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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인간에 의해 촉발된 기후변화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요인으로서 지구상 모든 곳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에 직면한 미래세대인 고등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며, 그에

따라 개인적·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기

후변화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

리에서의 프로젝트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기후변화 교육은,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

금 전통적인 시민의 범주를 넘어,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환

경 문제에 대해 인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생태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

하는 데에 지향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 교육의 목표와 수준을 고려한 고등

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을 어떻게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이 학생들의 생태시민성 함양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김포시 소재 A 고등학교 ‘기후변화 청소년

활동단’ 동아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1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개발해 적용하였으며, 생태시민성을 측정하기 위

한 사전·사후 설문지와 활동 결과물 및 관찰일지 자료를 수집하고,

사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이

참여 학생의 생태시민성 함양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생태시민성은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이 생태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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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을 ‘지식과 이해’, ‘책임’, ‘정의’, ‘지속가능

성’, ‘참여’의 다섯 가지로 정하고, 각각의 자질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첫 번째로 프로그램의 개발·적용에서, 고등학교 기

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을 3단계로 구성할 수 있었다. 1단계

는 기후변화의 이해를 목표로 하며, 학생들은 주어진 자료를 해석

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설명 모델을 생성하는 활동을 통해

문제 상황을 알고 이해할 수 있었다. 2단계 활동의 목표는 기후변

화 문제상황에 대한 통찰로, 모둠별로 가까운 주변에서 기후변화

주제에 대해 탐구하거나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를 찾고 계획을 세

워 실행한 후,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통

해 학생들은 기후변화 문제가 자신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새로

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사회적 실천의 계획

과 참여를 목표로 하였으며,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동 행동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기후변화

문제 상황을 알리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교내 곳곳에 부착하는

홍보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으며, 자발적 행동에의 의지와 실행 능

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생태시민성의 함양과 관련하여, 먼저 활동 전과 후

생태시민성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지식과 이해’와 ‘참여’의 측면에

서 향상된 경향을 보이는 반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다소 낮아

지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 구체적으로 ‘지식과 이해’에서는 기후변

화 문제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인식 및 과학적 이해도가 증가했음

을 확인할 수 있었고, ‘책임’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및 환경에

대한 인류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정의’의 측면에서 학생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및 위험의 부정

의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을 형성했으며, ‘지속가능성’에서는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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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개인의 행동이 변화하였고, 또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에서는

대체로 공동행동에 대한 참여 의지가 증가하였으나, 일부 학생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한 현재 상황을 비관하여 참여에 대한 의지가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첫째,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

로젝트 활동은 3단계로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었으며, 이는 “(1)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알고 이해하여, (2) 본인의

현재 행동을 되돌아보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3) 개인적 및 사회적 실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라는 기후변화 교육의 정의에 부합한다. 둘째, 고

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의 각 단계는 ‘지식과 이해’,

‘책임’, ‘정의’, ‘지속가능성’, ‘참여’라는 생태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의 각 영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생태시민으

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

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

화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하게 행해지는 기후변화

교육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주요어 : 생태시민성,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학 번 : 2018-2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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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상

유례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발전에 따라 지구

라는 행성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는 하루가 다르게 급진적으로 변해

가는 사회 속에서 향상된 삶의 질, 연장된 평균 수명, 경제 성장 등의 풍

요로움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근대화는 자연과 인간

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체계적으로 무시했으며, 그에 대한 산물로서

기후변화 문제를 드러냈다(Beck, 1999/2010).

근대 산업 사회에 대해 Beck(1986/1997)은 그것의 원리와 구조 자체

가 파멸적인 재앙의 사회적 근원으로 변모했으며, 위험이 평상적 지각

범위를 벗어나면서 산업 사회는 위험사회(Risk Society)로 이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풍요사회’를 향한 근대화의 과정이 ‘위험사회’로 귀착되었

으며, 산업 사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통해 스스로

의 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홍찬숙, 2016), 전 인류에게 매우 치명적인

위험으로 생산된 것이 바로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다.

세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기후변화로부터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여러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고 있다

(Stern,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5차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s)에

의하면, 지구 기후시스템의 온난화는 명백하며, 그 결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은 1880년과 비교하여 약 0.85℃ 상승했고, 평균 해수면은 1901년과

비교하여 약 19cm 상승했다. 특히 이 평가보고서의 핵심은 인간이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확실하며, 그 정도가 점차 심화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 전 대륙과 해양에 걸쳐 관측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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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기후 교란이 계속된다면, 더욱 심

각하고 광범위한 불가역적인 영향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 문

제에 대해 정책결정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이 기후변화와 지구온

난화를 늦추기 위해 즉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IPCC, 2014).

현재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인

간의 인식과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

한 주요 대응방안 중 하나로서의 교육적 접근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기후변화

를 인지하고 생태적인 관점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소양을 함양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에서 행해지는 기후변화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기후변화 문제를 미래

세대와 다룸으로써 지향하는 위와 같은 목표를 이루어내기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초·중·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교과 교육 내용

을 성취기준 단위로 분석한 신영준(2017)에 의하면, 기후변화 관련 내용

은 학교급과 교과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그 성취기준 또한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에 따른 지역 변화

조사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국제적 노력 평가’나 ‘기후변화로 인

한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친환경 에너지 평가’와 같이 지엽적

인 범위에서의 지식 습득과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

은 ‘환경정보 및 환경교육 확산’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안소은 외, 2017), 학교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은 그것의 내용뿐만 아

니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김찬국, 최돈형,

2010).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따르는 교과의 수업 내용이 대

학 입시라는 민감한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교 또는 교과 차

원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기후변화 교육을 정규 수업 시간으로 가져

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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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개발되어 교육 현장에 적용된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초등학교급에 해당하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여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박나은, 2019), 고등학교 기후변화

교육의 방향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

램 실행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동아리 활동이 그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하고 다양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 및 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도

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은 네 가지 영역(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을 가지는데, 이 중에서 동아리

활동은 학생에 의한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활동 구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하여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탐구력과 문제해결력을 신장하

여, 다양한 문화 이해 및 탐구를 통한 사회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함양하

도록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15). 이에 학교에서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 및 녹색성장에 대한 지

속적인 학습과 실천의 구현이 가능할 수 있다(김찬국 외, 2012).

한편,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는 전통적인 시민의 개념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지구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환

경 문제를 야기한 사회구조적인 측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생태적

으로 건전하게 조정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성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김찬국, 2013). 이러한 배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생태시

민성은 기존의 시민성 개념을 그대로 두고 환경에 대한 고려를 추가한

것이 아닌 환경 문제를 정의의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틀을 구성하고 적극적 실행의 주체로서의 시민성에

대한 개념적 재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교육적으로 접근

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미래 사회의 주체가 되는 시민으로서의 학생들이

지구 환경 문제 인식은 물론,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느끼며,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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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의 문제가 전지구적 환경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고, 자

발적 행동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지향점 중 하나

에 생태시민성의 함양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변화하는 지구시민사회에 적합한 시민성으로서 생태시민성에 대한 논

의는 199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생태시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내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김찬국, 2013). 윤혜린(2010)

은 초국가적인 공간에서 지구시민의 가치관 및 신념을 구체적인 삶의 공

동체 안에서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토착성과 결합한 생태

시민성을 시민 각자가 문화적 역량을 갖추고 자기 리더십을 키울 수 있

는 힘이라고 본다. 박순열(2010)은 생태시티즌십을 둘러싼 논의의 쟁점

을 살펴본 연구를 통해, 생태시민을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보고

시민성은 규범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닌 사람들의 실질적 삶을 지도하

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것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김병연(2011)은

생태시민성에 대한 논의에서 지리과 환경 교육적 함의를 살펴보았으며,

지리과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교육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실천적 차원에

서의 방향 설정에 생태시민성이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음을 논하였다. 김

소영과 남상준(2012)에서는 환경교육을 연구, 실천하는 데 있어 기존의

환경소양적 접근이 가지는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면 시민의 자질

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고, 덕성과 기능, 합의기제를

중심으로 생태시민성 개념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김찬국

(2013)은 생태시민성 개념의 의미와 이것이 기후변화 교육 또는 환경교

육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으며, 생태시민성이 갖는 비영역적 특성 및

기후변화 원인과 영향의 비대칭적 분포에 따른 생태시민의 책무 등에 기

반하여 기후변화 교육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생태시민성의 개념적 고찰에 관한 연구 이외에도, 고등학교

‘환경과 녹색성장’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여, 현재의 환경교육이

생태시민성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한 김희경과 신

지혜(2012)를 비롯하여, 햄버거와 휴대폰 커넥션을 주제로 한 지리과 환

경수업을 설계·적용하고 생태시민성 함양에의 영향을 관계적 지리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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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살펴본 김병연(2012), 에너지자립마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운동 과정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들의 생태시민성 학습 과정에

대해 연구한 조미성과 윤순진(2016)과 같은 구체적 상황에서의 생태시민

성 함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생태시민성과 관련하여 교육적 관점에서의 함의 또는 구체적 주제와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의미 고찰을 다룬 연구들을 통해(김병연, 2011;

김소영, 남상준, 2012; 김희경, 신지혜, 2012; 김찬국, 2013), 생태시민성

개념의 교육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교육 대상자들이 현실 문제에 처해

있는 주체로서, 그들에게 문제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을 통

해 현재를 성찰적으로 바라보고 방향을 제시하는 생태시민 함의 교육 가

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 환경 문제를 다룬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직접 다루고, 그

것이 생태시민성을 함양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 소속된 시민이 아닌 급속한

세계화 속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생태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생태시

민성 개념을 학교 현장으로 가져와, 실제적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고등학교 현장에서 기후변화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 형식의 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개발

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이 활동이 생태시민성 함양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로 들여다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

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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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활동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이 활동이 고등학생들의 생태시민

성 함양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

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

과 같다.

(1)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은 어떻게 구성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2)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은 학생들의 생태시민성 함

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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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기후변화

1. 기후변화의 정의

일상에서 매일 경험하는 날씨는 온도, 바람, 강수 현상 등 시간에 따

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대기의 상태를 말하며, 어떤 규칙성을 보이지 않

고 변화한다. 그런데 이러한 날씨를 조금 더 긴 시간 규모로 생각해보면

평균 기온이나 평균 강수량처럼 평균값을 가지며, 태풍과 같은 극단적인

현상도 연평균 어느 시기에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지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후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날씨의 평균적인 특성이라

고 할 수 있으며, 기후의 통계는 보통 30년의 시간 규모를 가진다.

기후 체계는 대기 중의 공기와 수증기, 그리고 대양의 물을 이용하여

지구 상의 에너지를 이동시키고 이 체계 내에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

키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후는 체계 안의 다양한 요소들

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체계 안에서 하나 이상의 요소가 달라진다면, 전체 체계

의 안정성이 위태로워지면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낳아 예상 범위를 벗

어나는 날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기후변화라고 부를 수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기후변화에 대한 정의를 더 살펴보자면, 먼저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에서는 기후변화를 “인간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인하

여 지구대기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상당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 기후

가변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로 정의했다(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1994). 또한, IPCC(2014)는 “장기간에 걸친 기간(수

십년 또는 그 이상)동안 지속되면서, 기후의 평균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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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으로, 인간 행위로 인한 것이든 자연적인 변

동이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후의 변화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

다. 우리나라 기상법(2018)에서는 “인간의 활동이나 자연적인 요인으로

기상현상이 평균 상태를 벗어나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9)에서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

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이들 정의에서 주목할 점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원

인으로 ‘인간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후에 영향

을 주는 인자들은 그것이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간에 많이 존재하고 있

고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인간 활동이야말로 지배적

인 강제력을 가지고, 지난 50년간 관측된 온난화의 대부분도 인간 활동

이 원인이었다고 결론을 굳혔다(IPCC, 2014). 기후변화에 원인이 되는

요인들과 그것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2.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지구 기후는 무수히 많은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들 요인들은

다양한 기간동안 작용하면서 지리적 규모 및 지질 시대에 변화를 가져왔

다. 지구상의 열 순환은 지구 기후 체계에 의해 작동하며, 이 체계는 대

기와 해양, 대륙 빙하, 생물권과 토양, 침전물, 암석 등으로 구성된다. 지

구 기후의 상태는 기후 체계에 의하여 축적된 에너지의 양과 특히 태양

으로부터 받은 에너지 및 이 에너지 중 지구가 다시 우주로 방출하는 부

분의 평형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구의 에너지 균형은 많은 부분이

지구 기후 체계 내의 에너지 흐름에 의해 조절된다고 할 수 있다(유네스

코한국위원회, 2012).

기후시스템을 구성하는 대기와 물, 얼음, 토양, 생물 등의 요소가 변화

하거나 그러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기후가 변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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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후시스템이 움직이는 원동력인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의 양은 11년

을 주기로 조금씩 변화하며, 세차운동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지구의

자전축 또한 태양으로부터의 복사 에너지가 지구의 위도에 따라 배분되

는 정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

스가 많아지면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작은 입자인 에어로졸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반사하여 구름의 구성을 바꾸고 이것이 태양에너지를 얼마나 반사하는지

에 영향을 미친다. 이 외에도 인간 활동이 대기의 구성과 지표면에 변화

를 일으켜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다음 <표 1>은 기후변화의 원인

을 ‘지구 내적 요인’과 ‘지구 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환경

부, 2016).

내적 요인
대기권, 수권, 빙권, 지권, 생물권 등의 내부적

변동이나 이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외적

요인

자연적

요인

지구의 공전 궤도, 자전축 주기 운동, 대기 중의

온실가스와 에어로졸 양의 변화, 지표면 상태의

변화 등

인위적

요인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및 에어로

졸 양의 변화, 과도한 토지 사용이나 산림 파괴

등으로 지표면 상태 변화 등

표 1.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변화의 원인 중 ‘지구 내적 요인’과 ‘지구 외적 요인의 자연적 요

인’은 인류가 통제할 수 없지만, ‘지구 외적 요인의 인위적 요인’은 인류

의 통제 하에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0년 동안의 인간의 활동은 지구의

기후를 급속도로 변화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유네스코한국위

원회, 2012).

지구의 주된 에너지원인 태양으로부터의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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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의 형태인데, 이 중에서 약 30%는 지구 대기와 지표에 의해 반사되

어 우주로 나가고 나머지 70% 정도만이 지구상 대부분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표면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데워진 지표면은 다시 적외

선의 형태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때 지구 대기 중의 ‘온

실가스(Greenhouse Gases, GHG)’가 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재방출하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지구 표면에 일종의 보온 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인간 및 모든 생물의 생존 환경을 지켜주는 현상을 ‘온실

효과(Greenhouse Effect)’라고 한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교토의정서에

서는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를 6개로 규정하였으며,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

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이 그것에 해당한다(UNFCCC, 1997).

현재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은 산업혁명 이래 화석 연료의 연소와 폐기

물, 산업 공정 등에서 이들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효과가

지나치게 일어났기 때문으로(윤순진, 2003), IPCC(2014)에서도 현재 이산

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대기 중 농도가 인위적인 배출로 인해 지난

80만 년 내 최고 수준으로, 인간이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

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 특히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

소의 배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1970년에서 2010년 총 온실가스 배

출량 증가의 약 78%를 차지하며, 이산화탄소에 의한 복사강제력은 전체

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기상청, 2018).

전 대륙과 해양에 걸쳐 최근 수십 년 동안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계

및 인간계는 영향을 받아 왔으며, 특히 현재까지 관측된 기후변화 영향

은 자연계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강수량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눈과 빙하

를 녹임으로써 녹지화를 진행시켜 수문 시스템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또

한, 육상, 담수 및 해양의 생물 종에 대하여, 이들의 지리적 범위, 계절

활동, 이주 패턴과 개체 수 및 종의 상호작용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앞으

로도 기후시스템의 교란이 계속되면서 홍수나 가뭄, 태풍, 폭염, 기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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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북극의 해빙 면적이 지속적으

로 줄면서 전 지구적으로 평균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IPCC,

2014).

그림 1. 1951–2010년 기간에 관측된 표면 온도변화에 대한 기여도

(IPCC, 2014)

인간의 활동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약 1.0℃의 지구온난화를 유발

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의 속도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

에는 1.5℃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IPCC, 2018). <표 2>는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 상승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을 분야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으로(Stern, 2006; 환경부, 2016), 기후변화

로 인한 영향과 이것이 계속되었을 경우 겪게 될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

다. 인위적 온실가스가 더이상 배출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양하게 나

타나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은 앞으로 수세기에 걸쳐 계속될 것이며, 온

난화가 심화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나타나거나 비가역적인 변화의 위험은

증가할 것(IPCC, 2014)이라는 경고에 따라,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은 더

미뤄져서는 안 될 과제일 것이다.



- 12 -

온도
상승

물 음식 건강 토지 환경
급격한
변화

1℃

5천만 명의
물 공급
위협

온대
지역에서
곡물
생산이
약간 상승

최소 30만
명이
기후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

영구동토가
녹아
캐나다와
러시아
등에서
건물과
도로 파괴

적어도
10%의
육상
생물이
멸종 위기

80%의
산호가
백화

대서양
열염
순환이
약해지기
시작

2℃

몇몇
지역에서는
물 사용
가능성이
20~30%
감소

열대
지역에서
곡물 생산
급격히
감소

아프리카에
서 4~6천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에
노출

매해 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해안
침수를
겪음

15~40%의
생물이
멸종 위기

북극곰 등
북극 생물
멸종 위기

그린란드
빙상이
녹기
시작하여
해수면
상승, 최종
7m까지
상승

몬순 등
대기
순환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위험 상승

서남극
빙상의
붕괴 위험
상승

대서양의
열염
순환이
완전히
붕괴될
위험 상승

3℃

남유럽에서
는
10년마다
극심한
가뭄 발생

10~40억 명
이상이 물
부족으로
고통

1억
5천~5억
5천만 명
이상이
굶주릴
위험

고위도
지역에서
농산물
생산량
정점 도달

1~3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사망

매해 최대
1억 7천만
명 까지
해안침수를
겪음

20~50%의
생물 멸종
위기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4℃

남아프리카
와 지중해
지역에서
물 사용
가능성
30~50%
감소

아프리카에
서 농산물
생산량
15~35%
감소

아프리카에
서 8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노출

매해 최대
3억 명까지
해안침수를
겪음

북극
툰드라
절반 정도
상실

5℃

히말라야
빙하가
사라져
중국과
인도의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

해양
산성화가
계속되어
해양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

해수면
상승이
군소도서국
과 저지대,
그리고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의
주요
도시들을
위협

5℃
이상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지구 평균 온도가 5℃보다 더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엄청난 혼란과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한 변화의 결과
는 재앙적일 것이지만 지금 모델로는 인간의 경험을 벗어난 수준의 온도 상
승에 따른 결과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표 2.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 상승할 때마다의 분야별

예상되는 영향 및 현상(Stern, 2006; 환경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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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은 크게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후변화의 완화 전략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

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 한편, 기후변화 적응 전략은 기후변화의 장기

적인 속성으로 인해 지속되는 영향에 대한 인간과 자연계의 취약성을 줄

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완화와 적응의 두 가지는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하게 요구되는 전략이다(Anderson, 2012).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

려는 사전 노력인 완화와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려는 적응은 서로 다르

지만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보완적 접근법이다. 즉, 완화는 기후변화의 원

인을, 적응은 기후변화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먼저, 완화 전략을 위해서는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정책적 수단의 강화 및 생활양식의 변화 등이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인류가 에너지원으로써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온실가스, 그 중 특히 탄소의 주요 배출원

이므로 재생가능에너지, 바이오연료와 같은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에너지

원의 개발과 사용을 위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의 삶과 산업 현장

속으로 들어와 적절하고 확실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수단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은

인간들의 생활양식에 있을 것이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위

주로의 생활양식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적응은 해로움을 누그러뜨리고 이점을 이용하는 조정을 뜻하는

데, 비록 개인이나 사회가 기후변동에 항상 적응해오기는 했지만 오늘날

과 미래에 일어날 기후변화의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지금까지의 경험이

더 이상 충분치 않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서 적응은 그것을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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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계기와 적기, 관련된 시스템 등 몇 개의 하위 범주로 나뉠 수 있

다. 자율적 적응은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적 대응보다는 자연계의 생태적

인 변화 및 사회의 시장이나 복지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반면, 계획된

적응은 상황이 변하였거나 변화하려고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의도적

인 정책 결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측 적응은 영향이 분명해

지기 전에 일어나는 반면에, 반응적 적응은 기후변화의 초기 영향이 분

명히 드러난 이후에 나타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지난 1972년 스톡홀름

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1997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로 본격 실행되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파리기후

변화협정을 통해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체제를 넘

어 196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를 마련하였다(외교부,

2015).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배출 증가율은 OECD 2

위이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세계 평균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기후변화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이지언, 2018). 한국은 파리기후변화협

정에 따라 2030년까지 BAU1)(Business As Usual) 대비 37%까지 감축

하겠다는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은 산업부분의 에너지효

율,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저비용 감축 수단이 부족한

것이 현실로, 감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신사업의 활성화와 저탄

소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외교부, 2015).

1) BAU란 감축공약(mitigation commitment)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로,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고, 배출량 전망치 대비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BAU

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감축 수준에 대한 명확성 및 투명성에 제한이 있

다는 단점이 있다(외교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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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후변화 교육

1. 기후변화 교육의 정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는 대중의 참여이며, 대중

이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

심을 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Giddens, 2009). 따라서 일

반 대중에 대하여 기후변화란 무엇이고,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최혜숙 외, 2011), 이

러한 교육을 기후변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의 고등학

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은 기후변화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을 배경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교육의 의미에 대한 정

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따라서 기후변화 교육

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여러 연구들에 의해 기후변화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의미가 정의되어 있으며, 그들 내용은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구 정의

권주연(2009)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기후변화와의 관계를 인식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을 이끌어내는

교육

윤순진(2009)

국가와 지역사회는 물론 세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기후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식과

기능 및 태도와 가치관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교육

표 3. 기후변화 교육의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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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애(2011)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향상시키고 미래

의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

권난경(2015)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 및 영향에 대하여 전반적으

로 이해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 역량을 길

러주는 교육

김춘희(2019)

기후변화의 의의와 현상, 원인, 영향에 대해 이해하

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피해를 줄이

기 위한 개인, 지역사회, 국가, 세계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

이들 기후변화 교육의 정의를 살펴보면, 기후변화 교육은 우선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이해하도록 하며, 이후 그

것을 바탕으로 개인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기후변화 교육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개인적 노력에서 한걸음 더 나아

갈 필요가 있다고 한 김찬국과 최돈형(2010)은 기후변화 교육이 반영해

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기후변화 현상의 종합적인 이해 증진: 정상적인 자연 현상으로서

의 기후변화와 현재 진행되는 기후변화를 구분하여 지구 시스템

내의 상호작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 기후변화 대응 실천의 의미 탐색: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행동

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한 실천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실천

이 갖는 의미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현 체제와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하

여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개인의 행동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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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이면에 있는 현재의 체제나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 긍정적으로 변화의 과정에 참여: 부정적인 미래 예측과 관련하여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자신감을 가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교육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의 정의(권주연,

2009; 윤순진, 2009; 우정애, 2011; 권난경, 2015; 김춘희, 2019)와 기후변

화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김찬국, 최돈형, 2010)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기후변화 교육의 목표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 및 이해’, ‘개인

의 가치관 확립’, ‘개인적·사회적 실천에의 참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고 보고, 기후변화 교육을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알고

이해하여, 본인의 현재 행동을 되돌아보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적 및 사회적 실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의

정의는 개발·적용될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배경이 될 것이다.

2. 기후변화 교육의 필요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또는 인류가 현재의 기후변화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따

지는 것은 매우 명백하므로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UNDP,

2007). 오늘날 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

냐에 있으며(윤순진, 2009), 문제의 해결과 대응을 위한 주요 전략 중 하

나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적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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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필연적인 의무이다(김용근, 2009). 2002년 발리에서 있었던 지구정

상회의에서 국제기후정의 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 정의에 관한 발리 원

칙’에서도 기후변화로부터의 영향을 불평등하게 받게 되는 미래세대들을

위하여 ‘기후, 에너지, 사회 및 환경 쟁점에 대한 교육을 이들의 실생활

경험과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최돈형,

김찬국, 2008).

이에 교육 정책과 교육과정은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면서, 완화와 적응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알릴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적절한 실천 지향적인 교수법을 사

용하여 효과적인 완화를 위한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

하지만 이러한 기후변화 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최돈형, 김찬국, 200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내용을 얼마나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을 통틀어 중학교 사회(지리영역)에서 한 번, 그리

고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 한 번으로 모두 두 번 등장하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에 따른 지역 변화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국제적 노력 평가’나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대체 에너지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평가’와

같은 지식 위주의 내용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영역으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신영준, 2017).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의 장기적인 과제로 미래세대인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기후변화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

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며, 문제

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박혜경, 2013)에서, 목

표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후변화 교육은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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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1. 동아리 활동의 개념과 의의

동아리 활동은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표출해 내는 것을 주

활동으로 하는 집단 활동으로 학교 안팎에서 학교 교육의 전반에 걸쳐

실시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a).

공통의 흥미와 관심사라고 하는 내적인 동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활동

이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 활동으로, 이

도영(2018)에 의하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관심사나 흥미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또한, 동아리 활동은 진로교육, 봉사활동, 교과

연계활동 등 다양한 분야 간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학생의 학습

및 수행능력이 향상되고 적응 능력, 공동체의식, 협동심과 같은 인성교육

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김성규, 2010). 실제로, 동아리활동을 하

는 학생들은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신념

이 높게 나타났다(허철수, 강옥련, 2010).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은 자치활동으로서의 특성과 또래 집단으로서의

특성, 집단 활동으로서의 특성, 여가활동으로서의 특성 및 지역사회 연계

수단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이러한 특성들이 청소년의 여가생활의 수

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

가 사회참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정주, 김용태, 성

기원, 2003).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동아리는 학교 안에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공통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탐구, 경험 및 체험을 통한 학습과 사회참여 등을 목적

으로 하며, 이를 통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

적·사회적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닫고, 공동체 의식

과 자존감 및 해결 주체로서의 책임의식 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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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은 그 운영을 학생이 주도하고 교사

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 중심의 흥미롭고 창의적인 동아

리활동을 도모하도록 하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들 스스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이는 즉,

동아리 활동의 계획과 실행에 걸친 전반에서, 지도교사는 최소한의 개입

을 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동아리 활동 계획과 운영 또

한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프로젝트 활동의 일정과 대략적인 큰

주제는 제안하되, 구체적인 활동과 운영에 대해서는 학생 주도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며,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의 가치관에 따라 자기 의사결정권과 서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프로젝트 학습의 특징과 동아리 활동에의 적용

프로젝트 학습 방법은 Dewey의 경험주의 교육철학에 기초하여, 1918

년 Kilpatrick이 문제해결학습을 발전시켜 ‘프로젝트 학습법(The Project

Method)’을 제시하였으며, 이것의 본질은 ‘전심을 다하는 유목적적 활동’

으로 규정된다(Kilpatrick, 1918). 목적의 설정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의 내적

동기화로 활동에 전념하게 됨을 강조한다. 이는 작업 또는 체험을 중요

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Learning by doing(행함에 의한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이성희, 최선영, 강호감, 2011).

프로젝트 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이 탐구하려고 하는 주제를 선

정하고, 본인이 선택한 주제를 탐구 방법이나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선택하여 깊이 있게 탐구하며, 탐구 과정에서 얻은 자료와 결과물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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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지식, 탐구력 및 문제해결력을

얻는 학습방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b). 프로젝트 학습 활동은 체계

적인 수업과 비교해 볼 때, 그리고 둘 사이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고려

해볼 때 그 가치가 뚜렷해지며, 체계적인 수업이 기초 기능 숙련 과정이

길고 어려운 반면, 습득한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의 성향은 프로

젝트 활동을 통해 신장될 수 있다(Katz & Chard, 2000).

프로젝트 중심 학습은 학습자가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스스로 구성

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과제와 그것의 문제 틀을 발견한 뒤에 토론 과정을 통하여 아이

디어를 교환하고,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및 해결책 제시 등의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과제 중심적이라

고 할 수 있다(Krajciki et al., 1994).

학습자가 주제를 탐색하고 문제를 인식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적용

해 산출물을 얻어내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프로젝트 학습 내에 있기 때

문에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장기적인 시간이 소모되며, 그동안 프

로젝트 학습에 참여하는 모든 학습자들과 학습을 지원하는 교사 등의 조

력자는 함께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면서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 주

도적이며,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내적인 동기 유발을 통해 흥미를 유발

시킬 수 있다(김하늬, 2015). 이러한 특징 때문에, 프로젝트 학습은 교과

시간보다는 동아리 활동과 같이 보다 자유로운 활동에 적용할 때 효과적

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김인자, 2016).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제작하고,

교과서 내용을 기본으로 대부분 일반 학교에서의 교과 교육활동이 이루

어지며, 시험과 입시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프

로젝트 학습 활동을 정규 수업으로 가져오기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

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은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교내 동아리에서 기후변화라는 공통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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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 따라 모인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며, 이는 미리

짜여진 교과 교육과정의 제약이 덜하다는 점, 평가나 입시와 같은 고등

학교의 관심사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장기간의 활동이 가

능하다는 점, 교사와 학생이 함께 기후변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게 고

민하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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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생태시민성

1. 생태시민성의 등장 배경과 정의

생태시민성(Ecological citizenship)은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하여

환경 문제의 성격이 변화하고, 환경적 책임의 개인화라는 상황에 대한

대응 속에서 1990년대부터 유럽의 환경 정치학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

어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다(김병연, 2011). 세계화의 상황은 무엇보다 국

민국가, 그리고 국민 국가와 그 성원들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며,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시민과 그들의 정체성 및 권능

(empowernment)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으로서 시민성에 대

한 논의가 부상하였다(박순열, 2010). 생태시민성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현상과 같이 일시적이거나 지엽적인 시각과 접근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

다고 여겨지는 문제에 대응하는 데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성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Dobson(2003)은 기존의 시민성의 개념에 더하

여 시민성의 영역을 ‘생태적’이라는 새로운 틀로 보고, ‘정의(justice)’를

핵심 개념으로 취하여 생태시민성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생태시민성의 논의와 등장 배경에는 ‘세계화’와 ‘환경적 책임의

개인화’가 있다(김병연, 2012). 국민국가의 개념을 넘어, 세계화는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져 왔던 일상의 경험들과 인간의 욕망을 무한정

확장시켜 왔으며, 환경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직해 나가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간섭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생태계의 파괴를 촉진하고 있다. 전

통적인 시민성의 개념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어 왔으

나, 세계화라는 조건은 시민성의 이러한 성격에 변화를 요구했으며, 이제

는 시민성의 개념이 국민 국가에 의해 개개인들에게 부여되어 왔던 권리

와 책임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에 제한되지 않고 확장되어 왔다(김병연,

2011).

세계화로 인한 배타적 영토성에 기인한 국민국가와 그 속에서 부여된

시민성이 가지는 한계는 기후변화와 같은 초국가적(transnational)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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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구적(global)인 환경 문제에 기존의 국민국가체계가 적절하게 대응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박순열, 2010). 지금까지 국민국가라는

배타적 영토성에 기반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시민성 논의만으로

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세계화로 인해

악화되는 환경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들은 개개인들이나 지역사회, 정부,

비정부 기구의 책임있는 시민적 참여가 필요한 지역적이고 지구적인 대

응을 필요로 한다(김병연, 2012).

매 순간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 영향은 행

위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자신

의 일상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김병연, 2012).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있어 과거에는 환경 오염 물질을 주로 배출하는 국가

나 기업, 기관 등에 책임을 물었다면, 최근에는 환경 오염에 관여하는 개

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환경 문제의

책임에서 개인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환

경 문제가 전통적인 공과 사의 구분을 뛰어넘어 개인의 일상과 개인이

속한 정치적 공동체 및 지구적인 것과 연관되기 때문으로(박순열, 2012),

오늘날의 환경 문제가 시민 개개인들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삶의 방식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설명되고 있다(Matti, 2006; 김병연, 2012).

지속가능한 사회는 제도적인 변화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생태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개인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 도래했으며(Carter, 2001), 지

구적 환경 문제의 해결에 있어, 책임의 중심에 개인을 두는 이러한 접근

은 산업 사회의 환경 파괴를 유발하고 해결하는 데에 기존과는 다른 접

근 방식을 가진다. 이것이 바로 ‘책임의 개인화’ 시대의 도래라고 할 수

있다(Beck, 1998).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개인은 본인의

행동을 반성·성찰하여, 자신의 행위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고,

행위를 할 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이 시대가 요구

하는 올바른 시민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생태시민성은 자신이 속해 있는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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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세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

제의 원인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며,

윤리적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김병

연, 2012), 전통적 시민성에 기초하되, 관심의 대상을 전 지구인 및 다른

생물로까지 확대시켰을 뿐 아니라, 생태적 틀로 세상을 이해함으로써 환

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는 자질 또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김희

경, 20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태시민성을 기후변화에 직면해 있으

면서,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는 고등학생 기후변화 동아리 구성원들에

게 필요한 궁극적 지향점으로 보았으며,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담은 프로

젝트 활동이 고등학생이 생태시민으로 성장하고 행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생태시민성의 특징

Dobson의 시민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환경 문제가 국경을 초월하

여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해결 방법과 실행에 있어서도 전 지구

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현 세대와 국가, 인간 종이라는 경계를

넘어 생태적 책임의 시간적·공간적·종적인 확장을 촉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조미성, 윤순진, 2016).

Dobson은 궁극적으로 후기 세계시민주의(post-cosmopolitan)를 지향

하며, 이는 생태시민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태시민성

은 후기 세계시민주의의 새로운 틀에서 생태적인 모습을 갖추고, 전통적

시민성인 자유주의 및 시민 공화주의와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들 자유

주의적 시민성, 시민 공화주의적 시민성, 그리고 후기 세계시민주의의 구

별에 대해서는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전통적 시민성은

권리와 책임에 계약적 관계가 있으며, 공적 영역을 강조하고, 차별적 영

토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에, 후기 세계시민주의는 비계약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며, 책임에 있어서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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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 또한, 배려와 연대, 관용과 같은 덕성에 기반하며, 영토성에 얽매

이지 않고 비차별적이다.

자유주의
(liberal)

시민 공화주의
(civic republican)

후기 세계시민주의
(post-cosmopolitan)

권리/권리부여
(계약적)

의무/책임
(계약적)

의무/책임
(비계약적)

공적 영역 공적 영역 공적 및 사적 영역

덕성(virtue) 없음
‘남성적(masculine)’

덕성
‘여성적(feminine)’

덕성

영토성
(차별적)

영토성
(차별적)

비영토성
(비차별적)

표 4. 시민성의 세 가지 유형 비교(Dobson, 2003)

김희경과 신지혜(2012)는 Dobson이 그의 저서 ‘Citizenship and the

Environment’에서 소개한 생태시민성의 주요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하

였으며,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Dobson, 2003; 김

희경, 신지혜, 2012).

첫째, 생태시민성은 비영토성(비영역성)을 갖는다. 이것은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및 오존층의 파괴와 같은 환경 문제들이 국가의 단위를 벗

어난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결국 이러한 비영

토성은 개인의 행동이 지구상 어느 다른 곳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하도록 한다. 또한, 비영토성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적용되어,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생태시민성의 공간은 전통적인 시민성처럼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갖지 않으며, 시민들 개개인의 행위가 다른 사

람들에게 어느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된 책임의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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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Jagers, 2009). 즉, 공간적으로는 국가의 경계를 넘으며, 시간상으로는

미래세대까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생태시민성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긴밀

하게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생태시민성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권리보다는 타인 도는 공공을

위한 비계약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다. 즉,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다른

사람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해야 한다’라는 계약에 따라서 타인과 공평

하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보상과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실천함을 의

미한다. 자신의 삶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며 환경 오

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생태적 가치 자체에 대한 인

식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김정화, 2015). 이러한 의무와 책

임 역시, 그것의 범위에 있어서 비영토적이고 비영역적이며, 따라서 그것

의 대상은 공동체의 구성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 공간에 존재하

는 모든 것(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도 포함)과 미래세대까지도 포함된

다.

셋째, 생태시민성은 덕성을 강조하며, 여기에는 사회정의와 동정, 배

려, 연민 등이 포함된다. 즉, 생태시민이 다른 공간과 시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에 대해 책임을 갖는 것은, 내부적 동기에 해당하는

덕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는 내재적 가치인 덕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내적 의지를

동기화 한 시민이 요구된다(김소영, 2012). 사회정의는 생태적 자리를 공

정하게 분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정과 배려, 연민은 앞선 사회

정의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생태시민성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에 대하여 사적 영역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사

적 영역에서의 행동이 공적 영역에 연결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

조하며, 예를 들어, 가정에서 재활용을 하고, 소비를 줄이고, 자가용의 이

용을 줄이는 등의 모든 사적 영역에서의 ‘녹색 행동(green actions)’은 동

시에 공적인 영역에서의 행동이 된다. 그러므로 생태시민성은 일상의 삶

이 생태적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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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네 가지 생태시민성의 특징은 생태시민이 가져야 할 자질과도

관계되며, 더 나아가 이들 특징이 학교 교육을 통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찬국

(2013)은 환경교육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생태시민성의

특징들이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시공간적 스케일을 이해하도록 하

고, 여기에서의 시민의 역할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실제 상황에

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 학교 교육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비롯한 환경 관련 이슈를 다루는 교육에 있어, 후기 세

계시민주의를 지향하는 생태시민성 교육은 잠재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생태시민의 자질

앞선 논의들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는 그것의 주된 원인에

인간의 활동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환경 문제 이면에는 자

연에 대한 인간의 끊임 없는 착취가 존재하며, 따라서 해결의 주체도 인

류가 되어야만 한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환경 문제와 이로

부터의 생태 위기는 어느 한 단체나 지역,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러

므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국지적인 노력 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

이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현대 사회 속의 생태적 위기 상황은 환경적

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위협이 되므로, 책임과 해결의 주

체인 인간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당장 행동해야만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생태시민성은 기후변화와 같은 현실의 문

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으며(김찬국, 2013), 전 지구적인 환경 위기를 극

복하는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김희경, 신지혜, 2012). 본 연구에서

는 특히 고등학생이 기후변화 동아리에서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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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당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최종 목적에 생태시민성

을 두었으므로, 고등학생에게 요구되는 생태시민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생태시민의 자질을 논하기 위해서는 앞서 ‘생태시민성의 특징’에

서 살펴보았던 ‘덕성’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 시민성

에서는 충실하고 복종적인 덕성을 강조한 반면에, 생태시민성에서는 정

의, 책임, 배려, 공감 등의 덕성을 강조하였다(김정화, 2015).

Dobson(2003)은 이들 덕성 중에서 ‘정의’를 제 1덕성으로 제시하며, 이는

개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인간 또는 비인간 생물종에 대

해 인식하고, 생태 공간과 환경 오염 분배에 공정성이 필요함을 주장한

다. 여기에 제 1덕성인 정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제시한 제 2덕

성이 ‘배려’와 ‘공감’이다. 이들이 기반이 되어 부정의(injustice)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가능하며, 또한 소통을 통한 문제의 해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책임 있는 시민성의 녹색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생태시민성 내에서 구체화되는 시민적 덕성은 반드시 관습적으로 이해되

어 온 것처럼 정치적인 공적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생태시민이

가지는 ‘정의’, ‘배려’, ‘공감’과 같은 덕성은 인간 삶의 공적인 영역보다는

사적인 영역과 더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김병연, 2015).

한편, Oxfam(2006)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의 목표를 ‘지구 시민(global citizen)’의 양성으로 두고 강조하였다.

지구시민의 개념이 ‘더 넓은 세계를 인식하고, 다양성에 가치를 두고 고

려하거나, 세계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어떻게 작

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거나, 지역적 수준에서 지구적 수준에 이르기까

지의 모든 수준에서 공동체에 공헌하거나 참여하고, 세계가 더욱더 평등

하고 지속가능한 장소가 되도록 자발적으로 행동하거나,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박재창, 2009), 생태시민과의 연관

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Oxfam(2006)의 교육 프로그램은 심층적이

고 통합적 수준에서 환경 문제를 사고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시민의 자질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구 시민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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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대해서는 <표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능 지식과 이해 가치와 태도

· 비판적 사고
· 효과적인 토론 능력
· 부정의와 불평등에
도전하는 능력

· 협동 및 갈등 해결
· 인간과 자연에 대한
존중

· 사회정의 및 다양성
· 지속가능한 개발
· 평화와 갈등
· 세계화 및 상호의존
성

· 정체성과 자아 존중
감

· 감정이입
· 사회정의와 형평에
의 헌신

· 다양성에 대한 가치
와 존중

·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헌신

· 인간들이 차이를 만
들 수 있다는 신념

표 5. Oxfam의 지구 시민의 자질 구성 요소(Oxfam, 2006; 김병연,

2015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Karatekin & Uysal(2018)은 생태시민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약 530여 명의 대학생 표본을 통해 얻

은 자료를 분석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거쳐 24개의 문항으로 구성

된 생태시민성 측정 도구를 완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생태시민성

내에서 시민에게 강조되는 측면’은 모두 네 가지로, ‘책임’과 ‘정의’, ‘지속

가능성’, ‘참여’가 그것이다.

생태시민의 자질을 논하기 위해 살펴본 위의 세 가지 문헌 연구 결과

를 종합해보면, 생태시민성의 덕성과 Karatekin & Uysal(2018)에서 모두

‘정의’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Oxfam(2006)에서

의 ‘지식과 이해’ 및 ‘가치와 태도’의 세부 내용이 비슷한 맥락을 가짐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후변화 교육을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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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알고 이해하여, 본인의 현재 행동을 되돌아보며 문제에 대응하

기 위한 개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적 및 사회적 실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정의한 바 있고, 생태시민의 자질을

적용하게 되는 연구의 대상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고등학생

이 생태시민으로 가져야 할 자질로서 Karatekin & Uysal(2018)이 제시

한 ‘생태시민성 내에서 시민에게 강조되는 측면’ 네 가지가 가장 적합하

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본 연구의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이 기후변화 문

제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알고 이해하기 위한 기후변화 교육의 맥락 속

에 있다는 점에서 ‘지식과 이해’의 측면을 새로 정의하여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고등학생이 생태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은

[그림 2]와 <표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고등학생이 생태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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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설명

지식과 이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의
원인과 영향 및 특성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능력

책임
생태계를 공유해 온, 그리고 앞으로 공유하게 될 모든
생물 및 무생물에 대한 책임

정의
모든 시민들 사이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생태시민으
로서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정의

지속가능성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행동을 조절하며,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지향함

참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적, 사회적 및 정치적인
참여 행동

표 6. 고등학생이 생태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의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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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프로젝트 활동이, 여기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생태시민성 함

양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방법을 모색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첫째, 지구과학교육의 주제로써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환경 문제를

프로젝트 학습의 형태로 동아리 활동에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한 활동이

고등학생의 생태시민성 함양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생태시민성이 함양되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결

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하여 기후변화 교육과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및 생태시민성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 문헌

을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주제를 확정하였으며,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구성원들의 수준과

학교의 일정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활동을 개발하였다. 1차로 개발된 프

로젝트 활동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과학교육학 석사학위를 소지하였거

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지구과학교사와 연구자 및 현장 교사로 구성된

과학교육 전문가 8인과 함께 내용의 구성과 타당도, 난이도 등을 검토하

였으며, 또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 B 고등학교 1학년 학생 7인을 대상으

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여, 프로젝트 활동의 주요 단계가 적합한가를

확인하였다. 이들 과정을 통해 수정·보완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용

할 프로젝트 활동의 최종 계획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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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 절차

셋째, 활동 전·후 생태시민성의 변화 및 프로젝트 활동이 생태시민성

세부 영역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도구를 구

성하였다. 생태시민성 측정 도구는 Karatekin & Uysal(2018)에 의해 개

발된 설문 문항을 우리말로 번안하였고, 황세영 외(2017)에서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활용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고등학생의

수준과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수정하였다. 1차로 구성된 문항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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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김포시 소재 C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

를 실시하였으며, 과학교육 전문가 8인과 함께 문항의 문장 구성과 수준

및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수정·보완을 거쳐 5점 리커트 척도

로 측정되는 모두 24문항의 생태시민성 측정 도구를 확정하였다.

넷째, 완성된 프로젝트 활동 계획에 따라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경

기도 김포시 소재 A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에서 활동을 진행하였으

며, 프로젝트 활동 전과 후, 그리고 진행 중에 자료를 수집하고 1차로 분

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이 종료된 후에 자료의 1차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료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질적 심층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과학교육 석사과정 연구자 1인이 함께 참여하

여 타당도를 검증했으며,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은 과학교육 전문가 집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수정

하고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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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대상

1. 연구 참여 집단

본 연구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A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김포시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고등학교 입시

전형에 중학교 재학 중 성적이 활용되며, 학생들은 진학을 희망하는 고

등학교에 지원한 후 선발 과정을 거쳐 입학하게 된다. 따라서 김포시 소

재 고등학교들은 입학하는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나뉘어 있으며, 그 중

에서 A 고등학교는 김포시 내에서 최상위권에 속한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다. 이러한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높고, 학습 및

동아리 활동 등의 참여에 있어 상대적으로 동기와 기대가 높은 편이다.

또한, 학업 성적과 대학 입시에 대한 관심이 많아, 연구를 설계할 때 일

정 조율에 있어 이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편이다.

한편, A 고등학교는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로서, 과학과 관련된 여

러 가지 프로젝트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는 여건

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한 기후변화 동아리는, 학교 과학

프로젝트 활동의 일환으로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환경 프로젝트’를 구

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을 모집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지원한 학생

들을 ‘A 고등학교 기후변화 청소년 활동단’이라는 이름의 동아리로 구성

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 집단인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학생들은

평소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연구 참여자

경기도 김포시 소재 A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에는 최초 13명의 1

학년 학생들이 지원하였으며, 이들 모두를 선발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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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중도에 활동을 포기한 3명의 학생을 제외하고 끝까지 활동에

참여한 남학생 1명, 여학생 9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최초 13명의 동아리 구성원을

학급과 친분에 따라 3개 모둠으로 구성하였으며, 1모둠은 여학생 4명, 2

모둠은 여학생 4명, 3모둠은 남학생 1명, 여학생 4명이다. 각각의 학생에

게는 ‘모둠번호-자리기호’로 코드를 부여하였는데, 예를 들어 1모둠의 B

자리 학생은 ‘1-B’, 3모둠의 D 자리 학생은 ‘3-D’와 같은 코드를 부여받

는다([그림 4] 참조).

그림 4. 모둠 구성과 학생 코드 부여 방법

학생들은 모두 1학년으로, 3-C는 남학생, 나머지 12명은 여학생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에서 활동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은 1-A, 1-B, 3-A이

다. 활동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견해, 과거 기후변화

교육이나 활동 참여 경험, 기후변화 문제를 주로 접하는 매체,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해 기초 자료로서 정리하였으

며, 연구 참여 학생 10명에 대하여 [부록 1]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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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생태시민성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생태시민성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한 도구는

Karatekin & Uysal(2018)에서 개발한 설문 문항을 우리말로 번안하고,

이를 황세영 외(2017)가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측정을 위해 활용한 설

문지 문항을 참고하여 고등학생의 수준과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수정

하여 확정하였다.

Karatekin & Uysal(2018)은 생태시민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생 참여자 532명을 대상으로 1차 개발한 설문을 실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거쳐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생태시민성 측정 도구는 24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고등학생이 생

태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의 다섯 가지 중 ‘책임’, ‘정의’, ‘지속가능

성’, ‘참여’의 네 가지를 이 도구를 통해 측정한다. 자세한 설문의 문항과

문항별로 측정 대상이 되는 자질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문항
번호

질문 내용
측정 대상
자질

1
나는 지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라
도 내 습관을 바꿀 것이다.

책임

12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고 기후가 변화하는 것
에는 나의 책임도 있다.

13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는 일
은 당연하다.

20
나는 오염을 유발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를 관
련 기관에 고발할 것이다.

표 7. 생태시민성 측정 도구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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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연을 훼손하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책임

24
나는 자연공원에서 자연을 가까이 느끼는 것
을 좋아한다.

4
나는 빙하가 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이 된다.

정의

5
나는 지구상 어느 곳이든 화력발전소 건설은
반대한다.

9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라는 여러 나라가 협
력해 도와주어야 한다.

15
나는 다른 나라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
운 생각이 든다.

22
인간은 환경오염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
물을 보호해야 한다.

2
나는 물건을 사러 가기 전에 사야 할 물건의
목록을 만든다.

지속가능성

3
나는 음식을 많이 남길 때에는 가난한 나라
의 시민들을 생각한다.

10
경제를 성장시키며 동시에 환경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11
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사
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과도한 물 사용을 피한다.

14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보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8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입해
야 한다.

19
나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을
차단한다.



- 40 -

6
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기후변화 문제가 얼
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한다.

참여

7
나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8 나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관심이 많다.

16
나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캠페인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노력한다.

17
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
을 조직할 것이다.

23
나는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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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1. 생태시민성 측정 사전·사후 설문지

생태시민성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 구성한 설문지를 동아리 프로젝

트 활동 전과 후에 학생들로부터 수집하였다. 사전·사후 설문지는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고등학생이 생태시민으로서 가져

야 할 자질’의 각 영역별로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전과 후에 어떤 변화

가 일어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의 수가 10명으로

적기 때문에 설문 결과를 통해서는 기술통계 분석을 활용하여 변화의 추

세 정도만 간략히 살펴보고, 활동이 모두 종료된 이후 심층 인터뷰에서

각각의 설문 문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질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2. 활동 결과물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은 2019

년 5월에서 9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매 단계와 주차 별로 활동의 세부 주

제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세부 주제별 활동을 통해 산출된 결과

물은 학생들이 활동의 목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활동이 생태시민성 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활

용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활동으로부터 나온 개인별 또는 모둠별 결과물을 통해

학생들의 생태시민성 함양에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지식과 이해’,

‘책임’, ‘정의’, ‘지속가능성’, ‘참여’의 다섯 자질이 초점이 되었으며, 활동

의 단계별 목표와 주차 별 주제가 의도하는 바를 고려하여, 활동 결과물

의 내용이 ‘고등학생이 생태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 다섯 가지 중 어

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의 결과는 사후 심층 인터

뷰 진행의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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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차별로 수집된 활동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표 8>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주차 활동 결과물 비고

1 - 결과물 없음

2
기후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모델

개인 모델 정리 학습지 10매,
모둠별 활동지 3매

3 탐구 및 조사 주제 선정 결과 모둠별 활동지 3매

4 탐구 및 조사 결과 발표 자료
모둠별 활동지 3매,
PPT 파일 3개

5
사회적 실천의 사례 조사 및
우리 동아리의 실천 계획 제안

모둠별 활동지 2매,
PPT 파일 2개

6
기후변화 동아리 사회적 실천
의 활동 계획(시기, 내용, 방법,
기대 효과)

동아리 구성원
회의 결과 정리
(활동지 1매, 칠판 정리 내용)

7
사회적 실천을 실행하기 위한
최종 결과물

게시용 포스터 4종

표 8. 주차 별 활동 결과물

3. 관찰일지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 개인별 주요 발언과 행동,

참여도 등을 관찰하고 엑셀 전자 문서의 형태로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 개인의 각 차시 활동에 대한 생각과 개념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

었으며,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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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관찰일지는 사후 심층 인터뷰의 질문을 구성하고, 학생의

생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9>는 관찰일지

에 작성한 내용의 일부 예시이다.

작성일 2019년 6월 12일 (수)

활동 주제
기후변화 관련 모둠별 탐구 주제 선정
(나, 우리동네, 그리고 기후변화)

학생 코드 관찰 내용 특징

1-C

Ÿ 분리수거 도우미 경험상, 학교에서
나오는 쓰레기 대부분이 플라스틱
이었음을 말하며, ‘생활 속 플라스
틱 사용을 줄여보자’는 의견을 제시

Ÿ 역할을 나눠서 주제 하나씩을 맡아
서 해보자

1-D

Ÿ 학교에서 ESD 프로젝트 계획을 했
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달동안 물
로만 머리 감기’, ‘오염된 물로 식물
을 키워 관찰해보기’ 주제를 제시

모둠 토의를
주도하는 역할

2-A

Ÿ 날짜를 정해서 수치를 낼 수 있는
조사를 해 볼 수 있을까?

Ÿ 일주일은 아무 생각 없이, 다음 일
주일은 플라스틱 줄이는 생활을 해
보고 기록해보자

모둠원의 의견
을 모아 글로
정리

2-B

Ÿ 어떻게 하면 자원을 아낄 수 있는
지 친구들의 의견을 조사해보자

Ÿ 플라스틱을 쓸 때마다 사진을 찍어
서 확인해보자

Ÿ ‘인간의 조건’이라는 TV 프로그램
처럼 ‘~없이 살아보기’를 해보면 어
떨까?

표 9. 관찰일지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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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Ÿ 모둠원 각자 자신의 학급 교실마다
환경 관련 인식을 조사하는 앙케이
트를 게시해서 조사해보자

Ÿ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기사 같은
것을 찾아서 붙이거나 반톡에 올려
서 심각성을 알리자

Ÿ ‘생활 속에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
법’을 검색

와이파이 비밀
번호를 물어보
는 등 모둠 토
의의 흐름을
끊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의
견을 냄

2-D
Ÿ 일회용품 없이 살아보기 의견에 찬
성

모둠 토의에서
의견을 많이
내지는 않음

3-B

Ÿ 매주 목요일이 학교 분리수거 날이
니까 그때 분리수거장에 가서 담당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사진도 찍
고 배출량을 조사해보자

3-C

Ÿ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학교에는 어
떤 환경 관련 정책(?)들이 있고, 어
떻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인터뷰해
보자

학교 정책에
관심이 많음

3-D

Ÿ 쓰레기 양 조사에 더하여 친구들은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을 해보자는 의견
제시

Ÿ 현상 파악(실태 조사)-대자보 게시
-의견 조사

모둠 내에서
나오는 의견을
조율

3-E
Ÿ 학교 교실별로 얼마나 많은 쓰레기
를 버리고 있는지 조사해보는 건
어떨지 의견을 냄

모둠의 활동지
작성
설문 조사 항
목을 구성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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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 심층 인터뷰

기후변화 동아리에서의 프로젝트 활동이 모두 종료된 이후, 생태시민

성 측정 사전·사후 설문지와 활동 결과물 및 관찰일지를 1차 분석한 결

과를 토대로 학생 개인별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 10명 중 자료의 1차 분석에서 생태시민성의 함양과 관련하

여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어, 심층적인 자료의 수집과 확인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개인별로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40분～50분 정도이다.

사후 심층 인터뷰의 대상으로 선정된 6명은 2-A, 2-B, 2-C, 3-B,

3-D, 3-E 학생으로, 이들은 프로젝트 활동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의 각 단계와 주차 별 의도 및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대체로 활동 결과물에도 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생태

시민성을 측정한 설문의 결과에서도 사전과 사후의 답변에 변화가 있어

서,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심층 인터뷰의 대상으로 선정

되지 않은 4명의 학생 중 1-C, 1-D, 2-C는 5～6주차 활동인 ‘사회적 실

천의 예시 조사’와 ‘사회적 실천의 계획’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3-C

학생은 사회적 실천을 동아리 구성원들과 함께 계획하였으나, 준비한 실

천을 실행하는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이들 4명은 생태

시민성 측정 설문지에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아,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심층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인터뷰의 전 과정은 녹음 후 전사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활동에 참

여한 학생의 생태시민성 변화 및 활동이 생태시민성 함양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와 관련된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심층 인터뷰의 질문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생태시민성 측

정 도구에서 학생들이 변화를 보인 문항을 중심으로 그것의 변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개인 및 모둠의

활동 결과물과 연구자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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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견해’,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모습에 대한 전망’, ‘해당 활동

을 하면서 느낀 소감’과 같이 추가적인 개인 의견을 질의하였다. 심층 인

터뷰 자료는 그것의 내용을 ‘지식과 이해’, ‘책임’, ‘정의’, ‘지속가능성’, ‘참

여’라는 본 연구에서 구성한 ‘고등학생이 생태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

질’ 다섯 측면의 정의에 따라 각각 분류하였고, 이들 내용이 가지는 의미

에 대하여, 학생 개인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한 과정과 연관 지어 연구의 결과로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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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1.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은 프로

그램의 적용 대상이 고등학생이라는 점,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교육을 지

향한다는 점,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보다는 비교적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

에서 프로젝트 학습 활동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성하였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교육을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과 영향

에 대해 알고 이해하여, 본인의 현재 행동을 되돌아보며 문제에 대응하

기 위한 개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적 및 사회적 실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정의가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과 영향 이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가치

관 확립’, ‘개인적 및 사회적 실천에의 참여 역량 함양’이라는 세 가지의

목표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설

정하였다.

이들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은 모두 3단계의 활동으로, 첫 번째 단계에

서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

후변화 문제 상황을 살펴보는 통찰의 기회를 가지며, 마지막으로 세 번

째 단계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을 계획하고

실제로 참여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활동은 모두 7주에 걸쳐 실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매주 활동은 2차시 동안 진행되고, 1단계와 2단계 활

동은 각 2주, 3단계 활동은 3주 동안 실행하였다. 프로그램의 각 단계와

주당 활동의 간략한 계획은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교육부

(2015)가 권고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아리의 교수·학습 방향이 ‘운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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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학생이 주도하고 교사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학생 중심

의 흥미롭고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을 도모한다’이므로, 프로그램의 후반

부로 갈수록 활동의 운영과 방향의 결정권을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때문에 개발된 프로그램은 각 단계별 주

제와 활동의 대략적 계획은 마련하되, 세부적인 교수·학습 과정안은 제

작하지 않았다.

그림 5. 개발된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개요

프로그램의 1단계 활동은 ‘기후변화의 이해’를 목표로 하며, 2주 동안

진행된다. 1주차에는 지도교사가 앞으로 진행될 활동의 방향과 각 단계

별 주제를 안내하고, 현재의 기후변화 문제 상황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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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같은 공동체 안에서 활

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모둠을 구성한 후 학생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

써 학생들 사이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2주차에서는 1단계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원인

을 설명하는 모델을 구성하는 활동을 진행하며, 그에 앞서 먼저 과학적

모델에 대한 소개와 모델링 활동의 단계를 안내한다. 여기에서의 모델링

활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과학적 모델을 구성하는 ‘과학적 모

델의 사회적 구성(과모사구): 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s(CCMS)’ 수업 단계(함동철, 2012)에 따라 [그림 6]의 순서로 설계

하였다.

그림 6. 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 수업 단계

모델링 활동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 8종이 제공되며, 이들 자료를 해석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설명 모델을 ‘개인 모델-모둠 모델-전체 모델’의 순서로 생성해 나

가게 된다. 각 모델 생성 단계의 사이에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 모델’에서 시작해 모둠에서의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모둠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공유하여, 전체 집단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종적인 ‘전체 모델’을 생성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2단계 활동은 ‘기후변화 문제상황에 대한 통찰’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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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주차에 걸쳐 2주 동안 진행된다. 3주차는 ‘나, 우리동네...그리고 기후

변화’라는 대주제에 대하여 모둠별로 탐구하거나 조사하고 싶은 주제를

탐색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생들이 모둠

별로 주제를 탐색하는 동안 지도교사는 멘토로서 조언하며, 모둠별 활동

주제를 선정해 구체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주차에는 학생들이 모둠별로 실행한 탐구 또는 조사 활동의 결과물

을 발표하고, 각 모둠별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구성하였다. 3개의

모둠이 2차시의 4주차 활동에서 첫 1시간 동안은 모둠별 활동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자료를 구성하게 되며, 이후 1시간 동안 모둠당 20분씩 발

표와 토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2단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 가까이에서 기후변화의 문제 상황을 탐색할 수 있고, 이

것을 탐구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개인적 가치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3단계는 ‘사회적 실천의 계획과 참여’를 목표로 하는 활동으로,

5～7주차 동안 진행되도록 구성하였다.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실천을 계획하고 직접 참여하기

위하여, 5～6주차에 학생들은 현재 국내외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

회적 실천의 사례들을 조사하고,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

한 학생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천 계획과 준비를 점차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어 7주차에는 실제로 계획한 사회적 실천을 함께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에 대한 소감과 더불어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전반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단계 활동은 기후변화 교육의 궁

극적인 목표로써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또는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함으로, 학생들은 스스로가 사회적 실천

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본인의 행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사회에 속한 시민의 일

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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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적용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프로그램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A 고등학교에서 ‘환경 프로젝트’에 지원하여 참여하는 ‘기후변화 청

소년 활동단’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실행하였으며, 2019년 5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적용한 프로그램 세부 일정은 <표 10>과 같다.

월 일 요일 활동 내용 비고

1 5 29 수
모둠 구성, 기후변화 문제 바로알
기, 프로젝트 활동 진행 안내

1단계
2 6 5 수

모델링 활동: 기후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모델의 구성

3 6 12 수
기후변화 관련 모둠별 소주제 선
정과 활동 방향 탐색

2단계
4 7 17 수

모둠별 소주제 탐구·조사 결과
발표와 토의

5 7 25 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
임과 실천은 왜 필요할까?

3단계

6 7 31 목
기후변화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실천 계획 세우기

7

8 20 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사회적 실천: 준비와 실행, 그리
고 평가

8 21 수

8 23 금

8 26 월

8 28 수

8 30 금

표 10. 프로그램 적용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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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적용해 진행하기 시작한 일자는 A 고등학교의 1학기 1차

지필평가 및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모두 끝난 이후로 하였으며, 또한 학

교 일과 진행상 수요일은 6교시까지만 수업이 있고, 오후 4시 이후에는

2시간 동안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개인일정을 고려했을 때, 매주 수요일에 만나 계획된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하게 되었다.

1～3주차 활동까지는 당초 계획한대로 매주 수요일에 활동을 실행하

였으나, 이후 4주차 활동이 이루어진 7월 17일까지는 학생들이 1학기 2

차 지필평가를 준비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간으로 하였다. 이후 A

고등학교는 학사 일정상 7월 23일에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으나, 5주차와

6주차 활동은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만나 활동을 진행하였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의 원래 계획

과는 다르게 7주차 활동인 ‘기후변화 대응 실천의 실행과 활동 평가’를

여름방학이 끝난 후 모두 2주 동안 6회에 걸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

회적 실천을 준비하고 활동하는 기간으로 실행하였다. 특히, 3단계 활동

의 마지막이자 본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 활동을 기획

하고 준비하여 실행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

발적으로 본래의 계획보다 기간을 늘려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이 의도한 학생들 주도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과 개인적·사회적 실천에의 참여 역량 함양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보았다.

(1) 1단계: 기후변화의 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후변화의 이해’라는 1단계 목표를 이

루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 활동을 실행하였으며,

[그림 6]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통해 ‘개인 모델

-모둠 모델-전체 모델’의 순서로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설명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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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였다.

먼저, 학생들이 생성한 몇 가지 개인 모델을 살펴보면 [그림 7～14]와

같다.

그림 7. 기후변화 원인을 설명하는 개인 모델(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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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후변화 원인을 설명하는 개인 모델(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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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기후변화 원인을 설명하는 개인 모델(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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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기후변화 원인을 설명하는 개인 모델(2-D)



- 57 -

그림 11. 기후변화 원인을 설명하는 개인 모델(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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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후변화 원인을 설명하는 개인 모델(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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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기후변화 원인을 설명하는 개인 모델(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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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기후변화 원인을 설명하는 개인 모델(3-E)

학생들의 개인 모델은 공통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산업 공정과 자

동차 사용 등 주로 화석연료를 소비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인간의 활

동’과 그로부터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로 설명하고 있다. 또

한, 이 중에서도 학생 2-C는 지구상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

국’, ‘미국’, ‘인도’ 등의 국가를 개인 모델에 포함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을



- 61 -

제공하는 주요 국가에 관심을 보였으며, 학생 3-D는 온실가스의 배출이

많아져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시점을 ‘산업혁명’으로 보고, 산업

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화석연료 소비와 에너지 생산이 기후변화

의 원인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 모델 생성 이후, 학생들은 모둠 활동을 통해 합의된 ‘모둠 모델’

을 생성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5～17]과 같다.

그림 15. 기후변화 원인을 설명하는 모둠 모델(1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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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기후변화 원인을 설명하는 모둠 모델(2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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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기후변화 원인을 설명하는 모둠 모델(3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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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활동으로 각 모둠 구성원들의 개인 모델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

의의 과정을 거쳐 완성한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모둠의 설명 모델은,

대부분의 개인 모델이 제시한 CO2, CH4, N2O 및 프레온 가스(PFCs,

HFCs, SF6)를 공통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1모둠의 모델은 산업 공정과 자동차의 운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원인임을 설명하며, 기후변화에 기여 하는 정도에 따라 온실

가스 표기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하였다. 2모둠의 모델 또한 산업 공정,

쓰레기 배출, 자동차 운행, 에어컨 등의 사용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이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미국, 중국, 인도 및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3모둠 모델의 경우, 화석연료의 사

용과 에너지 소비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온실효과가 증대되

어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나타낸다. 아울러 이 모둠의 모델은 산업

혁명 이전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었으나,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넘

칠 만큼 많아졌음을 강조하였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림 18. 모둠 모델의 게시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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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둠의 모델을 칠판에 게시하여 [그림 18]과 같이 각 모둠의 의견

을 발표하고 난 후, 학생들은 모델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대집단 활동을

통해 하나의 합의된 최종 모델을 생성하였다. 최종 모델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글로 정리하였으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양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 기후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최종 모델의 생성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합의된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의

남은 단계를 수행하는 데에 기본이 되는 중심 개념으로서 ‘인간의 활동

에 의한 온실가스의 무분별한 배출’을 원인으로 설명하는 이 모델을 적

용하였다.

(2) 2단계: 기후변화 문제 상황에 대한 통찰

2단계 활동을 위해 주어진 주제는 ‘나, 우리동네 … 그리고 기후변화’

로, 여기에서는 기후변화 문제 상황에 대해 모둠별로 우리 주변에서 조

사하거나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실행한

후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3～4주차 활동으로

계획된 2단계 활동은 학생들이 교내 1학기 2차 지필평가를 준비하고 시

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기간과 맞물려, 3주차 활동과 4주차 활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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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약 4주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은 3주차에 계획한 모

둠별 활동 계획을 이 기간 동안 실행하고, 4주차에 그 결과를 발표 자료

로 만들어 함께 공유하고 토의했다.

먼저, 모둠별로 구성한 활동 계획은 [그림 19～21]과 같다.

그림 19. 2단계 활동 계획(1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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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2단계 활동 계획(2모둠)

그림 21. 2단계 활동 계획(3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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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 활동 계획에 따라 실행한 결과, 먼저 1모둠은 같은 학급 친구

들로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그림 22]와 같이 통계 결과

를 발표했다.

그림 22.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1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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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기후변화는 얼마

나 심각한가?’,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많이 배출하는 쓰레

기의 종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답하도록 하였으며, 결과를 발표하면서 발표자는 “기후변화를 많이

알고 있고, 해결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실천은 하지

않아요”라고 아쉬움을 언급했다.

또한, 1모둠은 2단계 활동 기간 동안 3주에 걸쳐 ‘쓰레기를 줄여보자!’

라는 이름의 활동도 계획하여 실행했는데, [그림 23]과 같이 1주차에는

일주일간 어떤 쓰레기를 얼마나 쓰는지 확인하고, 가장 많은 양을 차지

하는 것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발견한 후, 2주차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개인적 실천을 수행한 후, 3주차에 환경을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둠원들과 함께 정리했다.

그림 23. ‘쓰레기를 줄여보자!’ 활동 결과(1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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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둠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생각을

조사하는 것을 2단계 활동으로 계획하여, 학교 급식실 앞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구, 과연 지킬 수 있을

까?’라는 제목의 설문 조사는 ‘앞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지구의 환경 문

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와 ‘당신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실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의 두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림 24]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환경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

식하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2모둠에서는 “우리 주변 사

람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캠페인과 같

은 행동이 활발해져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인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림 24.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 인식 조사 결과(2모둠)

마지막으로 3모둠의 경우,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일상에서의 쓰레기 배

출이 그것의 처리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에 집중하여, [그림

25]와 같이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쓰레기 배출량, 처리 과정 및 개인적 실천에의 인식’에 대한 설문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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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둠원들은 “친구들은 기후변화가 심각하

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쓰

레기와 관련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림 25. 기후변화와 쓰레기에 대한 친구들의 인식 조사(3모둠)

또한, 3모둠은 교내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4주에 걸쳐 매

주 쓰레기 수거일에 분리수거장을 방문하여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

기가 버려지고 있으며, 가장 많이 배출되는 쓰레기 종류는 무엇인지를

[그림 26]과 같이 조사했다. 그 결과, 종이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었다는 결과

를 발표했고, 그러면서 “반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는 몰랐는데, 막상 분리

수거장에 모여있는 양을 보니까 매주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

었다”고 소감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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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교내 쓰레기 배출량 조사(3모둠)

2단계 활동에서 학생들은 ‘나, 우리동네 … 그리고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변의 탐구 또는 조사 주제를 찾고, 계획을 세

워 실행하고 결과를 공유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신과 가까

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쟁점들을 탐색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주변을 들여다 봄으로써 기후변화 문제가 나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인식하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

다. 또한,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의 결과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그것이 널리 퍼져나

가며,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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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사회적 실천의 계획과 참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적 실천을 계획하고 직접 참여하는 것

을 목표로 하는 3단계 활동은 현재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 대응 행동들을 탐색하는 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고등학생의 수준

에서 본인들이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천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실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7. 사회적 실천 사례 조사 및 행동 제안(1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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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사회적 실천 사례 조사 및 행동 제안(2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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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사회적 실천 사례 조사 및 행동 제안(3모둠)

[그림 27～29]는 3단계 활동을 시작하면서 모둠별로 기후변화 대응 사

회적 실천의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제안한 발표자

료이다. 학생들은 여기에서 사회적 실천을 제안하는 데 있어 다소 소극

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는데, 모둠별로 제안한 실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나 노력에서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이후 학

생들은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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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하는 실천의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하였다.

그림 30.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실천을 위한 계획 논의

논의를 거친 결과 학생들은 [그림 30]과 같이 준비 기간과 실천의 형

태 및 방법, 기대 효과 등을 정리하였으며, 이 중에서 학교 일정과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내 곳곳에 부착하고 홍보하는 캠페인 활동을 실행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림 31]과 같이 포스터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 기본 형태를 마련하고, 부착 위치와 홍보 방법 등을 결정하였다. 여

기에서의 모든 활동은 당초 활동 계획 단계에서의 원칙에 따라 학생들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지도교사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합의 과정에

참여하고, 활동에 필요한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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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림 31. 포스터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

아이디어 스케치 이후 제작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된 기후변화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 포스터는 [그림 32～35]와 같다.

그림 32. 기후변화 홍보 포스터(물에 잠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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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기후변화 홍보 포스터(버려진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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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기후변화 홍보 포스터(Earth, Depends on Your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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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기후변화 홍보 포스터(우리들의 쾌락, 지구의 몰락)

완성된 포스터는 교내 게시판과 식당 앞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 부착하고 홍보했으며, 이를 통한 캠페인 활동을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청소년 활동단’ 동아리의 프로젝트 활동을 모두 종료하였다.

그림 36. 포스터의 게시와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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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생태시민성 함양

1. 생태시민성 사전·사후 비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생태시민성은 본

연구에서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과 사후에 측정하였으며, 여기에

서는 ‘책임’, ‘정의’, ‘지속가능성’, ‘참여’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

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활동 중의 관찰일지에서 학생들과의 대화

를 기록한 내용과 사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지식과 이해’ 측면에서의 변

화를 5점 척도로 나타내었다. 고등학생이 생태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다

섯 자질의 각 측면에서 측정한 사전과 사후의 결과를 비교하면 [그림

37]과 같다.

그림 37. 사전과 사후의 생태시민성 측정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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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생태시민성은 ‘지식과 이해’ 및 ‘참여’의 측면

에서는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식과 이해’는 눈에 띄는 향

상을 보이는데, 이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각

측면에서의 변화가 나타내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사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

음 2항에서 서술하였다. 한편, 측정 결과의 변화가 매우 미미한 ‘책임’과

‘정의’의 측면은 비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생태시민성 측정 결과 값에 주목하여 살펴보면, 가장 높게 나타난 측

면은 ‘정의’였다. 이 영역은 생태시민으로서 관계에 바탕을 둔 사회적 정

의에 대한 것으로서, 학생들은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정의적

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책임’ 측면도 5

점 척도 중 4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구상 생태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한 책임을 나타내고 있는 이 영역에서 학생들은 문

제에 대한 책임이 국가나 단체, 또는 타인보다는 개인에게 있음을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생태시민성 함양의 세부 내용 분석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이 생태시민성의 각 측면에

대해서 그것의 함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활동에

서 수집한 관찰일지와 활동 결과물 및 생태시민성 측정 사전·사후 설문

지의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 내용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지식과 이해’, ‘책임’, ‘정의’, ‘지속가

능성’, ‘참여’의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하면서, 설문지를 통한 생태시민성

측정의 결과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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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과 이해

지식과 이해의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관

심을 가지고, 그것의 원인과 영향 및 특성 등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기를

기대한다. 먼저,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기 전 학생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는데, 다음 2-B 학생의 사례에서처

럼 학교 교육 속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은 지식 전달 위주에서 머물러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 : 학교에서�수업시간에는�기후변화를�어떻게�배웠니?

2-B� : 과학�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다른� 것� 가르치듯이� 그냥� 이런� 게� 있고,�
이런�게� 있는데,� 그�심각성에�대해선�크게�배우진�않았던�것�같아요.

T� : 심각성에�대해선�배우지�않았다?

2-B� : 네,� 다른� 거� 수업하듯이� 그냥� 이런� 게� 있고,� 개념들?� 해결� 방안도� 대
체로�교과서에�있는�것� 위주로...

이러한 기존의 학교 기후변화 교육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활동의 1단계 목표를 ‘기후

변화의 이해’로 설정하였으며, 이후의 활동을 통해서도 기후변화로부터의

영향과 그것의 특징 등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음 2-D 학생의 사례는 ‘지식과 이해’의 측면에서 학생의 자질이 향

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학생은 활동에 참여하기 전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특히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다른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접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과 온실가스 배출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이

학생의 ‘지식과 이해’ 측면에서의 5점 척도 점수는 활동 전에는 1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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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활동 후 4점으로 증가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2-D� : 원래� 이거(프로젝트� 활동)� 하기� 전에는� ‘원래� 변하는� 거기� 때문에� 상
황에�따라서�그때그때� (자연적으로)� 변할�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제는� ‘우리가� 평소에�자주�이용하는� 자가용이나�에어컨� 등으로� 환경이�

오염돼서�기후가�변화된다’고�생각해요.

T� : 그렇게�생각이�변한�이유가�뭐니?

2-D� : 일단은� 사실� 환경� 프로젝트� 하기� 전에는� 기후변화에� 전혀� 관심이� 없
었고,� 기후변화의� 원인도� 사실� 전혀� 몰랐고,� 그냥�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프로젝트� 하고� 나서� 기후변화의� 원인이�우리� 인간이� 편리

함을� 위해� 이용하는� 것들로� 인해�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어

서�바뀌었어요.

또한, 다음 3-B 학생의 경우에는,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활동에 참여하기 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되었다.

3-B� :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기후변화� 영향이� 이� 정도로� 많이� 심각한
지�몰랐는데�활동을�하면서�정말�많이�심각하구나,� 곧� 있으면�내가�성

인이�되면�그때부턴�더�심각해지지�않을까...

T� : 그럼,� 활동을� 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위험이� 원래� 생각
했던�것보다�크다고�느꼈니?

3-B� : 네,� 그전에� 확실히� 몰랐던�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
었기�때문에...생태계에도�영향을�미치고...

기후변화 동아리의 프로젝트 활동은 학생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의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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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A 학생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실천이

나 노력, 국제적인 협력 등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교육을 통한 인식

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 : 기후변화�문제를�해결하려면�어떻게�해야�한다고�생각하니?

2-A� :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지식이�있어야� 되잖아요.� 그러
니까�우선�먼저�교육,� 어느�정도�알게�한� 다음에�개인적으로�행동하는�

거나� 국제적�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요...인식이�먼저인�것�같아요.

(2) 책임

이 영역에서는 지구상에서 생태계를 공유해 왔고, 앞으로 공유하게 될

모든 생물 및 무생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다음 3-E 학생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

여 그것의 원인에 인간의 활동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문

제에 대해 인간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인

간은 끊임없는 개발을 갈구하고 있고, 발전을 이루고는 있지만, 그에 반

해 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를 덜 하

고 있으며, 또한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고 있지 않고, 교육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의 당사자인 사람들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식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T� : 기후변화�원인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해볼�수�있니?

3-E� : 산업화�이후로�그런�석탄�이용하는�사례가�확실히�늘어났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개발을,� 또� 한� 번� 발전하고� 나니까� 더� 발전하고� 싶은�



- 86 -

마음에� 더� 쓰고,� 돈이� 잘� 안� 되니까� 환경적인� 쪽으로는� 돈이� 잘� 안�

된다고�생각을�하니까,� 그런�환경�보존하는�연구는�별로�안� 하고�어떻

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연구만� 해서� 저는� 이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기후가� 변화됐다고� 생

각해요

T� : 좀� 간략히�정리해서�설명할�수�있니?

3-E� : 네,� 되게� 사람들은� 다들� 자연을� 아껴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실생활에서� 실천도� 딱히� 안� 하는� 것� 같고� 정부에서도� 그

렇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교육도� 학교�

폭력,� 흡연� 교육� 이런� 건� 다� 하는데� 환경� 보호� 교육도� 별로� 없는� 것�

보면,� 사람들이�그렇게�심각하게�생각을�안�하고�배제하고�있는�것� 같

아요.

또한, 다음 2-A 학생의 사례에서도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의 책

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학생 또한 자연의 소

중함을 망각한 인간의 활동을 비판하면서, 환경을 생각한 더 나은 생활

방식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T� : 여기,� 기후변에� 대해서� ‘모든� 근본은� 인간에서부터� 생긴다’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설명할�수�있니?

2-A� : 네,� 원래�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석기시대?� 여튼� 그� 전부터� 살아왔
잖아요.� 그때는� 자연환경이랑� 같이� 더불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이었는

데,�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화석연료를� 엄청� 사용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산업혁명을� 시작한게� 인간이고,� 모든� 것의� 근

본으로�들어가면�결국은�책임은�인간에게�있단�말이죠.

T� : 그래서�인간이라고...

2-A� : 네,� 인간이�시작도�안�했으면�기후변화도�안�생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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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인간이�없으면�더�좋잖아요.

T� : 아,� 인간이�없으면�더�좋은�것�같아?

2-A� : 자연이� 인간에게� 살� 환경도� 제공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
사회는� 지금� 현재� 사회는� 너무� 자연� 속에서� 오래� 길들여지다� 보니까�

자연의� 소중함이� 당연한� 건� 줄� 알고� 막�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

아요...지금� 이런� 방법� 말고� 더� 나은�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있지�않을까요?

그러면서 2-A 학생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습관이 기후변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습관을 바꿀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

내었다.

T� :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내� 습관을� 바꿀� 것이다’라는�
질문에서,� 여기� 보니까� 3점� ‘보통이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바뀌

었는데...

2-A� : 네,� 약간� 이제� 내� 주변을� 둘러보면,� 내� 습관� 같은게� 영향을� 미칠지� 안�
거잖아요.� 그걸� 알고도� 제가� 그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말과�

행동이�다르다는�걸�제� 자신에게�허용하고�싶지�않았어요.

여기에서 학생들은 대체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책임의 중심에 있는 인간이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는 점에 실망하며 비판하고 있다.

프로젝트 활동의 각 단계들 중에서, 특히 2단계 활동에서는 기후변화

또는 환경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모둠이 많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쓰레

기 배출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사람들

의 인식과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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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정의’ 측면의 자질은 생태시민으로서 환경에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것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로부터 나타나는 불공정,

불평등의 문제 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은 이 영역에서 국가 내·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화의 불

평등이 기후변화 문제로부터의 위험의 정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말

하고 있는데, 먼저 2-A 학생은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차이가 문제에 대

응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를 생산한다고 보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A� : 그런데� 약간� 저소득층� 사람이랑� 소득� 분배가� 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고소득층� 사람들한텐� 당연히� 괜찮겠는데,� 저소득층� 사람들한테는� 환경

이고� 뭐고,� 자기� 생계가�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

테� 주는� 지원금도� 부족한데� 거기서� 환경을� 더�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한테는�약간�모순되지�않을까요?

T� : 그렇구나.� 그럼�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지구에는� 선진국도� 있고� 개발�
도상국도�있는데,� 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니?

2-A� : 네,� 이것도� 똑같이...약간� 답답한데,� 근데� 제가� 답답함을� 느낄� 그런,� 아
직� 학생인데...그래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잘� 안되고�

있다고�생각하니까,� 약간...

또한, 다음 3-B, 3-D 학생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의 차이가 불공평하게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T� :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의� 차이에� 대해
서는�어떻게�생각하니?� 차이가�있다고�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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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 : 차이...선진국이� 뭔가� 겉모습으로는� 되게�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것� 같은
데�속으로는�덮어놓으려고�하는�느낌인�것�같아서,� 뭐래�해야�하지?

T� : 불공평하나고�느끼니?

3-B� : 불공평하다고� 느껴요.� 확실히� 그래도,� 그� 사람들(선진국)이� 기술을� 먼
저�발견하고�했으니까...

3-D� : 선진국은� 예전에� 개발을� 해서� 그� 피해를� 다� 겪어서� 줄이자� 이래서� 우
린� 이제� 다� 개발� 다� 됐으니까� 안전하게� 살아보자는� 느낌인데,� 개발도

상국은� 아직� 못해서� 성장을� 하려고� 그런� 걸� 시작하는� 시기인데� 선진

국은� 너네� 하지마�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주니까,� 개발도상국이�피해를�

더�받는...

T� : 그럼� 개발도상국은�이제� 막� 개발을� 시작했는데,� 규제까지� 더해져서� 어
려워졌다는�뜻이니?

3-D� : 네,� 그리고� 많이� 이미� 진행돼� 있는� 데다가� 그게� 그� 나라� 지역에서� 진
행이�되잖아요.� 그러면�그�나라에는�더�큰�위험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지구상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상

이변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의 사례

를 정의적인 관점에서 접하고 있다. 다음 2-A 학생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T� : 여기� 보면,� ‘다른� 나라에� 태풍이나� 홍수� 피해가� 생기면� 안타까운� 생각
이� 든다’라는� 질문이� 3점에서� 5점으로� 바뀌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좀�영향을�받은�건가요?

2-A� : 네,� 줬어요.� 태풍이나� 홍수� 하는� 건�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아,� 저� 나라는� 저렇구나’�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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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때문에� 태풍이나� 홍수� 등� 피해가� 커지고,� 인명피해가� 생긴�

거잖아요.

T� : 그렇게�생각이�바뀌었구나?

2-A� : 그런거� 보면서� 인식� 자체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나랑� 상관없는� 얘긴�
줄� 알았는데� 이거�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너네� 나라� 이런� 느낌이었어

요.� 그런데� 활동� 하고� 나서� 약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인식이� 확장되었

다고�해야되나?� 그런�인식으로�바뀐�것� 같아요.

특히,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면서 ‘원래 나와 상관 없는 줄 알았던’

다른 나라의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장’ 되었다는

점에서 정의의 측면의 생태시민성 함양에 본 연구에서의 활동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2단계 활동의 ‘기후변화 문제

상황에 대한 통찰’이라는 목표가 모둠별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되

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4) 지속가능성

생태시민으로서 ‘지속가능성’은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행동을 조절하며,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지향하는 측면의 자질로서

환경 문제를 고려한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 학생 2-A는 이러한 측면에서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개인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그로부터의 인식을 토대로 일상의 실천들을 행하게

된 사례이다.

T� : 여기� 보니까,� 활동을� 하면서� ‘삶을� 돌아보게� 되고,� 일회용품� 사용도�
이제�민감하게�반응한다’고�적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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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 하하하.� 네,� 근데� 집에서는� 일회용품� 보면� 맨날� 환경프로젝트� 생각이�
나요

T� : 생각은�그렇게�하고...그럼�행동은�어떻니?

2-A� :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가...좀,� 종종� 그�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
요.� 처음에는� 그냥� 어쩌다� 한� 번� 생각났는데,� 요즘은� 조금� 자주� 생각

나고,� 되게� 사소하긴� 한데,� 배달� 음식을� 먹을� 때도� 나무젓가락� 안� 쓰

고� 쇠� 젓가락� 써서� 설거지하고,� 전기코드는� 꽂아놓고� 사용� 안� 할때는�

스위치만� 껐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 뽑아버려요.� 꼽혀� 있으면� 계속� 사

용하는�느낌이�들어서...

여기에 더하여, 2-D 학생 또한 활동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본인의 개

인적 인식과 실천 의지가 바뀐 사례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

여 현재의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사람

들의 인식이 변화한다면, 그리고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

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그것은 사소한 개인적 실천으로부터 시작되

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T� : 기후변화�문제는�해결될�거라고�생각하니?

2-D� : 처음에는� 기후변화를� 그냥� 기상이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줄이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아직은� 그

렇게�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나중에�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만한� 무언가를� 해준다면� 다� 같이� 노력해서�

충분히�해결할�수�있는�문제라고�생각을�해요.

T� : 그럼� 이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어떤� 노력들을�
하면�될까?

2-D� : 예를�들어서� 페트병에�비닐�뜯는�것� 같이�사소한�것부터� 시작해서�조
금씩� 실천해� 나가면�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그리고� 사람들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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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인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실천을� 하고� 노력

을�해야�바뀔�수� 있다고�생각해요.

T� : 그럼,� 인식을� 바꾸는� 것이� 국가�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먼저라고� 생각
하는�거니?

2-D� : 네,� 제도는�사람들이�먼저�변하고�나서...

앞서 1항의 ‘생태시민성 사전·사후 비교’에서 학생들의 ‘지속가능성’

측면은 오히려 감소된 경향을 보여주었다([그림 37] 참고). 이에 대하여

학생들은 기후변화 문제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고려하며 개인적 인식이나

실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고, 또한 장래의 문제 해결을 긍정적

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였지만, 수치적으로는 감소한 이유를 개인적

실천 행동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찾을 수 있다. 3-B와 3-E 학생의 경

우, 사전 설문을 할 때에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개인적 행동에 대하여

막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가,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면

서 ‘진짜 그렇게 하고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며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

게 되었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사후 설문에서는 사전보다 낮은 점수로

응답하였음을 밝혔다.

T� : 개인적인�행동과�관련해서�여기� ‘나는�물건을�사러�가기�전에�사야�할�
물건의� 목록을� 만든다’라는� 질문에� 사전에는� ‘그렇다’고� 답했는데,� 사

후에� ‘그렇지�않다’고� 바뀌었어요.� 어떤�이유일까?

3-B� : 처음에는� 막연하게� 잘� 하고� 있겠지� 생각했었는데,� 좀� 생활을� 보니까�
엄마랑�가족들이랑�마트�가면�딱히�목록�안� 만들고�그냥� ‘저거�있으면�

우리� 집에� 좋겠네’하고� 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생각을�해보니까�아니었네?

T� : 모르고�있던걸�좀�깊이�생각해�보니까?

3-B� : 그렇게,� 네,� 반성?� 모르고�있던�걸� 알게�된�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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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네� 개인의�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다’고� 답했
었는데,� 이후에� ‘그렇지�않다’로� 변했어요.� 여기에�이유가�있을까?

3-E� : 처음엔� 제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지�않고�있다는�것�같아서...

T� : 나� 자신을�돌아본거니?

3-E� : 네,� 딱히� 물을� 아껴쓰는� 거나� 그런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좀� 아끼고�
있겠지’� 이렇게�생각했는데�다시�생각해보니까�별로� 그렇지�않고�있었

던�것�같아요.

하지만, 이 영역에서의 감소의 원인이 실제로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있기도 하였는데, 3-D 학생의 경우에는 활동에 참여하면

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 매우 비관적으로 보게 되었다.

T� :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이� 보니까� ‘오랜� 시간� 기후변화가� 일어날� 경우�
죽는다’거나� ‘내� 행동� 중에� 기후변화를� 심화시키는� 건,� 불을� 켜놓고�

숨을� 쉬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라고...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쓴� 이유가�있을까?

3-D� : 그...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았는데,�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에� 박혀서...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가망이�없고,� 그래서� ‘아,� 결국�죽겠구나...’

T� : 그런�생각을�했구나

3-D� : 몇� 년,� 그래도�대학은�갈�수� 있죠?

T� : 글쎄...지금�상태로는...

3-D� : 그래도� 한� 30년?� 그러면� 괜찮아요.� 일단은� 공부� 열심히� 해야지...대학
은�가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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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질
문에� 원래� 사전에는� ‘매우� 그렇다’� 5점이었는데,� 사후에� ‘그렇지� 않다’�

2점으로�바뀌었는데...

3-D� : 안� 되죠.

T� : 원래는� ‘매우�그렇다’� 였는데?

3-D� : 그때는� 좀� 긍정적이었나?� 잘� 몰랐던� 거죠.� 이제� 알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T� : 생각이�바뀌어서....전혀�안된다?

3-D� : 네...환경�부분도�망하고,� 경제도�망하면...아...더� 뭔가를�안� 하면�안� 되
나?� 환경을,� 꼭� 환경을�파헤쳐야�할까요?

이처럼 ‘지속가능성’ 영역에서는 개인에 따라 기후변화 문제로 인한

미래의 모습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프로젝트 활동의 2단계를 거치면서 문제 상

황을 바라보는 개인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으며, 세 번째인 실

천 단계로 들어오면서, 형성된 가치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학생

들의 활동을 관찰한 결과에서도,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학생

의 경우에는 활동 영역과 일정을 더 확장하여 의지를 보여준 반면에, 부

정적인 시각을 가진 학생들은 “이렇게 한다 해도 애들이 볼까?”, “사람

이 변할까?”와 같은 부정적 언어들을 자주 사용하였다.

(5) 참여

이 영역에서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정치

적 참여’를 자질로서 보고 있다.

다음 3-E 학생은 대표적으로 ‘참여’ 측면에서의 의지가 향상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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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주었는데, 실제로 이 학생은 프로젝트 활동의 모든 일정에 빠짐 없

이 참여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3-E� : 이건� 확실히� 변한� 것� 같아요.� 프로젝트� 활동� 하고� 간� 날마다� 집에서�
가족들한테�얘기했어요.

T� : 어떤�이야기를�했어?

3-E� : ‘지금� 기후가� 많이� 변했다.� 변화하고� 있고� 심각하다’라는� 거랑� 그날�
그날�활동했던�것들도�다�얘기했어요.

T� : 가족들�반응은�어땠니?

3-E� : 동생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특히� 엄마랑� 많이� 얘기� 했는데,�
엄마가� 원래�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아서� 흥미로워� 하셨어요...그리고�

뭔가�내가�환경을�오염시키고�있다는�생각을�원래�잘� 안� 했는데,� 내가�

어떤�행동을�할�때마다�생각이�조금씩�드는�것� 같아요.� 집에서는�원래�

불도� 잘� 안� 끄고� 그랬는데,� 이제는� 교실에서� 에어컨� 많이� 틀면� 제가�

맨날� 끄고,� 다른� 사람들도� 변해야� 하는데� ‘왜� 저러지?’라는� 생각도� 들

어요.

한편, 학생들 중 일부에서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지를 가지게 되었으나,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는 경우도 나타났

다. 특히 고등학생이라는 사회적 위치와 그에 따라 앞으로의 진로를 고

민해야 하는 것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2-B 학생의 경우, 공동체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자신의 진

로와 관련된 관심 분야와는 서로 다르고, 그러면서 본인 하나쯤 참여하

지 않아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2-D

학생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관련 활동에 참여할 의향도 있으나, 성적과 학원 등의 문제로 참여할 시

간이 부족함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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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네� 생각은�어때?� 공동체�활동이�필요하다고�생각하니?

2-B� :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이런...기후변화� 관련� 캠페인이나� 활동
이나�동아리�같은건�참여할�수�있다면�참여할�것�같아요.

T� : 참여할�수�있다면?�그러면�참여하는�데�망설여지는�것들도�있니?

2-B� : 아무래도�진로�쪽?�관심�분야가�달라요.

T� : 관심� 분야가� 다르구나.� 그렇지...그럼� 학생들� 사이에서� 기후행동에� 참
여하자는�움직임이�막�일어난다면,� 참여할�것� 같니?

2-B� : 솔직히� 안� 할� 것� 같긴� 해요...내가� 참여하나� 안� 하나로� 큰� 변화가� 생
길�것� 같지는�않아요.

T� : 앞으로도�기후변화�관련�활동이�있다면�참여할�의향이�있니?

2-D� : 네,� 있어요.� 근데� 지금은� 평소에� 생활하면서� 그냥� 공부,� 일단� 성적도�
중요하고� 하니까� 너무�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 관

심을�가질�시간이�좀�부족한�것�같아요.

T� : 그랬구나.� 그럼� 그런� 와중에도�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떤� 점이� 의미�
있었다고�생각하니?

2-D� : 일단은� 제가� 심각성을� 느끼게� 된� 게� 가장� 컸고,� 그로� 인해� 변화가� 된�
것도�있다고�생각을�해서�되게�의미�있었다고�생각해요.

3-D 학생은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면서 3단계가 시작되는 후반부

활동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현재 상황을 비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참여’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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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네가� 설문지에서� 답변한� 걸� 보니까,� 6,� 7,� 8번� 문항(참여� 관련� 문항)
은� 답변이� 변하지� 않고,� 모두� ‘보통이다’� 3점을� 줬거든?� 우리가� 이� 프

로젝트를� 5월부터� 했는데,� 이� 활동을� 하고� 나서도� 어떤� 캠페인이나�

공동체�활동에�대한�생각은�안�변한거니?

3-D� : 차마� 양심적으로...약간� 하면서� 이런� 걸�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동
시에�어차피...

T� : 해서�뭐하나?

3-D� : 네,� 약간�나만�해서�뭐하나?�캠페인이�과연�의미가�있을까?
그냥�기후변화에�관심�없다가...이게�얼마나�심각한�건지�알고�너무�많

이�진행됐다는�걸�알아서...그냥�재밌게�살다가�죽자?

T� : 우리가�했던...포스터�만들고�붙이고�홍보했던�활동은�어땠어?

3-D� : 그건� 재미도� 있었고,�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데...몇몇은�
약간� 그� 포스터에� 적힌� 메시지보다는�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

지를�보더라고요...그래서�알려줘봤자�걔네들도....

이 학생은 캠페인이나 공동체 활동과 같은 사회적 실천에 있어, 필요

성은 느껴지지만, 한편으로 그러한 실천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생태시민으로서의 고등학생에게 있어, ‘참여’의 자질은 고등학교 기후

변화 동아리 프로젝트의 3단계 활동이 지향한 목표이자, 활동 전체를 통

해 학생들이 함양하기를 바랐던 최종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3단계

활동에서 학생들은 포스터를 제작하고 그것을 교내에 게시하며 홍보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으며, 학교에서도 참여 학생들의 활동에

관심을 보여주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학생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생태시

민으로서 올바른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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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개인별 생태시민성 함양에 대한 이해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적용한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생태시민성이 어떠한 변화

의 양상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보인 이유와 이 활동이 학생

들의 생태시민성 함양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앞선 두 항에서

서술하였다. ‘고등학생이 생태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의 다섯 측면을

중심으로 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생태시민성 함양의 세부

내용 분석의 대상인 6명의 학생(2-A, 2-B, 2-D, 3-B, 3-D, 3-E) 개인별

로 활동 전과 후에 생태시민성은 어떻게 측정되었으며, 변화의 양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분석해보고, 개인

의 특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이 생태시민성 함양

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1) 2-A

이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자

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또한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토의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다. [그림 38]에서 사전과 사후의 생태시

민성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지식과 이해’의 측면에서는 변화가 보

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전에는 과학이나 사회 수업시간에 배웠기 때

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했는데, 사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

해 더 알게 되다 보니까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아서 똑같이 보통인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이 학생은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면서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등에 대해 전보다 알게 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자신은 이

에 대하여 깊이 알지는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기

후변화 문제 해결에 있어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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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약간 감소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학생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일회용품의 사용이나 에너지 낭비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제로 개인의 생활 속에서 환경 문제를 생각

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인적 행동 실천과는 반

대로, 이와 관련된 측면인 ‘지속가능성’을 측정한 수치가 감소한 이유는,

학생이 심층 인터뷰에서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

어, 본인의 개인적 행동에 대한 반성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8. 개인별 생태시민성의 사전·사후 비교(2-A)

이외에, ‘책임’, ‘정의’ 및 ‘참여’의 측면에서는 모두 증가한 경향을 보

이는데, 실제로 이 학생은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면서 “기후변

화 문제의 책임은 산업혁명을 시작한 인간에게 있다”면서, 심지어 “자연

은 인간이 없으면 더 좋다”는 인식까지 하게 되었고,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

행동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소득 분배나 국

가 간 자본 능력의 차이 등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의 정도에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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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 정의 측면에서 “여기에 모순이

존재하는데, 잘 안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이러한 학

생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사고의 변화가, 프로젝트 활동 참여 후 ‘책

임’, ‘정의’, ‘참여’ 측면에서의 증가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 2-B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에서 이 학생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행동

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활동 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였으며, 모둠

활동지를 작성하거나 사회적 실천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는 활동에서

맡은 역할에는 열의를 보였다. [그림 39]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학생은 활동에 참여하면서 생태시민성의 ‘지식과 이해’와 ‘참여’ 측면에서

는 향상된 경향을 나타낸다. 심층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

하여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는 과학이나 사회 과목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들 위주로 학교 수업을 통해서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활동에

참여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의 대응과 관

련해서도 “공동체 활동은 필요하고, 할 수 있다면 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참여에 대한 의지로 인하여

생태시민성의 ‘참여’ 측면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러면서도

이 학생은 자신의 진로 희망과 관련된 분야가 환경이나 기후변화와는 다

르고, 개인의 참여 여부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

문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지속가능성’ 측면은 활동에 참여하기 전보다 이후에 감소하였

다. 이 학생은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도 개인의 생활 속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이나 수돗물 절약 등을 실천하고 있었고, 활동에 참여하면서 또는

활동이 끝난 이후에 이러한 개인적 행동에서 크게 변화한 것은 없다고

하였다. 다만 “활동을 하면서 습관이나 행동을 더 환경을 생각하는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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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꾸려는 의지도 생겼는데, 잘 생각해 보면 원래 하고 있던 행동들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하고, 깜빡하면 안 하게 된다”는 답변을 통

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감소는 평소 본인의 행동을 반성한 결과로

서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9. 개인별 생태시민성의 사전·사후 비교(2-B)

마지막으로 ‘책임’과 ‘정의’의 측면에서는 변화의 양상을 보이지는 않

지만, 모두 5점 점수 체계 중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학생은 기

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고, 해결의 주체 또한 인

간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의 기후변화로부터의 위험에 대해서는 “모두 위험은 어느 정

도 있겠지만, 위험의 종류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로 미루어, 환경에 대

한 책임 의식과 정의에 대한 관심을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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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D

이 학생은 평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기

후변화라는 것 자체는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만 알

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림 40]에서처럼 ‘지식과 이해’ 측면은 사전

에 가장 낮은 점수로 응답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학생은 “프로젝트 활동

에 참여하기 전에는 기후변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기후변화의 원인도

사실 전혀 몰랐고, 그냥 기상이변처럼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

데, 여기에 참여하고 나서 기후변화가 우리 인간이 편리함을 위해 이용

하는 것들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알았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으로부터 학생이 기후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0. 개인별 생태시민성의 사전·사후 비교(2-D)

한편, 이 학생은 ‘책임’, ‘정의’, ‘지속가능성’, ‘참여’ 측면에서 사전·사후

에 모두 5점 점수 체계 중 4점 이상의 높은 응답 결과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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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거나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자연이나 생태계에 대한 책임감이나 개인적·사회적 실천,

환경 문제에 있어서의 사회 정의 문제 등에 대해 동아리 활동을 하기 전

부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참여’ 측면에서

는 사전에 비해 사후에 더 향상되었는데, 이는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

고 난 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의 필요성을 느꼈고, 본

인도 그러한 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생겼다고 언급한 것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조금

감소한 경향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학생은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 인식

은 하고 있는데 제가 스스로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라고 설명하면서, 이 측면에서 감소한 경향을 보였던 다른 학생

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행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여기에 작용한 것으

로 해석되었다.

(4) 3-B

이 학생은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기 전과 후, 생태시민성의

다섯 가지 측면 모두에서 변화된 결과를 보인다. [그림 41]을 통해 확인

해 보면, ‘지식과 이해’, ‘책임’, ‘정의’, ‘참여’의 측면에서는 향상된 경향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지속가능성’에서는 감소하였다.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생은 기후변화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고, 과학 수업시간에 지구온난화

에 대해 배워서 알고 있던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현상의 원인이나 영향 등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고 하였다. 또한, 그렇게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활동에 참여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자신의 행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개인의 행동을 신경쓰게 되었다고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학생의 생각 변화가 ‘지식과 이해’, ‘책임’과 같은 측면에서의 향

상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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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정도로 (기후변화 문제가) 많이 심각한지 몰랐는데, 활동

을 하면서 정말 많이 심각하구나, 곧 있으면 내가 성인이 되면 더 심각

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선진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겉으로는 되게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것 같은데 덮으려고 하

는 느낌이고, 개발도상국과 기후변화 때문에 받는 위험의 정도에서 불공

평하다고 느껴요”라며, 사회적 정의의 측면에서 자신의 생각 변화에 대

해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고, 앞으로 이와 같은 공동체 활동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도 나타내었다. 즉, 이 학생이 ‘정의’와 ‘참여’ 측면에서도 사후에 향

상된 경향을 보였던 이유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형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 개인별 생태시민성의 사전·사후 비교(3-B)

하지만,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했던 다른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보여주

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학생 또한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위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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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행동 조절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감소된 경향을 나타내

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심층 인텨뷰에서 학생이 “처음에는 막연

하게 ‘잘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었네?...

약간 반성? 모르고 있던 걸 알게 된 느낌?”이라고 응답한 것으로부터,

개인적 실천에 대한 자기 반성의 결과가 반영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었

다.

(5) 3-D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적용한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

한 학생들은 대체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

며, 본인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고, 함께 힘을 합한다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나빠지는 것을 늦출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3-D 학생의 경우에는 이와 반

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비관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를 들면 이 학생이 “(이 활동에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들을 배웠는데, 인간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가 시작

된다는 것에 (인식이) 박혀서, 가망이 없다고...그래서 ‘아, 결국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라거나,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었다가 이게 얼마

나 심각한 건지 알고 너무 많이 진행됐다는 걸 알아서, 그냥 재밌게 살

다가 죽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비관적

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학생은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배웠고,

그 문제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그

림 4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식과 이해’ 측면의 증가로 드러난

다. 하지만 ‘정의’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경향을 보였는데, 사회적

정의가 고려되고 당연히 실현되어야 하기는 하나 “어차피 몇 년 못 살텐

데...지구는 알아서 망하고, 나는 대학도 못 가고...”라면서, 기후변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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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으로 감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사후에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도한 물 사용과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개인행동을 예로 들

면서 “잘 돌아보니까 제가 물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쓰고 그런 적은

없더라고요”라고 말했는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소의 경향을 보이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실천에 대한 반성의 영향이 드러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2. 개인별 생태시민성의 사전·사후 비교(3-D)

이 학생의 생태시민성 함양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참여’의 측면에 있었는데,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생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활동이나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는 생

각을 하였고, 그 결과가 이 측면에서의 측정값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학생은 “동시에 어차피...나만 해서 뭐하나? 캠

페인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사실 제가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해도 의

미가 없다’로...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이런 문제를 알려줘봤자. 걔네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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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사회적인 실천에의 참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비판을 내놓았다.

(6) 3-E

이 학생은 동아리의 모든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3모

둠이 2단계에서 실행했던 ‘교내 쓰레기 배출량 조사’ 활동이나, 사회적

실천을 계획하고 실행한 3단계에서의 ‘포스터 제작과 캠페인’ 활동에 대

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 일정을 계획하여 구성원들을 독려해 추진하는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활동에 참여하기 전부터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다.

[그림 43]은 이 학생의 생태시민성 측정 결과를 사전과 사후에 비교한

결과인데,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변화가 있었던 ‘책임’과

‘참여’의 측면은 모두 사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43. 개인별 생태시민성의 사전·사후 비교(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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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보여 주었던 결과와는 다르게, 이 학생이

생태시민성에서 증가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책임’과 ‘참여’에서

는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그렇다 또는 완

전히 아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라

고 말하였다. 즉,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면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

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생각하며 자신의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은 5점 점수 체계로 구성된 설문지 속에서 ‘매우 그렇다’와 ‘매우 그

렇지 않다’ 같은 양극단 점수를 응답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

었고, 그것이 [그림 43]과 같은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학생의 발언 중에서 “내 습관을 전에는 그냥 바꾸려고 하면 무조건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바꿀 게 많을 것 같아서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다거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라고 한 것

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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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

아리의 프로젝트 활동을 개발하고 실행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이러한 활동이 여기에 참여한 고등학생들

의 생태시민성 함양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은 모두 3단계로 구성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 연구들로부터 기후변화 교육을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알고 이해하여, 본인의 현재 행동

을 되돌아보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적

및 사회적 실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정

의하였고, 이러한 정의를 통해 기후변화 교육의 목표를 반영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활동의 대상이 고등학생이라는 점

과 활동이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단계는 ‘기후변

화의 이해’, 2단계는 ‘기후변화 문제상황에 대한 통찰’, 3단계는 ‘사회적

실천의 계획과 참여’라는 단계별 목표를 가지는 활동을 구성하였고, 모두

7주 동안 매 주당 2차시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하였

다. 아울러 교육부(2015)에서 권고하는 고등학교 동아리 교수·학습 방법

에 따라 학생이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교사는 조력자로서

의 역할 수행을 원칙으로 하였다.

둘째, 개발된 프로그램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A 고등학교에서 기후변

화 동아리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적

용하였다. 실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하여 학사 일정상의 체

험학습과 지필 평가 기간 및 동아리 구성원 개인별 방과 후 학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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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을 모두 고려해야 했으며, 활동 중에도 1학기 2차 지필평가의 준

비와 응시 기간 및 여름 방학 기간에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계

획된 프로그램의 일정은 7주지만, 더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프로그램 적용상의 원칙에 따라 활동은 학생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하였는데, 3단계 활동인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실천의 계획과

참여’에서 계획된 일정이 촉박하다는 참여 학생들의 자발적 판단으로, 당

초 계획한 것보다 5회 더 활동 일정이 더해지게 되었다.

각 단계별 프로그램 적용 결과를 정리하면, 1단계에서는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의 원

인에 대한 설명 모델을 생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개인 모델-모둠 모델-전체 모델’ 순서로의 생성으로 설명된다. 이

들 과정을 거쳐 학생들은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할 목적

으로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

하였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양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 기후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전체 모델로서 기후변화의 원인을 설명하였

다.

2단계에서는 ‘나, 우리동네 …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각 모둠별로 조사하거나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실행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공유하고 토의하였다. 여기에서 학

생들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 같은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거나 교내 쓰레기 배출량을 추적하여 통계를 내었

고, 또한 실제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일주일을 보낸 후 소감과 함

께 개인적 실천 방안을 정리하는 등의 활동을 모둠별로 수행하고 결과를

동아리원들에게 공유하였다.

3단계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적 실천을 고등학생의 수

준에서 계획하고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초기 활동으로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조사하였다. 이후 사회적

실천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포괄적이고 개인적 실천의 수준에서 머물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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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 점차 넓은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의 계획으로 변화되

는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알릴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이를 교내 곳곳에 게시하고 홍보하는 캠페

인 활동으로 결정하였으며, 실제로 이를 수행하였다.

셋째,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이 학생들의 생태시민성 함양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생태시민으로서 가져

야 할 자질로서 ‘지식과 이해’, ‘책임’, ‘정의’, ‘지속가능성’, ‘참여’의 다섯

측면을 제안했으며, 생태시민성의 분석도 이들 다섯 자질을 중심으로 수

행하였다. 먼저, ‘지식과 이해’에서 학생들은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의 원

인과 영향에 대해 알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책임’의 측면에서는 기후변

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으나,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의 책임 있는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이를 비판하였

다. 또한, ‘정의’에서 학생들은 국가 내·외부에서 나타나는 재화의 불평등

이 기후변화 문제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았으며, ‘지속가

능성’ 측면에서는 개인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일상의 행동을 실천하게 된

사례가 있었고, 이를 통해 시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반면에, 현

재의 상황을 비관하여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게 된 학생도 있

었으며, 이 학생은 ‘참여’의 측면에서도 ‘공동체의 사회적 참여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현재의 상황에 실망한 견해를 보여주었다. ‘참여’에

서의 다른 사례로써 활동을 통해 참여에 대한 의지가 증가하고, 실제로

실천을 행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은 기후변화 교육에 있

어서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해결하고, 목표와 목적에 맞는 활

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 교육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활동은 학생으로 하여금 기후변화를 알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여 공동체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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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동아리 활동이 학생의 주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과 보다 자유로

운 일정 조율이 가능하다는 점, 활동 범위에 있어서의 제약이 많지 않다

는 점 등이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속에

서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활동의 일정을 늘리는 등 참여

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이 활동으로 학생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본인의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로부터 탐구해봄으로써 문제

자체가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며, 이를 통

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실천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적용한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은

고등학생들이 생태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활동은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기존의 기후변화 교육

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깊이 있

는 탐구 또는 문제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

는 기후변화의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실제로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환경 문제의 책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가지게 된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가 야기하는 전 지

구적 영향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어, 이 문제로

부터의 사회 부정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가지게 되고, 아울러 학생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개인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과 성찰을 통한

개인적 실천 및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1단계 활동은 생

태시민성의 ‘지식과 이해’ 측면에 영향을 주었으며, 2단계 활동은 ‘책임’

과 ‘정의’, ‘지속가능성’의 함양에, 그리고 3단계 활동은 역시 ‘지속가능성’

과 ‘참여’의 측면에서의 자질이 함양되는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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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먼저, 본 연구는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고등학교에서 ‘환경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할 동아리 학생을 모집하고, 이렇게 모인 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보통의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동아

리 활동 방법과 일정의 진행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는 기후변화 교육과 이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실행한 것과 같은 형태의 동아리 개설

및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다양한 형태의 동아

리 또는 서로 다른 학교급에서의 동아리나 자유학기제 활동 등을 통해서

기존의 교육과정 내에서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기후변화 교육의

목적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그 효과성을 고찰하는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생태시민성의 측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Karatekin &

Uysal(2018)이 정의한 네 가지 측면에 ‘지식과 이해’를 새로 추가하여,

다섯 가지의 자질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그것의 함양을 확인해 보

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생태시민성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고,

또한 생태시민이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태시민성의 명확한 정의와

세부 내용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태

시민성을 측정하는 도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국내의 정서와 수준에

맞는 측정 도구가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새로

운 형태의 시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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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 학생 개인별 활동 기초 조사 자료

기초 조사
문항 번호

#1 기후변화에 대한 견해

#2 과거 기후변화 관련 교육 또는 활동 참여 경험

#3 기후변화 문제를 주로 접하는 매체

#4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견해

코드 조사 내용 답변

1-C

#1

대체로 해가 거듭될수록 여름(덥다고 느끼는
정도)이 빨리 온다고 느끼고, 봄이나 가을처럼
날씨가 선선할 때가 많이 없다고 느낀다. 특히
겨울에는 더 추워졌다. 내가 느끼는 것을 제외
해도 최근에는 온도 변화나 지구온난화 등과
관련된 내용을 뉴스로 접하거나 교과서에서 배
우기 때문에 지구의 기후는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없음

#3 SNS, 뉴스, 유튜브

#4

당장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이나 한 나라가 아닌
전 세계인과 전 나라의 협동이 필요하다. 모두
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
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엔 쉽지 않고, 애초
에 모두가 기후변화 문제에 협조한다는 생각도
사실상 거의 실현 불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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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1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지고 해수
면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가라앉는 위협
에 처한 나라도 있다.

#2

학교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환경오염에 대
해 강연하는 것을 들음. 사회 수업 시간에 환
경과 기후에 대해 학습하였고, 기후변화와 관
련한 강의를 들었음

#3 뉴스, 유튜브, SNS

#4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는 힘들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미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을 되살리
기에는 수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치료된
다면 몇백 년이 흘러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
각하고, 하지만 그래도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A

#1

여름이 오고 있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것을
현재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가 변화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작년 이맘때쯤, 이렇
게 더운 날씨가 아니었는데, 점점 지구의 온도
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 같다.

#2 없음

#3 유튜브, 뉴스, SNS

#4

지구에 인구수가 점점 급증하고 있는데, 아무
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불가능하며 나아지고 있
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기
후변화 문제는 별로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
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열심히 노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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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1

∙현재 우리가 느끼기에도 날씨가 점점 더워지
고 추워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음
∙빙하의 면적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음
∙봄에 눈이 오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등의 이
상기후가 나타남

#2

과학과 사회 수업 시간에 환경오염의 종류, 피
해 정도, 대처방안 및 정부·기업·개인 차원에서
의 노력과 실천 등에 대해, 심화적인 내용이 아
닌 기본적인 강의를 들었음

#3 SNS, 광고, 유튜브

#4

이미 기후변화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났
고, 이를 아예 완전히 해결하기엔 너무 늦어버
린 것 같다. 그 변화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
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2-C

#1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오존층이 파괴되므로 기후가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없음

#3 유튜브, SNS, 교과서, 광고, 뉴스, 신문

#4

애초에 기후변화 문제가 생긴 이유는 바로 인
간의 욕심 때문이다.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들
의 행동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생긴 것이기 때
문에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자연
을 파괴하는 행동들을 멈추고 나무를 심는 등
의 행동을 하면 기후변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렇게 참여를 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
겠지만 아마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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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1

‘기후’라는 것이 변치않고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후가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
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며, 그때그때 상황
에 따라 변화하고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2 없음

#3 뉴스, 광고 유튜브, 신문, SNS

#4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
에 우리가 노력하여 줄일 수는 있지만,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3-B

#1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다. 미세
먼지 발생률이 높다.

#2 없음

#3 SNS, 유튜브, 뉴스, 광고

#4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일부만 노력하면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3-C

#1

초등학교 때부터 환경 관련 교육을 받거나 기
후변화를 주제로 PPT 발표 등 여러 활동을 하
면서 또 살면서 뉴스나 기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보고, 들어서 알고 있다.
또 직접 느끼는 것은 여름철에 더 덥다거나 최
근에는 기후변화 관련 과학 이슈 책도 읽었다.

#2

국어 수업 시간에 기후변화 관련 토론을 한 적
이 있고, 사회 수업 시간에는 기후변화와 관련
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발표 자료로 만들어
발표하였음

#3 뉴스, SNS, 교과서,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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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4

기후변화가 일어나 큰 피해를 본다고 무조건
무식하게 원시시대(친환경적)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발전된 기술로 바이오산업이나, 친환경적
제품, 환경정화 박테리아(?) 등 연구&개발 가
능. 또 나 혼자 실천한다면 모르지만 전 세계
70억 인구가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한다면 불가
능은 없다.

3-D

#1
지구온난화가 세계 문제로 알려져 있고, 실제
로 한국의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다.

#2 없음

#3 학교수업(교과서), SNS, 뉴스, 광고

#4

너무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 세계가 모두 노력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진행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후변화 문제의 해
결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3-E

#1
해가 지날수록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진다.

#2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음

#3 SNS, 뉴스, 유튜브

#4

항상 모든 것은 해치는 것은 쉽지만 복구하기
는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 악화를 막을 수는
있어도 예전 모습으로 되돌리거나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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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생태시민성 측정 설문지



- 126 -



- 127 -

[부록 3] 1단계 ‘기후변화 원인 설명 모델 구성’ 활동 수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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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1단계 ‘기후변화 원인 설명 모델 구성’ 활동에 제공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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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1단계 ‘기후변화 원인 설명 모델 구성’ 활동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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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hows that in the present situation where

human-induced climate change problems are irreversible risk factors

which are adversely affecting all parts of the world, high school

students (the future generations) who are facing these problems are

aware of climate change and correct the problem. We would like to

suggest project activities for high school climate change clubs as one

of the ways to provide climate change education to develop values 

and thus to develop the capacity for personal and soci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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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his type of climate change education enables students

to act voluntarily and with responsibility and a sense of duty, as well

as making them to become aware of global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beyond traditional citizenship. It was pointed out

that the our objective should be to cultivate students’ consciousness

as an ecological citizen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develop and apply high school

climate change club project activ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goals

and level of climate change education, and analyze their influence on

the cultivation of ecological citizenship.

For this purpose, the project activities were developed and applied

to ten first grade students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a club

named “Climate Change Youth Activity Group” in ‘A’ high school in

Gimpo-si, Gyeonggi-do. The data were collect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qualitatively analyze how the climate

change club project activities affected participating students’ ecological

citizenship. In particular, ecological citizenship is comprised of five

qualities that high school students should possess as ecological

citizen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responsibility', 'justice',

'sustainability' and 'participation'. We looked about these in detail.

In determi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t first, in developing and

applying the program, we organized the project activities of the high

school climate change club in three steps. Step 1 aimed to understand

climate change, the students could know and understand the crisis by

interpreting the data provided and creating an explanatory model of

the causes of climate change. The goal of the step 2 activities was

to provide insight into climate change issues, so the students

identified, planned, and implemented themes on the topic of climate

change which each group wanted to explore or investigate, an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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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 and discussed the results. This gave students a new

perspective that climate change is not far from them. Lastly, step 3

aimed at planning and participation in social practice. Students

planned and executed joint actions which could be implemented at the

high school level. Here, the students produced posters to inform their

peers of climate change issues and posted them on around their

school. Through this activity, they could cultivate their willingness

and ability to act voluntarily.

Secondly, progress in each of the five qualities of ecological

citizenship was evident after the activities, both in terms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on, while there was a

slight decrease in sustainability. More specifically, an increase in th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the causes and effects of climate change

problems were shown i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nd the

perception of human behavior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and the environment was changed in responsibility.

Students formed individual values for the injustice of disasters and

risks caused by climate change in justice, and the behavior of

individuals considering the environment changed, and their behavior

was reflected upon, in sustainability. Lastly, in participation,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joint action had generally increased, but

some students indicated that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had

declined due to their disappointment with the current situation caused

by climate change issues.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first, high school climate change

club project activities c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in three steps in

line with the definition of climate change education: 1) education to

learn the causes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issues, 2) reflection

on current behavior and 3) cultivation of the capacity to par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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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ly in personal and social practice with personal values to

respond to them. Second, each step of the high school climate change

club's activities affected each characteristic that ecological citizens

should posses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responsibility, justice,

sustainability, and participation, demonstrating the potential for

students to contribute to their capacity as ecological citizens. Based

on this research, more climate change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for students, and climate change education program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foster new forms of citizenship required by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keywords : Ecological Citizenship, Climate Change,

Project Activities in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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