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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후변화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후변화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주

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학교교육과정, 시범학교, 창의적 재량

활동, 중등 자유학기제, 사회환경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변

화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복잡한 관계들이 얽혀있는 기후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 실천의 근본적인 기반을 이루고 있는 실증주

의(Positivism), 해석주의(Inter-pretivism), 비판주의(Criticism) 관

점에 주목하여 현재의 한국 기후변화교육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교육은 수업을 실천하기 이전에 교육 자료와 방법, 내

용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이러한 설계는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교

육을 진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기에 다양한 영역에서 실

천되고 있는 한국 기후변화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록지팡이

사이트’, ‘환경교육 우수지도안 공모전 수상작’, ‘사회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 지도안’을 범주로 기후변화교육과 관련 있는 69개 지도

안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교수학습내용

과 교수학습방법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분석

하기 위한 분석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을 토대로 지도안에 담겨있

는 서술의 관점을 분석할 수 있는 ‘아홉 가지 영역’을 개발하여 분

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분류를 기준으로 기후변화교

육 지도안에서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의 교수학습활동과

관련된 서술이 어떠한 관점으로 제시되어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의 도입 전개 정리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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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되어있는 교수학습활동이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 순

서로 많았다. 하지만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분류가 불가능하게 서

술되어 있는 활동도 존재 했다. 중등 지도안에서는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을 뚜렷한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다루는 활동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한 지도안과 비교했을 때 더 많았다.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에 대한 교수학습활동에 대

한 서술은 내용과 방법에서 모두 실증주의 관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교수학습활동의 서술은 해석주의

관점에서 작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많았다. 비판주의 관점은 기후

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 모든 범주에서 매우 낮게 발견되었다.

초등과 중등대상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을 비교하면, 기후변화 현상과 원인에 관계하고 있

는 교수학습활동의 서술에서는 초등과 중등 모두 실증주의가 우세

하고 해석주의가 그 뒤를 잇고 있어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기후

변화 영향에서는 초등 지도안이 중등 지도안보다 학습내용 측면에

서 비판주의 관점이 높게 나타났고, 해석주의 관점은 낮게 나타났

다.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초등과 중등 모두 해석주의 관점이 많았

지만, 초등 지도안이 중등 지도안보다 학습 내용 측면에서 실증주

의와 해석주의 관점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았고, 비판주의 관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도안에서 해석주

의와 비판주의 관점을 갖고 있는 활동들은 두개의 관점이 갖고 있

는 본연의 특성과 기후변화의 복잡한 성격과 비교했을 때 너무 단

순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는 과학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구조와 환경정

의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에 대한 내용과

방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교육의 총체

적인 학습과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실증주의, 해석

주의, 비판주의 관점을 반영하여 수업이 실천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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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기준과 ‘아홉 가지 영역’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교육자는 본

인의 지도안을 분석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미래의 기후변화교육은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의 특징

과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학습자의 연령에 따른 적합성을 고려

하여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기후변화교육, 지도안,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학 번 : 2014 – 2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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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환경교육이라는 용어가 처음 탄생하게 된 시기와 사건에 대해서 정확

히 밝히기는 어렵지만(최돈형, 2005, p. 38), 초기 환경교육을 구성하는

교육의 종류는 야외에서 자연을 탐색하는 야외교육과 환경문제들이 발생

하면서 함께 등장한 보존교육이 있다(Nash, 1976). 특히 환경보존교육의

중요성은 1977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세계 정부 간 회의에서도 언급이

된다. 트빌리시선언은 초기 환경교육이 발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으로(남상준, 1995, p. 8), ‘환경교육은 종합적인 평생교육1)으로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며, 다양한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관점을 갖추어야 한다

(The Tbilisi Declaration, 1977)’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의 영향에 힘입어 오늘날의 환경교육도 환경문제 해

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보존교육으로써 환경문제해

결을 위하여 등장한 환경교육 중 하나로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기후변화교육이 있다. 인간 활동이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기후변화

는 21세기에도 지속되고, 그 영향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IPCC, 2014),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기후변

화교육이 실천되고 있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장서연, 신동훈, 2013).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기후변화교육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기후변화교육이 어떻

게 실천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정애(2011)는 한

국의 기후변화교육 관련 시범학교에서 실행하는 기후변화교육은 미국,

1) 연령과 다양한 수준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해야한다는 의미로서의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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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기후변화와 관련된 현상, 원인,

영향, 대응에 대하여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며 대응방안 위주로 진행

되어 환경문제 해결중심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함께 학

교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교육에 대해서도 바람직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찬국과 최돈형(2010)은 학교

에서 실행하는 기후변화교육은 기후변화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다고 비판하였고, 권주연과 문유섭(2009)은 학교에서 기후

변화교육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총체적인

학습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학교정규교육과정에서 기후변화교

육은 내용체계와 방법, 그리고 한정된 교육 시간 등에서 문제점들이 발

견되고 있다. 실제로 환경교과를 선택하여 기후변화교육을 진행하는 학

교는 찾아보기 힘들고, 다른 교과에서 통합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학교교육과정의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학교교육과정과 시범학교에서 실행하는 기후변화교육

에만 집중하여,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김찬국, 최돈형, 2010; 윤순진, 2009), 한국 기후

변화교육은 단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학교교육과정과 시범학교에만 의

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 단락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후변화교육은

학교교육과정과 시범학교만으로는 부족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결

핍은 창의적 재량활동, 중등자유학기제의 환경교육, 사회교육기관에서 학

교로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육, 기후변화교육센터, 환경교육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으로 보완되고 있다. 즉 한국 기후변화교육의 문제점을 발

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실행되고

있는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진단을 선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바람직한 기후변화교육은 교육의 주제인 기후변화의 특성상 다양

한 관점의 교육이 중요하다. 김찬국과 최돈형(2010)은 한국 기후변화교

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학습자는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

해가 필요하고, 기후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현재의 교

육 내용과 방법에 머물지 말고 본인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변화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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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견은 다양한 요소와 상

황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올바르게 학습하

기 위해서는 꼭 고려해야 한다. 같은 관점에서 기후변화교육자는 단순히

많은 내용을 학습자에게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적 관

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후변화교육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한국

기후변화교육이 어느 하나의 관점에만 치중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학습

자는 기후변화에 대한 단편적인 시각만을 학습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학습을 위해서는 다양

한 관점의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후변화교육은 환경교육 패러다임

안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실천될 수 있고 실제로

실천되어지고 있다. 과학적 사실과 법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실증주의,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과 특정 사례를 인정하는 해석주의 그리고 사회구

조적인 차원의 시각과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비판주의 관점은 기후변화교

육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며 혼재되어 나타나게 된다.

Guba & Lincoln(1994)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은 그 사람의

행동과 사고를 지배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

나는데, 교육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관점과 목적에 기초하여 교육 자료

를 개발하거나 연구를 진행한다(Robottom & Hart, 1993). 따라서 실증주

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 중 교육자가 갖고 있는 교육관은 교육 내용

과 방법 등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교

육에서 이 세 가지 관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에서 한국 환경교육을 바

라본 연구에는 동일한 내용을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관점으로 학

습했을 때 학습자의 핵심역량의 인식에 대한 연구(서은정, 2014)와 이순

철과 최돈형(2010)의 한국환경교육과정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

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논문이 있지만, 교육과

정 밖에서도 많이 실행되고 있는 기후변화교육을 포함한 환경교육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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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서부터 현제까지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

하고 있는지 혹은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는 미흡한 상황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되고 있는 한국 기후변화교육과 이러한 교육 실

천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이 어떻게 관여하고 들어나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교육

자의 구체적인 수업 설계 전략이 반영되어 있는 교육 지도안(장명덕,

2006)은 수업 단계에 따른 가이드로 각 단계별 수업전략, 수업내용, 수업

자료 외에 예상되는 학습자의 반응과 상황들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계

획한 설계도이다(Merrill, 2002). 수업은 교육 지도안에 서술되어있는 내

용과 방법에 기초하여 실천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 기후변화교육에서 반

영하고 있는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

육 지도안에 서술되어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한국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나아가 지도안의 대상을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하여 연령별

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이 지도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 분석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발달수준에 따라서

학습자가 받아들일 수 있거나 필요로 하는 내용과 방법이 다르고, 환경

교육에서도 학습자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적합한 교수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Engleson, 1992). 이 같은 관점에서 미국 야생동물협회는

북미환경교육학회(NAAEE)에서 제시한 지침(Guidelines for Excellence)

을 참고하여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연령에 따른 기후변화교육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다(NWF, 2009). 이 가이드라인에는 학습자의 연령에 따라

서 적합한 방법과 내용이 있으며,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기후

변화교육을 실천했을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보다 올바르게 학습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김찬국, 최돈형, 2010). 이는 학습 대상의 연령에 따라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에서 더 적합한 관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함께 초등과 중등과 같이 학습자의 연령에 차이가 있는 지도안에서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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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이 지도안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교육실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

한 영역에서 개발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기후변화 현상, 영향, 원인, 대

응의 주제로 구분하고, 이를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분석

하는 틀을 개발 및 적용하여 현재 한국 기후변화교육이 어떠한 관점에 근

거하고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

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 서술되어있는 내용을 실증주의, 해석주

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기준과 분석틀을 개발한다.

둘째,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된 한국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은 기후변화 현

상, 원인, 영향, 대응을 어떠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한국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 작성되어있는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서술을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초등과 중등

지도안에서 나타나는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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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근에 작성한 한국의 초등, 중등

대상의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이 필요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록지팡이

홈페이지에 2013년부터 2015년 동안 기재된 에너지와 기후변화 교수학습

지도안 21개, 2013-2015 환경교육우수지도안공모전 수상작 81개, 사회환

경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 지도안 27개 총 129개의 지도안을 살펴보고 연

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위의 지도안에서 발견한 기후변화교육은 수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환경교

육의 통합적이고 간학문적인 성격 때문에 다른 대상을 중점적으로 다루

고 있는 환경교육 안에서 기후변화교육은 보조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교육 지도안이 기후변화와 관련성에 따라 선정하기 보다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으로 간주하

였다.

2013, 2014 환경교육우수지도안 공모전에 수상한 지도안은 일반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교육지도안 이었던 반면, 2015 환경교육우수지도안공모

전은 그 대상이 중등자유학기제 지도안으로써 하나의 수상작은 다양한

차시와 주제의 지도안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2015 환경교육우수

지도안 공모전 수상작에서는 여러 차시의 지도안 중 기후변화교육과 관

련된 수업차시의 지도안만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

을 대상으로 개발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분석하는 것으로 지도안의

대상이 유치원, 일반인, 장애인인 경우를 제외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

등학생 대상의 지도안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은 <표Ⅰ-1>, <표Ⅰ-2>, <표Ⅰ-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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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프로그램 코드

초
록
지
팡
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자구온난화의 범인을 찾아라. A1E

지구가 火끈 火끈!! A2E

화석에너지 사용의 문제점과 환경오염 A3H

화석에너지 사용의 문제점과 지구온난화 A4H

기후변화 알아보기 A5E

CO2발자국 탐정단 A6E

지구로부터 온 편지, 탄소를 줄여줘! A7M

생활 쓰레기와 온실가스 A8E

뜨거운 지구를 살리는 습관 경매 A9E

북극곰 구하기 놀이 A10E

에너지와 지구환경 A11E

2
0
1
3 
공
모
전

북극곰의 집, 함께 만들어요! B1E

탄소발자국에 대해 이해하고 탄소발자국을 지우는 방안 모
색하기

B2E

푸른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의 시작! B3E

로컬 푸드를 통한 환경보전 및 지역사랑 B4M

전기돼지 다이어트로 초록지구 만들어 가요! B5E

초록별 지구를 위한 에코라이프 교육 B6E

녹색성장, 지구를 지키자! 에너지를 지키자! B7E

2
0
1
4 
공
모
전

모둠별 전문가 협동학습을 통한 맞춤형 에너지 절약 클리
닉 “쿨(cool)한 지구” 

C1E

깨끗한 지구환경! 우리가 지키자! C2H

지구가 뜨거워져요 C3E

푸른 별 지구를 위한 한걸음(step) C4M

아기지구의 엄마가 되니 달성친구들의 Delight Story C5E

이야기 음악으로 하나 되는 지구 지킴이 C6E

[감정이입 스토리텔링 환경수업] 함께 배우는 공감놀이로 
지구와 친해지기

C7M

멸종위기 동물 구하기 활동을 통한 더불어 사는 능력 신장 C8E

북극곰 살리기 프로젝트-도서관 협력 수업 C9H

<표Ⅰ-1> 초록지팡이 홈페이지, 2013. 2014 환경교육 우수지도안

공모전 초등 중등 기후변화교육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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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관련

차시
학습주제 코드

G.R.E.E.N 프로그램

을 통한 환경 사랑

프로젝트

8
지구온난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

향
D1M

소프트웨어로 살펴본

기후변화

1-2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기후변화 D2M

3-4 기후온난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D3M

5-6
STOP MOTION으로 표현하는 지구

온난화
D4M

9-10 함께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 D5M

ESD 녹색감동(感動)

프로그램

1 지구온난화 D6M

2 온도변화실험을 통한 지구온난화 이해 D7M

3 지구살리기 프로젝트 D8M

7 탄소발자국 D9M

9 지구온난화 예방 나무심기 활동 D10M

Natural & Human

Environment 더불

어 사는 세상

2-4 지구가 아파요 환경신문 만들기 D11M

6-8 아마존의 눈물, 개발 vs 보존 D12M

9-12 Eco Together 환경 캠페인 기획하기 D13M

수학으로 풀어보는

환경교육
4-6

「탄소 협약」으로 세계적인 지구온

난화 문제를 알아보자
D14M

우리는 뿔난 지구를

달랠 수 있을까?

3-4 내가 뭘했길래! D15M

5-6 뜨거워지는 지구! D16M

자유학기 동아리 활

동을 통한 환경교육

12-14
탄소 순환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마련
D17M

15-16
탄소배출이 규제되는 현실. 탄소배출

권이란 무엇인가?
D18M

녹색환경을 위한 과

학세상 함께 누리

1
‘아프리카 물 부족 문제’ 얼마나 아시

나요?
D19M

2 지구온난화를 해결해보자 D20M

3 지구온난화의 주범을 찾아라! D21M

기후변화 탐구반 융 3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감하고, D22M

<표Ⅰ-2> 2015 환경교육 우수지도안 공모전(자유학기제) 기후변화교육

관련 차시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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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교과운영 지도안

(사회, 수학, 과학

융합)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4

다양한 실생활 관련 통계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 하나의 자료를 도수분포표, 히

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분석하며 그에 대한 비판적 활

동도 할 수 있다

D23M

5

특정한 자료에 대한 통계 그래프는 눈으

로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금만 변형하면(계급의 크기) 정보를 다

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D24M

6

각 모둠별로 기후변화에 대한 통계자료

를 태블릿PC를 통해 찾은 후 통계 그래

프를 적절히 작성하여 분석한다. 통계 자

료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지구온난화

예방법을 토의하고 분석 보고서를 완성

하여 발표한다

D25M

7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인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생물종 다양성 감

소 등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D26M

8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이해할 수 있다

D27M

블렌디드-러닝 학습

방법을 적용한 환경

수업

8 (학습주제 명시되어있지 않음) D28M

환경 세종 1
세계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의 올바른

인식
D29M

함께 꿈꾸는 성미산
영어·

도덕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다양한 기사

읽기
D30M



- 10 -

<표Ⅰ-3> 사회환경교육센터 초등, 중등 기후변화교육프로그램 지도안

범주 프로그램 코드

센터

A

웃는 지구가 좋아요 E1E

지구의 친구들을 구해줘 E2E

우리마을, 에너지마을 E3E

나의 탄소발자국은 얼마나? E4E

기후에너지 교실 E5MH

그린상상 테이블 E6MH

센터

B

녹색에너지를 탐색! 하다 F1MH

환경박사, Dr. Eco F2M

내 밥상과 기후변화 F3E

찾아가는 에너지 탐험대 F4E

찾아가는 환경박사, Dr. Eco F5M

태양을 맛!보다 F6E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도안은 초등학생 대상 26개, 중학생 대상 36개,

고등학생 대상 4개, 중학생과 고등학생 공통 3개로 총 69개이다.

선정된 지도안에 각각 코드를 부여하여, 지도안을 분석할 때 사용하였

다. 코드에서 맨 앞에 있는 알파벳 ‘A, B, C, D, E, F’는 지도안 출처 범

주를 의미하고, 가운데 숫자는 일련번호이며, 맨 뒤에 표기된 알파벳은

학습대상에 대한 정보로 ‘E’는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M’은 중학

교(Middle school), ‘H’는 고등학교(High school)이며, ‘MH’는 중학교, 고

등학교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된 지도안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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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기후변화교육 지도

안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세 가지 관점

으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먼저 개발했다. 이를 위해 실증주의, 해석

주의, 비판주의와 관련된 문헌과 연구를 고찰하여 정리하고, 이것을 바탕

으로 교수학습내용과 교수학습방법 측면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

의 관점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기준 초안을 만들었다. 분석기준 초안은 환

경교육전공 대학원생 4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1차적으로 수정을 한 후 환

경교육 전문가 4인에게 설문지를 돌렸고,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기준

을 최종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 분석기준은 가로축에는 교수학습

내용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기준을, 세

로축에는 교수학습방법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를 분석하기 위

한 분석기준을 배치하여 두 표를 서로 교차시켜 ‘아홉 가지 영역’을 개발

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아홉 가지 영역’을 이용하여 앞서 선정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 69개의 수업과정정보2)에 서술되어있는 정보 중 수업 진행3)에 대

해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을 다

루는 내용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

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업과정정보에 서술되어있는 학

습 자료와 유의점 등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였으며, 이는 교수학습내용과

방법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도안에 서술되어있는 학습목표에 대한 자료는 분석

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 서술되어있는 학습목표

의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에 대한 관점과 교수학습내용과 방법에

서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학습목

2) 수업과정정보란 학습목표, 주제, 수업모형, 학습단계,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등에 대하여 작성되어있는 표를 말한다(이혁규 외, 2012).

3) 도입, 전개, 정리 단계의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 12 -

표에서는 민주시민양성과, 사회정의를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수업진행에

대해 서술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비판주의 관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 중등 대상으로 작성

된 한국 기후변화교육지도안 특성을 해석하고 제언을 함으로써 연구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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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기후변화교육 내용

기후변화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주제와 내용이 있고 이

러한 것을 몇 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정리한 연구가 있다. 권주연과 문요

섭(2009)은 한국의 7차 교육과정의 환경관련 교과서와 외국의 기후변화

교육 관련 자료들을 이용하여 기후변화 교육 내용을 추출하여 기후변화

교육내용체계를 기후 변화 과학, 기후 변화와의 관계, 기후 변화 대응으

로 구분하여 만들었다. 첫 번째 범주인 기후변화과학에는 기후변화와 관

련된 과학적 내용 요소들이 하위 영역을 이루고 있고, 두 번째 범주의

기후변화와의 관계에서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기후변화와 인간사회’로

중영역을 분류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주는 영향과 인간사회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범주에서는 기후변

화 대응으로 개인, 지역사회, 국가·국제적 수준의 대응 방안과 관련된 내

용 요소들로 분류하였다.

기후변화교육 내용에 대한 또 다른 기준으로 우정애와 남영숙(2012)이

정리한 자료가 있다. 이 둘은 AGCL(Aspen Global Institiute; AGCI,

2003)와 US GRCP(US Global Research Program; US GRCP, 2009)의

자료를 토대로 기후변화교육 내용을 “기후변화를 현상, 원인, 영향, 대응

방안으로 나누어 구성”하여 각각의 교육 내용과 세부내용을 <표Ⅱ-1>와

같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다양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를 분석함과 동시에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을 어떻게 반영하

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연구 문제이다. 권주연과 문요섭이 구

분지은 세 가지 큰 범주 중 하나인 ‘기후 변화 과학’은 내용에서 이미 그

자체로 실증적인 관점이 나타나는 내용들로 묶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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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교육내용 세부교육내용

기후변화

현상

기후와 기후변화
날씨와 기후의 정의

기후변화의 정의

기후 시스템과

지구온난화

기후시스템의 정의 및 특성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의 정의

변하는 지구환경

지구온도의 상승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증가

불확실성
기후변화의 확실한 발견

주요 불확실성

기후변화

원인

자연적 요인
태양에너지 변화

성층권 에어로솔의 변화

인위적 요인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발생원

지구온난화 지수 및 온실가스 배출량

복사 강제력 복사강제력의 정의

기후변화

영향

환경적 영향

빙하 감소와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증가

생태계 변화

식량 및 작물 생산 변화

사회적 영향
국민 건강에 영향

기후변화 취약 지역의 영향

경제적 영향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지역별 영향 대륙별 기후변화 영향

다. 또한 본 연구자는 기후변화의 과학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을 기준으로

기후변화 지도안을 분석하기 보다는 기후변화의 현상, 원인, 영향, 대응

과 관련된 활동들의 차원에서 내용의 다양성과 관점의 다양성을 분석하

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우정애와 남영숙(2012)의 분류를 사용

하기로 하였다.

<표Ⅱ-1> 기후변화 교육 내용(우정애, 남영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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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위기관리

2.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기후변화교육에서도 다양한 관점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이

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 현황을 잘 진단하는 것이 우선시 되

어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철학적 관점 중에서 여러 학자들은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분류하고 있는데(김진화, 2001,

p. 114; 서은정, 2014; 이순철, 최돈형, 2010; Bucci, 2002; Huckle, 1993;

Robottom & Hart, 1993; Tom & Valli, 1990) 이는 근대에서부터 현재까

지 철학적 패러다임이 크게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로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실증주의, 해석

주의, 비판주의 관점에서 현재의 기후변화교육을 분석하기 위함으로, 본

절에서는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실증주의

실증주의는 콩트(Comte)의 6권의 저서 ‘실증철학강의’로부터 유래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오귀스트 콩트는 생시몽으로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았

지만 실증주의라는 철학을 독자적으로 정립한다(이충환, 2013, pp.

160-161). 이러한 실증주의 관점은 신학과 형이상학 관념을 거치면서 등

장하게 되는데(Robert, 1977/1985, p. 81) 콩트는 신학정신, 형이상학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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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증정신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실증주의의 기본정신을 분명히 한

다. 우선 과거 신학이 흥했던 시대에는 신 중심의 불변의 법칙들이 비합

리적으로 인간 활동을 지배해왔다. 이후 형이상학정신이 나타나면서 자

연과 우주에 대한 추상적 요인들을 이용하여 인과요인들을 설명했다. 하

지만 콩트는 이 두 가지 정신들은 모두 인간 생활에서 충분히 체계화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실증정신을 주장하였다(Comte, 1848/2001, p.

38-41).

콩트(1848/2001)는 그의 저서 실증주의 서설에서 신학정신, 형이상학정

신, 실증정신에 대한 차이점과 위계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처음은 신학의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어떠한 증거도 지니고 있지 못한

즉각적인 허구들만이 공공연하게 지배한다. 다음은 형이상학의 단계로서,

의인화된 추상이나 본체들의 통상적인 우위가 그 성격을 규정짓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증의 단계가 있는데, 이는 항상 외부 현실에 대한 정확한 평

가에 기초하고 있다. (p. 64)

즉 콩트의 실증정신은 신학정신처럼 실생활과는 멀리 떨어져있지 않으

며, 형이상학처럼 추상적으로 현상을 설명하지 않는다. 실증정신은 현실

상황에 기반을 두고, 여기에 존재하는 사실들을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법

칙들로 규명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반적인 법칙들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콩트(1848/2001)는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사변의 근본적인 단계는 여섯 개의 기본 범주로

자연스럽게 분류된다. 그 여섯 가지 범주란 수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

물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학이다. (p. 64)

사회적인 관점이 보여주는 당연한 능력은 항상, 방법에서나 학설에서나 이

러한 최종적인 과학의 없어서는 안 될 서곡을 이루는 실증적 연구에 대해

결코 억압적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최종적인 체제는 모든 과학을 인류

전체에 직접 연결함으로써 그것을 최대한 인정하고 그것에다 풍요로운 자

극을 준다.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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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콩트는 우리가 인간 활동에서 사회현상

의 실제적인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일반화하기 위해서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9세기 과학 중심적 사고가 만연했던 시대에 살았던 콩트는

(이충환, 2013, pp. 159-167) 자연과학자들처럼 관찰 가능한 현상들을 탐

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과학을 인류와 연결함으로써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이러한 보편적인 법칙의 발견은 “모든 사회

에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들 중 가장 진보될 사회를 연구하여, 모

든 사회가 반드시 경과해야만 하는 연속을 탐지(Comte, 1848/2001 p.

80)”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콩트의 실증주의 관점은 첫째 실증주의는 실제적인 현실 사회를

다루고, 둘째 사회에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으며, 셋째 이러한

법칙은 과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로 정리할 수 있다. 마찬가

지로 환경교육연구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를 정리한

Robottom & Hart는 실증주의의 기본적인 신념은 존재론적인 특징을 지

니며, 외부에 존재하는 진실을 과학으로 발견하여 이렇게 발견된 진실을

통해 사회는 예상되고 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Robottom & Hart,

1993, p. 7). 교육학에서 실증주의는 행동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데 이는

실증주의와 행동주의 모두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Bleicher, 1982/1993, p.95). 이러한 교육에서는 사전에 객관적으로 설정

되어있는 바람직한 지식과 행동을 학생이 습득하고 실천하는 것을 바람

직한 것으로 여긴다.

앞선 논의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실증주의는 ‘과학적’으로 ‘실제 사회

현상’을 탐구하고 조직화함으로써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을 발견하

여 일반화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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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주의

실존철학, 현상학과 관련된 측면이 있는 해석주의는(조경원 외, 1990,

p89) 실증주의의 ‘외부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법칙들을 추구 하는 것’에

반대하며, “어떠한 사상의 의미가 절대적이기 보다는 참조적이며 관계적

임(진권장, 2005, p. 77)”을 주장한다. 블레이처(1982/1993, pp. 95-96)는

사회에서 사실이란 사람들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사회현상을 올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학적 관점을 배제하고는 불가능하다고 주

장하였다. 이러한 해석주의의 관점은 아래의[그림Ⅱ-1]을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A라는 사람은 [그림Ⅱ-1]가 토끼를 그린 그림이라고 생

각할 수 있지만 같은 그림을 본 B는 오리를 그린 그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Ⅱ-1] 비트겐슈타인의 오리-토끼 그림

위의 예시처럼 동일한 대상이나 현상을 보고도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해석주의가 말하는 지식은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부정하는 반면, 사람

들이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의미’로 나타나게 된다(Shulman, 1986, p. 3).

여기에서 ‘의미’란 인간의 의식과는 별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Duffy

& Jonassen, 1992, p. 3), 인간의 인식과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이 존재하며, 하나의 현상을 다양하게 해

석할 수도 있다. 즉 우리의 세상은 실증주의처럼 모든 사회에서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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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화된 하나의 법칙과 의미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어떠한 맥락과 사례가 관련되어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

며(Tom & Valli 1990, p.375), 해석주의에서는 특정현상에 대해 고유하

고 다양한 해석을 내리는 것을 장려한다고 할 수 있다.

해석학적 관점을 설명하면서 가다머(1960/1975, pp. 269-274)는 하이데

거와 볼트만의 선구조와 선이해를 통합시켜 ‘지평(horizon)’이라는 개념

을 제시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지평상태 즉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던 선

입견 상태에서 새로운 경험의 상태를 통해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

는데, 해석학적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기존의 선입견을 무너뜨리고 새로

운 진리로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열려있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Bleicher, 1982/1993, pp. 95-96).

이처럼 해석주의에서의 지식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해석의 결과로 나타

나는 ‘의미’이기 때문에 교수학습과정에서 지식에 대한 의미는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구성해야 한며(류완영, 2014), 사람들이 사전에 겪었던 경험

과 앞으로의 경험 등 개개인의 경험을 인정하고 열린 해석을 인정해야

한다.

해석주의에서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나 현상은 사람들의 대화

와 합의를 통하여 존재여부가 결정된다고 바라보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 로티(Rorty, 1979/1998, pp.401-407)는 해석학적 탐구는 객관적인

진리를 찾기보다는 ‘대화’의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고, 진권장(2005)은 상

대방과 열린 자세에서의 대화는 상호주관적인 윤리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객관성은 외부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과

행동에 대한) 정당화 규범에 합치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로티

(1979/1998, p.388)의 말처럼 해석학에서 생각하는 윤리는 우리의 상호주

관성을 인정하는 대화 속에서 우리의 결정으로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주관성은 대표적으로 후설의 선험적 상호주관성(박인철, 2001)과 하

이데거의 실존론적 상호주관성(강학순, 2009)이 있는데, 이 둘은 기본적

으로 서로의 대화와 관계에 기초한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상호간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상호주관성에서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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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주관적인 대화를 통해 후설은 “사회적인

연대에서 출발하는 실천보다 주관 및 우리의 확실성에서 출발하는 실천

이 자신의 시대에 더 요구되고 있음(반성택, 2004)”을 주장한다. 이와 같

은 논의를 통해 해석주의 관점에서 윤리적인 입장이란 개인적인 차원에

서 경험을 통해 해석하고, 사람들과 함께 열려있는 대화를 함으로써 서

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함께 공동체적인 규칙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

고 말할 수 있다.

교육학에서는 해석주의를 기반으로 구성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Bucci, 2002), 윤광보 외(2003)에 따르면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의 인식

으로 구성되어지는 지식은 맥락적으로 특정한 상황 속에 존재하며, 사회

적 협상을 통해서 형성된다. 구성주의에서 학습은 하나의 일반적인 법칙

과 원리적 지식을 습득하기 보다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맥락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

져 간다. 이러한 구성주의의 입장은 위에서 언급했던 해석주의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류완영(2014)은 해석주의에서는 각각의 사례들의 맥락과 조건이 동일

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며,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갖는 의미가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기

후변화교육에서도 실증주의적으로 일반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만 다루게

된다면 우리사회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소홀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석주의관점이 소홀

히 다루어진다면 학생 개개인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경험하게 된 사례

들 또한 인지하거나 공유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측면은 기후

변화교육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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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판주의와 사회적 비판주의

비판주의의 이론적 기원은 프랑크푸르트대학의 사회조사연구소에서부

터 시작될 수 있으며, 이들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적 관점도 받아들인다.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사적

유물론’ 관점에서는 사회의 경제적 하부구조가 법과 정치적 제도 등을

일컫는 상부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에(이건만, 2009, pp. 44-46), 인간의 의

지로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보았다. 반면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

을 비롯한 프랑크푸르트대학의 사회조사연구소 창립자인 호르크하이머는

사회적 상황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인간의 노력과 투쟁으로 변

화시킬 수 있다(이범수, 2014)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비판주의를 주장

하는 이들은 사회의 부조리한 상황을 밝히고, 불공평한 구조와 관행을

극복하여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선우현(1999, pp. 23-30)은 초기 비판이론이 비판에 대한 규범적 척도

가 없어 총체적 이성비판에 빠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조영아(2014)

는 사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폭로와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규범

을 함께 제시해야한다면서, 사회적 비판주의는 ‘경험적 성격’과 ‘규범적

성격’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비판주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비정의를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극단적인 상대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보편적 규범(조영아, 2014)”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비판주의는 단순히 사회에 대

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버마스는 자신의 비판적

관점에서 이러한 규범적 척도의 하나로 의사소통을 통한 합리성 추구와

권력적 상황 속에서도 상호주관성을 인정하는 이상적 대화상황을 제시한

다(선우현, 1999, pp. 194-205). 비록 이러한 대화상황이 규범적으로 사회

문제의 해결책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정호근,

1995; Zimmermann, 1985, pp. 406-40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해방 사회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생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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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밖에도 사회적 비판주의는 초기비판주의보

다 더 넓은 범주를 간 학문적이고 통합적으로 다룬다. Leonardo(2004)는

사회적 비판주의란 ‘비판이론’과 ‘사회이론’이 결합된 다 학제 간(multidisciplinary)

지식 구성이며, 사회, 인종, 민족, 문화, 문학 이론 등 비판이론보다 더

넓은 범주를 다룬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했을 때 사회비판이론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고려

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범주에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론

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판주의 관점을 배경으로 등장하였으며 이 둘의

기본적인 관점과 입장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는 같다고 볼 수 있다.

비판주의와 관련된 교육으로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자 하는 비판적 교육학이 있다. 오늘날의 ‘비판적 교육학 개념’은 프레이

리로부터 등장하게 되는데(Kincheloe, 2004, p. 69; Wager, 2012/2015, p.

12), 학자들 사이에서 프레이리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기존의 비

판 이론에서처럼 ‘비판’을 중심에 두기 보다는 억압받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희망에 대한 ‘해방’의 관점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Seewha,

2013/2014, pp. 50-51). 프레이리는 교육이란 학습자의 현실에 대한 비판

적인 사고4)를 기르는 것으로, 학생들 자신의 ‘의식화’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Freire, 1970/1995, p.70). 또한 의식화를 기르는 방법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실천하는 ‘문제 제기식(problem-posing)교육’을 제시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제제기식 교육은 일방적 전달을 지양하고 의사소통을 실현한다. 이 교육

은 의식의 특질을 요약한다. 이 특질이란 의식 대상들에게 향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의식을 의식하는 의식이다. (Freire, 1970/1995 p.91)

이러한 문제제기식 교육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교

사와 학생 모두 배우는 동시에 가르치는 자로써 서로 함께 실천하는 교

육으로 나타난다(Freire, 1970/1995, p.92). 즉 프레이리의 비판적 교육은

민주적인 대화를 통해 학습자가 의식하지 못했던 억압5)들을 인식하여

4) 교육학에서 말하는 ‘비판적 사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인간화를 위한 사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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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것을 핵심으로 보았다. 모든 사람들은 해방적

인간이 되기 위한 발현되지 않은 잠재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사고를 열

어주면 그 능력은 깨워진다고 주장한 샬린(Shalin 1992)의 주장처럼 비

판적 교육학에서는 학생들의 의식을 깨울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또

한 비판적 교육학은 이러한 사회정의와 생각의 해방을 위해 기존의 객관

적인 정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권력, 문화 등 시스템적 차원에서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해하

는 것(Leistyna & Woodrum, 1996) 역시 필요하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비판주의 관점에서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와 관련

된 사회적 구조와 관행, 이념, 문화 등을 고발하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

며 이러한 부조리함을 인식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를 이끌어내어 사회

정의(환경정의)실현을 추구하는 교육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관계해서도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한 구조와 관행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비판주의 관점의 기후변화교육은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5) 자본 중심의 경제구조, 권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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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 가지 관점 정리

환경교육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에 대해서 구분하여 정리한

연구는 서은정(2014), 이순철, 최돈형(2010), Huckle(1993), Robottom &

Hart(1993) 등이 있다. Robottom & Hart(1993)는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를 목적, 역할, 지식과 권력, 연구에 대한 견해로 구분하여 환경

교육 연구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패러다임을 정리하였다. 이순철과 최돈

형은 Robottom & Hart의 연구를 받아들여, 이들이 구분한 실증주의, 해

석주의, 비판주의 패러다임의 틀을 기반으로 환경과 교육 과정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서은정(2014)은 Robottom & Hart의

관점이 환경교육적 의미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환경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 관점, 지식, 학습자, 사회로 범주화하여 실증

주의, 해석주의, 사회적 비판주의를 새롭게 정리한다. 이밖에 권정희 외

(2014)에 따르면 허클은 환경교육에서 지식의 관점을 실증주의, 해석주

의, 비판주의에서 바라보았다. 이처럼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에 대

한 관점의 기본적인 입장은 같지만 어떠한 부분에 집중하여 구분하는가

에 따라서 구성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를 구분하여 정리한 연구들과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

판주의 각각의 관점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문헌을 고찰하여 <표Ⅱ

-2>와 같이 세 가지 관점의 기본적인 특성을 정리하였다.

<표Ⅱ-2>는 기후변화교육 지도안 분석틀을 개발에 앞서 지도안에 서

술되어 있는 내용에서 세 가지 관점을 발견하기에 적합한 교육 목적, 관

심자료, 지식, 도덕(윤리), 교사, 학생으로 나누어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

판주의 세 가지 관점의 일반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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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주의 해석주의 사회비판주의

목

적

객관적인 정보 습득

정해진 행동실천

경험과 텍스트 해석

의미구성

의식의 해방

사회 정의 실현

관

심

과학적. 객관적(보편적),

명제적

개별적 사례와 맥락.

사람들의 인식과 해석.

사회 구조, 관행, 정책,

제도, 시스템 등에 대한

비판적 생각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

한 상황.

지

식

과학으로 검증된 것.

전문가로부터 생산되어

지는 객관적 정보.

경험과 텍스트로부터 학

습자가 주관적으로 구성

하는 것.

특수성, 맥락성, 주관성

이 인정되며, 사회적 합

의를 통해 구성된 것.

사회구조와 권력으로 생

산되어지는 분석해야 할

대상.

의식 해방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과 정보.

사회에 대한 경험으로부터의 인식되어지는 것.

상호주관적인 대화로 알아가는 것.

도

덕

·

윤

리

전문가로부터 정해진 바

람직한 행동 실천.

다양한 해석을 장려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감하는

열린 대화.

공동체적 합의 실천.

교수학습과정 안에서 민

주주의 실천.

사회억압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는 것.

교

사

지식을 주입하고 전달하

는 자.

경험의 안내자.

지식 구성을 돕는 조력

자.

의식의 해방을 이끄는 자.

교육적 실천을 학습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자.

학

생

제공되는 지식을 수동적

으로 수용하는 자.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

하는 해석자.

교육실천을 교사와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적 참여자.

<표Ⅱ-2>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에 관점에 대한 정리

실증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

칙이 존재함을 내세우지만, 해석주의는 사람들 개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며 사회는 사람들의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

지만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모두 “본질적으로 기존 질서의 영속화에 기

여”하고 있으며 비판주의는 이 둘과는 다르게 사회 정의라는 가치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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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Palmer, 1998, p.113)한다. 즉 비판주의와 해석주의는 <표Ⅱ-2>와 같

이 상호주관적 대화와 경험적 성격을 중요시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

만, 실증주의와 해석주의처럼 기존의 사회구조와 권력의 틀 안에서 작동

하는 것을 부정하는 비판주의에서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부조

리함으로부터 해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세 가지 관점

에 대한 <표Ⅱ-2>의 내용은 기후변화교육 지도안 분석틀을 개발할 때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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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지도안

지도안은 수업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수업에 대한 교수 설계와 가이

드를 제공하고, 교수학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Richards, 1998). Gower et al.(2005)은

수업지도안 작성을 통해 수업 활동에 대한 적정한 시간 배분에 대해 논

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수업 목표에 집중할 수 있으며, 수업에 대한

기록이자 동시에 유사한 수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수업을 사전에 잘 계획하면 학습자의 내적 동기

와 집중도를 향상시켜 적극적인 학습이 되도록 기여할 수 있다(Greene

et al., 2004). 위와 같이 수업지도안은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하며, 교수학습에서 벌어질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한

설계도이기 때문에(박경곤 외, 2013, pp. 29-30), 수업 실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혁규 등(2012)은 초등학교 교과 지도안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지도

안은 일반적으로 수업상황정보, 수업계열정보, 수업과정정보로 구성되며,

그 중 수업과정정보에는 학습목표, 학습주제, 수업모형, 학습단계, 교수학

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과 같은 요소가 표 형식으로 작성된다고 하였다.

수업과정정보는 수업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작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앞으로 진행할 교수학습에 대한 순차적인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업실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후변

화교육실천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교육 지도안 중에서 수업실천에 직

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수업과정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업과정정보를 중심으로 실증주의, 해석

주의, 비판주의 관점을 분석하였으며 앞으로 수업과정정보를 ‘교육지도

안’이라고 언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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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틀 개발

본 연구자는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

점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분석도구는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의 ‘교수학습내용’ 측면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를 분석

하고, ‘교수학습방법’측면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를 분석하는

기준이 된다. 우선 앞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에 대해서 정리한

<표Ⅱ-2>의 분류 내용을 참고하여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분석하기 위

한 기준으로 <표Ⅲ-1>을 만들었다. 이 분석기준은 환경교육을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의 의견과 환경교육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석기준

을 완성하였다.

<표Ⅲ-1> 기후변화교육 지도안 분석기준 초안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교

수

학

습

내

용

□ 기후변화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발견된

내용인가?

□전문가들로부터 정해

진 명제적 내용인가?

(기후변화의 의미, 개념, 대

응방안)

□ 기후변화와 관련된

특정 사례에 대한 내

용인가?

□사람들로부터 생산된

내용인가? (실생활 경험,

생각, 해석, 토의결과)

□ 기후변화와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 구조

(경제, 환경, 정책, 시스템)

와 관련된 내용인가?

□ 사회정의에 어긋나

는 불합리한 상황과

관련된 내용인가?

교

수

학

습

방

법

□ 주어진 정보를 그

대로 습득하는가?

□ 다양한 의미와 열

려있는 해석의 기회

를 갖는가?

□ 정보를 비판적으

로 분석하고, 파악하

는가?

□ 과학적 실험, 정해

진 방법으로 계산하

는가?

□ 서로의 생각과 관점

을 이해하고, 공동체적

논의를 진행하는가?

□ 사회정의를 위해

서로 대화하고 논의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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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점
문항

응답자(명)
합

계

평

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실

증

주

의

기후변화에 있어서 일반적이며

과학적으로 발견된 내용인가?
1 3 4 4.75

전문가들로부터 정해진 명제적

인 내용들인가?(기후변화의 의미, 개

념, 대응방안)

4 4 5

1. 분석기준에 대한 타당도

환경교육 석사과정 2인과 박사과정 2인은 분석기준 초안에 대해 실증

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에 대한 구분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

였다. 이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한 분석기준은 <표Ⅲ-2>, <표Ⅲ-3>

의 문항과 같으며, 이 분석기준의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집단에

게 온라인 메일을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집단은 환경

교육박사 4인으로 현장에서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경력 5년 이상 10년 이

하 1인, 10년 이상 3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기준에 대한 타당도를 검사

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는 전문가에

게 각각의 분석기준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한 체크와, 낮은 점수를 부여

한 문항에 대해서는 보완에 대한 의견을 부탁했다.6)

회수된 설문지에 따르면 전문가집단은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실증주

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교수학습내용’과 ‘교

수학습방법’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리커트 척도 평균 4점 이상으로 적

합하다고 응답하였다. 이하 세부 분석기준에 대한 타당성 응답 결과는

아래 <표Ⅲ-2>, <표Ⅲ-3>와 같다.

<표Ⅲ-2>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에서 ‘교수학습내용’에 대한

분석기준 에 대한 타당성 설문 결과

6)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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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석

주

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특수한 맥락이

나 사례(마을, 개인)와 관련된 내

용인가?

1 3 4 3.75

사람들(학습구성원)의 생각, 감정,

해석, 합의로 생산된 내용인가?
2 2 4 4.5

비

판

주

의

기후변화와 영향을 주고받는 사

회 구조(경제, 환경, 정책, 시스템)

와 관련된 내용인가?

1 3 4 4.75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상황에 관련된 내용인가?
2 2 4 4

관

점
문항

응답자(명)
합

계

평

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실

증

주

의

주어진 정보와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가?
1 3 4 3.75

과학적 실험,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하는가?
3 1 4 4.25

해

석

주

의

다양한 의미와 열려있는 해석의

기회를 갖는가?
1 3 4 4.75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이해하고,

공동체적 논의를 진행하는가?
1 3 4 4.75

비

판

주

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파

악하는가?
2 1 1 4 3.75

사회정의를 위해 서로 대화하고

논의하는가?
2 2 4 4.5

<표Ⅲ-3>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에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분석기준에 대한 타당성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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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리, 김윤정, 오현근(2011)은 이러닝 교수설계자의 기획 및 분석 역

량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 모델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서 리커트 척도 3.5

점 이상의 결과를 얻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역량 모델로 확

정지은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분석기준들을 리커트 척도 평균

3.5점 ‘보통보다는 그렇다’ 수준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3.75점 ‘그렇다’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들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다

고 판단하였다. 타당성 설문 결과는 ‘교수학습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을

분석하기 위한 총 12가지 기준 모두 평균 3.75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

자는 적합한 기준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가지 분석기준에 대해서 수정하였다. 우선 교수학습내용 분석 틀 <표Ⅲ

-2>에서 사회비판주의 관점 두 번째 문항인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불

합리한 상황과 관련된 내용입니까?”를 “사회 정의(환경 정의)와 관련된

내용입니까?”로 수정하였고, <표Ⅲ-3>에서 실증주의 첫 번째 문항인

“주어진 정보와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단순히 주

어진 정보와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가?”로 수정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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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교육지도안 분석기준과 ‘아홉 가지 영역’

(1) 분석기준

전문가집단의 설문 결과를 반영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 분석 연구를

위해 최종적으로 개발된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표Ⅲ-4>은 기후변화교

육 지도안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교수학습내

용’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을 분석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개발하였다.

<표Ⅲ-4> 최종적으로 개발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 교수학습내용 분석기준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교

수

학

습

내

용

□ 기후변화에 있어서

일반적이며 과학적으

로 발견된 내용인가?

□기후변화와관련된특

수한맥락이나사례(마을,

개인)에대한내용인가?

□ 기후변화와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 구조

(경제, 환경, 정책, 시스템)

와 관련된 내용인가?

□전문가들로부터 정해

진 명제적 내용인가?

(의미, 개념, 대응방안 등)

□ 사람들(학습구성원)의

생각, 감정, 해석, 합의

로 생산된 내용인가?

□ 사회정의(환경정의7))

와 관련된 내용인가?

7) 환경정의는 개인이나 집단이 환경과 관련되어 공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추구

한다. 조명래(2013)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환경부정의는 환경약자들에게 발생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 미래세대, 생태종, 개발지역 주민들이 해당한다고 주

장한다. 기후변화 현상은 국제적 규모의 환경문제이므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환경부정

의는 위에서 언급한 환경약자들을 포함하여 기후변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

생물종, 저소득국가 주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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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5>는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교수학습방법을 실증주의, 해석

주의, 비판주의 중 어떠한 관점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수학습방법을 분석하는 기준을 최종적으로 개발하였다.

<표Ⅲ-5> 최종적으로 개발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 교수학습방법 분석기준

교수학습방법

실

증

주

의

□ 단순히 주어진 정보와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가?

□ 과학적 실험,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하는가?

해

석

주

의

□ 다양한 의미와 열려있는 해석의 기회를 갖는가?

□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이해하고, 공동체적 논의를 진행하는가?

비

판

주

의

□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가?

□ 사회정의를 위해 서로 대화하고 논의하는가?

(2) ‘아홉 가지 영역’과 분석방법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구분한 ‘아홉 가지 영역’은 기

후변화교육 지도안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교수학습내용과 교수학습방

법 측면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틀이다. 기후변화교수학습내용에 대한

분석기준으로 개발한 <표Ⅲ-4> 위에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분석기준

<표Ⅲ-5>을 오버랩 시키면 아래 <표Ⅲ-6>과 같이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을 분석할 수 있는 ‘아홉 가지 영역’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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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6> 세 가지 관점을 분석하기 위한 ‘아홉 가지 영역’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

교수학습내용

실증주의

(Positivism)

해석주의

(Interpretivism)

비판주의

(Criticism)

교수

학습

방법

실증주의

(Positivism)
PP IP CP

해석주의

(Interpretivism)
PI II CI

비판주의

(Criticism)
PC IC CC

‘아홉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① PP: 교육활동에서 교수학습내용과 방법 모두 실증주의 관점에 의존.

② IP: 교육활동에서 해석주의 관점의 교수학습내용을 다룸.

실증주의 관점의 교수학습방법을 사용.

③ CP: 교육활동에서 비판주의 관점의 교수학습내용을 다룸.

실증주의 관점의 교수학습방법을 사용.

④ PI : 교육활동에서 실증주의 관점의 교수학습내용을 다룸.

해석주의 관점의 교수학습방법을 사용.

⑤ II : 교육활동에서 교수학습내용과 방법 모두 해석주의 관점에 의존.

⑥ CI: 교육활동에서 비판주의 관점의 교수학습내용을 다룸.

해석주의 관점의 교수학습방법을 사용.

⑦ PC: 교육활동에서 실증주의 관점의 교수학습내용을 다룸.

비판주의 관점의 교수학습방법을 사용.

⑧ IC: 교육활동에서 해석주의 관점의 교수학습내용을 다룸.

비판주의 관점의 교수학습방법을 사용.

⑨ CC: 교육활동에서 교수학습내용과 방법 모두 비판주의 관점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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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분석 할 때에는 지도안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으로 분류한 후 <표Ⅲ-4>, <표Ⅲ-5>를

기준으로 도입, 전개, 정리 단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서술을 관점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은 <표Ⅲ-6>의 ‘아홉 가지 영역’

중 해당하는 영역에 맞게 지도안에 부여된 코드번호를 작성하였다. 하나

의 지도안에는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의 내용이나 방법에서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서술 내용이 한 가지

영역이 아닌 여러 가지 영역에 중복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아홉 가지 영

역’에 대한 분석 예시는 <표Ⅲ-7>와 같다. 예시에 작성된 내용은 선정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기후변화 원인에 해당하는 활동의 서술 중 ‘아홉

가지 영역’에 해당되는 사례를 대표적으로 추출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Ⅲ-7> 기후변화 원인에서 ‘아홉 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서술의 예시

기후변화

원인

교수학습내용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교

수

학

습

방

법

실

증

주

의

이산화탄소 농도

와 지구 평균 기

온 그래프 비교

(D2M)

우리 집 관리비

고지서로 나의 탄

소발생량 계산

(B2E)

각국의 탄소발자

국 알아보기

(D21M)

해

석

주

의

기후변화의 원인

에 대해 조사해온

내용을 모둠별 토

의(A5E)

기후변화를 일으

키는 주원인이 무

엇인지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보고

토의(C4M)

사람들의 생활에

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함과 해로움

이야기하기(B3E)

비

판

주

의

지구온난화 실험

과정과 결과를 보

고 실제 지구와

다른 점에 대해서

찾아보기8)

친구들의 탄소가

계부 그래프를 비

교하고 토론하여

가정의 이산화탄

소 배출 문제점

발표(C2H)

아마존개발 문제

속 다양한 입장(미

국, 브라질, 인디언소녀,

토목업자, 그린피스, 맥

도날드)을 하나씩 맡

고 대화를 통한 상

호이해 (D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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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는 미리 선정한 69개의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 서술되어있는

내용은 주제에 따라서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으로 분류하고, 각

각의 주제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과정정보 중 수업 활동9)에 대해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학습 자료와 유의점에 대한 정보도 실증주의, 해

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참고하였다. 반면에 학습목표

는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 과정에 서술되어있는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

판주의 관점과 상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교육자와 학생

의 상호작용 방식의 서술로 구성된 지도안에서는 교육자와 학생 입장에

서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을 판단하

였다.

3. 분석에 대한 신뢰도

분석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비확률 표본 추

출’로 선정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대상으로 평가자간 신뢰도를 측정

하였다. 측정 대상은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68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의

범주와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 대상과 중등 대상 지도안을 각각 한 개씩

<표Ⅲ-8>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Ⅲ-8> 신뢰도 측정 표본 지도안

지도안 코드 대상

2013 공모전 B3E 초등

2015 공모전 D13M 중등

8) 선정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예시를 발견할 수 없어서 연구자가 개발

9) 지도안에서 도입, 전개, 정리 단계에서 교수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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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집단은 본 연구자, 교직경력 30년 이상

초등 수석교사 1인, 환경교육을 전공한 중등 과학교사 1인 총 3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에는 선정된 지도안에 서술되어 있는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여 20가지로 구분해 제시하였고, 미리 개발된 분석기준과 ‘아홉 가

지 영역’으로 구분되어있는 표를 함께 첨부하여 평가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온라인 메일로 평가집단에게 보냈

다.10)

평가자간 신뢰도 측정 방법은 평가집단의 표본 지도안 분석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Kappa 상관계수 방법을 이용하였다.

Kappa 계수는 우연에 의하여 두 평가자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경우를 제

거하기 때문에(성태제, 1995, p. 154) 단순한 일치도 계산 이상으로 신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andis & Koch(1977)는 Kappa계수가

0.61-0.80이면 상당히 신뢰성이 있고, 0.81-1.00이면 완벽하게 신뢰성이

있다고 하였다. Fleiss(1981)는 Kappa계수가 0.60-0.75면 높은 신뢰도가

있고, 0.75이상이면 매우 높은 신뢰도가 있다고 구분하였다. 본 평가집단

간의 신뢰도 검사는 세 명의 평가자 간의 Fleiss’s Kappa 상관계수와 연

구자와 다른 두 평가자사이의 Cohen’s Kappa 상관계수 방법을 사용했으

며 그 결과는 <표Ⅲ-9>와 같다.

<표Ⅲ-9> 평가집단간의 Kappa 계수

교사 A 교사 B 비고

연구자
0.614

Fleiss’s 
Kappa

0.694 0.735
Cohen’s 
Kappa

10) [부록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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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이상의 평가자간 신뢰성을 측정할 수 있는 Fleiss’s Kappa 계수

는 0.614로 평가집단이 지도안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다.

두 명의 평가자 사이의 신뢰성을 측정할 수 있는 Cohen’s Kappa 계수는

본연구자와 교사A에서 0.694, 본 연구자와 교사 B사이에서는 0.735로 높

은 신뢰성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세 명의 평가집단 사이의 신뢰도인

Fleiss’s Kappa 계수는 0.614로 본 연구자와 교사 A, B 둘 사이의 신뢰

성 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 명 평가자가 분석한 결과들

의 일치여부보다는 본 연구자와 교사A, 그리고 본 연구자와 교사B 간의

지도안 분석에 대한 신뢰성 여부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

라서 상대적으로 외부의 평가자인 교사A와 교사B 사이에서 지도안 분석

에 대한 차이가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이므로, 평가자간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본 연구자의 분석에 객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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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의 반영 정도

1) 현상, 원인, 영향, 대응을 다루는 교수학습활동11)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발견된 교수학습활동은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을 주제로 하고 있었으며, 각각의 주제

와 관련된 교수학습활동을 분석한 개수는 <표Ⅳ-1>와 같다. 전체 활동

개수를 기준으로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을 반영하고 있는 교수

학습활동 비율은 [그림Ⅳ-1]과 같이 나타난다.

<표Ⅳ-1>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을 반영하여 서술하고 있는

교수학습활동

현상 원인 영향 대응
구분

불가
합계

활동개수 36 72 76 87 21 292

11) 본 연구에서 교수학습활동은 지도안의 도입, 전개, 정리 단계에서 교수학습진행과 관
련하여 교육자의 교수활동 또는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대해 서술되어있는 내용을 일컫는
다. 하나의 지도안에는 다양한 교수학습활동들이 있으며 하나의 주제(기후변화 현상, 원
인, 영향, 대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의 합계는 지도안
의 총 합인 69(100%)를 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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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을 반영한 교수학습활동 비율

선정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되어 서술된

내용이 29.8%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기후변화 영향, 원인에 대한 활

동이 25% 전후로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활동은

전체 활동 중 12.3%로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불가능한 활동은 기후변화교육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현

상, 원인, 영향, 대응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활동으로 하나의 활동 안에서

이 네 가지 주제를 모두 다루고 있거나, 활동에 자율성이 부여되어 사전

에 어느 주제를 다룰지 선정되어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기후변

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을 함께 다루고 있다고 판단한 대표적인 예시

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문제에 답해보세요(D1M)’, ‘e토론툴킷 이용하

여 토론하기(E6MH)’ ‘기존의 기후변화 관련 동영상 자료를 검색하여 살

펴본다(D27M)’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현상, 원인, 영향 대응과 관련된 주

제가 사전에 명확하게 선정되어 있지 않은 활동으로 ‘지구온난화 Stop

Motion 제작하기(D4M)’ ‘환경 캠페인 주제별 전략, 준비, 발표(D13M)’

‘환경신문 작성하기(D11M)’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위와 같이 구분이 불

가능한 활동들이 있는 지도안은 총 21개가 해당된다.12) 이러한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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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특징에 따라서 ‘단일 종합 활동’과 ‘전체 종합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단일 종합 활동’이란 하나의 기후변화교육 지도안

이 여러 가지 교수학습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기후변화 현상, 원

인, 영향, 대응을 종합하여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하나의 활동을 말한

다. 반면에 ‘전체 종합 활동’이란 하나의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이 처음부

터 끝까지 하나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활동이 기후변화 현상, 원

인, 영향, 대응을 종합하여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의 <표Ⅳ-2>는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으로 구분 불가능한 21

개의 활동을 ‘단일 종합 활동’과 ‘전체 종합 활동’으로 분석하고, 이것을

대상에 따라 초등과 중등으로 분류한 결과이다.

<표Ⅳ-2> 초등, 중등에서 ‘단일 종합 활동’과 ‘전체 종합 활동’

초등 중등

단일 종합 활동 5 12

전체 종합 활동 - 4

우선 네 가지 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활동은 5개의 초등 지도안에

서 발견되었고, 중등 지도안에서는 총 16개로 초등과 비교했을 때 더 많

이 나타났다. 따라서 높은 연령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활

동에서 조금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대상

지도안에서는 하나의 지도안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에서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단일 종합 활동’

만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중등대상 지도안에서는 ‘단일 종합 활동’외에도

하나의 차시가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을 통합하는 하나의 활동

그 자체로 구성되어있어 수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종합적으로 다

루는 ‘전체 종합 활동’도 함께 발견되었다.

12) [부록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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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현상, 원인, 영향, 대응의 반영 정도

각각의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은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을 다

루고 있는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하여 한국 기후

변화교육 지도안은 초등과 중등 대상에서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

응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Ⅳ-2]와 같다.

[그림Ⅳ-2]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을 다루고 있는

지도안의 비율

초등대상 지도안은 기후변화 원인을 제외한 나머지 현상, 영향, 대응에

대해서 중등대상 지도안보다 더 많이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

반적으로 하나의 초등대상 지도안이 하나의 중등대상 지도안보다 기후변

화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특히 초등 지도안은

현상, 원인, 영향, 대응 모두 50%이상의 수치를 나타냄으로써 하나의 수

업지도안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비중이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중등 대상 지도안의 경우 기후변화 원인

부분에서만 50%이상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로 [그림Ⅳ-2]에서 기후변화 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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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에서 보았듯이 중등 지도안에서는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

응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종합 활동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13)

13) 중등대상 지도안중 완전 통합적인 활동으로만 수업이 설계되어있는 비율은 중등을 대
상으로 작성된 지도안 전체 중에서 9.3%를 차지한다.



- 44 -

2.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의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

판주의 관점

1) 기후변화 현상 관련 교수학습활동 분석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기후변화 현상과 관련하여 서술되어있는 교

수학습활동을 <표Ⅲ-6>의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는 <표Ⅳ-3>과 같다.

<표Ⅳ-3> 기후변화 현상과 관련된 교수학습활동 분석결과14)

기후변화

현상

교수학습내용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교

수

학

습

방

법

실증

주의
26 - 1

해석

주의
7 - 1

비판

주의
- - -

14) 기후변화 현상과 관련된 교수학습활동을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 각 영역

에 해당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지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부록 4-1]을 참고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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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현상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 서술되어있는 기후변화 현상과 관련된 교수학

습활동을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 각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의

비율은 [그림Ⅳ-3]과 같다. 기후변화 현상에서는 PP영역에 해당하는 활

동이 74.3%로 대다수의 활동이 교수학습내용과 방법 모두 실증주의관점

에 의존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PI의 비율이20%로 높았으며, 해석주의와

비판주의관점의 내용은 찾기 어려웠고, 비판주의관점의 교수학습방법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Ⅳ-3]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한 기후변화 현상

(2) 초등과 중등대상 지도안의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 비교

초등과 중등 지도안에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교

수학습활동을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

림Ⅳ-4]와 같다. 초등과 중등 모두 PP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이 대부분이

며, PI영역의 활동도 발견되지만 전반적으로 실증주의관점이 주도적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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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4] 기후변화 현상을 다루는 초등 중등 교수학습활동 분석결과

(3) 분석결과 해석

기후변화 현상에서 PP영역에 해당하는 교수학습활동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후변화 현상이라는 주제가 갖고 있는 실증적인 성격이 때문

일15) 수 있다. 실제로 기후변화 현상과 관련된 활동들은 기후변화나 기후

에 대한 정의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활

동은 초등 중등 모두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PP영역

다음으로 많은 활동이 있는 PI영역은 기후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실증적

인 방법으로 지도자가 설명하고 학생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기후변화의 정의를 만들어 보는 것과 같

은 활동들이 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에서 기후

변화 현상에 대한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기후변화 현상이라는

범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후 정의 외에도 기후변화 현상

이라는 큰 주제에 포함되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변화하는 지구환

경’16)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석적이고 비판적인 내용과 방법

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

15) 기후변화 현상 주제에서 다루는 내용에는 ‘날씨, 기후, 기후변화, 기후시스템, 온실효

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정의’가 포함된다.

16) <표Ⅱ-1> 기후변화 교육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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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원인 관련 교수학습활동 분석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기후변화 원인과 관련하여 서술되어있는 교

수학습활동을 <표Ⅲ-6>의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는 <표Ⅳ-4>과 같다.

<표Ⅳ-4> 기후변화 원인과 관련된 교수학습활동 분석결과17)

기후변화

원인

교수학습내용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교

수

학

습

방

법

실증

주의
33 16 6

해석

주의
4 8 3

비판

주의
- 1 1

(1) 기후변화 원인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 서술되어있는 기후변화 원인과 관련된 교수학

습활동을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Ⅳ-5]와 같다.

기후변화 원인에서는 PP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은 45.8%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며, 해석주의관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IP와 II영역이 각각

22.2%와 11.1%로 그 뒤를 이었다. 교수학습방법 측면에서는 실증주의가

7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해석주의 20.9%, 비판주의가

2.8%를 차지하였다. 기후변화 현상을 다루는 활동에 대한 서술과 마찬가

17) 기후변화 원인과 관련된 교수학습활동을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 각 영역

에 해당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지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부록 4-2]를 참고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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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여전히 실증주의 관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해석주의 관점이

비판주의 관점보다 조금 더 많이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Ⅳ-5]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한 기후변화 원인

(2) 초등과 중등대상 지도안의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 비교

초등과 중등 지도안에서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교

수학습활동을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

림Ⅳ-6]과 같이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초등과 중등 대상 지

도안 모두 PP영역에 해당하는 교수학습활동이 다른 영역에 해당하는 활

동보다 두 배 이상으로 월등히 많았고, IP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이 두 번

째로 많았으며 II영역과 CP영역의 활동의 개수가 다음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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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6] 기후변화 원인을 다루는 초등 중등 교수학습활동 분석결과

(3) 분석결과 해석

기후변화 원인에서는 PP영역의 교수학습활동이 대다수였고, IP영역의

교수학습활동도 20%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과

중등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후변화 원인에 대해서 단순한 강의나 정

보를 제공하는 교수학습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PP영역이 주도적이었고,

IP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은 내용측면에서 개인이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원

인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학습자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 해석주

의적인 관점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학습방법측면에서는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는 것과 같이 실증주의 관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의 예로 ‘우리 집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한 달 동안 나의 탄

소발생량 계산하기(B2E)’가 있다. 내용적인 측면과 방법적인 측면에서 비

판주의 관점은 적게 발견되거나 발견할 수 없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일

반적인 인간의 행동 또는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회 구조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다룰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원인

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가치 속에서 비판

적 관점의 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0 -

3) 기후변화 영향 관련 교수학습활동 분석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하여 서술되어있는 교

수학습활동을 <표Ⅲ-6>의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는 <표Ⅳ-5>과 같다.

<표Ⅳ-5>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된 교수학습활동 분석결과18)

기후변화

영향

교수학습내용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교

수

학

습

방

법

실증

주의
22 11 9

해석

주의
9 15 8

비판

주의
1 2 -

(1) 기후변화 영향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 서술되어있는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된 교수학

습활동을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Ⅳ-7]과 같다. PP영

역에 해당하는 교수학습활동은 28.6%로 ‘아홉 가지 영역’ 중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였으며, 19.5%를 차지하는 II영역의 활동이 두 번째로 많았

다. 교수학습내용과 관련하여 실증주의 관점이 41.6%로 여전히 주도적이

지만 앞서 분석했던 기후변화 현상과 원인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

으로 해석주의(16.9%)와 비판주의관점(22.1%)의 내용에 대한 비중을 많

18)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된 교수학습활동을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 각 영역

에 해당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지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부록 4-3]을 참고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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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방법 부분에서 실증주의는

54.6%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활동이 실증주의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었

지만, 해석주의 방법에 해당하는 활동은 41.6%로 상당히 많은 활동들이

해석주의 관점의 방법에 관여하고 있었다. 반면 비판주의적인 방법은

3.9%밖에 미치지 못하여 여전히 부족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Ⅳ-7]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한 기후변화 영향

(2) 초등과 중등대상 지도안의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 비교

초등과 중등 지도안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교

수학습활동을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

림Ⅳ-8]과 같다. 교수학습내용 측면에서 초등은 실증주의(50%), 비판주

의(26.4%), 해석주의(23.5%)관점 순서로 나타난 반면, 중등 지도안에서는

해석주의(46.5%), 실증주의(34.9%), 비판주의(18.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수학습방법은 초등과 중등 모두 실증주의와 해석주의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비판주의적인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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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8] 기후변화 영향을 다루는 초등 중등 교수학습활동 분석결과

(3) 분석결과 해석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된 활동들도 전반적으로 PP영역이 가장 많았으

며 실증주의 관점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방법적인 측면에

서 비판주의를 제외하고 내용에서는 ‘기후변화 현상’, ‘기후변화 원인’과

비교했을 때 해석주의와 비판주의관점의 비중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여기서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은 초등대상 지도안에서 비판주의관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활동이 해석주의관점의 내용의 활동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의 비판주의관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활동은

중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

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교육활동에서 북

극곰이 기후변화 때문에 받는 피해 생물에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비판주의관점의 내용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정의는 기후변화교육에서

환경정의와 관련이 있다. 환경정의는 모두가 환경과 관련하여 공정한 권

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두’는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북극곰과 같은 생물종들도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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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이 된다(조명래, 2013). 초등대상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학생들에

게 친근한 소재로 피해 받고 있는 북극곰을 자주 등장시키는 이유 때문

에 기후변화 영향에서 비판주의 관점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나 투발루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내용도 다루

고 있는 활동들이 있어서 앞서서 분석했던 기후변화 현상, 원인보다 비

판주의 관점의 내용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비판주의

관점의 학습방법은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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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교수학습활동 분석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기후변화 현상과 관련하여 서술되어있는 교

수학습활동을 <표Ⅲ-6>의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는 <표Ⅳ-6>과 같다.

<표Ⅳ-6>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교수학습활동 분석결과19)

기후변화

대응

교수학습내용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교

수

학

습

방

법

실증

주의
17 13 6

해석

주의
10 30 6

비판

주의
1 - 4

(1) 기후변화 대응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 서술되어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교수학

습활동을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Ⅳ-9]와 같다. 기후변

화 대응과 관련된 활동은 II영역이 34.5%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기후변

화 현상, 원인, 영향에서 PP영역에 해당하는 활동들이 가장 많았던 것과

는 차이가 있다. 교수학습 내용에서도 해석주의가 49.4%, 실증주의

32.1%, 비판주의 18.4%로 해석주의가 가장 많았다.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해석주의 52.9%,로 해석주의가 주도적이었고, 뒤를 이어 실증주의가

19)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교수학습활동을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 각 영역

에 해당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지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부록 4-4]를 참고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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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로 나타났으며, 비판주의는 5.7%로 해석주의와 실증주의와 비교했

을 때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Ⅳ-9]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한 기후변화 대응

(2) 초등과 중등대상 지도안의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 비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활동을 각각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하여 초

등과 중등대상으로 분류한 결과는 [그림Ⅳ-10]과 같다.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초등 중등 모두 II영역에 해당하는 활동 30% 이

상으로 가장 많았다. 초등대상 지도안에서는 PP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이

23.1%, IP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이 20.5%로 그 뒤를 이었다. 중등에서는

PP영역의 활동이 16.7%, PI영역에 12.5%의 활동이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을 다루는 활동들의 교수학습내용에 대한 관점은 초등에서 실증주의

33.4%, 해석주의 53.8%, 비판주의에 해당하는 활동이 12.8%로 해석주의

와 관련된 활동이 높게 나타났다. 중등 지도안에서 분석한 활동에 대한

내용의 관점도 초등과 마찬가지로 실증주의 31.3%, 해석주의 48.7%, 비

판주의 22.8%의 분포를 보이며 해석주의관점의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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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방법측면으로 분석했을 때 기후변화 대응을 다루는 활동들에

대한 서술은 초등과 중등대상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초등의 경우 실증

주의 51.3%, 해석주의 48.7%, 실증주의 0%인 반면, 중등은 실증주의

33.3%, 해석주의 56.2%, 비판주의 10.4%로 분석되었다. 즉 기후변화 대

응과 관련된 초등학생 대상 활동은 실증주의적인 방법을 해석주의적인

방법과 비교했을 때 2.6%정도로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많이 사용하였지

만, 중등대상 활동은 실증주의보다 해석주의적인 방법을 22.9%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Ⅳ-10] 기후변화 대응을 다루는 초등 중등 교수학습활동 분석결과

(3) 분석결과 해석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에서 PP영역 활동이

가장 많았던 결과와는 다르게 II영역의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

서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초등 중등 모두 해석주의관점이 가장 주도적이

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수학습 내용 측면에서 해석주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

러한 이유는 실증적인 내용의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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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을 설명하는 활동도 많이 있었지만, 나만의 행동수칙을 만들어 보거

나 스스로 다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II영역 증 내용과 방

법에서 해석주의 관점에 해당하는 예로 ‘나만의 기발한 탄소발자국 줄이

기 광고문구 제작(B2E)’과 같이 포스터나 홍보물을 만드는 활동들이 있

으며,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해결방법에 대해

토론하는(A4H)’ 활동들도 많이 발견되었다.

비판주의 관점에 대한 활동은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가장 적게 발견되

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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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 논의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교육은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에 대해서

학습자가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 기후변화

교육 지도안에서는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 중 하나의 주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고루 다루고 있었다. 하지

만 유아, 초등시기에서부터 중등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교육을 지속적으

로 학습하기 때문에 저학년에서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에 대해

개별적으로 학습했다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주제들을 종합하여

통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발생단계, 기후변화로부터 우리가 받는 영향,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등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한국 기후변화교육 지

도안에서는 초등 보다는 중등 지도안에서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

응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활동이 더 많이 발견되었지만, 여전히 그

숫자는 전체와 비교했을 때 작았다. 또한 단순히 기후변화 교육 안에서

만 학습할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우리 마을, 국가 차원으로 확장, 다른

교과와의 연계 등 그 범위와 방법을 확장시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수업

을 계획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교육에서 해석주의와 비판주의 관점의 비중을 높이

고, 질적으로 개선된 해석주의와 실증주의 관점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분

석한 결과, 교수학습방법과 교수학습내용 모두 실증주의 관점에 치중되

어있고, 해석주의 관점은 조금 가미되었으며, 비판주의 관점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실증주의에서 해석주의와 비판주의로 이

동해가고 있는 한국 환경교육과정의 패러다임 흐름과(이순철, 최돈형,

2010) 비교했을 때 한국 기후변화교육은 아직도 실증주의 관점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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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증주의 관점에 의존하여 사회과학만으로 지

금의 사회현상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유문무, 2009), 이는 현대 사

회에서 실증주의뿐만 아니라 해석주의 그리고 비판주의를 아우를 수 있

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Robottom & Hart(1993)와 이재영

(2002)은 환경교육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실증주의 관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나의 관점에 의존하게 된다면 기후변화처럼 다양한 관

계가 얽혀있는 환경교육을 학습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증주의뿐만 아니라 해석주의와 비판주의 관점

에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후변화교육이 현재의 실증주의 관점에

의존하는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변화교육을 제공하는 교

육자들이 자신의 수업이 어느 하나의 관점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파

악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접근방법 외에 다른 관점들도 있다는 것을 인

지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초등과 중등의 연령에 따른 기후변화 교육은 학습 난이도뿐

만 아니라 교육이 기반하고 있는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초등과 중등 대상 지도안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은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

만 기후변화 현상, 원인에서는 연령에 관련 없이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

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교육계에서는 피아제의 연령에 따라 인지발달

과정이 다르다는 주장을 주요하게 받아들이면서, 학습대상의 발달 수준

에 따라서 적합한 학습을 하도록 차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환경교육에서도 학습자의 연령에 따른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Engleson & Yockers(1994)는 환경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학

습자의 육체, 지식, 도덕 등의 발달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으며, 최돈형 외(2007 pp. 121-123)는 환경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선

택함에 있어서 학습자의 발달 수준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학습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

견은 기후변화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NWF(2009)에서 개발한

기후변화교육 가이드라인에서는 학습자 연령별로 4학년, 8학년, 12학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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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특성과 여기에 적합한 기후변화교육 지침을 제안한다. ‘기후변화교

육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4학년 학생에게는 복잡한 이슈 분석과 문제해

결교육 보다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간단한 관찰과 탐구가 필요하고, 8학

년 학생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과 이슈에 대한 학습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순환과 시스

템에 대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12학년은 복잡한 환경적

주제와 이슈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고, 자료들의 분석과

함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책임, 권리, 가치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기후변화교육을 해야 한

다. 이러한 주장들에 따라서 초등과 중등의 기후변화교육은 학습단계를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며 한국 기후변호교육 지도안에서도 이러

한 부분들이 반영되어야만 한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습자는 비판

주의 관점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교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갖추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서은정(2014)은 고등학생들이 해석주의와 비판주의에 대한

관점을 갖추고 있으며, 환경 교과에서 핵심역량기반의 교육과정은 비판

주의 관점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계획하는 기후변화교육의 경우 비판주의 관점의 반영 비중을

현재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단순한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을 넘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에서 기후변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

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발견되었던 해석주의와 비판주의는 서로 다른 지

도안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과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

에서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해석주의 관점의 교수학습내용에서는

우리 집, 나의 행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비판주의 관점을 반영한

내용에서는 인간 때문에 발생한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 중 하나로 북극곰

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후변화교육에서 해석주의와 비판주의 관

점은 그 관점에 입각하여 더욱 다양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석주의 관점의 경우 우리 마을 또는 특별한 사례와 맥락에서 기후변화

원인, 영향, 대응과 관련된 사건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판주의 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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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회 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기후변화의 불확실

성과 같은 측면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Katayama(2009)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주입식 방법

으로 원칙과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한국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은 아직까지도 실증주의 관

점이 굉장히 지배적이라는 분석 결과와 같으며, 외국에서는 한국의 환경

교육이 여전히 실증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바라보았다. 하지

만 국제적으로 실증주의 관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단지 환경교육 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교육과 연구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RCAPS, 2010). 즉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실증주의가 우

세하며, 이러한 현황을 파훼하기 위해 등장한 해석주의와 비판주의 관점

은 부족하게 실천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실증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던 상태가 새로운 관점으로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이며(Katayama,

2009),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우선적으로 인지하여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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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요약 및 결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교육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진행되어왔고 앞

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천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기후변화교육을 처음 실

행한지 10년이 넘은 지금 기후변화교육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사회

연계교육, 사회환경교육 등에서 다양하게 실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한국 기후변화교육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 기후변화교

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기후변화교육실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이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의 주제를 다양

하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현재 한국 기후변화교육은 어떠

한 관점에 기반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셋째, 지도안의 교수학습활동이

근거하고 있는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이 학습자의 연령에 따

라 초등과 중등대상 지도안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 26

개, 중학생 36개, 중학생 고등학생 공통 3개, 고등학생 4개로 총 69개의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도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서 교수학습내용 측면과 교수학

습방법 측면에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 가로축에는 교수학습내용에 대한 분석

기준을, 세로축에는 교수학습방법을 분석하는 기준을 배치하고 세로축과

가로축을 종합하여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 서술되어있는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아홉 가지 영역’을 개발했다. 이렇게 개발한 분석기준과 ‘아홉

가지 영역’을 이용하여 사전에 선정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 서술된 내

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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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한국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의 도입 전개 정

리단계에서 서술되어있는 교수학습활동이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

향, 대응 순서로 많았으며,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분류가 불가능하

게 서술되어있는 활동도 존재하였다. 중등 지도안에서는 기후변화 현

상, 원인, 영향, 대응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활동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한 지도안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있었다. 한국 기후변화교육 지도

안은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에 대한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서술은 내

용과 방법에서 모두 실증주의 관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교수학습활동의 서술은 해석주의 관점에서 작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많았다. 비판주의 관점은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 모

든 범주에서 매우 낮게 발견되었다. 초등과 중등대상 기후변화교육 지도

안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을 비교하면, 기후변화 현상과

원인에 관계하고 있는 교수학습활동의 서술에서는 실증주의가 우세하고

해석주의가 그 뒤를 잇는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기후변화 영향에서는

초등 지도안이 중등 지도안보다 학습내용 측면에서 비판주의 관점이 높

게 나타났고, 해석주의 관점은 낮게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초등

과 중등 모두 해석주의 관점이 많았지만, 초등 지도안이 중등 지도안보

다 학습 내용 측면에서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관점에 대한 비중이 더 높

았고, 비판주의 관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

로 지도안에서 해석주의와 비판주의 관점을 갖고 있는 활동들은 두개의

관점이 갖고 있는 본연의 특성과 기후변화의 복잡한 성격과 비교했을 때

너무 단순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기후변화교

육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실증주의에만 기반하고 있는 기후변화교육은 기후변화에 대해 과학적

이고 일반적인 시각만을 제공한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과학적으로도 완

전히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아직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증주의

관점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경제, 사회, 정책 등 다양한 요

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구적 규모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그 특성상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의 교육이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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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주의 관점에서 개개인은 남들과는 다른 생각, 경험을 갖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의미, 영향, 원인, 대안

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업에 따라서 농부, 어부, 회사원, 군인, 과

학자 등에게 기후변화가 주는 의미는 다를 수 있으며, 기후변화로 받는

영향 역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빈부격차에 따라서 사회

적 약자인 독거노인, 노숙자, 유아 등과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후

변화를 발생시키는 원인, 자신이 받는 영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

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주의 관점은 중요하다.

비판주의 관점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20)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불공평한 현상은 사회 정의에 어

긋나게 된다. 또한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자연적 원인, 과학적 원인, 개

인적 원인에 앞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사회구조나 시스템 자체의 문제

가 기반하고 있다면 여기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자전거 타기가 있다는 것을 실증주

의적인 방법으로 학습했지만, 우리 마을은 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교통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보

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21)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실증주의 관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단순한

차원에서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기후변화교육

은 분명 개선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기후변화교육자가

자신의 교육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알고, 여기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들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실증주의, 해

석주의, 비판주의에 대한 분석기준과 ‘아홉 가지 영역’, 그리고 기후변화

교육 지도안을 분석한 예시는 기후변화교육자들이 실증주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자신의 지도안을 분석함으로써 본인이 수업을 계획할

때 어떠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지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 교육을 계획 시 교수학습내용과 방법에 대해 선정

할 때 학습자의 연령을 생각하여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을

20) 아프리카, 투발루 주민, 기후변화 취약 생물, 미래 세대 등 
21) 이도원 외(2009)에 서술되어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예시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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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현재 한국의 기후변화교육이

실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교수학습‘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실증주

의, 해석주의, 비판주의관점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과 ‘아홉 가지 영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 이전에 세 가지 관점으로 환경교육연구를 구분하거

나 환경 환경교육과정을 분석한 연구에서 제시한 도구가 있었으나(이순

철, 최돈형, 2010)세 가지 패러다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만 제시했을

뿐 내용과 방법에서 각각의 관점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기준은 제시하

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나타나는 관점을 명

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를 구분하는 ‘아홉

가지 영역’을 개발하였고, 이 틀을 통해서 지도안에 서술되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한국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

에 대해 어떻게 다루어고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교육의 문

제점을 지적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그 대상은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

는 기후변화교육, 시범학교와 같이 학교 단위에서 다루는 기후변화교육

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교사가 수업 재구성을 통해 직접 개발하는 학

급 단위의 수업,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환경수업,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육,

사회환경교육 등 기후변화교육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렇게 넓은 범주에서 실천되고 있는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지도안을 분석

하여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과 같은 주제를 현재의 기후변화교

육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한국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

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현재 기후변화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실증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교수학습활동들은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 모든 부분에서 많이 서술되어 있었고, 해석주의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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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 있는 서술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비판주의 관점은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을 막론하고 매우 부족

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현상은 지도안에서 학습자 연령의 차이와 관

계없이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 등장하

는 해석주의와 실증주의 관점으로 서술되어있는 교수학습활동은 복잡한

기후변화의 특성과 비교했을 때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너무 단순하였다.

이렇게 밝혀진 문제점들은 향후 기후변화교육의 개선을 위한 연구에 도

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기후변화교육실천을 체계적으로 계획한 한국 기

후변화교육 지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 기후변화교육이 어떠

한 위치에 있는지 진단하고 현재 한국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논의를 제시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과 ‘아홉 가지 영역’은 새로운 방법으로 기후변화교

육 지도안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밖에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한국 기후변화교육지도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기후변화교육의 개선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한국

기후변화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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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가 갖는 한계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 기후변화교육에 대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환경교육에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과 교안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한국 기후변화

교육 지도안은 한국에 존재하는 기후변화교육 지도안 중 일부분에 해당

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모든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수집하고 분석하

는 것에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지도안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거나, 기후변화교육자가 교육 지도안을 작성하지 않고 수업을

하여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했다. 특히 사회 환경교육에서 다양한

기후변화교육이 실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환경교육기관에서는

수업에서 활용되는 기후변화교육 교안과 지도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기후변화교육자들조차도 본

인의 기후변화 수업에 대한 지도안을 작성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었다.

최근 환경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사회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

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이 실행되었으며, 환경교육지도사가 수업지도

안을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안에 대한 이론학습과 실제로 개발

을 해 보는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사단법인환경교육센터, 2016, pp.

36-38) 사회 환경교육 분야에서 교육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은 장려되고

있다. 기후변화교육자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수업의 체계성과, 수업 후

반성과 발전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교육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은 필요하

다. 기후변화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 환경교육기관에서는 기관의 이

름으로 파견되는 강사가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기후변화교육을 실천하

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이다. 수업자료와 지도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교육자, 기관에서 교육담당자, 그리고 향후 기후변

화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와 논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도안에 서술되어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

였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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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

실천에서는 예기치 못한 특수한 상황과, 교육자와 학습자의 특성 등에

따라서 사전에 계획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교수학습이 전개될 수 있

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요소들이 어떻

게 발현되고 있는지 연구함으로써 기후변화교육실천에 대해 정밀한 시사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후변화교육 수업에 관여하는 교육자의 관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실천의 계획인 교육지도안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자는

교육 실천의 방향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자 변수이다. 동일한 지도안,

동일한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자의 교육에 대한 관

점과 철학으로부터 수업실천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

화교육을 실제로 교육하는 지도자들이 어떤 교육 관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현재 기후변화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자들에 대한

진단을 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교육에서 해석주의, 비판주의의

관점에서도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증주의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기후변화교육을 계획하거나 기획할 때

해석주의와 비판주의 관점을 현재보다 비중 있게 반영하여 개발할 필요

가 있다. 기후변화는 과학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구조적으로 원

인, 영향, 대응 방법 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교육의 총체적인 학습과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이 실천되어야만 한

다. 현재의 기후변화교육을 실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증주의, 해

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의 장점을 활용한 기후변화교육이 연구되어야 하

며, 학습자의 연령에 따른 적합성도 함께 고려하여 기후변화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교육실천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기후변화교육의 질

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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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평가자간 신뢰도 검사 설문지

부록 3.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으로 구분 불가능한

교수학습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지도안

부록 4-1.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의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서술을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

- 기후변화 현상

부록 4-2.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의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서술을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

- 기후변화 원인

부록 4-3.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의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서술을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

- 기후변화 영향

부록 4-4.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의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서술을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

- 기후변화 대응

부록 5. 분석결과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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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실증
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한국 기후변화 교육 지도안 분석’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가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을 적합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개
발된 틀로 기후변화 지도안에서 나타나는‘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영
역을 내용적인 측면과 방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연구 목적에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황상일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박병익

[부록 1] 전문가 타당도 검증 설문지

<기후변화교육 지도안 분석틀 타당성 검토>

· 귀하의 환경교육관련 경력은 몇 년입니까?

□ 5년 이하

☑ 5년 이상 10년 이하

□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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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주의 해석주의 사회비판주의

목

적

객관적인 정보 습득

정해진 행동실천

경험과 텍스트 해석

의미구성

의식의 해방

사회 정의 실현

관

심

과학적. 객관적(보편적),

명제적

개별적 사례와 맥락.

사람들의 인식과 해석.

사회 구조, 관행, 정책,

제도, 시스템 등에 대한

비판적 생각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

한 상황.

지

식

과학으로 검증된 것.

전문가로부터 생산되어

지는 객관적 정보.

경험과 텍스트로부터 학

습자가 주관적으로 구성

하는 것.

특수성, 맥락성, 주관성

이 인정되며, 사회적 합

의를 통해 구성된 것.

사회구조와 권력으로 생

산되어지는 분석해야 할

대상.

의식 해방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과 정보.

사회에 대한 경험으로부터의 인식되어지는 것.

상호주관적인 대화로 알아가는 것.

도

덕

·

윤

리

전문가로부터 정해진 바

람직한 행동 실천.

다양한 해석을 장려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감하는

열린 대화.

공동체적 합의 실천.

교수학습과정 안에서 민

주주의 실천.

사회억압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는 것.

교

사

지식을 주입하고 전달하

는 자.

경험의 안내자.

지식 구성을 돕는 조력

자.

의식의 해방을 이끄는

자.

교육적 실천을 학습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자.

학

생

제공되는 지식을 수동적

으로 수용하는 자.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

하는 해석자.

교육실천을 교사와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적 참여

자.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에 관점에 대한 설명>



- 78 -

전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학습내용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구분>

다음 표의 내용을 보고, 아래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학

습

내

용

① 기후변화에 있어서

일반적이며 과학적으

로 발견된 내용인가?

③ 기후변화와 관련된

특수한 맥락이나 사례

(마을, 개인)와 관련된

내용인가?

⑤ 기후변화와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 구조

(경제, 환경, 정책, 시

스템)와 관련된 내용

인가?

② 전문가들로부터 정

해진 명제적인 내용인

가?(기후변화의 의미, 개

념, 대응 방안)

④ 사람들(학습구성

원)의 생각, 감정, 해

석, 합의로 생산된 내

용인가?

⑥ 사회 정의에 어긋

나는 불합리한 상황과

관련된 내용인가?

1.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분

석하기 위해서 학습 주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전혀 적합하지 않다’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셨다면, 그렇게 응답

하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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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분석틀은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내용

을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이 실증주의, 해석

주의, 비판주의 관점에 타당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관

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실

증

주

의

기후변화에 있어서 일반적이며

과학적으로 발견된 내용인가?

전문가들로부터 정해진 명제적

인 내용들인가?(기후변화의 의미, 개

념, 대응방안)

해

석

주

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특수한 맥락이

나 사례(마을, 개인)와 관련된 내

용인가?

사람들(학습구성원)의 생각, 감정,

해석, 합의로 생산된 내용인가?

비

판

주

의

기후변화와 영향을 주고받는 사

회 구조(경제, 환경, 정책, 시스템)

와 관련된 내용인가?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상황에 관련된 내용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셨다면,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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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학
습
방
법

① 주어진 정보와 의
미를 그대로 습득하는
가?

③ 다양한 의미와 열
려있는 해석의 기회를 
갖는가?

⑤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가? 

② 과학적 실험, 정해
진 방법으로 계산하는
가?

④ 서로의 생각과 관
점을 이해하고, 공동체
적 논의를 진행하는
가?  

⑥ 사회정의를 위해 
서로 대화하고 논의하
는가?

전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학습 방법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구분>

다음 표의 내용을 보고, 아래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을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분석

하기 위해서 학습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합하지 않다’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셨다면, 그렇게 응답

하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 81 -

2. 위의 분석틀은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사용하는 학습방법을 세 가

지 관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이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

판주의 관점에 타당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관

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실

증

주

의

주어진 정보와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가?

과학적 실험,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하는가?

해

석

주

의

다양한 의미와 열려있는 해석의

기회를 갖는가?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이해하고,

공동체적 논의를 진행하는가?

비

판

주

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파

악하는가?

사회정의를 위해 서로 대화하고

논의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셨다면,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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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실
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으로 한국 기후변화 교육 지도안 분석’을 위
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분석자(평가자)간 신뢰도 검사를 위해 본 설문조
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사전에 개발된 도구<표1>과 <표2>를 
활용하여 주어진 동일한 자료를 연구자 이외의 분석자(평가자)와의 일치성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연구 목적에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
립니다.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추출하여 만든 자료를 잘 읽어보시고, 제시
된 분석틀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아래의 표에 넣어주세요. 본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황상일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박병익

[부록 2] 평가자간 신뢰도 검사 설문지

<기후변화교육 지도안 분석자(평가자)간 신뢰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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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교수
학습
내용

□ 기후변화에 있어서 
일반적이며 과학적으
로 발견된 내용인가?

□ 전문가들로부터 정
해진 명제적인 내용인
가?(기후변화의 의미, 
개념, 대응방안)

□ 기후변화와 관련된 
특수한 맥락이나 사례
(마을)에 대한 내용인
가?

□ 사람들(학습구성원)
의 생각, 감정, 해석, 
합의로 생산된 내용인
가?

□ 기후변화와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 구조
(경제, 환경, 정책, 시스
템)와 관련된 내용인
가?
□ 사회 정의(환경 정
의22))와 관련된 내용
인가?

교수학습방법

실증
주의

□ 단순히 주어진 정보와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가?
□ 과학적 실험,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하는가?

해석
주의

□ 다양한 의미와 열려있는 해석의 기회를 갖는가?
□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이해하고, 공동체적 논의를 진행하는가?

비판
주의

□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가?
□ 사회정의를 위해 서로 대화하고 논의하는가?

<표1> 기후변화교육 지도안 교수학습내용 분석기준

<표2> 기후변화교육 지도안 교수학습방법 분석기준

22) 환경정의는 개인이나 집단이 환경과 관련되어 공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추구
한다. 조명래(2013)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환경부정의는 환경약자들에게 발생되
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 미래세대, 생태종, 개발지역 주민들이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기후변화 현상은 국제적 규모의 환경문제이므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환경부정의는 
위에서 언급한 환경약자들을 포함하여 기후변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 생물종, 
저소득국가 주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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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교사 학생

①

에니메이션 보며 생각하기

어떤 내용인가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에니메이션을 시청하며 내용알기

-지구가 오염되어 힘들어 한다.

-자동차, 비행기, 공장의 매연이다.

②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주는 편리함

과 해로움은 무엇일까?

사람들의 생활에 자동차가 주는 편

리함과 해로움을 이야기하기

③
자동차가 1Km 주행했을 때 발생되

는 CO2의 양 알기

자동차가 1Km 주행할 때 약

150g~200g CO2가 발생됨을 알기

④
우리집 승용차 사용으로 인해 배출

되는 한달 평균 CO2의 양 조사하기

우리집 3~5월 주유비를 자료로 승

용차가 배출한 CO2의 양 계산하는

방법을 찾고 계산하기

⑤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기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대기오염의

원인, 지구온난화, 건강에 해로움

⑥
그 밖의 사람들의 생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야기하기

우리 주변에서 조사한 환경 훼손

사례를 발표하기

⑦

모둠별로 환경 뉴스를 만들기

-보도할 뉴스 자료 분석하기

-모둠원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뉴스 만들기

-환경 뉴스 보도하기

-자료를 분석하여 뉴스의 관점 정

하기

-모둠원의 특성에 맞게 역할 분담하기

-사람들의 생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내용 구성하기

-관점이 잘 드러나게 뉴스 만들기

-모둠별 뉴스 보도내용 경청하기

⑧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실천방법을

<표3>의 분석 자료는 한국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방법으로 교수학습활동에 대해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①부터

⑳까지 구분하여 제시한 것 입니다. <표1>과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표3>에 있는 분석 자료를 교수학습내용과 교수학습방법 측면에서 실증

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 중 어느 관점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십시

오. 본인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표4>의 ‘아홉 가지 영역’에 해당된다

고 생각하는 번호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표3>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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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천 방안 생각하기 모둠 토의를 통해 찾아보기

⑨
토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실천

결의문 만들기

토의내용을 자료로 활용하여 실천

을 다지는 환경 결의문 만들기

⑩
환경보전 관련 표어를 넣은 피켓

만들기
환경사랑 홍보 피켓 만들기

⑪
세계적인 환경 문제인 탄소협약과

지구온난화

수학에서 배운 계산이 실제 생활에 적

용되는 것을 탄소협약과 탄소배출권을

중심으로 연도별 온실가스와 폐기물

증가율을 실제 계산해봄으로써 우리나

라 탄소 줄이기 대책가지 알아봄

⑫
지구온난화로 겪는 문제점에 대한 사

례 읽기자료
자료 읽기

⑬
자료 이외의 문제점에 대해 모둠끼

리 협의
모둠끼리 지구온난화 사례를 토의

⑭

탄소협약, 각 나라의 탄소배출 감

축량 지정 현황,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 탄소배출권 내용 파악

탄소협약 설명서 4명 모둠별 1장

배부

나의 생각을 포스트잇에 작성하여

모둠원이 서로 돌려가며 보고 생각

나누기

⑮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양에 대한

보고서 분석

보고대상 온실가스와 보고 분야,

보고년도 알아보기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LULUCF,

폐기물, 총배출량의 1990년 대비

2012년 증가율을 계산하기

⑯

우리나라 탄소 감축 연도별 배출

전망치에 대한 연도별 감축 목표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학습 활동지를 2명에게 1장씩만 배

부하여 모르는 학생은 서로 배우며

계산

⑰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에너지원과

운송기구 등)
학습지로 2명이함께배출량계산해보기

⑱ 탄소발자국 계산기 활용 안내 홈페이지 활용

⑲ 나무별 탄소 흡수량 계산하기
나무별 탄소흡수량과 승용차 탄소

배출량 비교

⑳ 탄소 줄이기를 위한 방법 생각나누기
탄소를 줄이기 위한 나, 학교, 가

정,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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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표4>는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를 내용(가로)과 방법

(세로)으로 구분하여 총 9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의 자

료를 참고하여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번호를 넣어주세요.

<표4>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 분석을 위한 ‘아홉 가지 영역’

내용

방법

교수학습내용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교

수

학

습

방

법

실

증

주

의

해

석

주

의

비

판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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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으로 구분 불가능한

교수학습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지도안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교수학습활동은

하나의 활동에서 위의 네 가지 영역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지도안 코드

단일종합활동23)

A1E, A5E, C2H, C4M, C6E, C7M, D1M,
D6M, D7M, D11M, D13M, D25M, D26M,

D27M,  E3E, E4E, E5MH

전체종합활동24) C9H, D4M, D28M, E6MH

23)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은 여러 가지 교수학습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하나의 활
동이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을 종합하여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활동

24)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은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을 종합
하여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하나의 교수학습활동으로만 이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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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현상

교수학습내용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교

수

학

습

방

법

실

증

주

의

A1E, A2E, A7M,

B1E, B7E, C2H,

C3E, C4M, C5E,

C6E, C8E, D2M,

D7M, D17M, D20M,

D21M, D22M, D27M,

D28M, D29M, D30M,

E3E, E4E, E5MH,

F3M, F4E

B7E

해

석

주

의

A5E, A6E, A10E,

C6E, D2M, D17M,

D30M

C5E

비

판

주

의

[부록 4-1]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의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서술을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기후변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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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2]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의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서술을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기후변화 원인

기후변화

원인

교수학습내용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교

수

학

습

방

법

실

증

주

의

A1E, A4H, A6E,

A7M, A8E, A11E,

B2E, B3E, B4M,

B5E, C1E, C3E,

C4M, C6E, C8E,

D1M, D2M, D3M,

D5M, D6M, D7M,

D9M, D12M,

D14M, D15M,

D17M, D20M,

D26M, E1E, E4E,

F1MH, F3M, F4E

A1E, B2E, B3E,

B4M, B5E, C1E,

C2H, C3E, C4M,

D9M, D13M,

D14M, D15M,

D16M, D21M,

E4E

A1E, A8E, A11E,

D12M, D21M,

D26M

해

석

주

의

A5E, A10E, D7M,

D17M

A1E, B3E, C4M,

C8E, D3M, D9M,

D15M, D21M

B3E, D12M, C7M

비

판

주

의

C2H D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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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3]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의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서술을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영향

내용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방

법

실

증

주

의

A1E, A2E, A5E,

A8E, B3E, C1E,

C3E, C6E, C8E,

D1M, D2M, D5M,

D20M, D22M,

D23M, D28M,

E1E, E3E, E5MH,

F2M, F3M, F4E

A7M, C5E, C6E,

D2M, D14M,

D16M, D17M,

D23M, D28M,

D29M, F3M

A5E, A10E, A9E,

B1E, C5E, C7M,

D22M, D19M,

E2E

해

석

주

의

A2E, A5E, A9E,

C1E, C5E, D1M,

D5M, D20M,

D23M

A1E, A2E, A7M,

A9E, B2E, B3E,

C4M, C5E, D2M,

D3M, D14M,

D17M, D22M,

D29M, F3M

A5E, A10E, B1E,

C4M, C5E, D19M,

D3M, A4H

비

판

주

의

D24M D23M, D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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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4]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의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서술을

‘아홉 가지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내용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방

법

실

증

주

의

A6E, A7M, A9E,

C1E, C6E, D1M,

D5M, D18M, E1E,

E2E, E3E, E4E,

E5MH, F1MH,

F2M, F4E, F5M

A2E, A6E, A9E,

B6E, C1E, C2H,

D13M, D21M,

E1E, E3E, E4E,

E5MH, F5M

A10E, B6E, C2H,

D14M, D27M, E2E

해

석

주

의

A9E, C1E, D1M,

D14M, D20M,

E3E, E5MH,

F1MH, F2M, F4E

A1E, A2E, A4H,

A6E, A7M, A8E,

A9E, B1E, B2E,

B3E, B6E, C1E,

C3E, D3M, D6M,

D8M, D9M, D10M,

D13M, D15M, D16M,

D17M, D18M, D21M,

D22M, D25M, D28M,

E1E, E2E, F5M

A3H, B1E, C4M,

C5E, D14M, D27M

비

판

주

의

D18M
D8M, D12M,

D14M, D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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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분석결과 종합 정리

대상 실증 해석 비판

내

용

기후변화

현상

초등 ∙∙∙∙∙∙∙∙∙ ∙

중등 ∙∙∙∙∙∙∙∙∙∙

기후변화

원인

초등 ∙∙∙∙∙ ∙∙∙ ∙

중등 ∙∙∙∙∙ ∙∙∙∙ ∙

기후변화

영향

초등 ∙∙∙∙∙ ∙∙ ∙∙∙

중등 ∙∙∙ ∙∙∙∙∙ ∙∙

기후변화

대응

초등 ∙∙∙ ∙∙∙∙∙ ∙

중등 ∙∙∙ ∙∙∙∙∙ ∙∙

방

법

기후변화

현상

초등 ∙∙∙∙∙∙∙ ∙∙∙

중등 ∙∙∙∙∙∙∙∙ ∙∙

기후변화

원인

초등 ∙∙∙∙∙∙∙∙ ∙∙

중등 ∙∙∙∙∙∙∙ ∙∙ 0

기후변화

영향

초등 ∙∙∙∙∙∙ ∙∙∙∙

중등 ∙∙∙∙∙ ∙∙∙∙ ∙

기후변화

대응

초등 ∙∙∙∙∙ ∙∙∙∙∙

중등 ∙∙∙ ∙∙∙∙∙∙ ∙

  분석결과 기후변화교육 지도안에서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서술에서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관점이 차지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10%기준으로 ∙를 표시했
다. 또한 각각의 비율에서 1의 자리는 반올림하여 적용하였다. 빈칸은 분석결과 
없음을 의미하고, 0은 없음과는 별개로 0%이상 5%미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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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getting attention of climate change education along with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globally. In Korea, it implements the

climate change education in various areas such as curriculum of

school, model school, creative discretional activity, free semester

system for middle school, and education of social environment, etc. In

order to understand the climate change intertwined with complicated

relationships correctly, it requires the education in various views. So

this research analyse the current climate change education in korea,

focused on Positivism, Inter-pretivism and Critivism, which forms the

basic of educatio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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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limate change education, it needs the systematic plan for data,

method, and contents of education before carrying out class, and such

designs might be appeared to lesson plan of climate change edu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education of climate

change, now being implemented in Korea, by analyzing the lesson

plans of climate change education in Korea. This being so, it selected

69 lesson plans relevant to education of climate change, in categories

of 'site of korean environmental education (www.keep.or.kr)’, 'winning

work at contest exhibit of best lesson plan for environmental

education' and 'lesson plan of program for social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as target of analysis, considering the feature of

climate change education in Korea, being carried out in various fields.

Before progressing analysis, it made the analysis criteria to analyze

the lesson plan of climate change education in terms of Positivism,

Inter-pretivism, and Criticism, in content and method of teaching and

learning. Based on this criterion, ‘Nine Areas’ be developed to analyze

view of description, contained in lesson plan, so made it utilized to

analysis.

Education of Climate change can be generally classified the

contents into phenomenon, cause, effect and response of climate

change. So it analyzed whether the description relevant to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y such as phenomenon of climate change, cause,

effect and response is suggested in what point of view, in lesson

plan of climate change education, based on this categorization.

As a result of analysis, there were many activities of teaching and

learning, which described in the phases of introduction, development,

and arrangement of lesson plan for education of climate change in

Korea, in the order of phenomenon of climate change, cause, effect,

and response. On the contrary, there were activities that could not be

classified based on these four standards. For lesson plan for medium,

there were more activities to deal with phenomenon of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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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cause, effect, and response without clear separation, compared

to written lesson pla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esson plan of climate change

education in terms of Positivism, Inter-pretivism, and Criticism, it is

largely dependent on view of Positivism for all descriptions of

activity of teaching and learning concerning phenomenon of climate

change, cause, and effect, in ways of content and method. The

description of activity of teaching and learning, relevant to response

of climate change, was the largest in terms of Inter-pretivism. The

point of Criticism was found very low in all categories of

phenomenon of climate change, cause, effect, and response.

When it compares views of Positivism, Inter-pretivism, and

Criticism in lesson plan of climate change education for elementary

and medium, Positivism is superior in description of activity of

teaching and learning, relating to phenomenon and cause of climate

change, and Inter-pretivism is followed, so appeared the identical

trend. For effect of climate change, the lesson plan of elementary has

the highest view of Criticism than that of medium, in terms of

content of learning, and it was low for view of Inter-pretivism.

Although there was a view of Inter-pretivism for all of elementary

and medium, for response of climate change, it has more proportions,

concerning views of Positivism and Inter-pretivism, of lesson plan for

elementary than lesson plan for medium, in terms of content of

learning. Also, views of Criticism had a relatively low proportions.

Furthermore, it was too simple for activities of Inter-pretivism and

Criticism in lesson plan generally, compared to natural characteristic

of two views and complicated property of climate change.

Not only Climate change can be appeared differently for content

and method of phenomenon of climate change, cause, effect, and

response in terms of scientific, personal, social structure, and

environmental, but it should be implemented class, reflecting view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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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ism, Inter-pretivism, and Criticism, so as to foster the holistic

learning for climate change education and various competences of

learner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eacher of climate change should

analyze the own lesson plan and introspect oneself, using analysis

criteria of Positivism, Inter-pretivism, and Criticism, and ‘Nine areas’,

in lesson plan of climate change education. We expect that climate

change education in the future should be enough utilized feature and

advantage of Positivism, Inter-pretivism, and Criticism, and be

implemented considering suitability in accordance with age of

learners.

Key words : Climate change education, Teaching plan,

Positivism, Interpretivism,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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