 이해하였다.

전개 단계의 <활동 1> ‘지속가능한 생활 이해하기’에서는 

2015년 UN이 선포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PPT 1])를 소개

한 후 학생들이 [읽기자료 1]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

능발전목표를 지속가능한 생활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지속가능성’ 용어가 처음에는 어렵고 생소

했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나니 꼭 알아야하고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이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현했다.

<활동 2>의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 형성하기’에서는 [개

인 활동지 1]의 국토교통부 자료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에 대한 2017, 2018년의 그래프를 분석하면서 이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주거가치를 추구하는지 알아보았다. 학생들

은 주거 가치관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처음에는 수용하기 어려

웠지만 그래프 분석 활동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거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된 신문기사 [읽기

자료 1]을 읽고 자신이 가져야 할 주거 가치관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PPT 1]을 활용하여 지속가

능한 주생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후 브레인라이팅 활동([모

둠 활동지 1])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을 탐색하도록 

하였다. 브레인라이팅은 모둠원 전체가 활동지를 돌리면서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보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작성하는 방

법으로 평소 발언을 아끼던 친구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었고 

다른 친구가 작성한 아이디어를 보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

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브레인라이팅 1단계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제별로 분류하는 단계에서는 어려워하는 모둠

이 있었고 아이디어 분류는 했지만 소주제명을 선정하지 못하

는 경우도 있어 교사가 모둠별 소주제를 찾아낼 수 있는 예시

를 설명해 주었다.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에 대한 모둠 발표

는 타 모둠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면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학생들은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을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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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지속가능한 생활을 이해한다.

2. 우리의 주거가치를 탐색하고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을 형성한다.

SDGs의 

세부목표

1.4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

11.1  적절하고 안전한 주택 및 기본 서비스

단계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료

문제의

발견

❖ 생각열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동영상 시청하기

 지속가능한 생활에 관한 나의 경험 나누기

❖ 학습목표 안내

 학습목표 확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확인

[PPT 1] 14장

[동영상 1]

https://www.youtube.com/watch?v=

otWKf82VqvU&feature=youtu.be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청소년 

UCC수상작: ‘너희 그거 아니’

문제의

이해

↓

최선의

대안 마련

❖ 활동 안내

❖ <활동 1> 지속가능한 생활 이해하기

❖ <활동 2>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 형성하기

❖ <활동 1> 지속가능한 생활 이해하기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생활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 <활동 2>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 형성하기

 우리는 어떤 주거가치를 선호하고 있는가?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1순위)≫분석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 탐색하기

- 모둠 활동 1: 브레인라이팅

- 모둠 활동 2: 주제별로 아이디어 분류, 정리

 모둠 발표(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 형성하기)

❖ 결과 고려하기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은 나와 가족, 우리 마을과 나라, 

나아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읽기자료 1]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

주거 가치관의 변화

[개인 활동지 1]

◆ 개별 활동

그래프 분석

[모둠 활동지 1]

◆ 모둠 활동

브레인라이팅

◆ 개별 활동

결과 고려하기

반성

❖ 학습내용 정리

 수업을 통해 깨달은 점, 앞으로의 실천 다짐을 성찰일기에 작성

❖ 차시 수업 예고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

◆ 개별 활동

성찰일기

Table 1. First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친환경적인 주생활로 여기고 있었으며 교사는 최종적으로 

[PPT 1]을 보면서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은 친환경적 주거 

가치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거 가치관, 사는 공간이 아

닌 살아가기 위한 주거 가치관 모두를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결과 고려하기에서는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이 나와 가

족, 우리 마을과 나라, 나아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장 완성하기로 작성하면서 개인의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 

선택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정리 단계에서는 PBL의 반성 단계로 수업을 통해 깨달은 

점 또는 앞으로의 실천 다짐을 성찰일기에 작성하는 것으로 

자신의 수업 참여에 관한 평가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수업태

도를 돌이켜보고 다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하

였다. 결과 고려하기와 성찰일기는 처음 작성해 보는 것이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 예시를 제시해 주었고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실행 교사는 1차시 수업은 학생들이 ‘지속가능성’ 개

념을 생소해하고 이해하기 힘들어 하면서도 동영상을 포함한 

[PPT 1]와 [읽기자료 1]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주거 가치관’ 

개념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지속가능한 생활을 이해할 수 있

으며 주거 가치관 탐색을 위한 브레인라이팅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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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 교수⋅학습 방법 PBL 모둠 토의 차시 2 / 4

학습목표
1.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한 친환경 주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2.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해 급격한 기후위기의 원인을 이해하고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

SDGs의 

세부목표

11.c, 12.2  지속가능한 건물,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11.7       녹색 및 공공 공간에 접근

12.4, 12.8  인체, 건강, 환경에 대한 악영향 최소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

13.1, 13.3  기후 관련 재해에 적응력 강화, 기후 변화 완화 적응

단계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료

문제의

발견

❖ 생각열기

 우리 지역(오창)의 악취문제 관련 동영상 시청

 지역 주민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악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나누기

❖ 학습목표 안내

 학습목표 확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확인

[PPT 2] 15장

[동영상 2-①]

https://www.youtube.com

/watch?v=B3sfVEL0Uf4

오창 악취 조사

문제의

이해

↓

최선의

대안 마련

및 실행

❖ 활동 안내

❖ <활동 1>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한 친환경 주생활 실천

❖ <활동 2>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

❖ <활동 1>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한 친환경 주생활 실천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한 친환경 주생활 이해하기

 모둠 활동 1: 만다라트 활동지를 활용해 주거 공간별 환경 Up & 에너지 Down 

실천 방안 모색

 모둠 발표: 공간별 Up & Down 실천 방안 발표

❖ <활동 2>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

 급격한 기후위기의 원인 알기

 모둠 활동 2: 앞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 기후환경을 비주얼씽킹으로 표현하기

 모둠 활동 3: 기후행동 방안 비주얼씽킹 버블맵으로 표현하기

 모둠발표: 살고 싶은 기후환경과 기후행동 방안 발표

❖ 결과 고려하기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은 나와 가족, 우리 마을과 나라, 나아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동영상 2-②]

https://www.youtube.com/

watch?v=zBENiwPAHbw

고래 뱃속은 쓰레기장

[모둠 활동지 2]

◆ 모둠 활동

만다라트

[읽기자료 2]

스웨덴 소녀 1인 시위,

기후교육 개혁,

기후교육 권리

◆ 모둠 활동

비주얼씽킹

[개인 활동지 2]

◆ 개별 활동

결과 고려하기

반성

❖ 학습내용 정리

 수업에서 깨달은 점, 앞으로의 실천 다짐을 성찰일기에 작성

❖ 과제 제시 및 차시 수업 예고

 과제 제시: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나무 키워오기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 계승

◆ 개별 활동

성찰일기

[과제 활동지 2]

실천나무 키우기

Table 2. Second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나. 2차시 수업

2차시 학습주제는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으로 지속가능

한 주거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지속가능한 주

생활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내용이다

<Table 2>. 이와 관련된 SDGs의 세부목표는 11.c, 12.2(지속가

능한 건물,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11.7(녹색 및 공공 

공간에 접근), 12.4, 12.8(인체, 건강, 환경에 대한 악영향 최소

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 13.1, 13.3(기후 관련 재해

에 적응력 강화, 기후 변화 완화 적응)이다.

도입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악취문제를 

소재로 한 뉴스([동영상 2-①])를 시청하고 지역주민으로서 쾌

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생각

열기를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심각성을 깨달았으며 대책의 시급성에도 크게 공감하

였다. 즉 지속가능한 주생활은 자신뿐만 아니라 거주지역의 

문제와도 직접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을 위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SDGs

의 세부목표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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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단계의 <활동 1>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한 친환경 

주생활 실천’에서는 ‘고래 뱃속은 쓰레기장’([동영상 2-②])을 

시청하면서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가 바다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동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은 같은 생명을 가진 생물로

서 미안함과 괴로운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PPT 

2]를 이용하여 친환경 주거의 개념을 설명한 뒤 모둠별 만다

라트 활동([모둠 활동지 2])을 통해 ‘주거 공간별 환경 Up & 

에너지 Down’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발표하면서 자신의 생활공간에서의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 

방안을 공유하였다. 학생들은 만다라트 활동으로 실천 방안을 

구상하니 다양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생각났으며 발표 시

간에 다른 모둠의 좋은 아이디어를 듣고 정리할 수 있어 도움

이 되었다고 하였다.

<활동 2>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한 기후행동 실천’에서

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스웨덴 여학생과 우리나

라 학생들의 시위에 관한 [읽기자료 2]를 통해 큰 자극을 받았

고 기후위기가 나와 관련된 문제이며, 교과교육을 통해 학습

해야 하는 주제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도 무엇인가 행동하고 

싶은 의지가 생긴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수업의 중요성과 

환경 및 기후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는 기회

가 되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어서 모둠 활동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고 싶은 기후환경을 비주얼씽킹으로 표현하고 그러

한 기후환경에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후행동 방안을 

비주얼씽킹 버블맵으로 [모둠 활동지 2]에 표현하도록 하였

다. 이 활동은 자발적으로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

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 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은 모둠별 발표를 통해 간단한 글과 그림으로 작성한 

비주얼씽킹 결과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고 각 모둠이 전

달하는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결과물을 

볼 수 있어 매우 좋았다고 하였다.

결과 고려하기와 반성 단계의 성찰일기는 지난 시간에 작

성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분위기로 짧은 시간 안에 

마쳤다. 전 시간에 성찰일기 작성한 것이 수업 도중에 생각나

서 이번 수업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였다는 경우도 있었다. 마

지막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

천나무를 작성해오는 과제([과제 활동지 2])를 제시해 주었다.

수업 실행 교사가 볼 때 2차시 수업은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실천하려고 노력하

는 수업으로 전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였고 적극

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수업의 내용과 활동은 학생들에

게 꼭 필요한 수업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다. 3차시 수업

3차시 수업은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를 탐색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마을의 홍보 UCC를 제작하는 것으로 발표는 4차

시에 실시했다<Table 3>. 이와 관련된 SDGs의 세부목표는 

5.4(공공 서비스, 인프라, 가사 노동의 가치 부여), 11.c, 12.2(지

속가능한 건물,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11.3(지속가능

한 도시화, 인간 정착 계획)이다.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는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나무 과

제를 확인하고 면목동에서 추진하는 책을 테마로 한 공동체 

마을에 관한 [동영상 3-①]을 시청하면서 공동체 마을의 생활

에 대한 생각열기를 하였다. 학생들은 주택이 주거 용도 이외

에 이웃과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졌고 자신들도 미래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살고 

싶다고 공동체 주거에 대한 느낌을 말해 주었다.

전개 단계의 <활동 1>에서는 ‘공동체 주택’([동영상 3-②])

과 ‘코하우징과 셰어하우스’([동영상 3-③])를 시청하면서 저

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웃

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 유형을 탐색하였다. 우리나

라의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만들기’)와 스웨덴의 

40+ 코하우징, 일본의 셰어하우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 

유형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PPT 3]을 이용하여 공동체 주거, 

셰어하우스, 코하우징의 개념을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의 이해도 촉진시켰다. 학생들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주거생활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자기가 결정할 앞으로

의 주거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 할 수 있었다고 말해 주었다.

<활동 2>에서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인의 주생활 

실천이 모여 지속가능한 마을을 이룬다는 것을 안내하고 모둠

별로 지속가능한 마을의 홍보 UCC 제작을 계획([모둠 활동지 

3]) 하였다. 모둠별로 서로 상의하고 협력하면서 UCC 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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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를 탐색한다.

2.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마을의 홍보 UCC를 제작할 수 있다.

SDGs의 

세부목표

5.4        공공 서비스, 인프라, 가사 노동의 가치 부여

11.c, 12.2  지속가능한 건물,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11.3       지속가능한 도시화, 인간 정착 계획

단계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료

문제의

발견

❖ 생각열기

 면목동 공동체 주택마을 조성사업 동영상 시청

 공동체 주거에 대한 느낌 묻기

❖ 학습목표 안내

 학습목표 확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확인

[PPT 3] 14장

[동영상 3-①]

https://www.youtube.com/watch?v=

L_LCS5PAJ2Y

책을 테마로 한 공동체 마을

문제의

이해

↓

최선의

대안 마련

및 실행

❖ 활동 안내

❖ <활동 1>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 탐색하기

❖ <활동 2> 지속가능한 마을의 홍보 UCC 제작하기

❖ <활동 1>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 탐색하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 유형 이해하기

❖ <활동 2> 지속가능한 마을의 홍보 UCC 제작하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홍보하기

 모둠 활동: UCC 제작 계획하기

- 장면 계획 및 대본 작성

- 역할 분담

- 제작 일정

❖ 결과 고려하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마을은 나와 가족, 

우리 마을과 나라, 나아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동영상 3-②]

https://www.youtube.com/watch?v=6

rH3eW7b6to

공동체 주택

[동영상 3-③]

https://www.youtube.com/watch?v=e

1zmDB4dpgA&list=PL6xZH77Zyi9

5QcktGCArTLPlIsh4Ut6Mf

코하우징과 쉐어 하우스

[읽기자료 3]

소통하는 공동체, 생태마을 탐방기

[모둠 활동지 3]

UCC 활동 계획하기

[개인 활동지 3]

◆ 개별 활동

결과 고려하기

반성

❖ 학습내용 정리

 수업을 통해 깨달은 점, 앞으로의 실천 다짐을 성찰일기에 작성

❖ 과제 제시 및 차시 수업 예고

 과제 제시: 지속가능한 마을의 홍보 UCC 완성하기

◆ 개별 활동

성찰일기

Table 3. Third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전달하려는 내용을 구상하면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구체적

으로 장면 계획과 제작 일정 등을 계획하였다.

결과 고려하기에서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은 나

와 가족, 우리 마을과 나라, 나아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작성해 보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

화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 결과 고려하기를 세 번째 작성해보니 수업 중간

에도 결과를 고려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정리 단계에서는 성찰일기 작성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살

아가는 주생활 문화 유형이 앞으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

가야 하는 주생활 모습이라고 깨달았고 이러한 긍정적인 주생

활 문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실천 다짐이 

많았다.

모둠별 마을 홍보 UCC 제작 활동에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했고, 과제로 완성한 점이 힘들었다는 의견을 주며 수업 

중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더 높은 수준의 UCC를 제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어 UCC 활동과 시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였다.

수업 실행 교사는 3차시 수업이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주거 유형에 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갖게 했으며 UCC 

제작 계획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를 홍보할 수 있

는 수업이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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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 계승 교수⋅학습 방법 PBL 모둠 토의 차시 4 / 4

SDGs-ESD

학습목표

1. 지속가능한 마을의 홍보 UCC를 발표한다.

2. 앞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마을을 구상할 수 있다.

SDGs의 

세부목표

5.4        공공 서비스, 인프라, 가사 노동의 가치 부여

11.c, 12.2  지속가능한 건물,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11.3       지속가능한 도시화, 인간 정착 계획

단계 교수⋅학습 활동 학습 자료

문제의

발견

❖ 전시학습 확인

❖ 생각열기

 전주 한옥마을 동영상 시청

 마을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한 질문

❖ 학습목표 안내

 학습목표 확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확인

[PPT 4] 11장

[동영상 4]

https://www.youtube.co

m/watch?v=kCxiD6crB

9w

전주 한옥마을

문제의

이해

↓

최선의

대안 마련

및 실행

❖ 활동 안내

❖ <활동 1> 지속가능한 마을의 홍보 UCC 발표하기

❖ <활동 2> 앞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마을 구상하기

❖ <활동 1> 지속가능한 마을의 홍보 UCC 발표하기

 모둠 간 평가 및 모둠 내 평가

- 모둠 간 평가: 정보성, 완성도, 창의성, 호응도

- 모둠 내 평가: 활동 참여도, 자신의 역할 수행 정도, 동료와 협력 정도, 

동료와 의사소통 정도

❖ <활동 2> 우리가 앞으로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마을 구상하기

 한국의 지속가능한 마을 안내하기

- 전주의 한옥마을: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 현재는 지역단체와 주민의 참여 공존

- 청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제: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우리가 살다’

 모둠 활동: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마을 기획안 작성하기

- 지속가능한 마을 목표 세우기

- 지속가능한 마을 계획 세우기

- 지속가능한 마을의 구체적인 기획안 작성하기

 모둠발표: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마을 기획안 발표하기

❖ 결과 고려하기

 내가 미래에 지속가능한 마을에 산다면 나와 가족, 우리 마을과 나라, 나아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개인용 평가 활동지 4]

UCC 평가하기

[읽기자료 4]

전주 한옥마을,

청주 도시재생사업

[모둠 활동지 4]

지속가능한 마을 기획

안 작성하기

[개인 활동지 4]

◆ 개별 활동

결과 고려하기

반성
❖ 학습내용 정리

 수업을 통해 깨달은 점, 앞으로의 실천 다짐을 성찰일기에 작성

◆ 개별 활동

성찰일기

Table 4. Fourth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라. 4차시 수업

4차시는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가 반영된 지속가능한 마

을의 홍보 UCC를 발표하며 모둠 간, 모둠 내 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마을을 구상하는 수업이다

<Table 4>.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에 관한 [동

영상 4]를 시청하고 마을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

누면서 생각열기를 하였다.

전개 단계 <활동 1>에서는 모둠별 마을 홍보 UCC 발표를 

보면서 3점 척도로 된 4항목(정보성, 완성도, 창의성, 호응도)

의 모둠 간 평가와 3점 척도로 된 4항목(모둠 내 참여도, 역할

수행도, 협력정도, 의사소통정도)의 모둠 내 평가를 [개인용 

평가 활동지 4]에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른 모

둠의 UCC를 즐겁게 감상하며 새로운 정보에 많은 관심을 보

였으며 모둠 평가는 기존 가정교과 시간에도 실시했던 경험이 

있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과제를 열심히 한 만큼 

매우 진지한 태도로 평가에 임했다.

<활동 2> ‘우리가 앞으로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마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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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No, 

not 

at all

No, 

hardly

Aver-

age

Yes, to 

some 

extent

Yes, to

a high 

extent
Mean

(SD)

n(%) n(%) n(%) n(%) n(%)

1. 이 수업은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주생활에 도움이 

될 내용이었다.

0 0 10

(8.1)

62

(50.4)

51

(41.5)

4.3

(0.62)

2. 수업에서 제시된 학습자료(동영상, 읽기 자료, 파워포인트, 

활동지)가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0 0 6

(4.9)

55

(44.7)

62

(50.4)

4.5

(0.59)

3. 수업에서 이루어진 학습활동(개인 활동, 모둠 활동, 과제, 평

가)이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0 0 11

(8.9)

50

(40.7)

62

(50.4)

4.4

(0.65)

4. 나는 이 수업에서 평소 가정시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다.

0 1

(0.8)

17

(13.8)

56

(45.5)

49

(39.8)

4.2

(0.72)

5.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과 방법의 수업을 더 하고 싶다.
0 2

(1.6)

22

(17.9)

54

(43.9)

45

(36.6)

4.2

(0.77)

Total 0 3 66 277 269 4.3

Table 5. General evaluation of the overall lessons (N=123)

하기’에서는 [읽기자료 4]를 통해 전주 한옥마을을 소개하고 

학생들 거주 지역인 청주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제를 읽어

보면서 지속가능한 마을이 지니고 있는 공동체 가치를 이해하

도록 한 다음, 앞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마을 기획

안을 [모둠 활동지 4]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활동은 그동안 

3차시까지의 수업을 종합⋅정리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

중하고 의견을 받아들이며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한 확고한 

실천 다짐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지속가능한 마을 목표 

세우기, 계획 세우기, 최종 기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촉박

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고 이에 수업 실행 교사는 

기획안 작성 시간을 조금 더 주고 발표 시간을 줄여 발표는 

일부의 모둠만 하였다. 결과 고려하기에서는 내가 미래에 지

속가능한 마을에 산다면 나와 가족, 우리 마을과 나라, 나아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작성하면서 개인의 선택

에 따른 파급효과와 자신의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였

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업의 마지막 시간인 만큼 결과 고려

하기에서 이전 시간들보다 지구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신의 선택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정리 단계의 성찰일기는 이번 수업뿐만 아니라 전체 4차시 

수업을 종합해서 작성해도 된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지속가능

한 주생활과 마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강한 실천을 다짐

했다고 언급했다.

교사는 기획안 작성 활동이 예정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

지만 총 4차시 프로젝트 수업을 마무리하기에 매우 적절한 

활동이라고 평가하였다.

교사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체 수업은 지속가능한 주생활

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잘 구성된 프로젝트 수업으로 

학생들은 이 연구에서 중점을 두었던 수업 활동을 통해 매 

차시 즐겁게 수업에 참여했으며 자신의 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다. 결과 고려하기는 수업주제의 목표를 

자신과 가족, 이웃과 사회, 나아가 지구를 고려하도록 확장시

켰으며 성찰일기는 하루 수업을 정리하고 자신의 참여도를 

체크하며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3. 평가

지속가능한 주생활 수업에 대한 평가는 수업 전반, 수업 

활동, 수업 효과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 질문과 좋은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으로 알아보았다.

가. 수업의 전반에 대한 평가

지속가능한 주생활 수업 전반에 대한 평가는 <Table 5>와 

같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5개 문항평균은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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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No, 

not 

at all

No, 

hardly

Aver-

age

Yes, to 

some 

extent

Yes, to

a high 

extent
Mean

(SD)

n(%) n(%) n(%) n(%) n(%)

1. 모둠별 만다라트 활동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친환경 주생활 실

천 방안을 생각해 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0 0 6

(4.9)

56

(45.5)

61

(49.6)

4.4

(0.59)

2. 모둠별로 발표한 비주얼씽킹은 기후행동 방안을 한눈에 파악하

는 데 도움이 되었다.

0 0 10

(8.1)

54

(43.9)

59

(48.0)

4.4

(0.64)

3. 모둠별 UCC 제작⋅발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을 알릴 

수 있었다.

1

(0.8)

0 2

(1.6)

47

(38.2)

73

(59.3)

4.6

(0.62)

4. 모둠별 기획안 작성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에 대해 구체적

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0 0 5

(4.1)

49

(39.8)

69

(56.1)

4.5

(0.58)

5. 매 차시 수업 마무리 단계에 작성한 성찰일기는 나의 지속가능

한 주생활 실천 의지를 키워 주었다.

1

(0.8)

1

(0.8)

8

(6.5)

52

(42.3)

61

(49.6)

4.4

(0.72)

Total 2 1 31 258 323 4.5

Table 6. Evaluation of team activities and reflective journal writing (N=123)

점, 전체평균은 4.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3개의 문항은 ‘수업에서 제시된 학습자료가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4.5)’ ‘수업에서 이루어진 학습활

동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4.4)’, ‘이 수업

은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주생활에 도움이 될 내용이

었다(4.3)’로 90%이상의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자료(동영상, 

읽기자료, 파워포인트, 활동지)와 학습활동(개인 활동, 모둠 

활동, 과제, 평가), 수업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

한 긍정적인 평가로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평소보다 더욱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4.2), 앞으로 이러한 내용과 방법의 

수업을 더 원하는(4.2) 수업 요구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업의 전반에 대한 평가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성별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수업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수업의 활동에 대한 평가

이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은 학생 활동중심으로 진행되었

기 때문에 차시별 대표적인 모둠 활동인 만다라트, 비주얼씽

킹, UCC 제작, 기획안 구상과 아울러 성찰일기 작성이 각 차시 

수업에 적절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Table 

6>과 같았고, 각 문항평균은 4.4~4.6점, 전체평균은 4.5점으로 

5개 문항 모두 높게 나타났다. 수업의 활동에 대해 90~95%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차시의 만다라트 활동은 다양한 친

환경 주생활 실천 방안을 생각하게 하였고(4.4) 비주얼씽킹은 

기후행동 방안을 한눈에 파악하게 했으며(4.4), 지속가능한 마

을 홍보를 위한 3차시의 UCC 제작과 4차시의 UCC 발표는 

지속가능한 마을을 알릴 수 있게 했고(4.6) 4차시의 기획안 

작성은 앞으로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마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하였다(4.5). 또한 매 차시 수업 마무리 단계에 작성

한 성찰일기는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 의지를 키워 

주었다(4.4). 이러한 높은 긍정적 평가는 성별에 상관없이 각 

수업 활동이 수업에 적절한 방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수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

수업의 효과는 차시별 학습목표 2개씩을 묻는 8개 문항과 

총괄목표의 다짐과 지속가능발전 실천 의지를 묻는 2개 문항

을 합쳐 5점 리커트 척도 10개 문항으로 알아본 결과 <Table 

7>과 같았고, 각 문항의 평균은 4.3~4.6점이었으며 전체평균

은 4.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7개 문항은 95% 이상의 학생들

이, 나머지 3개 문항은 90% 내외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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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No, 

not 

at all

No, 

hardly

Aver-

age

Yes, to 

some 

extent

Yes, to

a high 

extent

Mean

(SD)

n(%) n(%) n(%) n(%) n(%)

1.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을 이해하게 되었다.
0 0 4

(3.3)

61

(49.6)

58

(47.2)

4.4

(0.56)

2.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0 0 4

(3.3)

61

(49.6)

58

(47.2)

4.4

(0.56)

3.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주거 공간별 지속가능한 환경 Up & 에너지 

Down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0 1

(0.8)

13

(10.6)

59

(48.0)

50

(40.7)

4.3

(0.68)

4.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한 기후행동을 실천

할 수 있게 되었다.

0 0 8

(6.5)

63

(51.2)

52

(42.3)

4.4

(0.60)

5.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공동체 주거, 셰어

하우스, 코하우징 등)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0 0 2

(1.6)

44

(35.8)

77

(62.6)

4.6

(0.52)

6.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의 홍보 UCC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0 0 7

(5.7)

42

(34.1)

74

(60.2)

4.5

(0.60)

7.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의 홍보 UCC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0 0 6

(4.9)

42

(34.1)

75

(61.0)

4.6

(0.59)

8.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마을 

기획안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

0 0 6

(4.9)

59

(48.0)

58

(47.2)

4.4

(0.59)

9.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 계승을 다짐하게 

되었다.

0 0 6

(4.9)

48

(39.0)

69

(56.1)

4.5

(0.59)

10. 나는 앞으로 나와 가족, 우리 마을과 나라 뿐만 아니라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다.

0 0 3

(2.4)

47

(38.2)

73

(59.3)

4.6

(0.54)

Total 0 1 59 526 644 4.5

Table 7.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each lesson (N=123)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차시별 학습목표와 총괄목표를 성취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1차시 수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을 이해하여

(4.4)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을 형성(4.4)하였고, 2차시 수업

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한 친환경적인 주생활(4.3)과 

기후행동(4.4)을 실천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3~4

차시 수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를 이해하여(4.6) 

이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마을 홍보 UCC를 제작(4.5)⋅발표

(4.6)하고 앞으로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마을 기획안을 구상

(4.4)하면서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 계승을 다짐(4.5)할 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 우리 마을과 나라, 나아가 지구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해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4.6)하였다.

지속가능한 주생활 수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성별에 상

관없이 지속가능한 가치관 형성,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 지

속가능한 주생활 문화 계승으로 이어지는 차시별 수업목표는 

물론 총괄목표를 달성하는데도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라. 수업에서 좋았던 점과 개선할 점

수업에서 좋았던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는 

<Table 8>과 같이 71.5%(88명)가 참여했다. 좋았던 점(83명, 

67.5%)과 개선할 점(28명, 22.8%)을 제시한 학생 중 약 2/3(60

명, 68.2%)는 좋았던 점만, 약 1/5(26.1%, 23명)은 둘 다 제시하

였으며 5명(5.7%)은 개선점만 제시하였다.

전체학생의 2/3 정도가 1~2개씩 서술한 수업에서 좋았던 

점은 수업 내용(62.7%, 52명)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수업 활동(32.5%, 27명), 수업 진행(21.7%, 18명)에 대

한 것이었다. 수업 내용에서는 ‘지속가능한 주생활에 대해 잘 

알게 되었거나 미래 나의 주생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실천하게 되었다.’와 같이 포괄적으로 

서술했으며 셰어하우스와 코하우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도 하였다. 제시한 문장의 동사는 ‘알게 되었다’, ‘관심이 생겼

다’, ‘생각하게 되었다’, ‘실천하게 되었다’ 등과 같은 경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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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n(%)

좋았던 점

(

=83)

수업 내용

52(62.7%)

지속가능한 주생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셰어하우스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미래 나의 주생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실천하게 되었다.

코하우징을 잘 알게 되었다.

27(32.5)

9(10.8)

7(8.4)

5(6.0)

4(4.8)

수업 활동

27(32.5%)

UCC 활동이 재미있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둠 활동이 즐거웠다.

만다라트 활동으로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냈다.

다양한 활동이 좋았다.

비주얼씽킹은 이해하기 쉬웠다.

성찰일기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12(14.5)

9(10.8)

2(2.4)

2(2.4)

1(1.2)

1(1.2)

수업 진행

18(21.7%)

수업이 재미있었다.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다.

PPT가 이해하기 쉬웠다.

11(13.3)

4(4.8)

3(3.6)

개선할 점

(

=28)

수업 내용

4(14.3%)
지속가능한 개념이 어려웠다. 4(14.3)

수업 활동

19(67.9%)

UCC 활동이 힘들었다.

UCC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모둠 활동으로 수업시간이 시끄러웠다.

모둠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함께하는 모둠 활동이 어색했다.

만다라트가 어려웠다.

PPT 만드는 활동도 있으면 좋겠다.

9(32.1)

3(10.7)

3(10.7)

1(3.6)

1(3.6)

1(3.6)

1(3.6)

수업 진행

7(25.0%)

수업시간이 부족했다.

자료 검색이 어려웠다.

시험공부가 걱정된다.

4(14.3)

2(7.1)

1(3.6)

Table 8. Merit points and points to improve (N=88)

사를 사용해 수업 후 자신에게 나타난 심리적 체험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업 활동으로는 UCC 활동과 모둠 활동이 

즐거웠다가 많았으며, 수업 진행이 재미있었다고 하였다. 이

러한 학생들의 개인적 개방형 서술은 리커트 척도에서 나타난 

수업 전반과 수업 활동, 수업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높은 평가

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수업의 개선할 점은 전체 학생 중 22.8%(28명)가 1~2

개 서술하였는데 대부분은(23명)은 좋았던 점과 동시에 서술

한 경우이다. 전체적으로 UCC 활동이 힘들었거나(9명) UCC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3명)와→ ‘UCC 활동이 힘들었

다.’(9명), ‘UCC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3명)와 같이 

UCC 활동 관련(11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모둠 활동 

시간이 시끄러웠다, 모둠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함께

하는 모둠 활동이 어색했다 → ‘모둠 활동 시간이 시끄러웠

다.’, ‘모둠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함께하는 모둠 

활동이 어색했다.’와 같이 모둠 활동과 관련한 지적(5명)이 

많았다. 수업 내용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념이 어려웠다(4명), 

수업 진행과 관련해서는 수업시간이 부족했다(4명), 자료 검

색이 어려웠다(2명), 시험공부가 걱정된다(1명)고→‘지속가능

한 개념이 어려웠다.’(4명), 수업 진행과 관련해서는 ‘수업시

간이 부족했다.’(4명), ‘자료 검색이 어려웠다.’(2명), ‘시험공

부가 걱정된다.’(1명)고 하였다. ‘PPT 만드는 활동도 했으면 

좋겠다.’(1명)라는 제안도 있어 학생들의 활동을 다양화하면

서 활동의 수준과 시간, 모둠 구성, 평가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특히 마을 홍보 UCC 제작 활동은 5점 리커트 

척도에서 점수(4.6)가 높게 나타났고, 재미있어서 좋았다고 서

술한 학생들이 많지만(12명) 동시에 어려웠던 활동으로 지적

한 학생들(9명)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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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중학교 가정과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한 교수⋅학습 과

정안을 개발하여 실행⋅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가정교과가 청소년들의 지속가능발전역량과 세

계시민의식 함양 실천 교육을 강화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

기를 기대한다.

첫 번째 연구내용인 분석과 설계에서는 지속가능한 주생

활을 위한 총괄목표, 교수⋅학습단원, 학습주제, 학습목표를 

선정하기 위해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기술⋅가

정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이에 

따른 기술⋅가정 2 교과서 주생활 단원명을 분석하고 주생활 

관련 SDGs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에 중학교 가정교과에

서 SDGs 교육을 위한 주생활 교수⋅학습 단원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생활 문화’ 단원으로 하고,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실천하고 지속가능

한 주생활 문화를 계승한다.’는 총괄목표 아래 3가지 학습주

제를 선정하였다. 각 학습주제에 따른 학습목표는 차시별로 

SDGs 2~3개의 세부목표 2~7개(총 5개 목표의 11개 세부목표)

와 연계되도록 하고 전체 수업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두 번째 연구내용인 개발과 실행에서는 설계 단계의 결과

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주생활 교육을 위한 총 4차시 교수⋅

학습 과정안과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7개의 동영상과 사진 

자료 다수가 포함된 PPT 4세트, 개인 활동지 4개, 모둠 활동지 

4개, 개인 과제 활동지와 평가 활동지 각 1개, 읽기자료 4개, 

교사용 참고자료 4개) 및 학생용 수업 평가 설문지를 개발하

였다. 수업은 2019년 8월 29~9월 18일까지 일주일에 1~2시간

씩 3주간 충북 청주시 소재 Y중학교 3학년 전체 4개 반 남(58

명)⋅녀(69명)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실행하였다. 이 연구에

서 개발한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은 

학습주제 3가지가 연관되어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 형성(1

차시)이,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2차시)으로, 다시 지속가능

한 주생활 문화 계승(3~4차시)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전체

가 한 프로젝트가 된다. 각 차시 학습주제는 2개씩의 학습목표

와 이와 관련된 2가지 수업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SDGs의 세부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차시별 학습목표와 총괄

목표는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활동을 통해 달성하도

록 하였다. 수업은 문제의 발견, 문제의 이해, 최선의 대안 

마련 및 실행, 반성 단계로 진행되며 수업 과정은 모둠 토의 

형태로 학생 간 활발한 상호작용과 협력이 중심을 이룬다. 

각 차시는 학습주제와 관련한 생각열기 동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 연구의 핵심인 수업 활동 2가지

에 대한 안내를 통해 문제를 이해한다. 다양한 모둠 활동(브레

인라이팅, 만다라트, 비쥬얼씽킹, 지속가능한 마을 홍보 UCC 

제작,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마을 구상)을 통해 모둠원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모둠별 해결안을 도출하고 이를 발표

하여 학급 전원이 지속가능한 주생활에 대한 해결안을 공유하

고 아이디어를 획득한다. 활동 마무리는 차시별 학습주제(지

속가능한 주거 가치관,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 이웃과 더불

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마을, 미래에 내가 지속가능한 마을

에 산다면)가 나와 가족, 우리 마을과 나라, 나아가 지구 이 

3차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파급효과를 생각하면서 

‘...는 ...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을 완성하는 결과 고려하

기를 통해 차시 수업의 영향을 종합⋅정리 하면서 SDGs로 확

장한다. 정리 단계에서는 자신의 각 차시 수업 참여도를 3점 

척도로 평가해 보고, 수업을 통해 깨달은 점이나 앞으로의 실

천 다짐 1~2가지를 ‘...을 깨달았다./ ...를 실천할 것이다.’ 라는 

성찰일기 작성을 통해 반성적 사고를 하고 그날 수업한 지속가

능한 주생활 학습에 대한 실천을 다짐하면서 마치게 된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평가는 수업 실행한 가정교과 담당교

사의 수업일지, 연구자와의 면담 결과와 설문 동의서를 제출

한 학생 중 결석생을 제외한 123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에 활용하였다. 지속가능한 주생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 평가는 수업의 전반과, 수업의 활동, 수업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수업의 전반에 관해서는 90% 내외 학생들이 

수업 내용의 실생활 도움 정도, 활동자료(동영상, 읽기자료, 

파워포인트, 활동지)와 학습활동(개인 활동, 모둠 활동, 과제, 

평가)의 학습내용 이해의 도움 정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개방형 서술에서도 뒷받침된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평소 가정시간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앞으로

도 이런 내용과 활동중심 수업을 더 원하는 학습 요구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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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이 연구에서 개발한 총 4차시 수업 전반의 내용과, 활동자

료, 수업 활동 등이 학생들에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수업 

실행 교사도 지속가능한 주생활 수업 내용은 학생들이 꼭 배

워야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며 총 4차시 수업에서 실시한 

학습자료와 학습활동은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수업 내용을 이

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의 핵심인 학습활동 각각에 대해

서도 거의 전원이 만다라트, 비주얼씽킹, 마을 홍보 UCC 제작

과 발표, 살고 싶은 마을 기획안 구상 등 모든 모둠 활동이 

학습목표 달성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UCC 제작과 발표 활동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매 차시 수업 마무리 단계에 작성한 성찰일

기 쓰기는 자신의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 의지를 키워주었다

고 평가하고 있어 주요 학습활동이 각 수업주제에 적합했다고 

볼 수 있다. 개방형 질문에서도 좋았던 점으로 여러 가지 활동

을 꼽고 있었으며 수업 실행 교사도 학생들이 매 차시 다양한 

수업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모둠 활동들이 지속가능한 주생

활을 위한 수업에 적합한 활동이며, 또한 성찰일기 작성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그날의 수업을 정리하고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개방형 질문

이나 교사의 수업일지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마을 홍보 UCC 

제작과 발표 및 평가에 시간이 부족하였고, 재미있었지만 소

수 학생에게는 어렵게 느끼는 도전적 활동이었다. 뒤이어 모

둠원의 구성과 활동, 모둠 평가 등 모둠 활동 관련 불만도 

소수 제기되어 보완이 필요하겠다.

수업의 효과는 학습주제를 구성하는 차시별 학습목표와 

총괄목표의 달성 정도로 알아본 결과, 거의 전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총 4차시의 수업을 통해 차시별 

학습목표는 물론 총괄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가치관 형성, 지속가능한 주생활 실천, 지속가능

한 주생활 문화 계승으로 이어지는 차시별 학습목표와 총괄

목표 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 계승을 다짐하고 

나아가 나와 가족, 우리 마을과 나라,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해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굳히게 된다. 이러

한 결과는 개방형 문항에 제시한 문장의 마침동사가 ‘알게 

되었다’, ‘관심이 생겼다’, ‘생각하게 되었다’, ‘실천하게 되

었다’ 등의 경험동사로 표현되어 자신에게 나타난 심리적 

체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었다. 수업 

실행 교사도 전체 4차시 수업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구성되

어 처음에 지속가능한 개념을 어려워했던 학생들도 차시가 

진행되면서 차시별 학습목표와 총괄목표를 제대로 달성하

게 되고 실천 다짐도 강하게 하였다며 학생들의 평가를 뒷받

침해 주었다.

이 연구는 중학교 가정과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주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2015 개정 교육과

정의 주거 가치관의 변화, 다양한 생활양식,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 실천을 학습 요소로 하는 주생활 문화

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거 가치

관, 건강한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주생활 양식을 요소

로 하는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평가한 것이다.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주생활에 범위를 

제한했지만, SDGs 교육의 시대적 필요성에 비해 매우 미소한 

시작으로 초중고를 연계한 주생활 단원 후속연구는 물론 교과 

내 주제통합 연구, 가정교과가 주축이 된 교과 간 융합 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가정

생활’ 분야에는 ‘생활문화’와 ‘관리’ 핵심개념에 속한 ‘친환경

적인 의생활’ 같은 식⋅의⋅주⋅소비⋅관리 학습 요소들을 

주제 중심으로 묶어 지속가능한 가정생활 문화 수업, ‘생활기

술’ 분야의 ‘지속가능’ 핵심개념이나 ‘지속가능한 발전’ 내용 

요소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창의적인 생활과 기술 수업, 나

아가 사회과 같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하는 타 교과와 융합 

수업을 제안한다. 지속가능성은 중학생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반복 수업에 의해 개념이 획득되고 강화되어 평생 실천해 나

가야하는 필수적인 가치이며 핵심역량이다. SDGs 교육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자 세계적 교육 실천 과제가 

된 현 상황을 학습내용의 대부분이 지속가능발전과 연관되어 

있는 가정과에서 시대적 과제인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부각시

키고 가정학 관련 단체를 위한 국내외 추진 노력에 동참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 생활인 교육의 주요 교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 연구를 기초로 교육 현

장에 가정과의 지속가능한 수업이 확산되어 가정과가 미래세

대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지속가능발전역량을 함양시키고 세

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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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중학교 가정과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실행⋅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는 ADDIE 교수 설계 모형에 따라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기술⋅가정과 기술⋅가정 2 교과서 주생활 단원을 

분석하여 학습주제와 학습목표를 SDGs의 세부목표와 연계되도록 하고 전체 수업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개발 단계에서는 다양한 모둠 활동(브레인라이팅, 만다라트, 비쥬얼씽킹, UCC 제작, 기획안 구상)을 통해 학생 중심의 4차시 

분의 교수⋅학습 과정안과 학습자료(개인 활동지 4개, 학생용 읽기자료 4개, 모둠 활동지 4개, 과제와 평가 활동지 각 1개, 

동영상 7편과 사진 자료 다수가 포함된 PPT 4세트, 교사용 읽기자료 4개) 및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수업 실행은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3주간 충북 청주시 소재 Y중학교 남녀학생 4개 반 12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123명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학생들은 이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모둠별로 실시한 수업 활동과 성찰일기 

작성은 학습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어 학생들의 실천 의지를 키워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학습 

과정안은 지속가능한 주거 가치관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주생활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주생활 문화를 계승하는 목표 달성에 

적절하며 나아가 가정과교육에서 SDGs 교육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논문접수일자: 2020년 4월 13일, 논문심사일자: 2020년 4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5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