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1. 제11권 제1호, pp.1-27 .
사회과에서 범교과 학습의 맥락으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현 가능성*
: 교사의 이해 수준과 실천 의지를 중심으로

<국문초록>

강운선(대구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이해 수준과 실천의지의 분
석을 통하여 사회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확률 표집으로 대구, 경북, 울산 지역에서 재
직 중인 사회과 교사 30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사용
하였으며, 이해 수준과 실행 의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처리도구로 SPSS Ver, 17.0을 사용하였다. 사회과 교사의
이해 수준과 실행 의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 이후로 지속가
능발전교육의 패러다임이 ‘환경과 경제발전의 균형’으로부터 ‘환경, 경제, 사회의 조
화로운 발전’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환경과 경제발전
의 균형‘ 추구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환경,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이해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 영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 영역과 사회 영역에 속하
는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들은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실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서 전문성 부족을 지목하였으며, 지속가능발
전교육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서 사회과의
관련성을 지목하였다. 넷째, 목표와 내용 요소에 대한 이해 수준은 낮지만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실행하려는 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력, 학교급, 성별
변인에 따라 이해 수준과 실천 의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하여 사회과 교사들이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면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시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범교과 학습으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련된 연수 프
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사 인식, 교사의 이해 수준, 교사의 실천 의
지, 범교과 학습
⋆ 주제어 :

* 이 연구는 대구대학교 2010년도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1)

Ⅰ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속가능발전교육은 7차 교육과정 이후로 범교과적 학습 주제에 해당된다. 범교과
적 학습 주제는 관련 교과의 내용과 통합하여 교육하거나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범교과적 학습 주제를 관련 교과의 내용과
통합하여 교육하려면 범교과적 학습 주제에 해당되는 교육이 무엇이며, 그것과 직접
적으로 관련되는 교육 내용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교사들이 자신들이
담당하는 교과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연계하여 수업을 운영
할 것인지를 구안하려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때로는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사가 지속가
능발전교육과 관련하여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자신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하고 있다
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범교과 학습의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
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지속가능발전은 ‘우리 공동의 미래’(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를 통해 30여 년 전에 알려졌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환경과 개발의 조화’로 이해되던 초기
의 관점에서 벗어나 2002년 이후에 ‘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적 발전’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회과
의 교육 내용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합하여 범교과 학습을 운영할 가능성은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주제가 환경보호나 경제성장에 한정되지 않고 인권, 평
화, 문화다양성,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관광,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기업의 지속가능
성, 시장경제 등의 주제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이라는 사실을 정
확하게 인식할 때, 교과 수업에서 관련 주제를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연계하여 교수학
습 과정을 구성할 가능성은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은 교사들이 인권, 거버넌스․시민
참여, 국제화 책임 등이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인권, 평화, 문화다양성,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관광, 지
속가능한 생산․소비, 기업의 지속가능성, 시장경제 등의 주제는 사회과 교육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회과 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범교과 학습의
주제로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사회과 교과 내용과 밀접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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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에 대하여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신들이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과 통합하여 수업을 진행할 가능성은 기
대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회과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범교과 학습으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필요조건 중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에 대하여 안다고
할지라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실현되는데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의 풍
부한 이해와 실행의지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회과 교사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행하려는 의지는 어느 정도일까? 이 물음과
관련하여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지속가
능발전교육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 연구는 찾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교사들이 사회, 환경, 경제의 균형적 발전으로 변화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동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을 정
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가지
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인식과 실태 조사를 통하여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 권장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사회과교육에서 실현될 수 가능성 여부를 탐
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Ⅱ

.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

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변천

1972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는 환경
적인 제약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경제 개발은 지속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UNEP, 1972). 그 이후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간의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는 지구자연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정책이 지
속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
였다. 그리고 대중적인 빈곤, 인구성장,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질의 파괴 등을
우리 인류전체의 장래를 위협하는 주요요소로 제시하였다.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
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제안하였다(WECD, 1987). 이 개념은 미래세
대의 욕구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현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개발로 정의된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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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한 발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이 회의에서 합의된 의제21에는 지구환경문
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경제적인 요인 등에 대한 해결방안, 대기 ·해양 ·폐기물
·토지 등 각종 환경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위한 사회 각 계층의 역할과 법 제
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02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
의(WSSD)가 개최되었다. 이 때 경제, 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선언문에서 채택되었다(UN, 2002).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2005년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발간
한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위한 국가 추진 전략 개발 연구’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발전의 개념을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삶
의 질과 사회경제 발전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균형 있게 조화되도록 추구
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이선경 외, 2005).
2.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와 내용

지속가능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을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선경 외
(2005)는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고 한국 내 또는 지구촌 내 여러 구성원 사이, 현재
와 미래 세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존과 공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
는 교육 활동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는 생태 보장뿐만 아니
라 인종이나 성별, 국적, 종교나 문화 및 기타 구분에 의한 사람들 사이에 차별과 편
견이 종식되고 평등한 관계와 관용, 이해와 우호 및 평화가 증진되는 사회 형성에 기
여하는 교육 활동을 포함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목표는 생태 보장에 대한 이해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기반
을 갖추기 위하여 경제생활이 지속되어야 하며, 인종, 성별, 계층, 지역 등의 다양한
차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속가
능발전교육을 위해서는 환경의 보전,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 인권 보장, 생태계를 훼
손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하기 위한 생활양식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적합하게 내용을 선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 목표에 적합하게 내용을 선정하는 것은 교육 목표
를 성취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에 적합한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는지 살펴보겠다.
UNESCO(2005)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요 내용 영역으로 환경, 경제, 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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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세 영역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점 내용에는 환경적으로 자연자원
(물, 에너지, 농업 등), 기후 변화, 농촌의 변화, 지속가능한 도시화, 재해의 예방 및
완화 등이 포함되며, 경제적으로는 빈곤 퇴치, 기업의 책임과 책무성, 시장경제 등이
포함된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인권, 평화와 인류의 안전, 양성평등, 문화적 다양성과
이해, 건강과 에이즈, 협력 통치 등이 중점 내용으로 포함된다.
이선경 외(2005)는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국제이행계획초안’에서 제시한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주요 내용과 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세
영역의 하위 내용요소를 수정*하였는데, 환경적 지속가능성 영역에는 자연 자원(물,
공기, 토양), 에너지, 기후 변화, 생물종 다양성, 환경 문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지
속가능한 촌락․도시, 재해 예방 감소, 교통 요소를 포함하였다. 경제적 지속가능성
영역에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시장 경제, 빈부격차 완화를
포함하였으며, 끝으로 사회․정치․문화적 지속가능성 영역에는 인권, 평화 안전, 통
일, 문화 다양성, 사회 정의, 건강․식품, 양성평등, 거버넌스, 시민 참여, 소양(매체,
ICT), 세계화 국제적 책임을 내용 요소로 선정하였다.
박태윤, 성정희(2007: 14-20)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사회정치적 관
점, 환경적 관점, 경제적 관점의 세 영역을 제시하였다. 사회․정치․문화적 영역에는
인권․평화, 통일, 문화 다양성, 사회 정의, 안전, 건강․식품, 거버넌스, 시민 참여,
양성 평등, 소양(매체, ICT), 세계화․국제적 책임이 포함되며, 환경적 관점에는 자연
자원(물, 공기, 토양 등), 에너지,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환경 문제, 지속 가능한 식
량 생산, 지속 가능한 촌락 도시, 재해 예방 감소, 교통 요소를 선정하였다. 또한 경
제적 관점에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시장 경제, 빈부 격차
완화 요소가 포함된다.
UNESCO(2009)에서는 환경 영역에는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속가
능한 관광이 포함되며, 경제 영역에는 인구와 개발, 세계 기아의 이해, 소비자 교육이
포함된다. 그리고 사회 영역에는 시민 의식 교육, 여성과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화와 종교, 건강 교육이 포함된다.

* 유엔국제이행계획초안에는 환경적 요소에는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도시화, 농촌의 변화, 재
해예방 및 감소, 천연자원(물, 에너지, 농업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 요소에는 거버넌스, 인권
평화 안보, 문화적 다양성과 이해, 건강과 에이즈, 양성평등이 그리고 경제적 요소에는 빈곤
감소, 시장 경제, 기업의 책임 및 책무성을 선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한 요소
로서 환경 차원에는 교통, 생물종 다양성, 주거, 재해 예방 및 축소, 자연자원(물, 에너지, 대
기 등)의 요소를 사회적 차원에는 갈등 해소, 통일, 사회 혁신, 연대, 매체 소양을 선정하고,
경제적 차원에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및 빈부 격차 완화를 추가하거나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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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에 근무하는 사회과 교사를 조사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교사는 임의 표집으로 이루어졌으며, 우편 조사의 방법
으로 설문지를 수합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10년도 7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설문에 응답한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남자
132
43.1
중학교 102
33.3 성별
학교급
여자
174
56.9
고등학교 204
66.7
5년 미만
90
29.4
대도시 171
55.9
5～10년 미만
66
21.6
17.6
학교 중소도시 99
32.4 경력 10～15년 미만 54
소재지
15～20년 미만 30
9.8
읍면
36
11.8
20년 이상
66
21.6

2. 연구 변인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은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의 이해 수준과 실천의지이다. 지
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의 이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사들에게 자신들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자기평가의 설문을 통해 조사
하였다. 이 방법이 교사들의 인식 수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은 되지만
지속가능발전이 개념의 외연과 강조하는 방향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자기평가에 근거
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사회과 교사의 이해 수준을 제대로 가늠하는 데는 한
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
전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에 속하는 항목
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의 이해 수준을 분
석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경제 발전과 소득의 증가, 환경보호와 경제발
전의 균형, 사회, 경제, 환경의 균형적 발전으로 나누어 설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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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으로 제안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20개를 선정하여 교사들에게 제시한 후에 지속
가능발전교육 내용으로 적합한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은 1의 값을, 적합하지 않은 내
용은 0의 값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을
정확하게 응답하여 얻은 점수를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의 이해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이해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내
용 영역을 환경, 사회, 경제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이해 수준을 측정
하였다.
실천의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앞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능력을 연마하기 위한 연수에 참여할 의지를 가지
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사회과 교사의 이해 수준과 실천의지
를 밝히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1987년에 공식적으로 소개된 이후에 개념의
외연이 확장되어 왔다. 교육과정 변천 과정에서 6차 고등학교 공통사회 교과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다룬 적이 있다. 이것은 교사들이 해당 시기에 고등학교에서 교사 경
력에 따라 이해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사실을 고려하여 본 연
구에서는 성별과 더불어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급과 근무 경력을 독립 변인으로 설
정하여 이해 수준과 실천의지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변
인을 정리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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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변인
구분

하위 변인
측정 지표
1: 매우 많이 이해 2: 약간 이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해 정도 3: 보통
4: 이해하지 못함
5: 전혀 이해하지 못함
1: 경제 발전과 소득의 증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2: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균형
3: 사회, 경제, 환경의 균형적 발전
․자연자원
․기후변화
․재난 예방 및 완화 ․도시화
지속가능발 환경 영역의 교육 내용 이해 ․농촌개혁
․환경문제
전교육의
․과학과 기술의 효과
이해
․생물다양성
․문화유산의 존중 ․양성평등
이해 ․인권
사회 영역의 교육 내용 이해 ․문화다양성
․통일
․평화와 안전
․건강․식품
․시장경제의 원리 ․빈곤퇴치
경제 영역의 교육 내용 이해 ․기업의 경영전략 ․관광
종속
변인
․소비의 사회경제적 측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운영 경험 1. 없다. 2. 있다.
1. 담당 과목과의 관련성 부족
2. 관심 부족
3. 자료 부족
시행하지 않은 이유
4. 할당할 수업시간 부족
5.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 부족
6. 기타
지속가능발
1. 전문성 부족
전교육의
실천의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운영 장애 2. 예산 부족
3. 자료 부족
요인
4. 할당할 수업시간 부족
5.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 부족
1: 매우 많다.
2: 조금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시의지 3: 보통이다.
4: 없다.
5: 전혀 없다.
1: 5년 미만
2: 5～10년 미만
근무
경력
전체
근무
연수
3:
10～15년
미만
4: 15～20년 미만
독립
5: 20년 이상
변인 학교급 현재 재직 중인 학교
1: 중학교
2: 고등학교
성별
1: 남자
2: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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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도구와 자료처리기법

지속가능발전은 그 용어가 등장한 이후로 개념의 내포와 외연의 측면에서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에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며, 어느 정도 이해
하는지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실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
전에 대한 개념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측
정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측정 도구로 활용하였다.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2명의 현직 교사와 환경 교육을 담당하는 교
수 1인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검토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
영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은 77이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인구 통계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분산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 선정한 분석 방법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SPSS 17.0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으며, 전체 문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는
결측 값으로 처리하였다.

Ⅳ

. 연구 결과

Ⅳ장에서는 사회과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해 정도와 어느 정도의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경력과 근무 학교급의 배경변인에 따라 이해 정도와 실천의지
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다루었다.
1.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이해 수준
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해 정도에 대한 자기 평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생님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하였다. <표 3>에 제시한 것과
같이 전체 응답자 중에서 ‘매우 많이 이해한다’와 ‘약간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5%와 49%에 해당되어 전체 응답자 중에서 ‘이해한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교사의 비율이 7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력과 근무하는 학교급에 따른 배경 변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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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는 60%정도이며,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의 경력자는 70% 정도, 그리고 근무 경력이 20년 이상
인 교사는 90%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무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근무 경력이 적은 교사들에 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
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의 배경변인에 따라 중
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정도를 비교하면 고등학교 교사(75%)가 중학교
교사(66%)보다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차이
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성별은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정도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정도

반응 항목(%)
구분
χ2
1
2
3
4
5
5년 미만 12(13.3) 45(50.0) 21(23.3) 12(13.3) 0(.0)
5～10년 미만 24(36.4) 27(40.9) 12(18.2) 3(4.5) 0(.0)
**
경력 10～15년 미만 9(16.7) 24(44.4) 12(22.2) 6(11.1) 3(5.6) 29.146
(df=12)
15～20년 미만 6(20.0) 15(50.0) 6(20.0) 3(10.0) 0(.0)
20년 이상 21(31.8) 39(59.1) 6(9.1) 0(.0) 0(.0)
15(14.7) 54(52.9) 21(20.6) 12(11.8) 0(.0)
10.358*
학교급 중학교
(df=4)
고등학교 57(27.9) 96(47.1) 36(17.6) 12(5.9) 0(.0)
남자
30(22.7)
63(47.7)
27(20.
5
)
12(9.
1
)
0(.0)
.995
성별 여자
42(24.6) 87(50.9) 30(17.5) 12(7.0) 0(.0)
(df=3)
전체
72(23.5) 150(49.0) 57(18.6) 24(7.8) 3(1.0)
** p<.005 *p<.05 1: 매우 많이 이해. 2: 약간 이해 3: 보통 4: 이해 못함 5. 전혀 이해 못함
나.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의 이해

설문에 응답한 사회과 교사들 중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
율은 70%정도로 나타났다. 사회과 교사들이 실제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와 내용
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교육 내용을
설문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설문에 대하여 <표 4>와 같이 응
답자의 70% 정도가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의 균형’(70.6%), ‘사회, 경제, 환경의 균형
적 발전’(24.5%), ‘경제 발전과 소득의 증가’(4.9%)의 순으로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2년도 이후로 사회, 경제, 환경의 균형적 발전으로 지속가능발
전에 접근하고 있는 변화의 경향성을 교사들이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
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력 변인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의 인식 정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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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대에서 응답자의 60%이상이 지속가능발전을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균형으로 정
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 중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중에
는 경제 발전과 소득의 증가로 정의하는 사례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5년 미
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 중에서 13% 정도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경제 발전과 소
득의 증가로 정의하였다. 특히 15～2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 중에서 40% 정
도는 사회, 경제, 환경의 균형적 발전으로 반응하였는데, 다른 경력대에 속하는 교사
들의 사회, 경제, 환경의 균형적 발전으로 반응한 비율이 20% 정도에 머물고 있는
현상과는 비교가 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4>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반응 항목
명(%)
구분
χ2
1
2
3
5년 미만 12(13.3)
60(66.7)
18(20.0)
5～10년 미만 3(4.5)
45(68.2)
18(27.3)
26.052***
경력 10～15년 미만 0(.0)
42(77.8)
12(22.2)
(df=8)
15～20년 미만 0(.0)
18(60.0)
12(40.0)
20년 이상 0(.0)
51(77.3)
15(22.7)
중학교
12(11.8)
63(61.8)
27(26.5)
16.628***
학교급 고등학교 3(1.5)
153(75.0)
48(23.5)
(df=2)***
남자
6(4.
5
)
78(59.
1
)
48(36.4)
17.
71
성별
(df=2)
여자
9(5.2)
138(79.3)
27(15.5)
전체
15(4.9)
216(70.6)
75(24.5)
*** p<.001 1: 경제발전과 소득증가 2: 환경보호와 경제발전 균형 3: 사회․경제․환경의 균형발
전

학교급 변인에 따라 중학교에 재직하는 교사와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의 이해
정도를 비교한 결과 설문에 지속가능발전을 사회, 경제, 환경의 균형적 발전으로 반
응한 비율에서는 중학교에 재직 중인 응답자와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응답자의 비율
이 비슷한 정도이다. 한편 지속가능발전을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균형으로 정의한
중학교 응답자의 비율(11.8%)이 고등학교 응답자의 비율(1.5%)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차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성별 변인에 따른 비교에서 남자 교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균형으로 정의한 응답자의 비율(59.1%)이며, 사회․경제․환경의 균형 발전으로 응답
한 비율이 36.4%이며, 여자 교사의 경우는 79.3%가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균형으
로, 15.5%는 사회․경제․환경의 균형 발전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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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

1) 설문 응답자 전체의 이해 수준
2002년도 이후 국내외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환경, 사회, 경제의 세 영역으로 구
분하고 있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사회과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세 영역에 속
하는 교육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사회과 교사들이 환경 영역에 속하는 지
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을 정확하게 맞춘 점수의 평균(.53)이 경제 영역(.32)과 사회 영
역(.30)에서 획득한 점수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 영역에 속하는 문항별 정답률
을 비교하면 환경문제의 경우 응답자는 90%가 옳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후
변화(.71), 자연자원(.68), 생물다양성(.66)들의 문항은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옳
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 영역에 속하는 농촌 개혁(.14), 도시화(.20),
경제 영역에 속하는 시장경제의 원리(.19), 관광(.11), 그리고 사회 영역에 속하는 양
성평등(.23), 건강․식품(.14), 통일(.12)은 설문 응답자 중에서 정답자가 25%에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영역별 이해 수준
영역

M
0.53

환경 영역

SD
0.22

내용 요소
자연자원
기후변화
재난 예방 및 완화
도시화
환경
농촌개혁
환경문제
생물다양성
과학과 기술의 효과
원리
경제 시장경제의
빈곤퇴치

M
.68
.71
.40
.20
.14
.90
.66
.53
.19
.36

경제 영역
사회 영역
M
SD
M
SD
0.32
0.27
0.30
0.27
SD 영역
내용 요소
M SD
.47
기업의 경영전략
.23 .42
.46 경제
관광
.11 .31
.49
소비의 사회․ 경제적 측면 .49 .50
.40
문화유산의 존중
.38 .49
.35
양성평등
.23 .42
.30
문화다양성 이해
.55 .50
.48 사회
인권
.42 .50
.50
통일
.12 .32
.39
평화와 안전
.26 .44
.48
건강․식품
.14 .35

이처럼 도시화와 농촌개혁 등의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 교사들이 대체로 환경 영역에 속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에 대하여 옳게 응답
*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을 옳게 표시하면 1의 값을, 틀리게 표시하면 0의 값을 부여하였으므
로, 평균값에 100을 곱한 비율은 각 문항의 정답율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의 문항별 평균값은 문항의 난이도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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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율이 높은 반면 경제 영역과 사회 영역에 속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은 2009년도에 제안된 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2002년도 유네스코 보고
서와 2005년도 국가지속가능발전자문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
은 내용으로서 교사들을 위하여 제작된 지침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따
라서 교사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을 지속가능발전교육 내
용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건강․
식품, 양성평등의 내용은 교사 지침서 등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것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근무 경력, 근무 학교급, 성별의 배경변인에 따른 이해 수준 비교
설문에 응답한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근무 경력, 재직 중인 학교급, 성별, 배경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여 요인설계에 따른 다원변량 분산분석(Multi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다원변량 분산분석(Multiway ANOVA)에 따른 차이 검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의 이해 수준에 대한 차이 검증
환경 영역
구분
df
F
수정 모형
17 2.026
절편
1 818.587
경력
4 5.458
학교급
1 0.172
성별
1 1.192
경력 * 학교급 4 1.631
경력 * 성별 4
5.25
성별 * 학교급 1 3.809
경력 * 성별 * 2 4.129
학교급
오류
288
합계
306
***p<.001 **p<.01 *p<.05

Sig,
0.01*****
0.000***
0.000
0.678
0.276
0.167
0.000***
0.052
0.017*

df
17
1
4
1
1
4
4
1
2
288
306

경제 영역
F Sig,
4.187 0.000******
276.974 0.000
0.425 0.79*
4.293 0.039
9.826 0.002***
5.271 0.000***
5.849 0.000 **
8.849 0.003
5.428 0.005**

df
17
1
4
1
1
4
4
1
2
288
306

사회 영역
F Sig,
5.021 0.000******
259.125 0.000 **
4.303 0.002**
6.59 0.011
8.651 0.004****
3.722 0.006**
3.369 0.01 **
9.807 0.002
10.275 0.000***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6>에 제시되
어 있는 바와 같이 경력, 환경 영역의 경우 경력 변인과 경력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

* ANOVA를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 변수의 분산이 모든 집단에서 서로 같다는 가정을 충족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의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levene'test 값에 대
한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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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리고 경력, 성별 학교급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 영역에서 학교급 변인은 개별적으로도 통계적 유의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이나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변인이나 성별 변인은 개별 변인만으로는 독자적인 설명력이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력, 성별, 학교급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회 영역의 경우 학교급과 경력대로 이루어진 모델에서 학교급 변인, 경
력 변인, 성별 변인 모두 개별적으로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환경 영역과 사회 영역에서 경력 변인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경력 변인에서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방법으로 사후분석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7> 사후 검증
(I) 경력

(J) 경력
5년～10년 미만
미만
5년 미만 10～15년
15～20년 미만
20년 이상
10～1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15～20년
10～15년 미만 20년 이상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p<.001 **p<.01 *p<.05

사회 영역
평균차(I-J)
Sig,
-4.85E-02
0.821
0.1095
0.144
-0.1238
0.21
-9.39E-02
0.222
.1580
0.014*
-7.53E-02
0.736
-4.55E-02
0.884
-.2333
0.002**
-.2035
0.000***
2.99E-02
0.989

환경 영역
평균차(I-J)
Sig,
-6.93E-02
0.431
-4.72E-02
0.813
-1.25E-02
0.999
-6.36E-02
0.522
2.21E-02
0.990
5.68E-02
0.845
5.68E-03
1.000
3.47E-02
0.975
-1.64E-02
0.997
-5.11E-02
0.889

Scheffe 방법으로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사회 영역에서는 5년～
10년 미만 경력대 집단과 10～15년 미만의 경력대 집단, 10년～15년 미만의 경력대
집단과 15～20년 미만의 경력대 집단, 10년～15년 미만의 경력대 집단과 20년 이상의
경력대 집단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순 주효과 분석(Simple Main
Effects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일변량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학교에서 경력 변인은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의 이해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F(4, 296)=4.549, p=.001), 고등학교에서도 경력 변인
은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의 이해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F(4, 296)=5.580, p=.000).
경제 영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을 대상으로 할 때, 중학교에서 경력 변인은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의 이해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F(4, 296)=5.273, p=.000), 고등학
교에서도 유의도 수준 .05에서 경력 변인이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의 이해 수준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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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3.614)=5.580, p=.007).
<표 8> 학교급별 경력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일변량 검증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대비
오류
대비
오류

자유도
4
296
4
296

사회 영역
F
유의확률
4.549
.001
5.580
.000

자유도
4
296
4
296

경제 영역
F
유의확률
5.273
.000
3.614
.007

경력별 학교급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일변량 검증 결과는 <표 9>에 제시
되어 있다. 사회 영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의 이해 수준에 미치는 상호
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 9>와 같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력대에서 학교급
변인은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의 이해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F(1, 296)=11.450, p=.001). 그러나 다른 경력대에서는 학교급 변인은 지속가능발
전교육 내용의 이해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경력별 학교급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일변량 검증
경력대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대비
오류
대비
오류
대비
오류
15～20년 미만 대비
오류
20년 이상 대비
오류

사회
자유도 F
유의확률
1
.110
.740
296
1
1.212
.272
296
1
1.230
.268
296
1 0 11.45
.001
296
1
1.950
.164
296

경제
자유도
F 유의확률
1
.206
.650
296
1
.656
.419
296
1
1.653 .199
296
16.09 .000
1
8
296
1
4.762 .030
296

경제 영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의 이해 수준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
과를 검증한 결과 <표 9>와 같이 15년～20년 사이에 해당되는 경력대에서 학교급
변인은 경제 영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의 이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F(4, 296)=16.098, p=.000), 20년 이상의 경력대에서도 학교급 변인은 .05수준에
서 경제 영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의 이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F(4, 296)=4.762, p=.030).
학교급별 성별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일변량 검증 결과를 제시한 <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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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경제 영역과 사회 영역 모두 중학교에서 성별 변인은 지속가능발전교육 내
용의 이해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성별
변인이 경제 영역과 사회 영역에 속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의 이해 수준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학교급별 성별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일변량 검증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대비
오류
대비
오류

자유도
1
288
1
288

경제 영역
F
유의확률
19.356
.000
.672
.413

자유도
1
288
1
288

사회 영역
F
유의확률
19.882
.000
.439
.508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자의 경우 학교급 변인은 경제 영역과 사회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 교사의 경우에는 학교급 변인은 경
제 영역과 사회 영역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성별 학교급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일변량 검증
성별
남자
여자

대비
오류
대비
오류

자유도
1
288
1
288

경제 영역
F
유의확률
13.879
.000
.122
.727

자유도
1
288
1
288

사회 영역
F
유의확률
18.860
.000
.038
.845

<표 12>와 같이 5년 ～10년 미만의 경력대와 15년～20년 미만의 경력대에서는 성
별 변인이 환경, 경제, 사회의 세 영역에 속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의 이해 수준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경 영역의 다른 영역과는 달리 5년
미만의 경력대에서도 성별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경력별 성별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일변량 검증

환경 영역
경제 영역
사회 영역
경력대
자유도 F 유의확률 자유도 F 유의확률 자유도 F 유의확률
1 12.446 .000 1 .092 .762 1 .206 .650
5년 미만 대비
오류 288
288
288
대비
1
3.
8
66
.050
1
18.747
.
0
00
1 6.570 .011
5～10년 미만 오류 288
288
288
1 .085 .771 1 2.358 .126 1 1.200 .274
10～15년 미만 대비
오류 288
288
288
대비
1
3.
8
81
.050
1
12.265
.
0
01
1 12.912 .000
15～20년 미만 오류 288
288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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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8
20년 이상 대비
오류 288

.721

1 .688 .408
288

1 .013 .911
288

또한 <표 13>과 같이 남자 교사의 경우 경력 변인이 환경, 경제, 사회 영역에 속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의 이해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여자 교사의 경우에는 경력 변인이 경제 영역과 사회 영역에 속하는 지속가능
발전교육 내용의 이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성별 경력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일변량 검증
성별
남자
여자

환경 영역
자유도 F 유의확률 자유도
대비 4 5.386 .000 4
오류 288
288
대비 4 1.438 .222 4
오류 288
288

경제 영역
F 유의확률 자유도
5.727 .000 4
288
5.256 .000 4
288

사회 영역
F 유의확률
9.233 .000
3.051 .017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할 때 사회과 교사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이
2002년도 이후에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 경향이나 동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 의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실천 의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지속가
능발전교육의 실행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교사들이 실행 의지를 구현하는데 걸림돌로
인식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전문성 부족을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한 점을 반영하여 실천의지를 조사하기 위한 내용으로 연
수의 참여 실태를 부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참여 실태유무와 관련하여 조사한 항목에
는 연수 프로그램의 참여 유무, 연수 프로그램의 불참 이유, 연수 참여 의지 등을 살
펴보았다.
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운영 실태

“선생님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교육하신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
<표 14>와 같이 전체 응답자 중에서 60% 정도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
타났다. 경력 변인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면 5년 미만의 경력대에서는 30% 정도가 경
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5～10년 미만(59.1%), 10～15년 미만(77.8%), 15～20년
미만(80.0%), 20년 이상(76.2%)의 경력대에서는 각 경력대의 응답자 중에서 6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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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4>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
구분
5년 미만
5～10년 미만
경력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
성별
여자
전체
*p<.05 1: 없다. 2: 있다.

반응 항목(%)
1
2
63(70.0)
27(30.0)
27(40.9)
39(59.1)
12(22.2)
42(77.8)
6(20.0)
24(80.0)
15(23.8)
48(76.2)
45(44.1)
57(55.9)
78(38.8)
123(61.2)
45(34.9)
84(65.1)
78(44.8)
96(55.2)
123(40.6)
180(59.4)

χ2

52.468***
(df=4)
.792
(df=1)
3.037
(df=1)

학교급 변인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면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중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를 조금 상회하였으며,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중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변인의 경우도 지속발전
교육 경험이 있다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 교사는 65.1%, 여자 교사는 55.2%로
서 남자 교사가 여자 교사에 비하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장애요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경험이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이 60%정도이며, 경
험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 비율은 40%정도이다. 40% 정도의 경험이 없다고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다루지 않은 이유는 무엇
입니까?”라는 설문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다.
<표 15>과 같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 지목한 원인은 관심 부
족(38.1%), 자료 부족(16.7%), 할당할 수 있는 수업시간 부족(14.3%), 사회과와의 관
련성 부족(11.9%), 기타(11.9%),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 부족(7.1%)의 순이었다.
경력 변인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면 10년～15년 미만의 경력대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서 60%이상이 관심 부족을 지목하였으며, 나머지 33%
정도는 자료 부족을 지목한 것과는 달리 5년 미만의 경력대에서는 관심 부족을 이유
로 지목한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비율에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할당할 수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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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부족과 자료 부족 등 보다 다양한 요인을 원인으로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차이는 유의 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변인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면 중학교 교사는 관40%정도가 관심 부족을 이
유로 지목하고, 30%정도가 기타 요인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지목한 것과는 달리
고등학교 교사는 관심 부족(35.7%)과 자료 부족(21.4%)을 실시하지 않는 주요 요인
으로 지목하였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면 남자 교사와 여사 교사 모두 관심 부족을 가장 심각
한 장애요인으로 지목한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남자 교사는 자료 부족을 장애 요인의
두 번째로 지목한 것과는 달리 여자 교사는 수업 시간 부족을 두 번째 요인으로 지
목한 점에서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5>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시하지 않는 이유

반응 항목
구분
1
2
3
4
5
6
21(33.
12(19.
15(23.
5년 미만 0(.0) 3)
9(14.3) 0)
6(9.5) 8)
12(40. 3(10.0) 3(10.0) 3(10.0) 0(.0)
경력 5～10년 미만 9(30.0) 0)
10～15년 미만 0(.0) 6(66.7) 3(33.3) 0(.0) 0(.0) 0(.0)
15～20년 미만 3(50.0) 3(50.0) 0(.0) 0(.0) 0(.0) 0(.0)
20년 이상 3(16.7) 6(33.3) 6(33.3) 3(16.7) 0(.0) 0(.0)
중학교
0(.0) 9) 18(42. 3(7.1) 6(14.3) 3(7.1) 6) 12(28.
학교급
고등학교 9) 15(17. 7) 30(35. 4) 18(21. 3) 12(14. 6(7.1) 3(3.6)
남자
6(11.8) 18(35.3) 12(23.5) 6(11.8) 6(11.8) 3(5.9)
성별
여자
9(12.0) 30(40.0) 9(12.0) 12(16.0) 3(4.0) 12(16.0)
15(11. 48(38. 21(16. 18(14. 9(7.1) 15(11.
전체
9)
1)
7)
3)
9)
*** p<.001 1: 담당 과목과의 관련성 부족2: 관심 부족
3: 자료 부족
4: 할당할 수 있는 수업시간 부족 5: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 부족

χ2

55.457***
(df=20)
26.004***
(df=5)
8.15
(df=5)
6: 기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이나 선결과제 등을 이
해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교사들에게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행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 <표
16>과 같이 50%정도가 전문성 부족을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으며, 할당할
수 있는 수업 시간 부족(25.3%), 자료 부족(18.2%),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 부족
(15.1%), 예산 부족(1.0%) 등의 순으로 반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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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대별로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20년 이상의 경력대를 가
진 교사들의 경우 전문성 부족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한 비율이 6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할당할 수업 시간 부족과 자료 부족을 요인으로 지목한 비율이
23.8%와 9.5%에 해당되었다.
한편 5년 미만의 경력대에서도 전문성 부족을 가장 핵심적인 장애요인으로 지목하
였으나, 그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 정도는 할당할 수
업시간 부족을 그 이유로 지목하였다. 20년 이상의 경력대에서는 수업 시간을 위한
부족을 요인으로 지목한 응답자는 없었으나, 5년 미만의 경력대에서는 7%정도가 수
업시간을 위한 시간 부족을 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년 미만의 경
력대에서는 예산 부족을 요인으로 지목한 것과는 달리 다른 경력대에서 예산 부족을
요인으로 지목한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05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다.
<표 16>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장애요인

반응 항목(%)
구분
1
2
3
4
5
5년 미만
42(46.7) 3(3.3) 12(13.3) 27(30.0) 6(6.7)
5~10년 미만
33(52.4) 0(.0) 15(23.8) 12(19.0) 3(4.8) 27.638*
경력 10~15년 미만 21(38.9) 0(.0) 15(27.8) 15(27.8) 3(5.6) (df=16)
15~20년 미만 12(44.4) 0(.0)
6(22.2) 6(22.2) 3(11.1)
20년 이상
42(66.7) 0(.0)
6(9.5) 15(23.8) 0(.0)
중학교
48(47.1)
3(2.9)
18(17.6)
24(23.5) 9(8.8) 10.687*
학교급 고등학교
102(52.3) 0(.0) 36(18.5) 51(26.2) 6(3.1) (df=4)
60(47.6)
0(.0) 24(19.0) 36(28.6) 6(4.8) 3.652
성별 남자
여자
90(52.6) 3(1.8) 30(17.5) 39(22.8) 9(5.3) (df=4)
전체
150(50.5) 3(1.0) 54(18.2) 75(25.3) 15(5.1)
*p<.05 1: 전문성부족 2: 예산부족 3: 자료부족 4: 할당할 수업시간 부족 5: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부족

학교급 변인에서 교사들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면 중학교 교사들과 고등학교 교사
들 모두 장애요인으로 지목한 순서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학교 교사들
이 예산 부족(2.9%)을 장애요인으로 지목한 것과는 달리 고등학교 교사들 중에서 예
산 부족을 장애요인으로 지목한 응답자는 없으며, 장애요인에 대하여 반응한 비율에
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시행의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시하려는 의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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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생님은 앞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설문한 결과, <표 17>과 같이 실시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설문자 중에서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응답
을 보인 응답자 중에서 실지할 의지가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19.0%에 해당되
었으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41.0%에 이르렀다.
<표 17>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시 의지

반응 항목(%)
구분
1
2
3
4
5
5년 미만
6(6.7) 36(40.0) 33(36.7) 12(13.3) 3(3.3)
5～10년 미만 9(13.6) 33(50.0) 24(36.4) 0(.0) 0(.0)
경력 10～15년 미만 6(11.1) 33(61.1) 12(22.2) 3(5.6) 0(.0)
15～20년 미만 12(44.4) 0(.0)
15(55.6) 0(.0) 0(.0)
20년 이상
24(38.1) 21(33.3) 18(28.6) 0(.0) 0(.0)
18(17.6) 42(41.2) 30(29.4) 9(8.8) 3(2.9)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39(19.7) 81(40.9) 72(36.4) 6(3.0) 0(.0)
남자
39(30.2) 42(32.6) 39(30.2) 6(4.7) 3(2.3)
성별 여자
18(10.5) 81(47.4) 63(36.8) 9(5.3) 0(.0)
전체
57(19.0) 123(41.0) 102(34.0) 15(5.0) 3(1.0)
** p< .005 *p<.05 1: 매우 많다. 2: 조금 있다 3: 보통이다 4: 없다. 5: 전혀 없다

χ2

83.959***
(df=16)
11.449*
(df=4)
23.93***
(df=4)

경력과 학교급의 배경변인에 따라 실시 의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 매
우 많다는 응답과 관련하여 5년 미만의 경력대에서는 6%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5～
20년의 경력대에서는 40% 이상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미만
의 경력대에서는 13%정도가 실시할 의지가 없다고 반응한 것과는 달리 15～20년의
경력대와 20년 이상의 경력대에서는 없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0%에 해
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변인에 따른 차이를 비교할 때 중학교 교사가 실시 의지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을 보인 비율은 58%정도에 해당되며, 없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응답자의 비율
도 12%정도에 해당된다. 한편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실시 의지에 대하여 긍정적 반
응을 보인 비율은 60%정도에 해당되며, 없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응답자의 비율도
3%정도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성별 변인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면 남자 교사는 실시할 의지가 있다는 긍정적 반
응을 보인 비율이 60%정도를 상회하며, 의지가 없다고 반응한 비율은 7%정도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여자 교사는 57% 정도가 긍정의 반응을 5%정도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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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 결론 및 제언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범교과 학습 주제는 기존의 주제에 새로운 관심사가 등
장하면 그것을 부가하는 모습을 띠어오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도 7차 교육과정 이
후로 범교과 학습 주제 중의 하나로 지정되어 교과학습이나 재량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연구에서 사회과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영역에 속하는 주제와의 일치성이나 주제와의 관련성 정도가 밀접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범교과 학습 주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실효를 거두려면 지
속가능발전교육을 구성하는 환경, 사회, 경제 영역에 속하는 내용과 관련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과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서,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과 교사들이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이해 수준 및 실천 의지를 조사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와 내용
영역의 이해 정도와 실천 의지를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2002년 이후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패러다임이 ‘환경과 경제발전의 균형’으로
부터 ‘환경,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과 교사
들의 대부분이 아직도 ‘환경과 경제발전의 균형‘ 추구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환경,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이해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환경 영역에 속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 수
준이 높았으나, 사회 영역에 속하는 내용 요소에 대해서는 이해 수준이 매우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적 발전
의 관점에서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목표와 내용 요소에 대한 이해 수준은 낮지만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행하려
는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사회과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활성
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출
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교사 교육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교
사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예비 교사 및 현직 교사의 지속가능발전의 인
식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사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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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변화
해가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실행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키려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
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장애 요인으로서 교사의 전문성 부족을 지목한 응답자
의 비율이 응답자의 5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근거할 때 사회
과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과 예비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련된
강좌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
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연수
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UN,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회. 그리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을 기초로 지속가능발
전교육 내용에 관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회와 유네스
코한국위원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에는 다문화 시민의식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 시민의식이 측정도구에서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다문화 시
민의식의 성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후에는 다문화 시민의식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과의 관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대구, 울산, 경상북도 등의 지역에 한정하였LR 때문
에 전체 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이후에는 전국 단위의 확률표집을 통하여 사회과 교사들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해
수준과 실천 의지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기 바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학 교
육과정 등에 대한 분석도 함께 수행한다면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사회과 교사들의 전공 변인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에 전공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사회과 교사 교육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교사들의 이해 수준을 이해하기 위하여 양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
하였다. 양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사회과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이해 수
준을 개략적으로는 파악하는데는 도움을 얻을 수 있으나, 교사들의 심층적인 이해 정
도를 파악하는데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인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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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배경 변인에 따라 이해 수준과 실천 의지의 실태를 밝히는데
치중하고 있으며, 배경변인에 따라 이해 수준이나 실천 의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이
유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이후에는 실태 분
석에서 한 걸을 더 나아가 배경 변인에 따라 인식 상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밝
히고, 그에 따른 교육적 처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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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lementation possibility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in Social Studies Education as Cross
curricular Context
:Focused on Social Studies Teachers’ Understanding Levels and Practical
Willness toward ESD

Kang, Woonsun(Daegu University)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ossibility to integrat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in social studies through the level of social studies
teachers’ understanding and practical willness toward ESD. For this I select 304 social
studies teachers who are served in Daegu, Gyeongsangbuk-do and Ulsan area by
nonprobability sampling.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item to measure conceptual
definition of ESD, understanding on content of ESD, experience of ESD, barriers and
teacher' practical wilness toward ESD. The result are following. First, most of
teachers answered that conceptual definion of ESD is balance of environment
ptote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 few teachers replyed that conceptual definion
of ESD is 'balanced development among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Second,
in terms of contents element of ESD, teachers discriminate contents of environment
domain enough, their levels to recognize contents belonged to economy domain and
society domain is very low. Second, teachers point out lack of expertise as barriers of
educational practice. Third, in spite of their' low understanding level, practical
willness toward ESD is to appear high. Fourth, According to the background
variables as service career and whether teacher service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influnced levels of understanding and pratical willness. Based on these results, I
suggest hat implementation possibility ESD in social studies is enough, if only
teachers have apportunity to strengthened a professionalism.

⋆

Key words: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eachers’
Perception, Teachers’ Practical Willness, Cross Curric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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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이 설문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선생님들의 이해 정도와 시행 의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
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할 것이며 연구 목적으로
만 활용할 것이므로 선생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번호에 ∨를 표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1. 성별 :
①남( )
② 여( )
2. 학교 소재지: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3. 학교급: ① 중학교
③ 고등학교
4. 근무 경력 :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15년 미만
④ 15～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 각 문항마다 선생님의 의견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를 표시해주세요.

1. 당신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많이 이해한다.
② 약간 이해한다.
③ 보통이다.
④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⑤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2. 선생님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① 꾸준한 경제 발전과 소득의 증가 ②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의 균형 추구
③ 사회․경제․환경의 균형발전
④ 기타 (
)
3.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으로 적합한 것을 모두 골라 번호에 ∨를 표시해 주세요.
① 자연자원 ② 기후변화 ③ 재난 예방 및 완화
④ 도시화
⑤ 농촌 개혁 ⑥ 시장 경제 원리 ⑦ 빈곤 퇴치
⑧ 환경문제
⑨ 문화유산 존중 ⑩ 생물다양성 ⑪ 과학과 기술의 효과와 사용 ⑫ 양성평등
⑬ 기업 경영전략 ⑭ 문화다양성 이해⑮ 인권
⑯ 평화와 안전
⑰ 통일
⑱ 건강․식품 ⑲ 관광 ⑳ 소비의 사회․경제․윤리적 측면 인식
4. 선생님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교육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5.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다루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담당 과목과의 관련성 부족
②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③ 자료 부족
④ 할당할 수 있는 수업시간 부족
⑤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 부족
⑥ 기타
6. 선생님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문성 부족
② 예산 부족
③ 자료 부족
④ 할당할 수 있는 수업시간 부족
⑤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 부족
7. 선생님은 앞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① 매우 많다 ② 조금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없다 ⑤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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