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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conduct a literature review and a theoretical study on 95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currently being run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obtained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Certification of 
Ministry of Environment. First, the suitability of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was analyzed in terms of 
the following criteria which the Second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Master Plan propose: strengthening 
environmental education within the curriculum, strengthening preschooler environmental education, diversifica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among targeted groups, and invigoration of community-based environmental education, 
and evaluated the contents and the proportion relevant to climate change. Based on the result, the measure for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was propo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ere only 
15 programs for children, and 20 programs for adults. Also, only 9% of the children and adult education programs 
were addressing climate change respectively, which was indicating low percentage. 75 programs were directly 
related to the school curriculum, and 8 programs were not related to subjects in regular curriculum. Also, considering 
addressing climate change, 7 out of 11 programs were related to the school curriculum. 71 out of 95 programs were 
located in the facilities of local governments. Programs that were including the contents relate to climate change 
were only 11 out of 95 programs. It is necessary to operate programs by expanding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targeting children and adults, so all people are took into account, and consider the connectivity between 
curriculum and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in South Korea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educate people sustainably by relating the programs with various resources which can be utilized 
in the local community, to include climate change related contents with more proportion, and to address various 
subjects rather than focusing on one part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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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환경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Lee, 2011). 제 21
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새로운 기후체제 합의문인 파

리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의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온도 상승을 1.5℃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

나라 또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

며, 적응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대국민 기후변화 적응 서

비스 및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후변화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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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 인식 개

선의 필요성과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을 통해 국

민 스스로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

경에 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5). 이러한 배

경 하에 지난 12월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16∼2020)이 수

립되었으며, 2020년까지의 환경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은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이같이 기후변화 교육과 환경교육

은 동일선상에 있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 현상의 원인과 영향은 그동안 우리나라 환경교육

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온 분야인 대기, 해양, 토양, 산림, 생
태계 등 지구환경 시스템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또, 기후변화 

현상은 인간의 사회 및 경제 활동과도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 

역시 환경의 질과 삶의 질의 향상을 환경, 사회, 경제의 측면

에서 균형 있게 추구해온 환경교육의 틀 안에서 해석 및 실천

될 수 있다(Kim and Choi. 2010). 따라서 기후변화 교육과 환

경교육은 동일한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기존의 환경교육 

내 기후변화 관련 내용과 반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교육은 궁극적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고양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정의적 특성을 갖게 하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의사 결정과 실천적 활동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Nam, 1995) 획일화된 주입식의 인지

적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체험학습’이 

제시되고 있다(Lim and Nam, 2004). 체험학습의 교육적인 효

과 또한 실내에서의 교육과 비교했을 때 무려 7배 이상이 된

다는 주장이 있다(Choi et al., 2011).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기관, 일반기업, 민간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환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 제 13조에 따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프로그

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

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에 관한 

비교⋅분석(Cho, 2010), 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에 관한 조사

연구(Yoo, 2015)와 같이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자체만을 

연구하거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평가(Lim and Nam, 2004), 
국내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Park and Noh, 2004)와 같이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경교육 프

로그램 중 환경부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제 2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분석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과 비중을 평

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관련 자료와 연구보고서 등을 중심

으로 이론적⋅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전개하였다. 먼저 환경교

육 프로그램 인증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 

환경교육 현황 파악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실시 

현황과 자료 및 기타 정보를 수집⋅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으

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277개(유효인증)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의 95개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황조사를 위하

여 인터넷 검색과 문헌을 참고하였다. 또한 제2차 환경교육종

합계획(2016∼2010)의 환경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에 근거하

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Fig. 1과 같다.

2. 연구결과

2.1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환경교육진흥법 제 13조(환경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에 근거하여 환경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인증을 신

청하면 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운영방안 연구와 시범인증을 거쳐 2010년 9
월에 시작되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5).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의 인증 기준은 각 환경 분야 프

로그램의 주제나 운영형태가 매우 다양하기에 이를 고려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프로그램, 지도자, 교육활동 환경, 숙
박시설, 활동기록 관리의 총 5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

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및 확인사항이 마련되어 있다. 5개 영

역 중 ‘프로그램’ 영역에는 프로그램 특성, 프로그램 구성, 프
로그램 자원운영, 프로그램 평가체제, 홍보 및 참여방안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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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for research.

부적인 기준이 포함되며, 여기서 ‘프로그램 특성’의 기준에는 

활동의 친환경성, 학습자 특성 반영, 주제 특성 반영, 지역특

성 반영, 프로그램과 독창성, 참여 방식의 능동성, 내용의 통

합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사회⋅학교 연계성이 확인 사항

에 포함되어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4).
이러한 다양한 세부적인 기준 및 확인사항들 중에서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 사회⋅학교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 현황에서 살펴보았다.

2.2 제 2차 환경교육 종합계획

제 2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은 지난 2015년 12월 제1차 환경

교육종합계획(2011∼2015)에 이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는 환경교육진흥법 제 5조에 근거하여 수립되

었다. 계획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이며, 국
가 차원에서의 환경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의 목표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 환경

교육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 환경교육 기반 구축

의 4대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각 분야에 따른 총 15개의 세부 

추진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분

석에 필요한 기준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 환경교

육 강화 분야의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는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강화, 유아 환경교육 강화, 청소년 환경

교육 체험기회 확대, 대학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사회 환경교

육 강화는 대상별 환경교육 다변화, 환경교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 지역기반 환경교육 활성화, 소외계층 환경교육 지원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5).
이 중에서도 국내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교육과정 내 환경

교육 강화, 유아 환경교육 강화, 대상별 환경교육 다변화, 지
역기반 환경교육 활성화의 방향성에 맞는지를 분석하였다.

2.3 환경교육 프로그램 현황

2.3.1 국내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역적 분포

국내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환경교육 프로그램들

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77개(유효인증)로 각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95개(34%), 충청권 41개(15%), 호남권 52
개(19%), 영남권 52개(19%), 강원권 26개(9%), 제주권 11개
(4%)로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경교

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었다(Fig. 2). 호남권과 영남권이 공

동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충청권, 강원권, 제
주권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각 권역별 인구 분포를 보

았을 때 인구수 또한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순으로 집중되어 있어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각 권역

별 인구수에 따라 대부분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영남권의 경우, 타 지

역에 비해 인구당 프로그램이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2.3.2 수도권 지역 환경교육 프로그램 현황

2.3.2.1 캠프 여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방식은 대부분 캠프 형과 일일 체

험 형으로 구분된다. 캠프 형은 1박 2일 이상의 기간 동안 숙

박하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며, 일일 체험 형은 숙박하지 않

Fig. 2. Distribution of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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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까지 다양한 시간대로 당

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277개(유효인증)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의 프로그램은 95개였으며, 이들 프로그램의 캠프 여부를 살

펴보면 캠프 형이 17개, 일일 체험 형이 78개였다(Fig. 3). 기
후변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11개의 프로그램 중에서는 2개
의 프로그램만이 캠프 형으로 진행됨을 볼 수 있었다.

2.3.2.2 프로그램 다양성

프로그램 유형을 분류하면 실내에서 체험하며 학습하는 형

식의 실내 체험 형은 11개, 실외에서 체험하며 학습하는 형식

의 실외 체험 형은 23개, 실내⋅외 체험을 적절히 분배하여 

함께 학습하는 형식의 실내+실외 체험 형 41개, 실내에서 체

험하며 이론적 강의도 진행되는 형식인 실내 체험+강좌 형 

15개, 실외에서 체험하며 이론적 강의도 진행되는 형식인 실

외 체험+강좌 형 5개로 나타났다(Fig. 4). 기후변화 관련 내용

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1개 중 3개의 프로그램만 

실내 체험 형으로, 그 외의 8개의 프로그램은 모두 실내 체험

+강좌 형으로 진행되었다.

2.3.2.3 프로그램 교육대상

프로그램의 교육대상은 95개의 프로그램 중 중복되는 대상

을 포함하여 유아 15개, 초등학생 65개, 중학생 36개, 고등학

Fig. 3. Whether camps are provided by the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Fig. 4. Type of programs.

생 28개, 성인 20개였다.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가

장 적은 수로 나타났다(Fig. 5).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

육 프로그램들은 교사 및 아이와 함께 하는 부모와 같은 가족 

단위의 참가대상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의 경우에도 유아 
9%, 초⋅중⋅고등학생 82%, 성인 9%의 비율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등학생 대상이 가장 많은 것은 환경교육은 단순

한 지식 습득이나 이해 교육이 아니라 태도와 가치관 교육이

며, 기능이나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습관 형성에 의한 행동교

육이므로 개인 및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생활습관의 

형성기인 초등학교시기에 이루어질수록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Seo, 1999).

2.3.2.4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여부는 총 95개의 환경교육 프

로그램 중 참가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인 83개의 프로그램

에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외의 12개의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이 아닌, 유아 또는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으

로 연계 및 비연계가 아닌 기타 부분으로 분류하였다. 75개의 

프로그램은 학교 교과과정을 검토⋅분석하여 정규교과목의 연

계과목 및 단원을 명시함으로 교과과정과의 연계여부를 파악

할 수 있었으며, 8개의 프로그램은 참가대상이 초⋅중⋅고등

학생을 포함함에도 정규교과과정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부

족한 것을 볼 수 있었다(Fig. 6).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

는 11개의 프로그램 중에는 참가대상이 유아인 1개의 경우를 

제외하고, 10개 중 7개의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

어 진행됨을 볼 수 있었다.
해외의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과과정과의 연계 사

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녹색학교/시원한 학교(Green Schools/ 
Cool Schools)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에너지 절약 활동에 참

여하면서 학교의 탄소발자국을 측정하고, 과학, 수학, 언어 등

Fig. 5. Educational objective of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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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nectivity with school curriculum.

의 교과와 연결해서 다양한 학습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이로 

인해 평균적으로 5∼15% 가량의 에너지 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Yun, 2009). 이는 다양한 교과와의 직접적인 연계성

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이다. 

2.3.2.5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각 프로그램의 교육 운영 장소는 95개의 프로그램 중 71개
의 프로그램이 인근 공원, 숲, 하천 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생태

학습원, 청소년 수련원, 환경교육센터 등의 지역사회 내 시설

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외의 24개의 프로그램은 

주로 신청학교 및 주관기관과 같은 실내에서의 교육 및 강좌

로만 이루어져, 지역사회 내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Fig. 7).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은 11개 중 4개만이 지역사회 내 시

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하였다.
해외의 기후변화 교육 사례를 살펴보면, 캐나다의 브리티

시 콜롬비아주의 시에라 클럽에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행
동하는 시에라 학교(Sierra Schools in Action)’는 ‘기후 변화조

사관(Climate Change Inspector)’이나 ‘좋은 구매자(Happy Sho- 
pper)’를 만나 기후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기후변화를 줄이

기 위한 실천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교실에서 강의 및 

활동을 진행함으로(Yun, 2009), 주로 학교의 교육과 지역사회

를 연계하는 사회교육형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에서

도 호주 정부와 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지

속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지속가능한 학

Fig. 7. Connectivity with facilities of local governments.

교 이니셔티브(Sustainable School Initiative, AuSSI)를 운영하여 
전체 학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Yun, 2009). 
이상의 해외 사례들은 대부분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교육의 관점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3.2.6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전체 95개의 프로그램 중 11개이다. 이들의 구체

적인 내용은 주로 지구온난화 및 온실가스에 대한 내용이며, 
탄소 관련 및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내용도 볼 수 

있었다. 이 외에 프로그램의 내용이 생태계 관련인 프로그램

은 55개, 에너지 관련인 프로그램은 18개, 폐기물 관련인 프

로그램은 15개, 물 관련인 프로그램은 6개, 토양 관련인 프로

그램은 2개, 대기 관련인 프로그램은 1개, 이 외의 기타(친환

경 생활 및 식품) 관련 내용은 13개이다(Fig. 8). 각 프로그램

들이 한 분야의 내용만을 다룬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지만, 
한 프로그램이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다룬 것도 있기에 중복

되는 분야를 고려하였다.

3.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이상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Table 1). 각 현황과 개선방안과의 연계성이 보다 

직접적이고 밀접한 연계성을 가질 경우에는 실선으로, 그에 

비해 연계성 정도가 간접적일 경우에는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프로그램의 교육대상 현황 분석을 통해 유아 및 성인으로의 

교육대상 확대가 필요하며, 기후변화 교육내용의 확대가 이루

어져야 함을 파악하였다. 지역적인 분포 및 학교 교육과정과

의 연계성 현황 분석을 통해서는 학교 교육과의 연계활성화

의 필요성이 더욱 드러났다. 또한, 캠프 여부와 프로그램 다양

Fig. 8. Classification of contents of environmental edu- 
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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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urrent status Improvement plan

Distribution of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

∙
Extension of educational objective for children 
and adult

Whether camps are provided by the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

∙ Extension of connectivity with school curriculum
Type of programs ∙

Educational objective of program ∙
∙

Extension of connectivity with facilities of local 
governmentsConnectivity with school curriculum ∙

Connectivity with facilities of local governments ∙

∙
Extension of educational content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Contents of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

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현황으로부터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 더욱더 확대되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볼 수 있었다.

3.1 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확대

분석 결과, 환경교육 프로그램 교육 대상 중 제 2차 환경교

육종합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달리,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15개로 가장 적은 수준이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또한 20개 수준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기후변

화 부분을 살펴보았을 경우에도 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각각 동일하게 9%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유아에게는 환경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

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 환경에 대한 가치관, 생활태도, 
감각, 행동은 이후 자연환경과 관련된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기의 환경교육은 중요하다고 Ryu and 
Shin(2010)는 강조했다. 또한 Park(2007)의 연구에서는 환경

교육은 모든 연령집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일

환으로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계속성의 원

칙’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아 및 성인을 대

상으로 한 기후변화 교육을 확충하여 국민 모두를 고려한 교

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3.2 학교 교과과정과의 연계 확대

참가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이 아닌 12개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83개의 프로그램 중 75개의 프로그램은 정규교과과정

의 관련 교과를 명시함으로 프로그램 내용상 학교 교과과정

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이루어졌으며, 8개의 프로그램은 정규 

교과과정상의 관련 교과를 확인할 수 없어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되지 않았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자체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11개 중 7개만이 학교 교과과정과의 연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제 2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는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환경체험 프

로그램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학교 교과과정내용이 포

함되고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원구(1993)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체험학습은 학

생들에게 보다 흥미 있고 유의미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 밖의 현실 생활에 보다 전이력이 높은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Lee, 1993). 최창희(2010)는 학교 환경교육과 연

계될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교육 효과가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Choi, 2010). 
또한, 윤순진(2009)은 기후변화 교육은 단위 학교 안에서 기후

변화 대응활동을 실천하여 이러한 경험적 활동을 통해 지식을 
내면화하고, 실천의 성과들을 확인함으로써 대응활동의 중요성

을 체감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Yun, 
2009).

미국의 녹색학교/시원한 학교(Green Schools/Cool Schools)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교과 과정 연계는 학

교 학습을 통해 배운 지식과 실제적인 체험이 시너지 효과를 냄

으로써 교육 효과가 증대될 수 있기에, 현재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더욱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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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프로그램들이 교과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3.3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분석 결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장소는 95개의 프로그램 중 
71개의 프로그램이 지역 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이 외의 24
개 프로그램은 지역 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교육을 진행하였

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확인사항에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2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르면 

지역 내에는 환경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 있지

만, 이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정미영(2005)의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를 거점으로 한 환

경교육이 필요한 것은 환경문제에 대해 단지 지식적으로 아

는 것뿐만 아니라, 태도 및 가치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감수성은 자신과의 관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학교 조경 공

간, 근린지역 내의 공원 마을 주변 등 일상적으로 접하는 곳

에서 체험교육을 통해 쉽게 학습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환경 교육

을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교육을 제공함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인근 공원, 숲, 하천 등과 같

은 자연환경과 생태학습원,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지역사회 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의 검토 확대와 이를 활용한 프

로그램과의 연계방안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대부분 캠프 형

이며 실외 체험 형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관련 내용의 프로

그램 확대를 통해, 그리고 유아와 성인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3.4 기후변화 관련 교육내용 확대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 분야의 관련 내

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전체 95개의 프로그램 중 11개에 불

과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중 다른 분야, 즉 생태계, 에너지, 폐
기물, 물, 토양, 대기, 기타 관련 내용의 수준과 비교해도 현저

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기후변화 현상이 갖는 심각성과 

기후변화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충분

히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 교육의 필요성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삶의 터전

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

이 필요하며(Chang, 2012),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교

육을 통해 사람들은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

도록 도와주고, 인간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다(Cho, 2001). 또

한 기후변화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자연과학적 

측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구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와 현재의 기후변화 현상을 비교하여 이해토록 하여

야 한다(Jang et al.. 2008).
또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 11개 중 9개

의 프로그램이 지구온난화 및 온실가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

고 있어 이 부분의 내용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 외에

는 탄소성적표지 관련 내용과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정책 관

련내용의 프로그램 각각 1건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은정(2012)의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는 지구과학적 지식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 학습자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생태

학적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연관된 쟁점을 조사하고, 스스로 판단

하여 행동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현상과 관련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다시 말하면 과학교육과 환경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의 많

은 부분이 기후변화 교육에서도 필요하기에, 환경교육 프로그

램의 내용은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보다 많은 비중으로 포함

시켜야 하며, 기후변화 관련 내용에서도 한 부분의 주제에 집

중되기보다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환경교육 프로그램 중 환경부 인증을 

받은 수도권 지역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제 2차 환경교육종

합계획에서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분석하고, 기후변화와 관련

된 내용과 비중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교육 프로그램 교육 대상 중 유아 및 성인

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며, 기후변화 부분

을 살펴보았을 경우에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유

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충하여 모든 국민을 고려

한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참가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이 아닌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 중 일부 프로그램은 정규 교과과정상의 관련 교과

를 확인할 수 없었고,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

에서도 일부만이 정규 교과과정과의 연계성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학교 환경교육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은 교육 효

과가 더 긍정적이기에 더욱더 많은 프로그램이 이러한 연계

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확대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장소는 95개의 프로그램 중 2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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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지역 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교육을 진행하였

는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환경 교육은 보다 안정적이

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에, 지역사회 내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의 검토 확대와 이를 활용한 프로그

램과의 연계방안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 분야의 관련 내

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전체 95개의 프로그램 중 11개에 불

과하였다. 기후변화 현상이 갖는 심각성과 기후변화 교육의 필

요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보다 많은 비중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기후변화 관련 내용에서도 한 부분의 주제

에 집중되기보다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은 국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

이 아니라,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인구가 가장 많

은 지역에서의 현황이라는 점과 국내에서 다른 지역권과 비

교하여 가장 많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의

미가 있다고 본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전 지역의 프로그램

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본 연구 결

과를 통해 국내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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