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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은 지속가

능한 발전을 이행하는 데 교육이 중요한 수단임이 강조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지속

가능발전교육의 출발점이 영유아기여야 한다는 인식이 공고화되면서 우리나라에

서도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현장과 학계의 활발한 연구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행 대상에서 영유아기는 배제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2030년까

지의 단·중·장기 지원 정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SDGs, ESD 자료, 최근 개정된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원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행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

외 사례를 분석하여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접근 방향을 고찰하였으며, 유

아·놀이중심으로 개정된 교육·보육과정과 연계한 국내 사례를 통해 인간의 삶(특

히, 유아와 교사)과 통합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 사례를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주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원장

님과 원감님,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네스코한국위

원회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

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의 고충이 많았던 시기임에도 개정 교육·보육과정에 지

속가능발전교육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연구협력진,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함께 해주신 원·내외 공동연구진께도 지속가

능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실천하는 연구자로 거듭 진화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

장은 아님을 밝혀둔다. 

 202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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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혜택을 받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를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임.

- 유엔은 2002년에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선포하였고, 2008년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위한 예테보리 권고안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출발점이 유아기여

야 한다고 명시되었음.

□ 2030년까지 ESD는 2015년에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SDGs 이행에 주안점을 두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강조함. 

- 세계유아교육기구에서는 2010년부터 유아들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성원으

로 자라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국내 

이행 대상에서 영유아기는 배제되어 온 경향이 있음.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출발점이 유아기

여야 함.

- 유아기가 전인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삶의 이해와 가

치 및 실행의 기반을 형성하는 생애교육 초기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결정적

인 시기이기 때문

□ 본 연구에서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2030년까지의 단․중․장기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개념과 ESD, SDGs

의 국내외 연구 동향과 주요 이슈를 검토함. 

□ 개정된 교육·보육과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모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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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현황을 파악하여 영유아 부문 실행의 

어려움과 원인 등을 파악함. 

□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 국가, 지역, 단위기관 수준에서 영유아 부문 ESDGs 

관련 교육내용 영역 등을 분석하고, 개정된 교육·보육과정과 연계한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방안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실행의 방향성 설

정, 주요 실천과제, 단·중·장기 실천 계획(실천과제별 구체적 전략)을 제시함. 

다. 연구 방법

□ 문헌 분석 

- 국내 관련 연구, 국제기구(유네스코, OECD, EU, IEA 등)의 주요 연구결과

와 관련 통계, 국내·외 SDGs, ESD 관련 자료를 분석함.

□ 개정 교육·보육과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분석

- 최근 개정된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

용을 분석함.

-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국제이행계획 초안을 우리나라 교육실정에 맞게 제

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사 지침서를 바탕으로 영유아교육에 적절

하게 수정한 기준으로 분석함.

□ 심층 면담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기관유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

행 현황에 대해 총 8차 심층면담을 실시함.

□ 설문 조사

- 유치원 교사 480명, 어린이집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현장 교원의 지속가능

발전교육 실천을 위한 지원 요구를 파악함.

□ 국내·외 사례 분석

- 국외 사례는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이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스웨덴, 호주, 일본, 캐나다를 전문가 추천을 통해 선정하여 사례를 제시하

고,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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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례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에 공감하고 실천하고 있

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실제 적용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내용과 실천 사례를 제시함.

□ 전문가 자문회의

-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 분야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유네스코한국위원

회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연구방향 검토, 설문지 구성방향 및 

내용 검토,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을 위한 방향 및 과제 설정에 대

한 자문을 얻음.

□ 콜로키움 개최

- 연구결과 공유 및 정책 제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와 콜로키움을 공동주최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함. 

라. 연구의 배경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방향

- SDGs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

(Partnership)의 5P 원칙에 따른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Targets)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이행할 것을 격려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4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4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

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며, 10가지 세부목표로 이루어짐. 

- SDG 4.2는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

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하고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

장한다.”로 영유아 교육·보육이 처음으로 포함되어 있음.

□ 초등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 

-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영유아기 활동은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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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

가.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 분석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 연구들을 크게 교육과정 분석,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실행 및 효과검증, 교사와 부모의 인식 연구로 구분

하여 살펴봄. 

- 표준보육과정이나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부터 

일일교육계획안, 다양한 교수-학습 접근법을 바탕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있음.

- 프로그램들은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활동이었으며, 교사나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함. 대부분의 연구들은 ‘환경’과 관

련된 활동을 바탕으로 실행되었고, 프로젝트 활동으로 진행하여 효과를 검증

한 연구도 있음.

- 현직 교사들에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각 영역별 내용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의

지를 증진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예비 교사들은 지속가능발전교

육 내용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모들은 절반 이상이 

인식하고 있었고,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모들이 많았음. 

- 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 다양한 실천적 측면의 연구들이 필요할 것임.

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분석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으로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 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

회문화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이 포함된 반면, 경제적 관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기본생활, 

신체운동/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영역, 자연탐구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교

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기본생활, 신체운동/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자연탐구 영역에서는 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환경적 관점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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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식과 실행 

가.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에 한 인식 

□ 지속가능발전(S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해

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용어는 

- 지속가능발전이 80.7%로 가장 높았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가 54.8%로 가장 

낮았음. 

- 용어를 인지하게 된 주경로는 연수(연수자료)가 34.8%로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 미디어가 28.7%, 양성과정이 25.5%로 비중이 높았음.

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교육·보육과정 반영에 한 인식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가수준 교육·보육과정에의 반영 정도를 조사한 결과, 

- 표준보육과정에 가장 잘 반영된 목표는 양질의 교육, 건강과 웰빙, 인권/정

의/평화였으며, 반영되어 있지 않은 목표는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기아종

식, 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로 나타남. 

- 2019 개정 누리과정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교육이 가장 잘 반영된 목표로 나

타났으며, 다음은 인권/정의/평화, 성평등 순이었고, 반영되지 않은 비율이 

높은 목표는 표준보육과정과 동일함. 

다.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 및 지원 요구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필요성과 적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 세계/국가적 책임, 천연자원을 제외하고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평화와 문화다양성이 4.58점으로 가장 높았고, 4점 이상은 세계/국제적 책

임과 천연자원을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나타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적용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구성요소별 

적용 정도는 안전이 4.21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권과 안전이 전체 비중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비중이 1% 미만으로 나타난 요소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시장 경제, 빈부격차 완화, 재해예방 및 감소, 소양, 에너지, 생

물 다양성, 세계·국제적 책임,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으로 나타남.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적용 활동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일상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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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로 가장 높았고, 활용하는 자료로는 시청각 자료가 35.1%로 가장 높

았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개정된 교육·보육과정(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의 적용 어려움에 대해서는 10.7%만이 어려움이 없

다고 응답함. 

-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이 어렵다고 응답한(N=702) 경우,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활용자료가 부족해서가 2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

보/지식이 부족해서 26.8%, 개정된 교육·보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18.7%, 연수경험이 부족해서 18.7% 순으로 나타남. 

 

4.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국내·외 사례 

가. 국외 사례: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접근

□ 스웨덴이나 호주, 뉴질랜드는 영유아 국가수준 교육과정 안에 지속가능발전교

육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임. 

- 이는 교육과정 통합의 용이성, 부가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장점도 존재함. 

-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교육과정의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간학문적 특성은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근원이라는 공감대

가 확산될 필요가 있음. 

나. 국내 사례: 개정 교육·보육과정과 연계 적용 

□ 유아·놀이 중심을 강조한 개정 교육·보육과정과 연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서의 ESD 적용 사례를 소개함. 

- 개정 교육·보육과정 시행 첫해의 시행착오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

려움은 있었으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치와 실천 의지가 있는 교사가 유아

의 놀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나가는 발현적 흐름을 보

여주고 있음. 

- 어린이집 사례에서는 빛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놀이하면서 에너지에 관

심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치원 사례는 코로나 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대한 관심이 유아의 일상의 삶과 통합되고, 작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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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드러남.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한 요소(환경, 인권, 성평등 등)만을 강조한 프로젝트나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삶(교사와 유아)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준비하는 교사들의 질문과 나름의 상황 속에서 해답이 담

겨 있을 뿐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음. 

 

5.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 및 과제 

가. 방향 

□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유아와 유아를 둘러싼 일상 삶에 통합되어야 함. 

□ 유아의 자발성과 참여를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역

량 강화에 기반을 두어야 함. 

□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강력한 모델링을 위한 교사의 사고 변화가 전제

되어야 함.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어야 함.

□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 

나. 주요 과제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

□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

□ 영유아 교원의 ESD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 생애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홍보 

□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시행

□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의 지속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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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중·장기 실천 과제 

□ 논의한 바를 토대로 중앙정부, 지역, 단위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준에서의 구체

적인 실천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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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이라는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대

두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환경회의에서

였다(오혜재, 2012). 이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는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

(Brundtland Commission Report: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가 아닌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하였

다(Brundtland, 1987). 지속가능발전은 1987년에 환경교육에서 벗어나 사회문화

적 영역과 경제영역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고, 세계적

으로도 이미 유아기의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신은수, 박은혜, 

2012; 29).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혜택을 받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를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이다(UNESCO, 2004). 지속가능

발전교육은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을 이행하는데 교육이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 유엔은 지속가능

발전교육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2005-2014) 계획을 수립하여 유네스코를 DESD 선도 기관으로 지정하여 범세계

적 활동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유엔은 2002년에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을 선포하였으며(UNESCO, 2004), '지속

가능발전교육'의 출발점이 유아기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2008년 ‘지속가능발전교육

을 위한 예테보리 권고안(The Gothenburg 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명시됨으로 인하여 공고해졌다(지옥정, 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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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백은주, 정미라, 2015: 24).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은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가치, 시행 방침을 모든 학습과정에 통합시키는 것이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

해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방향으로 교육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UNESCO, 2004).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관련 지식을 습

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삶의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원칙을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Hedefalk, Almqvist, & 

Östman, 2015).

DESD의 후속조치로 ESD 국제실천프로그램(GAP: Global Action Programme 

on ESD, 2014-2019)을 마련, 모든 영역의 교육과 학습에서 ESD를 강화해 왔다. 

2018년, 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실천프로그램(GAP)이 만료 1년 전

임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ESD는 2015년에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와 연계하여 SDGs 이행에 주안점을 두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강조

하였다. 즉 ESDGs(Education for SDGs)를 주창하였다. ESDGs는 SDG 4뿐만 

아니라 SDGs 전체를 이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교육의 질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SDGs 맥락에서 ESD는 환경교육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발전 달

성을 위한 교육 전반의 노력으로 정의된다(문무경, 박원순, 김영민, 2019: 115).

세계유아교육기구(OMEP: Organisation Mondiale pour l’Education Prescolaire)

에서는 2010년부터 유아들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김은지, 김혜경, 2019). 특히 독일, 영국, 호

주에서는 일찍부터 교육과정에서 교육개념을 적극 반영하였는데(Davis, 2010), 

독일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BLK-21 프로그램), 지속가능발전 전환 

프로그램(Transfer21)과 같은 국가수준의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고, 영국은 유치

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호주

는 제도권 교육과 비제도권 교육을 통해 다양한 활동들을 실행하고 있다(김은정, 

유영의, 신은수, 박은혜, 2013). 

우리나라는 2000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한 법과 지속가능발전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잘 추진되는 듯하였으나, 2008

년 녹색성장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녹색성장교육으로 개념이 전환되어 지속

가능발전교육의 범위가 환경교육 혹은 녹색성장교육으로 축소되거나 혼용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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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나타내고 있었다(유영의, 김은정, 신은수, 박은혜, 2013b: 321-322).

유아기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에 대한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방법과 실

태 조사(지옥정 외, 2015)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김

숙자, 홍희주, 김현정, 한미선, 2014; 유영의 외, 2013b), 교사의 인식 조사 및 교

육과정의 방향(백은주, 정미라, 허미화, 지옥정, 2014; 신은수, 박은혜, 2012) 등

과 같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진전 속

도는 초·중등교육에 비해 더딘 것으로 보고되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조의호(2012)는 최근 10여년간 수행된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 중 

58.4% 정도가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고 지적

하였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지속가능

발전교육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지승현, 남영숙, 2007). 

서현정과 조부경(2015)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 배경 등에 대한 교

육 현장의 충분한 이해 없이 현장 적용을 서둘러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지

속가능발전교육’ 등의 용어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합의가 부족하고, 개념에 대한 

불명확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사회·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관점에 대한 이해와 가치 및 

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차원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를 대비

하기 위한 교육의 출발점은 유아기여야 한다(지옥정 외, 2015; Davis, 2014; 

UNESCO, 2008). 이는 유아기가 전인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

며, 삶의 이해와 가치 및 실행의 기반을 형성하는 생애교육 초기로 지속가능발전교

육의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이다(신은수, 박은혜, 2012).

이와 같이 ESD, SDGs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

내 이행 대상에서 영유아기는 그동안 배제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에, ESD와 

SDGs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영유아 부문의 실천 방안을 모

색하고 네트워크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

으로 2030년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

천 방안을 모색하고, 2030년까지의 단․중․장기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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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개념과 ESD, 

SDGs의 국내외 연구 동향과 주요 이슈를 검토한다. 

둘째, 개정된 교육·보육과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모색한다. 

셋째, 국내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ESDGs) 실행 현황을 파악하여 영유아 

부문 ESDGs 실행의 어려움과 원인 등을 파악한다. 

넷째,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다. 국가, 지역, 단위기관 수준에서 영유아 부문 

ESDGs 관련 교육내용 영역 등을 분석하고, 개정된 교육·보육과정과 연계한 영유

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ESDGs)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실행의 방향성 설정, 주요 실천과제, 단·중·장기 실천 계획(실천과제별 구체적 전

략)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분석

국내 관련 연구, 국제기구(유네스코, OECD, EU, IEA 등)의 주요 연구결과와 관

련 통계, 국내외 SDGs, ESD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나. 개정 교육·보육과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분석 

최근 개정된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

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분석 대상

분석 대상은 2020년부터 유아교육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교육과정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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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집에 적용되는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

로 적용되는 3-5세 누리과정의 내용이다. 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은 영역, 내용범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0-1세 및 2세 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과 14개의 내용범주이고, 내용은 0-1세

가 40개, 2세가 43개이다. 3-5세 누리과정은 연령 간 차이 없이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과 15개의 내용범주이고, 내용

은 59개이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Ⅰ-3-1>과 같다.

<표 Ⅰ-3-1> 0-1세, 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내용 범주와 수

0-2세 표준보육과정(4차) 내용의 수 2019 개정 누리과정

영역 내용 범주 0-1세 2세 3-5세 내용 범주 영역

기본생활

건강하게 생활하기 4 4 4 건강하게 생활하기

신체운동
·건강

안전하게 생활하기 3 3
4 안전하게 생활하기

소계 7 7

신체운동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3 2 - -

신체활동 즐기기 3 3 4 신체활동 즐기기

소계 6 5 12 소계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3 4 6 듣기와 말하기

의사소통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2 2 3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2 2 3 책과 이야기 즐기기

소계 7 8 12 소계

사회관계

나를 알고 존중하기 3 3 3 나를 알고 존중하기

사회관계
더불어 생활하기 4 4 6 더불어 생활하기

- - - 3 사회에 관심가지기

소계 7 7 12 소계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2 2 2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경험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3 4 5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 - 3 예술 감상하기

소계 5 6 10 소계

자연탐구

탐구과정 즐기기 2 2 3 탐구과정 즐기기

자연탐구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4 6 7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2 2 3 자연과 더불어 살기

소계 8 10 13 소계

총계 14 40 43 59 15 총계

자료: 1. 보건복지부(20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5호에 따른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2. 교육부(2019). 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에 따른 유치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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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기준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은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국제이행계획 초안(UNESCO, 

2004)에 제시된 지속가능발전의 사회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관점의 핵심내용을 

우리나라 교육실정에 맞게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사 지침서(박태윤, 

성정희, 2007)의 23개 핵심내용과 내용 요소를 기준으로 영유아교육에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박태윤과 성정희(2007)가 제시한 23개 핵심내용은 초등학교 교육과

정의 분석연구인 강운선(2011), 김호석, 최석진, 강상규(2011), 조규동, 정기섭

(2011), 홍승표(2009)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고, 유아교육과정의 분석에서는 신

은수와 박은혜(2012), 유영의, 김은정, 신은수, 박은혜(2013a)의 선행연구에서 사

용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핵심내용과 그 내용 요소의 애매

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3인과 대학원에서 지속가능발전교

육 관련 석사논문을 받은 보육기관 현장 교사 1인, 유아교육기관 현장 교사 1인의 

자문을 거쳐 수정하였다.

수정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3개의 핵심내용에서 평화와 안전

은 따로 분류하여 2개로 구분하였고, 통일은 평화에 포함하여 독립적으로 제시하

지 않았다. 다음으로 23개의 핵심내용을 의미하는 내용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하였다. 박태윤과 성정희(2007)가 제시한 내용 요소는 그 내용의 의미를 설명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 요소를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는데, 홍승표(2009)는 초

등 교과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내용 요소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따라

서 본 보고서에서는 박태윤과 성정희(2007)의 내용 요소의 의미 안에서 홍승표

(2009)가 제시한 내용 요소를 고려하여 누리과정의 내용이 연계되도록 내용 요소

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분석기준으로 인해 누리과정에 포함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내용을 분석

했던 선행연구(신은수, 박은혜, 2012; 유영의 외, 2013a)와의 차이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평화에 규칙 지키기를 포함하였다. 둘째, 건강과 식품에 운동 및 

보건, 비만 등과 관련하여 신체건강을 포함하였다. 셋째, 시민참여에 자유로운 의

사표현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넷째, 교통에 교통과 

관련한 안전이 포함되므로, 교통안전은 교통에만 포함하였다. 수정한 분석기준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Ⅰ-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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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2>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핵심내용 및 내용 요소

영역 핵심내용 내용 요소

사회
문화적 

인권 권리와 존중(자기존중, 타인존중), 관용, 배려, 정체성 등

평화
평화의 가치와 평화 달성방법, 규칙 지키기
(갈등해결, 대화와 타협, 예의/예절, 협동), 통일  

안전 생활에서 환경과 건강 관련 안전의 위협 요소 알고 예방

문화 다양성 다양성 존중 및 상호 이해 

사회정의
세대 내, 세대 간 공평성을 통한 공익, 준법의식, 책임 등 올바른 
사회적 윤리

건강과 식품
신체건강과 운동, 질병예방, 먹거리와 관련한 각종 오염과 농약, 
항생제, 비위생적 제조 등   

시민참여
공동체 인식, 문제해결 능력, 자유로운 의사표현, 열린 토론, 
사회 참여

양성평등
사회구성원의 성차별, 양성평등 문제 및 이해, 상호 존중과 역량에 
적합한 역할 수행

매체 소양 매체, ICT 활용을 통한 의견교환, 정보통신 윤리 교육 등 

세계화·국제적 책임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책임, 상호의존, 세계 문제 인식 및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과 참여

환경적

자연자원
물, 공기, 토양 등 자연자원 고갈 및 보존, 자원 순환 및 절약 등 지
구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에너지
에너지 사용의 오염과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 저공해 순환형 에
너지 개발과 효율적, 절약적 사용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온실가스와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 감소 노력

생물종 다양성
다양성 보전, 멸종위기, 생명존중, 서식지 보호, 생태계 평형과 상호
의존성 

환경문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쓰레기, 오염과 자연훼손, 환경 보존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건강하고 친환경적 농법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우리 마을 이해, 도시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문제 

재해 예방 및 감소 재해 종류, 재해 예방 및 위험 감소 

교통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대기오염, 도로율 증가에 따른 서식지 파
괴, 대중교통 이용의 사회적 형평성, 교통안전 문제 

경제적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친환경적 생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정무역, 친환경 소비와 소
비감소의 자세, 자원순환의 재사용 및 재활용

기업의 지속가능성 건전한 기업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등

시장 경제
시장경제 이해와 활동, 지속가능한 상거래와 판매
(가격, 교환, 선택, 시장, 욕구, 절약, 필요, 화폐),

빈부격차 완화
빈부격차의 완화 방안, 사회적 형평성과 각자의 책임의식(분배, 
세계 기아)

자료: 신은수, 박은혜(2012).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과정의 재방향 설정. pp. 34-35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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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신은수와 박은혜(2012), 유영의 외(2013a)의 선행연구에서는 각 영역별 내용범

주의 세부 내용에 해당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을 단위로 세어 백분율을 산

출하였고, 각 세부 내용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과의 관련성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한 후 3등분으로 간격을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선행연구 방법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백분율을 산출한 후, 급간을 1~34%이면 • 표시를, 35~69%

이면 ◉ 표시를, 70~100%이면 ● 표시를 하였다.

예를 들면, <표 Ⅱ-2-1>의 분석은 3-5세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12개 내용에서 

건강과 식품에 관한 내용이 5개가 관련되어 41.7%가 되므로 ◉ 표시를 하였다. 

영역별로 내용범주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본 <표 Ⅱ-2-2>에서 <표 Ⅱ-2-6>의 분석

은 3-5세 신체운동·건강 영역 중 건강하게 생활하기 내용범주의 4개 내용에서 건

강과 식품에 관한 내용이 3개가 관련되어 75%가 되므로 ● 표시를 하였다. 

내용 분석은 유아교육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유아교육과에서의 강의 경력

이 20년 이상이며,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논문을 소지한 교수 2인이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을 위하여 분석자 훈련을 2회 실시하였으며, 분석자 훈련과정에서 제기

된 문제와 분석자간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서로 논의하여 범주를 명료화하는 과정

을 반복 실시하였고, 합의를 거쳐 정하였다. 

다. 심층 면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행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

이집의 기관유형에 따라 총 8차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유치원은 공립단설유치원 

1개 기관, 사립법인유치원 2개 기관, 사립사인유치원 1개 기관을 면담하였고, 어

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각 

1개 기관씩, 총 8개 기관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면담자는 원장 

총 8인, 원감 총 3인, 교사 총 26인이다. 심층면담 대상 및 일정은 <표 Ⅰ-3-3>에 

제시하였고, 심층면담에 참여한 기관 8곳의 면담자 연령, 재직 경력, 담당 학급, 

직위 및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Ⅰ-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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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3> 심층면담 대상 및 일정

구분 개최시기 장소 기관유형 대상

제1차 2020. 5. 12. A기관 공립단설유치원 원장 1인, 원감 1인, 교사 3인 

제2차 2020. 5. 19. B기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1인, 교사 3인

제3차 2020. 5. 22. C기관 사립법인유치원 원장 1인, 원감 1인, 교사 3인

제4차 2020. 5. 25. D기관 사립사인유치원 원장 1인, 교사 3인

제5차 2020. 5. 26. E기관 민간어린이집 원장 1인, 교사 3인

제6차 2020. 6. 4. F기관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원장 1인, 교사 3인

제7차 2020. 10. 19. G기관 사립법인유치원 원장 1인, 원감 1인, 교사 3인

제8차 2020. 10. 20. H기관 직장어린이집 원장 1인, 교사 5인

<표 Ⅰ-3-4> 면담자 배경

기관 구분
배경

연령 재직 경력 담당 학급 직위 자격

A기관

원장 A 51 유치원 25년 - -
유치원정교사 1급, 
유치원 원장자격증, 
유치원 원감자격증

원감 A 50 유치원 24년 - - 유치원 원감자격증

교사 A 33 유치원 11년 만 3세반 주임교사 유치원정교사 1급

교사 B 45
유치원 13년, 
어린이집 2년,

총 15년
만 4세반 주임교사 유치원정교사 1급

교사 C 47 유치원 14년 만 5세반 담임교사 유치원 원감자격증

B기관

원장 B 58 어린이집 16년 - - 보육교사 1급

교사 D 22 어린이집 4년 만 3세반 담임교사 보육교사 1급

교사 E 26 어린이집 6년 만 4세반 담임교사 보육교사 1급

교사 F 37
유치원 4년, 

어린이집 11년. 
총 15년

만 5세반 담임교사
유치원정교사 2급, 

보육교사 1급

C기관

원장 C 53 유치원 25년 - - 유치원 원장자격증

원감 B 46 유치원 24년 - - 유치원 원감자격증

교사 G 26 유치원 4년 만 3세반 주임교사
유치원정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교사 H 34 유치원 8년 만 4세반 주임교사 유치원정교사 1급

교사 I 30 유치원 4년 만 5세반 주임교사 유치원정교사 2급

D기관

원장 D 59
유치원 28년,

어린이집 10개월
- - 유치원 원장자격증

교사 J 25 유치원 1년 만 3세반 담임교사
유치원정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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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구분
배경

연령 재직 경력 담당 학급 직위 자격

교사 K 24 유치원 2년 만 4세반 담임교사 유치원정교사 2급

교사 L 27 유치원 5년 만 5세반 주임교사 유치원정교사 2급

E기관

원장 E 57 어린이집 10년 - -

유치원정교사 1, 
2급,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원감자격증, 
어린이집 원장자격증

교사 M 26
유치원 1년,

어린이집 4년, 총 5년
만 3세반 담임교사

유치원정교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사 N 29
유치원 2년,

어린이집 4년, 총 6년
만 4세반 주임교사

유치원정교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사 O 32 어린이집 9년 만 5세반 담임교사 보육교사 1급

F기관

원장 F 55 어린이집 32년 - -
유치원정교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사 P 23 어린이집 1년 만 3세반 담임교사 보육교사 2급

교사 Q 34 어린이집 12년 만 4세반 담임교사
유치원정교사 1급, 

보육교사 1급

교사 R 34 어린이집 12년 만 5세반 담임교사
유치원정교사 2급, 

보육교사 1급

G기관

원장 G 53 유치원 30년 - -
유치원정교사 1급, 
유치원 원장자격증, 
유치원 원감자격증

원감 C 37 유치원 15년 - -
유치원 정교사 1급,
유치원 원감자격증

교사 S 28 유치원 7년 만 3세반 주임교사 유치원정교사 1급

교사 T 32 유치원 10년 만 5세반 주임교사 유치원정교사 1급

교사 U 28 유치원 4년 만 5세반 담임교사 유치원정교사 1급

H기관

원장 H 43
유치원 1년, 

어린이집 20년, 
총 21년

- -
유치원정교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사 V 33 어린이집 12년 만 3, 4세반 주임교사
유치원정교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사 W 24 어린이집 1년 만 0세반 담임교사 보육교사 2급

교사 X 22 어린이집 2년 만 1세반 담임교사
유치원정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교사 Y 26 어린이집 1년 만 2세반 담임교사
유치원정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교사 Z 24 어린이집 1년 만 3, 4세반 담임교사
유치원정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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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은 일반적 배경,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운

영 및 실행을 위한 교사지원에 대해 면담하였고 교사를 대상으로는 일반적 배경,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실행 및 관련 연수 경험에 대해 면담을 진행하였

다. 심층면담 세부 내용은 <표 Ⅰ-3-5>와 <표 Ⅰ-3-6>에 제시하였다.

<표 Ⅰ-3-5> 원장 및 원감 면담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일반적 배경 ∙ 연령, 담당 학급, 재직 경력, 자격, 직위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인지 경로 및 개념
∙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과의 연계 및 영유아기에 

강조해야 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운영
∙ 현재 단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 과정에 지속가능발전교육 요소들 

반영 여부
∙ 지속가능발전교육 요소들 반영의 어려운 점과 필요한 자원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을 
위한 교사 지원

∙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 여부 및 필요한 사항

<표 Ⅰ-3-6> 교사 면담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일반적 배경 ∙ 연령, 담당 학급, 재직 경력, 자격, 직위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인지 경로 및 개념
∙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과의 연계 및 영유아기에 

강조해야 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
∙ 현재 교육·보육 계획(활동)에 지속가능발전교육 요소들 반영 여부
∙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의 어려운 점과 필요한 자원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수 경험

∙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수 경험 여부 및 필요성에 관한 생각

라. 설문 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교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을 위한 지원 요구를 파악

하였다(부록1 참조).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특성은 <표 Ⅰ-3-7>과 같다. 유치

원 교사 480명, 어린이집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중 유치원은 

만 3, 4, 5세 담임교사, 어린이집은 만 1세(0~1세) 이하, 만 2, 3, 4, 5세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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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60명이었다. 담임교사 연령은 20대 응답자가 41.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

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28.7%, 40대가 22.7%였다. 교육·보육 총 경력은 5~10년 

미만 35.2%, 10년 이상 29.7%, 3~5년 미만 18.6%, 3년 미만 16.5% 순이었다. 

응답자가 소속되어 있는 유치원 기관 유형은 사립사인이 15.2%로 가장 많았으며 

공립단설이 9.8%, 공립병설이 8.9%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기관 유형은 국공립이 

31.3%였고, 민간이 16.6%, 사회복지법인이 5.1%였다. 

<표 Ⅰ-3-7>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구분 계

전체 100.0(1,280)

연령 교육·보육 총 경력

 20대 41.6( 533)  3년 미만 16.5( 211)

 30대 28.7( 367)  3~5년 미만 18.6( 238)

 40대 22.7( 291)  5~10년 미만 35.2( 451)

 50대 이상  7.0(  89)  10년 이상 29.7( 380)

유치원 설립유형 100.0( 480) 어린이집 설립유형 100.0( 800)

 공립단설   9.8( 126)  국공립  31.3( 400)

 공립병설   8.9( 114)  사회복지법인   5.1(  65)

 사립법인   3.5(  45)  법인단체 등   3.8(  49)

 사립사인  15.2( 195)  직장   3.2(  41)

 가정   2.3(  29)

 협동   0.2(   3)

 민간  16.6( 213)

유치원 담당학급 100.0( 480) 어린이집 담당학급 100.0( 800)

 만3세  33.3( 160)  만1세(0~1세)이하  20.0( 160)

 만4세  33.3( 160)  만2세  20.0( 160)

 만5세  33.3( 160)  만3세  20.0( 160)

 만4세  20.0( 160)

 만5세  20.0( 160)

설문조사 문항 내용은 다음 <표Ⅰ-3-8>과 같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인식, 

유아교육·보육과정에 반영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정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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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8> 설문조사 문항 내용

설문 구성 세부 문항
설문 

장번호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인식

∙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교육 용어 인지
∙ 용어 인지 경로
∙ 지속가능발전목표 인지 정도, 중요 정도

Ⅰ

유아교육·보육과정에 
반영된 

지속가능발전목표

∙ 유아교육·보육과정 분야에 지속가능발전목표 반영 요소
∙ 기관의 유아교육·보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목표 반영 요소

Ⅱ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정도

∙ 유아교육·보육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구성요소별 필요 정도
∙ 지속가능발전교육 구성요소별 적용 정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요소
∙ 적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 적용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활동 방법, 자료
∙ 적용 경험(구성요소, 활동 명)
∙ 개정된 교육·보육과정에 반영하는데 어려운 점
∙ 적용을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 방식

Ⅲ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학력, 교육·보육 총 경력, 현 기관의 교육·보육 경력 Ⅳ

마. 국내·외 사례 분석

국외 사례는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이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스웨

덴, 호주, 일본, 캐나다를 전문가(담당부처, 학계) 추천을 통해 선정하여 사례를 제

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사례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

에 공감하고 실천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1개 기관을 선정하여 개정 교

육·보육과정의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실제 적용한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내용과 실천사례를 제시하였다(부록4, 5 참조). 

바.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방향 검토, 설문지 구성방향 및 내용 검토,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을 위한 방향 및 과제 설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유아교육학계 전문가에

게 연구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얻었고, 국내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을 통해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후에는 유아교육, 영유아보육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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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분석 기준 및 해외사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설문지 검토를 위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서면 자문을 얻었다. 또한,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식과 실행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실

천 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심층면담에 참여하였던 기관의 원장님을 대상으로 자문

회의를 실시하였다.

<표 Ⅰ-3-9> 전문가 자문회의 일시, 안건, 참석자

구분 일시 안건 참석자

1차
2020. 4. 8. 

- 4. 15.
연구내용 및 방법에 관한 자문(서면) 유아교육과 교수 3인

2차 2020. 6. 2.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현황에 관한 자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 

담당자 3인

3차 2020. 7. 15. 교육과정 분석 기준 및 해외사례 논의 유아교육과 교수 2인

4차
2020. 7. 29.

- 8. 4.
설문지 검토(서면)

유아교육과 교수 3인,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1인

5차
2020. 8. 6.

- 8. 12.
설문지 검토(서면)

유치원 원장 1인, 
유치원 원감 1인, 
유치원 교사 3인,

어린이집 원장 1인, 
어린이집 교사 6인

6차 2020. 11. 6.
조사결과 공유 및 시사점 논의, 

유치원/어린이집 ESD 적용 사례·실천 과제 논의
유치원 원장 2인,

어린이집 원장 2인

사. 콜로키움 개최 

연구결과 공유 및 정책 제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12월 3일(목)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콜로키움을 공동주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그림 Ⅰ-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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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3-1] 육아정책연구소·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동주최 콜로키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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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배경

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방향

1961년 유엔총회에서 1960년대를 ‘유엔개발 10년(UN Development Decade)’

으로 지정한 이후로 10년마다 개발 목표를 발표하였는데, 이때부터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 간의 격차 완화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활성화, 인적 자원 개발, 빈곤 완화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제사회 전체의 협력을 도모하였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8).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2000년 9월 유엔의 밀레니엄 정상회의

(Millenium Summit)에서 “지구상의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고자” 결정되어, 9개 목표 및 이를 위한 21개 지표로 이루어졌다(유네스

코한국위원회, 2018: 8). MDGs는 경제발전 중심 개발에서 인간 개발중심의 사회발

전을 목표로 한 것에 의의가 있으나(문무경 외, 2019: 17, Manning, 2009), 개발도

상국가별 역사, 문화, 맥락 등이 고려되지 않고 빈곤 문제 퇴치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비판으로 제기되었다(문무경 외, 2019: 17). 

반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MDGs

에서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등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목표 범위도 이전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하였고, 국가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연하고 적절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지

속가능발전포털 홈페이지, 2020. 5. 19. 인출). 또한 이전 개발 목표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난 경제개발 중심을 넘어서 빈곤퇴치를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되, 균형 있

는 세계발전을 위해 사회개발 및 환경보호의 두 가지 차원을 추가하여 공통의 지속

가능발전 위협요인들을 완화하고,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를 구

축하였다(문무경 외, 2019: 18에서 재인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SDGs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

의 5P 원칙에 따른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Targets)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이 목표들을 이행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문무경 외, 2019: 18

에서 재인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구체적인 SDGs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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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4-1> SDGs의 내용

목표 내용

Goal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전 세계인구의 10% 가량이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는 현재, 경제발전으로 지속가
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불평등한 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보
호체계를 통해 위험국의 고통 완화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Goal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농업, 임업, 어업 등을 통해 음식을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하며, 농촌 발전을 지원
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현재 2050년까지 추가적으로 20억의 인구가 영양결
핍에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세계 식량과 농업 시스템의 변화
가 필요하다. 

Goal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전 연령대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출산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조기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각종 기술 및 교육이, 그리고 의료시
스템의 효과적 지원, 접근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 

Goal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양질의 교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이며,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뿐만 아
니라 국제 현안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현재 2억 65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학교를 중퇴했으며,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조차 기본적인 읽기와 계
산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보편적인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Goal 5. 
성평등 보장

여성 권익이 향상되었다고 해도 아직도 전 세계에서 여성들은 차별과 폭력을 경험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여성평등에 관한 법체계를 마련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며, 이들에게 교육과 건강관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각종 분야에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Goal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아직까지도 어린이를 포함하여 수백만 명이 물 부족과 위생문제로 인한 질병으로 
매년 사망하고 있다. 따라서 수질환경 향상 및 공급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발도상
국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Goal 7. 
에너지와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일자리, 안보, 기후변화, 식량생산 또는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이 필수적
이기 때문에 이 목표는 다른 지속발전목표와 연계성을 가져 특히 중요하다. 청정연
료 기술 및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의 최종 에너지로 재생에너지를 통합하기 위한 
발전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에너지시스템 변화를 위한 규제 체제와 비즈니스 모델
이 개발되어야 한다. 

Goal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전체 노동가능인구의 일자리 기회와 양질의 근로 
조건이 필요하며, 소득 관리와 저축, 생산적인 투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Goal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이 
필요한데, 이는 제조업이 경제성장, 고용, 사회 안정성의 주요 원동력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효율적인 산업화를 위해 제품 관장을 위한 첨단 제품 투자 및 사람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모바일 서비스가 강조되어야 한다.

Goal 10. 
불평등 완화

국제사회는 빈곤퇴치에는 큰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보건, 교육, 자산관리 부문
에서 불평등이 이어지고 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책을 원칙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하며, 취약 계층 및 소외 계층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2030년까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5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포용
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도
시 계획가 관리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화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
(관리운영 비용, 주택 부족, 생활 인프라 감소, 대기오염 증가 등)에 관해 지속적으
로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식들을 고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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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지속가능발전포털 홈페이지a,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http://ncsd.go.kr/unsdgs?content=2 에서 2020. 
5. 19. 인출. 

[그림 Ⅰ-4-1] SDGs

 

자료: 지속가능발전포털 홈페이지a,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http://ncsd.go.kr/unsdgs?content=2 에서 2020. 
5. 19. 인출. 

목표 내용

Goal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조
성하며, 기본 서비스와 친환경적이고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적은 비용
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잘하는 것”을 목표로, 삶의 질을 증진시키면서도 자원
낭비나 오염을 줄이면서 경제활동으로 인한 복지혜택을 향상시킬 수 있다. 

Goal 13.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 확장 가능한 해결방
안을 모색하고, 재생에너지 사용방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적응을 도모할 뿐
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Goal 14. 
해양생태계 보전

현재 오염으로 인해 연안해가 계속 악화되며, 해양 산성화는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해양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남획, 해
양오염 및 해양산성화를 줄이는 규제가 필요하다. 

Goal 15. 
육상생태계 보전

산림은 지구 표면의 30.7%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는 천연자
원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 토지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육상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 복원, 증진,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을 위해 힘써야 한다. 

Goal 16. 
인권･정의･평화

국제 살인사건, 어린이 폭력, 인신매매, 성폭력 등의 위협을 다루고 지속가능하며 
평화적이고 포괄적 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성 높은 규제 및 정
부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전 세계에 걸쳐 보다 독립적인 국가 인권 기구를 설립하
는 것도 중요하다. 

Goal 17. 
지구촌 협력확대

성공적인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위해 공동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한 정부･민간･시민
사회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포괄적으로 세계적･지역적･국가적･지역 차원에서의 
협력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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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4는 2030 지속가능발전 안에서 핵심적인 ‘교육’에 관

한 목표로, 아래 [그림 Ⅰ-4-2]와 같이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

두를 위한 평생학습의 기회 증진”이며, 교육은 SDG4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 

외 거의 모든 SDGs와 연관을 맺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7-8). 

[그림 Ⅰ-4-2] SDG4

양질의 교육: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
회 증진. 

자료: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7). 문답으로 풀어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4-교육 2030, p. 7.

1) SDG4의 기본원칙

SDG4는 아래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그 세부목표 및 이행수단이 결정된다(유

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7-8).:

- 교육은 기본적인 인권이자 권능화 권리(enabling right)이다. 이 권리를 위해 

각국은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 교육은 공공재이다. 국가는 교육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완수해야 하는 의무

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교육은 사회 공동의 노력이며, 포용적인 공공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양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교육의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양성평등 달성을 

위해 모든 여아와 남아, 여성과 남성에게 교육을 받고, 교육을 통해 평등하게 

역량 강화가 되어야 한다. 

2) SDG4의 세부목표 

SDG4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증

진”을 목표로, 아래 [그림 Ⅰ-4-3]에 제시된 10가지 세부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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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천선언’과 ‘교육 2030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11-13).

[그림 Ⅰ-4-3] SDG4의 세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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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7). 문답으로 풀어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4-교육 2030. pp. 11-14.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4.2 

SDG 4.2는 위에 언급되었듯이 “2030년까지 모든 남아와 여아가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하여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한다.”로, 

크게는 양성평등, 유아교육･보육, 초등교육을 위한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문무경 

외, 2019: 21). 영유아 교육･보육이 UN의 개발목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은 이번

이 처음인데, 이는 세계 발전과 변혁에 영유아기 교육･보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증가 및 다른 16개 부문의 목표와 연결성을 기반으로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문

무경 외, 2019: 18에서 재인용, ARNEC, 2016). 

가) SDG 4.2 글로벌 지표

SDG4.2 이행을 위한 글로벌 지표는 아래와 같다(문무경 외, 2019: 21): 

- 4.2.1. 건강, 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5

세 미만 남아와 여아의 비율

- 4.2.2. 초등학교 입학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유아교육과 보육 참여율

나) SDG 4.2 주제별 지표

SDG 4.2 이행을 위한 글로벌 지표는 아래와 같다(문무경 외, 2019: 22): 

- 4.2.3. 긍정적인 가정 학습 및 양육 환경(home learning environmen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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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비율

- 4.2.4. 취학 전 교육(pre-primary education)과 유아기 교육적 발달(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서비스 이용률

- 4.2.5. 법적으로 보장하는 무상 및 의무 취학 전 교육 연한(number of years 

of free and compulsory pre-primary education)

정대현(2019)에 의하면 SDG 4.2는 2030년이라는 시간적 목표를 가지고 있어

서 유아교육과 관련한 SDG 4.2가 이행된 후, SDG이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2030

년 우리 사회의 모습과 유아교육 입장, 유아 개별적 존재를 볼 때 SDG가 내세운 

이행 지표가 대한민국 유아의 삶의 질에 주는 영향 등에 관한 물음을 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맥락

에 적합한 지표의 설정, 그에 따른 이행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초등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는 유엔 전문기구 유네스코(UNESCO)에서 교육·과학·문

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해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에 가입한 유네스코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평화와 인권, 문화 간 이해 등 유네스코 이념과 정신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

며, 전 세계 유네스코 학교들과 교류 협력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홈페이지a, 2020. 9. 2. 인출)

또한,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에서 실시하고 있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

로젝트는 전국의 유네스코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화, 인권, 다문화, 

환경, 지역고유문화, 경제의 일곱 가지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각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 및 지역사회에

서 실천할 수 있는 개선방법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홈페이지b, 2020. 9. 2. 인출).

지속가능발전교육 초등학교 활동을 <표 Ⅰ-4-2>에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

표(SDGs)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구성 요소 및 세부 요소를 유목화하였고, 

그에 따른 활동 주제와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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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4-2> 지속가능발전교육 초등학교 활동

구성 
요소

세부 
요소

대상 활동 주제(유형) 활동 내용

인권 권리

전학년
학생 자치로 풀어가는 

인권 감수성 증진

∙ ‘비폭력 대화’를 주제로 영화 제작(지역 내 대학교
와 협력)

∙ 영화 제작 활동 후 연계 교육활동으로 웹툰 제작

동아리
인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인권상 
시상하기

∙ 사회와 도덕 교과와 연계하여 인권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인권상 뽑기 활동 실시

동아리
공정무역과 

인권존중프로젝트 
드림카페

∙ 공정무역 코코아를 이용하여 인권존중 드림카페 
운영

평화

평화

전학년

비폭력 대화를 통한 
조화로운 공동체 
만들기, 넓히기, 

다지기

∙ ‘어린이를 위한 비폭력 대화’ 도서를 읽고, 모둠에
서 실천하기

∙ 공동 일기장: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친구들과 공
유하기

∙ 학급자치회: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기 

학생회 사과 데이 활동 ∙ 친구들과 사과하는 쪽지 적어 교환하기

학생회

역사적 사건을 통해 
배우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탐구 

프로젝트

∙ 평화의 중요성에 관해 토의
∙ 용산 전쟁기념관 방문하여 6.25 전쟁에 대한 설

명 듣기
∙ 토의와 체험학습 결과를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

를 통해 전체 학생들과 공유할 방안 논의

통일 학생회 평화, 통일 프로젝트
∙ 평화 표어 만들기
∙ 평화 주제 토론: 통일의 필요성

학교
폭력 

전학년 학교폭력예방
∙ 학교 경찰관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교육
∙ 함께 지켜야 할 것을 정하고 실천하기

문화 
다양성

다양성 
인정

전학년

세계
인의 날 

기념 
다문화 
이해
교육 
활동

다문화이해
교육주간 

운영

∙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이해교육
∙ 다문화 이해교육 활동: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에

게 편지 쓰기, 다문화 관련 일기/독후감 쓰기 등

교내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 자유주제로 한국어와 외국어를 각 3분씩 발표하
기 대회

세계문화체
험 주간 

운영

∙ 세계 인사말 배우기: 각 나라별 인사말을 요일별
로 배우며 말하는 날 지정 운영

∙ 세계 문화 체험의 날: 각 나라별 문화 체험 부스 
운영

전학년 세계 문화 이해 교육
∙ 학년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세계 나라에 대해 학습

하는 시간 갖기
∙ 수업과 연계하여 진행

학생회
세계 문화 알아보기 

프로젝트

∙ 세계 춤 따라 하기
∙ 세계 지리와 국가 이해하기: 국기를 그려 세계 지

도 그리기
∙ 민속의상 키홀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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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세부 
요소

대상 활동 주제(유형) 활동 내용

전학년
작가님과 함께하는 

다문화교육
∙ 다문화 관련 도서 작가와 이야기 나누기

동아리 문화 다양성 프로젝트

∙ 문화 다양성 특강 실시
∙ 호주 학생들과 펜팔 활동
∙ 자매학교 카자흐스탄 친구들과의 만남
∙ 문화 다양성 포스터 공모전(전학년 대상)
∙ 문화 다양성 배지 제작
∙ 문화 다양성 캠페인 실시
∙ 한국 내 프랑스 주간 교육 실시: 프랑스에 대해 

알아보기

동아리 다양한 문화 체험학습
∙ 인천차이나타운에 위치한 한중문화관과 일본, 러

시아 거리 걷기
∙ 우리나라와 다른 양식의 건축물과 전시품 관찰

다문화

- 다문화시민교육 ∙ 찾아가는 다문화 체험교실 운영

전학년 책수다 활동
∙ 다문화 관련 책 선정하기
∙ 독서 후 자신의 생각 나누기

동아리 다문화 파티
∙ 학교 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파티 기획
∙ 파티 홍보 포스터 제작
∙ 퓨전요리 준비하여 다문화 학생들과 시간 보내기

동아리 다문화 캠페인 활동 ∙ 다문화 인식 제고 UCC 제작

동아리

수다쟁이 또래품앗이 
활동

∙ 외국인 학생과 1:1 결연 맺어 서로의 언어 가르
쳐 주기 활동

∙ 또래 고민 상담 나누기

친구의 나라 
문화체험의 날 운영

∙ 내 친구의 나라 문화 체험: 친구의 나라 의상 입
어보기

세계 
교류

전학년
중국, 호주와 

교류활동

∙ 한국-중국 교류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 체험 자리 
마련

∙ 호주 글로벌 원격화상수업 실시

전학년 국제교류활동
∙ 우리 문화 소개하는 PPT 및 영상 만들기
∙ 인도학교 학생들이 소개하는 요가 배우기

사회
정의

도움 전학년 나눔 활동
∙ 강원도 산불이재민 돕기 후원
∙ 재능기부 나눔 활동(장난감 도서관 및 장애인 재

활센터 지원)

세계, 
국제적 
책임

세계
문제 
인식

동아리 지구촌 문제 홍보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구촌 문제 알리기: 티셔츠 

만들기

동아리 환경 신문 만들기
∙ 전 세계의 환경 문제 관련 신문 만들기
∙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하여 전학년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기

천연
자원

자원 
보존

- 입욕제 만들기 ∙ 천연 입욕제 만들기

자원의 
필요성

학생회
내 손으로 지키는 

환경 프로젝트
∙ 샌드위치 재료를 직접 준비하여 만들어 먹기, 자

원의 소중함 느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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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세부 
요소

대상 활동 주제(유형) 활동 내용

에너지
에너지 
절약

동아리 친환경 에너지 체험 ∙ 태양광 선풍기 만들기

동아리 부채 만들기 ∙ 에코 부채 만들기: 에어컨의 환경오염 알기

학생회
지구 환경 지키기 
동참 서명 운동

∙ 교내 시설 중 전기 사용 줄일 수 있도록 소등 캠
페인 실시

기후
변화

이상
기후

동아리
기후변화대응 

학생·학부모 연수회 
실시

∙ 이상기후 증상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기상관측
소장님과 연수 실시

생물 
다양성

멸종
위기

동아리 지구사랑 활동
∙ 생물의 다양성의 날 기념: 멸종위기 곤충 홍보와 

곤충눈 체험경 만들기

학생회
멸종위기동물 에코백 

만들기
∙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영상 시청
∙ 멸종위기동물을 에코백에 그리기

서식처 
보호

동아리 지역 내 천 탐방 ∙ 생태교란종 관찰하기

- 생태계 복원 활동 ∙ 생태계 복원을 위한 포스터 제작하기

전학년 대청호 지킴이 활동
∙ 대청호물사랑지킴이단
∙ 대청호와 주변 일대를 탐사하면서 수변환경의 중

요성과 주변생태계의 소중함 알기

동아리 지역 내 천 탐방 ∙ 수질측정기를 이용하여 천 수질 검사

생물의 
가치

동아리 어린 괭이갈매기 보호

∙ 로드킬로 죽어가는 어린 괭이갈매기 보호를 위한 
현수막 제작

∙ 갈매기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군수 및 경찰서장에
게 손 편지 보내기

환경
문제

환경
보존

고학년 환경보호 활동

∙ 관련 교과: 영어
∙ 단원: We Should Save The Earth
∙ 환경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대본을 만들어 

표현하기

학생회
내 손으로 지키는 

환경 프로젝트
∙ 수세미 만들기
∙ 환경 사랑 표어 만들기

- 환경보호 활동 ∙ 환경을 주제로 삼행시 짓기 행사 실시

전학년 자연 사랑 포스터 ∙ 자연 보호를 알리는 포스터 제작

- 환경교육
∙ 환경부와 민간연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실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전학년
학교 환경 가꾸기 

캠페인 ∙ 학교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줍기
학생회 환경정화활동

동아리 환경 보호 캠페인
∙ 학교 주변 산 등반하여 쓰레기 줍기
∙ 산을 깨끗하게 보호하기 캠페인 활동 진행

학생회
텃밭 가꾸기

∙ 텃밭 모종 심기
∙ 텃밭 수확하기

전학년
∙ 학년 별로 텃밭 가꾸기
∙ 1인 1화분 기르기

동아리 환경 카페 운영
∙ 학교 알뜰 바자회 때, 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한 

부스 운영: ‘지구를 사랑하는 나의 다짐’ 코너를 
통해 환경 보호 실천 다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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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세부 
요소

대상 활동 주제(유형) 활동 내용

먹는 생수병 ‘오호’ 
만들기

∙ 페트병의 대체품으로 개발한 발명품 ‘오호’ 만들
기: 일회용품 줄이기

학생회
지역 사회 환경 보호 
봉사 및 환경 보호 

방법 홍보 활동

∙ 옛 초등학교 현장에 가서 모교를 청소하고 관리함
∙ 환경 보호 방법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

학생회
환경의 날-환경의 

소중함 알리기 캠페인

∙ 공기정화식물인 다육식물 나눔 행사
∙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법 실천: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기, 음식 남기지 않기 등

전학년 초록지킴이활동
∙ 학교 복도 벽 닦기
∙ 학교 복도 벽에 전시 공간 만들기(환경 사랑 다짐

하기)

동아리
지구 지킴이 환경 

캠페인 활동
∙ 환경 캠페인 활동 전개: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재활용 및 분리수거 실천 독려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음식물 
쓰레기

학생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포스터 및 스티
커 제작하여 알리기

학생회
∙ 골고루 잘 먹는 급식 왕을 선발하여 상품과 상장 

전달하기
전학년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다짐하기
동아리 ∙ 매주 수요일 잔반 줄이기 캠페인 활동 연중 실시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우리
지역 
생활

저학년

우리 동네 둘러보기, 
살펴보기 및 살고 
싶은 동네 모습 

그려보기

∙ 관련 교과: 통합
∙ 단원: 동네 한 바퀴
∙ 동네를 둘러보고 지도로 표현하기
∙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인터뷰하고 보고서로 정리

하기
∙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필요한 시설들을 생각해 

보고, 살고 싶은 우리 동네를 그리기

동아리
꼬마 문화 해설사 

양성 프로젝트

∙ 지역의 특성 조사하기
∙ 거제 성곽 관련 팜플렛 및 배지 만들기
∙ 문화 해설 시나리오 작성 및 발표하기

동아리 독도 지키기 활동

∙ 독도를 방문하여 홀로아리랑 리코더 연주와 합창 
활동

∙ 독도어울림 콘서트 합창 공연
∙ 국토수호정신계승 교육
∙ 독도 골든벨 
∙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백일장 대회 참가

지역
사회 
교류

전학년
같은 지역 학교와 

교류하기
∙ 음악극 초청하여 함께 관람하기

전통

학생회
전통 놀이 알기 

프로젝트
∙ 팽이 돌리기, 팔씨름, 닭싸움, 윷놀이

전학년
고운 우리말모이 

프로젝트

∙ ‘말모이’ 영화 감상 후 이야기 나누기
∙ ‘어렵게 지켜낸 소중한 한글, 지키자 가꾸자 나누

자!’ 현수막 만들어 학교 교문에 게시하기

- 전통문화 체험
∙ 천연염색 체험, 풀피리 만들어 연주하기, 부모님

이 어린 시절 했던 놀이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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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세부 
요소

대상 활동 주제(유형) 활동 내용

전학년
우리 문화 알리기 

활동
∙ 우리문화 알리기 영어 신문 제작

학생회 전통문화 체험 ∙ 도자기 만들기

역사, 
문화
유산

고학년 독립기념관 방문
∙ 우리나라 일제감정기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순국선열들이 어떻게 항거 했는지 알아보기

동아리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탐방
∙ 우리 조상들이 대학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노

력을 했는지 느끼기

동아리

세계문화유산 창덕궁 
견학

∙ 문화해설 들으며 탐방

세계문화유산 홍보 
자료 제작

∙ 유네스코 세계 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록 유산으
로 등재된 우리나라 문화재 조사

∙ 소개 자료 제작하여 각 학급에 공유하기

6학년 경복궁 견학 ∙ 문화해설 들으며 탐방

- 역사박물관 견학
∙ 전통장류박물관 탐방
∙ 특강 및 체험활동

A반 
학급 
전체

독립운동가 알기 활동
∙ 독립선언서 필사챌린지 활동
∙ 안동의 독립운동에 대한 소개 영상 제작

교통
교통
안전

학생회 교통안전 캠페인 ∙ 교통안전 캠페인

선정된 
6명

학교의 교통시설물 
지키기

∙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에 관
한 의견 제출: 어린이 국회 연구회활동으로 법률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공정
무역

전학년
공정무역 

알뜰시장-천원의 
가치

∙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 중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가져와 판매하거나 물물교환하기

동아리
공정무역과 

인권존중프로젝트 
드림카페

∙ 공정무역 코코아를 이용하여 카페 운영하기

학생회 공정무역과 경제 정의
∙ 공정무역에 대한 영상 보기
∙ 공정무역 코코아 나눠먹기

재활용

학생회
내 손으로 지키는 

환경 프로젝트
∙ 재활용 연필꽂이 만들기

동아리 지구사랑 활동
∙ 우유병(플라스틱)에 레진아트로 꾸며 냉장고 자석 

만들기
∙ 업사이클 아트센터 체험

- 화분 만들기 ∙ 재활용 페트병을 이용하여 화분 만들기

- 재활용품으로 만들기
∙ 에코백 만들기
∙ 일회용 컵에 식물 심기
∙ 텀블러 만들기

학생회 에코백 만들기
∙ 친환경 제품으로 에코백 만들기
∙ 내가 만든 에코백 선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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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20). 유네스코학교 길라잡이 밑동부터 차근차근. pp. 66-73.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9a). 2019 유네스코학교 총회. pp. 180-192.
3.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9b). 2019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pp. 15-106.
1, 2, 3을 토대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구성 
요소

세부 
요소

대상 활동 주제(유형) 활동 내용

재사용
동아리, 
5학년

우유팩 및 건전지 
모으기 활동

∙ 우유팩 모으기
∙ 건전지를 모아 안동시 청소행정과에 전달

시장 
경제

교환
- 교환 활동

∙ 아름다운 가게 운영
∙ 아나바다 운동 실천

전학년 알뚤나눔바자회 운영 ∙ 바자회 실시

빈부
격차 
완화

소외
계층

전학년
유네스코 Dream 

드림 캠페인

∙ 각 학급에 저금통을 배치하여 꾸준한 모금 활동

∙ 프리마켓 및 나눔장터

전학년 동행나눔장터 ∙ 수익금을 국내 소외이웃 공익활동 지원

학생회 옷 기부 ∙ 옷을 통한 나눔 활동

세계 
기아

전학년 동행나눔장터 ∙ 수익금을 해외교육지원사업 지원

학생회
모자 뜨기 재능 기부 
및 학급 나눔 장터

∙ 모자 뜨기 활동을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 학급 나눔 장터 수익금을 기부







II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

01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 분석

02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분석





45

Ⅱ.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

본 장에서는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전반적인 동향

을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지속가능발전교

육의 요소를 분석하였다. 

 

1.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 분석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 연구들은 크게 교육과정 분석,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실행 및 효과검증, 교사와 부모의 인식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육과정 분석 및 접근법 

1) 국가 교육·보육과정에 반영된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표준보육과정이나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

진 연구부터 시작하여 연령별 일일교육계획안이나 단위 활동, 그리고 환경, 평화와 

같은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실행된 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관점에서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분석한 유영의 외(2013a)의 연구는 유엔

의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국제이행계획 초안(UNESCO, 2004)에 제시된 지속가

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사 지침서의 23개 내용 및 신은수, 박은혜(2012)의 분석기준

을 사용하여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의 영역, 내용 범주, 

세부 내용으로 구분하여 연령별 연계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교육과정에 나타난 영

역은 기본생활 및 신체운동·건강영역과 자연탐구영역이었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내용 중에서도 사회문화적인 내용과 환경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유영의 

외, 2013a).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형식적·비형식적 교육 모두에 관련되며 유아로 

하여금 어떠한 맥락에서든 간학문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비판적이고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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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고 능력을 지니게끔 돕기 때문에(UNESCO, 2012b)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영

유아교육과정과 안에서 간학문적이고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서현정, 조부경(2017)의 연구에서는 만 5세 누리과정 교사용지도서의 내용을 내

용 분포와 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 방향을 모색하

였는데, 생활주제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교육내용 분포가 가장 많이 나타난 영역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만 5세 누리과정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한 정애경(2019)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5세 누리과정 교사

용 지도서에 환경교육과 관련된 활동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생활주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동식물과 자연’이었고, 지속가능발전지향 

유아환경교육의 내용 중에서 ‘환경구성 이해영역’이 50% 이상으로 5개의 영역 중

에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유아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나

타난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의 공존지향적 내용을 분석한 연구(김숙자, 변선주, 

2015)도 있다. 연구자들은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 2세’ 3권에 

속한 9개 주제의 457개 활동을 분석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영아보

육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대소집단 활동보다는 실내자유놀이나 실외자유놀이에 

대한 것들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영아보육프로그램에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포

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교육·보육과정에서 다루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

용이 주로 환경교육의 비중이 높고, 경제와 사회문화 관련 내용이 부족함을 지적하

고 있다. 보다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다양한 교수-학습 접근법에 반영된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숲교육과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들도 있는데, 이경란(2014)

의 연구는 숲유아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숲유아교

육 관계자들의 인식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숲유아교육은 목적, 내용 및 교수-학

습 방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유사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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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발전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담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점에서 유아숲교육을 살펴본 연구(곽노의, 이봉자, 

2016)에서는 숲교육은 다양한 성격과 성품을 지닌 유아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우므로 교사는 숲교육을 통하여 유아가 자연과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바른 성품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한편,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평화교육과 관련지음으로써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활동목표를 분석한 연구(조안나, 2016)도 있는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지도서에 기술된 활동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유아평화교육과 관련

된 활동의 반영 정도를 살펴본 결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아평화교육 관련 활동

의 생활주제별 분포 경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 ‘나와 가족’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위한 유아평화교육 관련 활동들의 분포 경향을 분석한 결과 대·소집단

활동이 자유선택활동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유아기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습모형을 활용하여 생물다양성교육의 과정

과 의미를 분석한 연구(박은혜, 박세령, 2014)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정을 운

영하는 교사의 교육적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

고, 더불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내용이 다른 교육내용들과도 연계가 되므

로 유아의 생활과 올바르게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적과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1)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들은 주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 가능한 활동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곽노

의, 박원순, 이상원(2013)은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과 관련된 4가지 영역인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정치적 지속가능성에 따라 10

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이와 같은 10가지 주제들에 누리과정 5가지 영역과 관련된 

요소를 고르게 포함하여 각 주제별로 3개씩, 총 30개의 활동을 개발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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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정, 조부경, 김경철, 최현주, 최연철(2018)의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유아

의 창의인성교육과 관련지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사들이 지속가

능발전지향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창의인성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였다. 

하선혜와 서현아(2016)의 연구는 만 5세 유아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하여 윤

리적소비자교육프로그램의 활동시안을 개발하였으며, 교육의 내용으로 올바른 소

비 태도, 올바른 광고 이해, 사람을 생각하는 소비, 동물을 생각하는 소비,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나눔을 실천하는 소비로 구성하고, 놀이, 흥미, 생활경험중심, 주제

중심 통합적 접근의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유아가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일 수 있고, 유아가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영아를 위한 지속

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김미경, 이순례, 2015)도 있는데, 만 2세 영

아들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자연탐구영역을 중

심으로 하여, 자연탐구영역을 중심으로 계절 순환과 관련된 ‘생물의 다양성’, ‘흙과 

땅’, ‘에너지와 계절’, ‘자연자원’, ‘기후변화’, ‘환경문제’로 구성하였다. 

2) 예비교사와 교사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 

교사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먼저 서윤희, 지옥정, 강지애, 정애경, 조부경(2014)은 유아교사를 위

하여 지속가능발전지향적인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유아교사 환경교

육프로그램은 유아교사의 지식, 기능, 태도를 함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교

육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교육 이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가정·기관·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문화 만들기 이해’, ‘환경교육 내용체계 이해’, ‘누리과정 환

경교육 내용 이해’, ‘생활주제 중심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였다. 유선영과 박은혜

(2015)도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예비유아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적

용이 가능한지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

된 수업사례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례들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 내용, 교

수원리, 교수방법, 평가’ 원리에 따라 수업사례로서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

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연속성을 지닌 예비유아교사교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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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유선영, 박은혜, 

2015).

지속가능발전지향적인 유아 창의인성교육을 위하여 교사의 생애주기별 연수모

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 연구(최연철, 김경철, 조부경, 서현정, 최현주, 2018)도 

있는데,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연수 모형은 유아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

과 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에

서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향 유아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생애주기별 연수모형

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최연철 

외, 2018).

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및 효과 검증 

1)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환경프로그램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활동을 현장에 적용하였을 경우에 유아들에게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바탕으로 실행되었다. 윤정희와 김희태

(2018)는 유아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내용을 지닌 활동

을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유아들의 ‘배려심’, ‘공동체 의식’, ‘소비자 행

동’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을 검증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이 

유아의 환경친화적 태도와 배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 유구

종, 함은지, 가신현(2016)의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의 전개에 따라서 

유아의 환경친화적인 태도와 배려 행동의 양상이 나타나는 빈도가 점진적으로 증

가하였음을 밝혔다. 

한편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유아의 환경친화적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탐구능력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본 연구(김은정, 김유미, 2018)

도 수행되었는데, 지속가능발전교육 관점의 자연환경교육은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

력 향상에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소인 예측하기, 분류하기, 측정하

기, 토의하기에서 비교집단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음을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교육 관련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유아의 환경보전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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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최윤지, 유연옥, 2020)도 수행되었는데,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통제집단의 유아들보다 환경보전지식, 환경친화적 태도 및 

문제해결력의 전체와 하위요인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 지속가능발전지향적 환경

교육프로그램이 유아기에서부터 실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서 영유아기의 중요한 태도와 능력

을 향상시켰음을 보고하는 증거들도 축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프로젝트 활동 

지옥정(2019)의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안에

서 나타난 유아의 생태계 상호연결성 이해 과정을 분석한 것으로 연구 결과, ‘동네 

공원’은 유아의 생태계 상호연결성 이해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의 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유아의 생태계 상호연결성 이해 과정이 단편적인 관심에서부터 시작

하여 생태계 구성원 간의 관계 이해까지 발전해 간다고 밝혔다. 한편 전소영과 김

은정(2016)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을 ‘음식’ 주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함으

로써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환경친화적 태도, 그리고 경제 생활습관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는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을 적용한 ‘음식’ 주제 관련 

활동은 유아의 ‘지도성’, ‘도움주기’, ‘의사소통’, ‘주도적 배려’, ‘접근시도’, ‘나누

기’, ‘감정이입과 조절’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이 밝혀졌으며, 자연친

화적 태도에 있어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환경교육만이 아니라 

‘음식’과 같이 아이들의 일상과 밀접한 주제, 가까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이

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이를 통한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요구  

1)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경험

현직 교사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체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김은정과 유영의(2016)는 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에 대한 개념 인식 및 실천 의지를 살펴보고 분석하였는데,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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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에 대하여 연령, 경력, 기관유형, 경험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고, 지속

가능발전교육의 각 영역별 내용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이해와 실천 의지를 증진시

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은정, 유영의, 박은혜(2016)의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연구에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적 역량 증진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유치원 교사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구를 하는지 알아보고 분석하였는데, 유치원 교사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

적 역량 증진 프로그램에서 다룰 교사역량 내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요구하였으

며,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이 요구하였고, 공립유치원 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한편 김경철과 김은혜(2019)의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유치원 교사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요인 중에서 ‘유아교육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적용’과 관련된 요인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유치원에서의 실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김숙자, 이가경, 김현정, 홍희주(2015)의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의 

공존지향적 유아교육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지도방법 및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교

사의 인식을 분석하였는데,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교육내용에 비하여 ‘경제관’

과 관련된 내용들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유아가 지속가능한 미래의 구

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도하기 위하여 교사가 교육내용들을 골고루 이해하

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한편 김숙자와 이경혜(2015)는 보육교직원들

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의 공존지향적 영유아교육과 관련된 인식을 분

석하였는데, 보육교직원들은 지도방법 세부 항목 중 ‘일상적인 생활(등원, 간식, 중

식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사 연수를 통한 교사 재교육’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장석경과 최현정(2015)은 예비유아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과 적

용현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하여 예비유아교사가 지녀야 

할 소양을 모색하였는데, 예비유아교사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가치를 인식

하고 있었으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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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대학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한편 김정원과 최소린(2016)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수업에서 드러난 

예비유아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는데, 예비유아교사들

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교

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내용으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과 관련된 순서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3)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인식 

이연승, 이유나, 김현정(2017)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

모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였는데,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및 목적에 대하여 절반 

이상의 부모가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요구를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모가 85.9%로 가장 많았

고, 65.5%의 부모가 부모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교

육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이 이해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부모가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교

육 관련 부모교육이 개념을 이해하기 쉬운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이연승 외, 2017). 한편 김숙자, 이가경, 홍희주(2016)는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의 공존지향적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하였는데, 교육 목적에 대한 

학부모 인식은 연령이 40대일 때 ‘올바른 생활태도 형성과 공공질서 지키기’와 ‘올

바른 경제생활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고,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

상일 때 ‘세계 평화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문화 이해’와 ‘인간과 인간 및 인간과 

환경과의 공존적 관계성에 대한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 영유아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의 국내·외 동향 

서현정과 조부경(2015)은 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최근 20년의 국내

외 연구들의 연구시기, 대상국가, 내용 및 방법 등의 동향을 종합으로 분석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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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에 있으며, 특히 2013년 이후로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호주와 스웨덴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 내용의 경우에

는 국외에서는 교수 방법이나 프로그램 개발 같은 실천연구가 이론연구에 비하여 

더욱 많았으며, 국내에서는 이론연구와 실천연구 비율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국내외 모두가 환경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김은지와 김혜경(2019)의 연구는 2009년에서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의 최근 10년간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유아기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연도별 연구 동향은 2015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영역의 경우에는 환경적, 사회·문화적 영역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연구 내

용에서는 교육활동 및 효과와 개발 및 실행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며. 연구대상으로

는 유아가 많았다. 

국내 학자들이 외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권영

임(2010)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정책과 지원, 그리고 영국의 유아교

육 및 초등단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과 실천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영국 정

부는 모든 학교가 2020년까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국

가수준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침을 도입하고 8가지 핵심주제를 선정하였으며, 효율

적인 시행을 위하여 3C(Curriculum, Campus, Community)의 통합접근법을 사

용하도록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평가기관 Ofsted는 학교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한 실행 정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하였

고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에 대한 진단을 하였고, 수업 실천사례를 다른 학교나 다

른 나라와 서로 교환함으로써 지역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문제도 함께 인

식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권영임, 2010). 이와 같은 사례

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한편, 김은정 외(2013)는 영

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호주에서 실행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례를 분석하

였는데, 유아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하여 명확한 목

표 설립이 요구되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하게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아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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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내용, 교수방법 등에 대한 실증적 입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측면의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2.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분석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본 역량 형성 및 

삶의 가치와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예측 불가

능하고 다양한 지구의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해가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관점

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하여 예비교사, 학부모

뿐만 아니라 유아를 교육시키고, 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박은혜, 2019). 영유아기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기본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이므로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관점의 핵심내용이 통합적

으로 연계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박은혜, 2017; 전효정, 2018). 

이러한 점에서 2012 누리과정 개정 시부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재상, 핵심역량, 교육목표와 내용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어 왔고(김호석 외, 2011; 박은혜, 신은수, 조형숙, 2012), 

그 이후 개정 누리과정 개선 방향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현대사회와 인간의 미래지

향적 가치를 담은 철학에 근거한 인간상과 교육 목표가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

다고 제안되었다(박창현, 이경화, 이민희, 2017; 임현묵, 박환보, 2018).

2012년 만 5세부터 적용된 누리과정은 2013년에 만 3-4세로 확대 개정되고, 

제3차 표준보육과정에서 만 0-2세에 연계되었다. 2012년 고시된 누리과정 및 표

준보육과정에 반영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국가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관점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그 이전 교육·보육과정보다 오히려 

내용의 다양성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추후 개정 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이 지적

되었다(신은수, 박은혜, 2012; 유영의 외, 2013a).

현재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고시로 2020년 3월부터 개정 누리과정과 보육과정이 

영유아 교육·보육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개정 배경을 보면, 누리과정의 연령별 교육

내용의 과다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고시문보다 교사용 지도서가 획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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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되던 현장 적용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인 ‘경쟁에서 벗어

나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2017년 12월에 발표된 

‘유아교육 혁신 방안’에 근거하고 있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9a).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에 제시된 개정 취지를 보면,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역량을 반영하는 최근 교육과정의 추세에 맞춰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

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바른 인성을 갖추고, 창조적 사고로 지속 가능한 사회

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는 방향에서 교육내용을 간략

화하고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

에 따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특성은 교육내용의 대강화와 현장의 자율성 확대

인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인간상을 명시하고, 기

존 구성 체계에서 5개 영역의 내용을 간략화하여 누리과정 실행력과 현장의 자율

성을 강조하였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9b).

이와 같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지식을 활용하는 창조적 사고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추구하면서 교육내용을 간략화하

고 유아 주도의 놀이가 배움으로 구현되는 현장의 실행력을 강조하였는데, 개정

된 누리과정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역량요소 및 내용에 어떻게 부합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에 따른 국가수준의 개정 교육·보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과 핵심내용

이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후속 분석을 통하여, 개정 영유

아 교육·보육과정의 현장 실행에서 지원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가. 표준보육과정(제4차)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ESD 내용 

제4차 표준보육과정(0-2세), 2019 개정 누리과정(3-5세)의 ESD 내용 분석 결

과는 다음의 <표 Ⅱ-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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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1> 0-2세 표준보육과정(제4차)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ESD 내용 분석

영 역

내 용

 0-2세 표준보육과정(제4차)과 2019 개정 누리과정 

기본
생활

신체운동/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1 2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사회
문화적 

인권 • •
평화 • ◉
안전 • • •

문화 다양성 • • •
사회정의

건강과 식품 • • • ◉ ◉
양성평등
시민참여 •
매체 소양 • • • •

세계화, 국제적 책임

환경적

자연자원 ◉ • •
에너지 • •

기후변화 • • •
생물 다양성 • • •

환경문제 •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
재해예방 및 감소 •

교통 • • •

경제적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시장경제

빈부격차 완화
기업의 지속가능성

주1: 1은 0-1세 보육과정, 2는 2세 보육과정, 3은 3-5세 누리과정의 연령을 의미함
주2: 1~34%이면 •, 35~69%이면 ◉, 70~100%이면 ●를 의미함

<표 Ⅱ-2-1>에 의하면, 0-1세 및 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두

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이 포함된 반면, 경제적 

관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0-1세 표준보육과정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이 

포함되었고, 경제적 관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과정 영역으로는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영역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이 포함되고, 사회

관계 영역과 예술경험 영역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

다. 사회문화적 관점은 기본생활 영역에 안전, 건강과 식품이 포함되었고, 신체운

동 영역에 건강과 식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의사소통 영역에는 매체 소양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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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다. 환경적 관점은 기본생활 영역에 교통이 포함되었고, 자연탐구 영역에 

자연자원,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2세 표준보육과정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이 포

함되었고, 경제적 관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과정 영역으로는 기본

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영역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이 포함되고, 예

술경험 영역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사회문화적 관점

은 기본생활 영역에 안전, 건강과 식품이 포함되었고, 신체운동 영역에 건강과 식품

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사소통 영역에 매체 소양이 포함되었고, 사회관계 영역에 평

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환경적 영역의 내용은 기본생활 영역에 교통이 포함되었고, 

자연탐구 영역에 자연자원, 에너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

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적 관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영역

으로는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자연탐구 영역 모두에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회문화적 관점은 신체운동·건강 영역에서 

인권, 안전, 건강과 식품, 매체 소양이 포함되었고, 의사소통영역에 문화 다양성, 

시민참여, 매체 소양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관계 영역에 인권, 평화, 문화 다양성

이 포함되어 있고, 예술경험 영역에 문화적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환경적 관

점은 신체운동·건강 영역에 재해예방 및 감소, 교통이 포함되어 있고, 사회관계 영

역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포함되었으며, 자연탐구 영역에 자연자원, 에너지, 기

후변화, 생물 다양성, 환경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으로 살펴본 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는 사회문화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경제적 관점

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0-1세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영역에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및 환경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고, 신체운동 영

역과 의사소통 영역에 사회문화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탐구 영역에 환경

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2세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영역에 지속가능발전교

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및 환경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고, 신체운동 영역과 의사소통 

영역에 사회문화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관계 영역에 사회문화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고, 자연탐구 영역에 환경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에 201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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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 모두

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체운동·건강 영역 및 사회관계 

영역에는 사회문화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었고, 의사소통 영역 및 예

술경험 영역에는 사회문화적 관점만 포함되어 있었으며, 자연탐구 영역에는 환경

적 관점만 포함되어 있었다.

나. 표준보육과정(제4차)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영역별 ESD 내용 

제4차 표준보육과정(0-2세), 2019 개정 누리과정(3-5세)의 영역별 ESD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Ⅱ-2-2>와 같다. 

<표 Ⅱ-2-2> 표준보육과정(0~2세)과 2019 개정 누리과정(3~5세)의 신체운동·건강영역 분석

            내용범주

내 용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신체활동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0-1 2 0-1 2 3-5 0-1 2 3-5 0-1 2 3-5

사회
문화적 

인권 •
평화

안전 ◉ ◉ ◉
문화 다양성

사회정의

건강과 식품 ◉ ◉ ◉ ◉ ◉ ●

양성평등

시민참여

매체 소양 •
세계화, 국제적 책임

환경적

자연자원

에너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재해예방 및 감소 •
교통 • • •

경제적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시장경제

빈부격차 완화

기업의 지속가능성

주: 1~34%이면 •, 35~69%이면 ◉, 70~100%이면 ●를 의미함.



Ⅰ

Ⅱ

Ⅲ

Ⅳ

Ⅴ

Ⅱ.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현황

59

<표 Ⅱ-2-2>에 의하면, 0-2세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영역과 신체운동 영역,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 영역은 신체활동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

기 내용범주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안전

하게 생활하기 내용범주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환경적 관점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즐기기의 내용범주에는 0-1세 및 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

과정 모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중 건강과 식품에 관한 내용

이 35~69%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었다. 건강하게 생활하기의 내용범주에는 0-1세 

및 2세 표준보육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중 건강과 식품에 

관한 내용이 35~69%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었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는 70% 

이상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었다.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내용범주에는 0-1세 및 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

점과 환경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0-1세 및 2세 표준보육과정에는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중 안전에 관한 내용이 35~69%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

고, 환경적 관점 중 교통에 관한 내용이 1~34%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 문화적 내용 중 인권과 매체 소양에 

관한 내용이 1~34%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고, 안전에 관한 내용이 35~69% 수준

에서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적 관점 중 재해예방 감소와 교통에 관한 내용이 

1~34%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영역, 

신체운동·건강 영역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의 내

용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적 관점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전, 건강과 식품, 교통에 관한 내용은 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에 포함되어 있고, 인권, 매체 소양, 재해예방 및 감소에 관한 내용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만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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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3> 표준보육과정(0~2세)과 2019 개정 누리과정(3~5세)의 의사소통영역 분석

                 내용범주

내 용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0-1 2 3-5 0-1 2 3-5 0-1 2 3-5

사회
문화적 

인권

평화

안전

문화 다양성 •
사회정의

건강과 식품

양성평등

시민참여 •
매체 소양 ◉ ◉ •

세계화, 국제적 책임

환경적

자연자원

에너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재해예방 및 감소

교통

경제적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시장경제

빈부격차 완화

기업의 지속가능성

주: 1~34%이면 •, 35~69%이면 ◉, 70~100%이면 ●를 의미함

  

<표 Ⅱ-2-3>에 의하면, 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의사소통 

영역은 듣기와 말하기 내용범주 및 책과 이야기 즐기기 내용범주에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듣기와 말하기 내용범주에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사회문화적 관점 중 시민참여에 관한 내용이 1~34%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었

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내용범주에는 0-1세 및 2세 보육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

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중 매체 소양에 관한 내용이 35~69%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었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중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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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매체 소양에 관한 내용이 1~34%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의사소통 영역에는 지속가

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환경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체 소양에 관한 내용은 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두 포함되어 있고, 문화다양성과 시민참여에 

관한 내용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만 포함되어 있었다.

<표 Ⅱ-2-4> 표준보육과정(0~2세)과 2019 개정 누리과정(3~5세)의 사회관계영역 분석

                 내용범주

내 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가지기

0-1 2 3-5 0-1 2 3-5 3-5

사회
문화적 

인권 • •
평화 ◉ ●

안전

문화 다양성 ◉
사회정의

건강과 식품

양성평등

시민참여

매체 소양

세계화, 국제적 책임

환경적

자연자원

에너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
재해예방 및 감소

교통

경제적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시장경제

빈부격차 완화

기업의 지속가능성

주: 1~34%이면 •, 35~69%이면 ◉, 70~100%이면 ●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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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4>에 의하면, 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사회관계 

영역은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가지기의 내용범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경

제적 관점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나를 알고 존중하기의 내용범주에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중 인권에 관한 내용만 1~34%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었

다. 더불어 생활하기의 내용범주에는 2세 표준보육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중 평화에 관한 내용이 35~69% 수준에서 포함되었고, 2019 개

정 누리과정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중 인권에 관한 내용이 

1~34%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고, 평화에 관한 내용이 70% 이상 수준에서 포함되

어 있었다. 사회에 관심가지기의 내용범주에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중 문화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35~69% 수준에서 포

함되어 있고, 환경적 영역 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에 관한 내용이 1~34% 수준에

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사회관계 영역에는 지속가

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적 관점은 포

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권, 평화, 문화다양성, 지속가능한 지역사

회에 관한 내용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표 Ⅱ-2-5> 표준보육과정(0~2세)과 2019 개정 누리과정(3~5세)의 예술경험영역 분석

                 내용범주

내 용   

아름다움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

0-1 2 3-5 0-1 2 3-5 3-5

사회
문화적 

인권

평화

안전

문화 다양성 ●

사회정의

건강과 식품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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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34%이면 •, 35~69%이면 ◉, 70~100%이면 ●를 의미함

<표 Ⅱ-2-5>에 의하면, 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예술경험 

영역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예술 감상하기의 내용범주에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감상하기의 내용범주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중 문화 다양성에 관

한 내용만 70~100%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예술경험 영역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

화적 관점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환경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 내용은 포함되어 있

지 않았고, 문화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높은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내용범주

내 용   

아름다움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

0-1 2 3-5 0-1 2 3-5 3-5

시민참여

매체 소양

세계화, 국제적 책임

환경적

자연자원

에너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재해예방 및 감소

교통

경제적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시장경제

빈부격차 완화

기업의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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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6> 표준보육과정(0~2세)과 2019 개정 누리과정(3~5세)의 자연탐구영역 분석

                 내용범주

내 용   

탐구 과정 
즐기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0-1 2 3-5 0-1 2 3-5 0-1 2 3-5

사회
문화적 

인권

평화

안전

문화 다양성

사회정의

건강과 식품

양성평등

시민참여

매체 소양

세계화, 국제적 책임

환경적

자연자원 ● ● • • • •
에너지 • • •

기후변화 ◉ ◉ •
생물 다양성 ◉ ◉ ◉

환경문제 •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재해예방 및 감소

교통

경제적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시장경제

빈부격차 완화

기업의 지속가능성

주: 1~34%이면 •, 35~69%이면 ◉, 70~100%이면 ●를 의미함

<표 Ⅱ-2-6>에 의하면, 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자연탐구 

영역은 탐구과정 즐기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의 내용범주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환경적 관점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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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탐구 과정 즐기기의 내용범주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환경적 관점 중 자

연자원에 관한 내용이 0-1세 및 2세 표준보육과정에 70~100% 수준에서 포함되

었고, 2019 개정 누리과정은 1~34%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었다. 생활 속에서 탐구

하기의 내용범주에는 0-1세 표준보육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환경적 관점 

중 자연자원이 1~34%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었고, 2세 표준보육과정에서 환경적 

관점 중 자연자원과 에너지에 관한 내용이 1~34%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었으며,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환경적 관점 중 자연자원과 에너지에 관한 내용이 

1~34%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었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의 내용범주에는 0-1세 및 

2세 표준보육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환경적 관점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에 관한 내용이 35~69%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었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환

경적 관점의 에너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관한 내용이 1~34% 수준에서 포함되

어 있고, 생물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35~69% 수준에서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자연탐구 영역에는 지속가

능발전교육의 환경적 관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회문화적 관점과 경제적 관

점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연자원,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에 관한 내용은 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두에 포함되어 있고, 

에너지에 관한 내용은 2세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 포함되어 있으

며, 환경문제에 관한 내용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만 포함되어 있다. 

다. 논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

능발전교육의 내용으로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0-2세 표준보육과

정,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이 포함된 반면, 경제적 관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은 

주로 기본생활, 신체운동/신체운동·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에서 연계성 있게 포

함되어 있었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환경적 관점은 주로 자연탐구 영역에서 연계

성 있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2012년에 고시된 3-5세 누리과

정을 분석한 선행연구(신은수, 박은혜, 2012; 유영의 외, 2013a)와 차이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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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2012 누리과정에서는 4, 5세의 사회관계 영역에 경제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

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경제적 관점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2019 개정 누리과

정의 특징이 국가수준 교육과정 대강화로 인해 3-5세 교육내용이 간략화 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특히 사회관계에서 내용의 변화가 많이 나타났는데, 구체적으

로 설명하면,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이 2012 누리과정에서는 영역-내

용범주-내용-연령별 세부내용으로 제시하는 방식이어서, 사회관계 영역 중 사회에 

관심 갖기 내용범주의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내용이 4세에서는 ‘물건을 

살 때 돈이 필요함을 안다.’ 와 5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돈의 쓰임새에 대해 안

다.’ 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었다. 반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연령별 세부내

용이 삭제되면서, 사회에 관심가지기 내용범주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

금한 것을 알아본다.’의 내용으로 제시되면서, 세부내용으로 제시되었던 경제관련 

내용이 삭제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회관계 내용의 축소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었

던 경제적 관점이 생략되면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경

제적 관점이 포함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

문화적 관점이 기본생활-신체운동/신체운동·건강영역, 의사소통 영역에서 연계성 

있게 나타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환경적 관점이 자연탐구 영역에서 연령 간 연

계성 있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0-2세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방향에서 내용이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사회

관계 영역과 예술경험 영역에서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연령 간 연계성이 나타나

지 않은 이유는 사회관계 영역의 사회에 관심가지기 내용과 예술경험 영역의 예술 

감상하기 내용이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0-2세 표준보육과정에는 제시되지 않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기본생

활, 신체운동/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영역, 자연탐구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교

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본생활, 신체운동/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영역

에서는 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자연탐

구 영역에서는 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환경적 관점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기본생활과 신체운동 영역,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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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내용범주에서 0-2세 표준보육과

정,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두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중 건강과 

식품, 안전에 관한 내용이 연계성 있게 포함되어 있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내용범

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환경적 관점 중 교통에 관한 내용이 연계성 있게 포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 신체, 건강, 

안전 내용을 강조하면서 기본생활과 신체운동 영역,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내용범

주에 신체, 건강, 안전 관련 내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유영의 외, 2013a)와 비교해 보면, 신체활동 즐기기 내용범주에서 건강

과 식품 내용이 연계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본 분석기준에서는 신

체건강과 운동을 건강과 식품 내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초등

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했던 홍승표(2009)의 연구에서도 슬기로운 생활의 나의 몸에 

관한 내용을 건강과 식품 내용에 포함하여 분석한 바 있다.

의사소통 영역은 책과 이야기 즐기기 내용범주에서 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중 매체 소양에 관한 내용

이 연계성 있게 포함되어 있고, 시민참여, 문화 다양성에 관한 내용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유영의 

외, 2013a)와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는데, 2012 누리과정과 제3차 표준보육과정에

서는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 책과 관련한 내용과 쓰기도구에 관한 내용이 매체 소양

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나타났다면,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

서는 책과 이야기 즐기기 내용범주가 읽기와 쓰기가 아닌 별도의 내용범주로 제시

되고, 쓰기도구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책과 이야기 즐기기 내

용범주에서 매체 소양이 0-2세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연계성 

있게 나타난 것은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내용범주와 내용

이 연계성 있게 구성되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중 시민참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본 분석기준에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 관련 내용을 시민참여로 간주하

여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를 시민참여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사회관계 영역은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내용범주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지속

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중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더불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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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하기 내용범주에서 2세 보육과정에 사회문화적 관점 중 사회정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인권, 평화, 사회정의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며, 사회에 관심가지기 내용범주에서 사회문화적 관점 중 문화다양성과 

환경적 관점 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유영의 외, 2013a)와 비교해 볼 때 차이를 보이는데, 

2012 누리과정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의 양성평등, 환경적 

관점의 자연자원, 경제적 관점의 시장경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양성평등, 자연자원, 시장경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은 2012 누리과정의 사회

관계의 세부내용에 직접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해설서에 ‘만5세가 남·녀의 신체적 

차이나 양성평등, 사회적, 문화적 관점을 존중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성

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확히 제시되어 있었다. 반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해설서에는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서 양성평등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012 누리과정의 사회관계 영역에서 더

불어 생활하기-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내용에서 4세와 5세에 ‘자연과 자원을 

아끼는 습관을 기른다.’는 세부내용이 자연자원에 포함되고, 사회에 관심 갖기-지

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내용에서 4세와 5세에 ‘물건을 살 때 돈이 필요함을 

안다, 일상생활에서 돈의 쓰임에 대해 안다.’는 세부내용이 시장경제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3-5세 내용 간 구분이 없어지고 내용이 대

강화되면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경험 영역은 예술 감상하기 내용범주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만 지속

가능발전교육의 사회문화적 관점 중 문화 다양성의 내용이 높은 수준으로 포함되

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유영의 외, 2013a)와  차이가 

있었는데, 2012 누리과정에서는 예술적 표현하기와 예술 감상하기 내용범주에서 

3-5세 모두 문화 다양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3-5세 누리과정의 예술 감상하기에만 높은 수준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 누리과정의 ‘예술적 표현하기-음악으로 표현하기-전래동요를 즐겨 부른다.’

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노래를 즐겨 부른다.’로 내용

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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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탐구 영역은 탐구과정 즐기기 내용범주에서 0-1세 및 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환경적 관점 중 자연자원이 포함되

어 있고,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내용범주에서 0-1세 표준보육과정에서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환경적 관점 중 자연자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세 표준보육과정에서 환

경적 관점 중 자연자원과 에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2019 개정 누리과

정에서 환경적 관점 중 자연자원과 에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연과 더불어 살기의 내용범주에는 0-1세 및 2세 표준보육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환경적 관점의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환경적 관점의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문제, 생

물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유영의 외, 

2013a)와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19 개정 누리과

정에서 수학적 탐구와 과학적 탐구의 내용이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의 내용에 혼합

되면서 내용범주의 이동으로 인한 차이만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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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식과 실행

본 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감, 교사들의 인

식과 실행 현황을 심층면담,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

으로 정량적인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심층면담 자료는 정량자료의 한계를 보완하

는 자료로 제시하였다.

1.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 

1) 관련 용어 인지   

지속가능발전 관련 용어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발전(SD)에 대

해서는 전체 응답자(N=1,280)의 약 80%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83.3%,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94.2%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

하였다. 국공립 교사의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반면, 담당학교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Ⅲ-1-1> 지속가능발전(SD) 용어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사례 수

전체 80.7 19.3 100.0 (1,280)

어린이집

  국공립 83.3 16.8 100.0 ( 400)

  국공립 외 72.3 27.8 100.0 ( 400)

χ2(df) 13.989(1)***

유치원

  국공립 94.2  5.8 100.0 ( 240)

  사립 77.1 22.9 100.0 ( 240)

χ2(df) 2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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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01.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5%였

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57%,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61.7%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담당학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Ⅲ-1-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용어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사례 수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0~1세)이하 76.9 23.1 100.0 ( 160)

  만2세 80.0 20.0 100.0 ( 160)

  만3세 77.5 22.5 100.0 ( 160)

  만4세 74.4 25.6 100.0 ( 160)

  만5세 80.0 20.0 100.0 ( 160)

χ2(df) 2.067(4)

유치원 담당학급

  만3세 83.8 16.3 100.0 ( 160)

  만4세 89.4 10.6 100.0 ( 160)

  만5세 83.8 16.3 100.0 ( 160)

χ2(df) 2.742(2)

구분 예 아니오 계 사례 수

전체 54.8 45.2 100.0 (1,280)

어린이집

  국공립 57.0 43.0 100.0 ( 400)

  국공립 외 46.3 53.8 100.0 ( 400)

χ2(df) 9.255(1)**

유치원

  국공립 61.7 38.3 100.0 ( 240)

  사립 58.8 41.3 100.0 ( 240)

χ2(df) 0.426(1)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0~1세)이하 52.5 47.5 100.0 ( 160)

  만2세 52.5 47.5 100.0 ( 160)

  만3세 50.6 49.4 100.0 ( 160)

  만4세 51.3 48.8 100.0 ( 160)

  만5세 51.3 48.8 100.0 ( 160)

χ2(df) 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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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1.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해서는 65.9%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

며,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62.8%,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88.8%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담당학급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Ⅲ-1-3>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용어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사례 수

전체 65.9 34.1 100.0 (1,280)

어린이집

  국공립 62.8 37.3 100.0 ( 400)

  국공립 외 55.8 44.3 100.0 ( 400)

χ2(df) 4.059(1)*

유치원

  국공립 88.8 11.3 100.0 ( 240)

  사립 65.4 34.6 100.0 ( 240)

χ2(df) 36.985(1)***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0~1세)이하 58.8 41.3 100.0 ( 160)

  만2세 50.6 49.4 100.0 ( 160)

  만3세 61.9 38.1 100.0 ( 160)

  만4세 64.4 35.6 100.0 ( 160)

  만5세 60.6 39.4 100.0 ( 160)

χ2(df) 7.269(4)

유치원 담당학급

  만3세 75.6 24.4 100.0 ( 160)

  만4세 81.3 18.8 100.0 ( 160)

  만5세 74.4 25.6 100.0 ( 160)

χ2(df) 2.429(2)

* p < .05, *** p < .001.

구분 예 아니오 계 사례 수

유치원 담당학급

  만3세 63.1 36.9 100.0 ( 160)

  만4세 62.5 37.5 100.0 ( 160)

  만5세 55.0 45.0 100.0 ( 160)

χ2(df) 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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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S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속가능발전이 8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65.9%, 지속가능발전목표가 54.8%로 나타났다. 

[그림 Ⅲ-1-1] 지속가능발전 관련 용어 인지 여부 

2) 용어 인지 경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용어들을 인지하게 된 주경로를 조사한 결과, 연수(연수자료)

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디어가 

28.7%, 양성과정이 25.5%, 동료교사 5.5%, 학회/컨퍼런스가 2.8%, 장학이 1.8%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보육 경력에 따라서는 3년 미만 경력의 교사는 양성과정에

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7%로 가장 높은 반면, 5년 이상 경력의 

교사는 연수(연수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5~10년 미만 35.9%, 

10년 이상 45.2%)이 높아 응답 경향의 차이를 보인다. 

<표 Ⅲ-1-4> 용어 주 인지 경로

단위 : %(명)

구분
연수
(연수
자료)

미디어

양성
과정

(대학교
/대학원 

등)

동료
교사

학회 
/컨퍼
런스

장학 기타 계
사례
수

전체 34.8 28.7 25.5 5.5 2.8 1.8 0.8 100.0 (1,069)
어린이집
  국공립 34.4 28.8 23.8 5.3 4.4 2.4 0.9 100.0 ( 340)
  국공립외 29.7 42.2 16.5 7.9 1.7 1.0 1.0 100.0 ( 303)

χ2(df) 20.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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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1, *** p < .001.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지속가능발전 관련 용어들을 들어본 적인 있는 교사들

은 양성과정, 학위과정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재활용 관련 

활동들을 하면서 용어를 접했음을 알 수 있었다.

2012년도인가 교육부에서 녹색성장 교육에 한 장학자료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 안

에 앞에 연구 목적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이 용어를 처음 봤어요. (A유치원 교사1, 2020. 

05. 12)

교수님이 하시는 학회에 참여하다보면 알 수 있었고, 놀이중심이나 아이들 복지와 관련된 

걸 이야기할 때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중략) 아이들의 권리들 중에서 발달, 생존, 이런 것

들.. 행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지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C유치원 교

사1, 2020. 05. 22) 

학에서 미술 관련 수업을 하셨던 교수님께 들어 본 적이 있어요. 숲유치원을 설명하시면

서 작은 책자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접하지 못했어요. (E어린이집 교사2, 2020. 

05. 26) 

전에 업사이클링을 했을 때 이것에 한 단어를 많이 접할 수 있었어요. (C유치원 교사2, 

2020. 05. 22)

한편, 지속가능발전 관련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 원장/감은 학회, 세미

나, 연수 등을 통해 용어를 처음 접했다고 하였다. 

구분
연수
(연수
자료)

미디어

양성
과정

(대학교
/대학원 

등)

동료
교사

학회 
/컨퍼
런스

장학 기타 계
사례
수

유치원

  국공립 38.5 16.9 36.4 3.0 3.0 1.3 0.9 100.0 ( 231)

  사립 39.0 21.5 29.7 5.1 1.5 2.6 0.5 100.0 ( 195)

χ2(df) 5.858(6)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17.0 22.0 52.7 4.9 0.5 1.1 1.6 100.0 ( 182)

  3~5년 미만 32.0 26.5 32.5 7.5 0.5 1.0 0.0 100.0 ( 200)

  5~10년 미만 35.9 32.0 19.1 6.6 3.3 1.9 1.1 100.0 ( 362)

  10년 이상 45.2 30.2 13.2 3.4 4.9 2.5 0.6 100.0 ( 325)

χ2(df) 137.1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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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인가 아이코리아에서 국제학술 회 때 아마 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해서 세미

나든지 뭔가 학술 회를 했던 게 있어서 처음 제 로 듣게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C유치원 

원장, 2020. 05. 22)

구성주의학회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해서 3년 전인가 주제로 다룬 적이 있어요. 그 때 

스웨덴에서 사례가 뜨고 그랬을 때 참 멋진 말을 잘 했구나 했어요. (E어린이집 원장, 

2020. 05. 26) 

장학자료를 통해서 교육과정 계획을 세울 때 많이 참고하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학

원에서도 잠깐 다루었던 것들, 유아사회교육에서 다루었던 것 같아요. (A유치원 원감, 

2020. 05. 12)

그러나 심층면담에 참여한 일부 원장/감, 교사들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B어린이집 원장, 2020. 05. 19)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는 사회 쪽에서 들어봤어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좀 생소해서 이번

에 다시 찾아봤는데 초등학교 쪽에서는 익숙한 것 같은데 보육현장에서는 좀 생소해요. (E

어린이집 교사3, 2020. 05. 26) 

구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해서 실천해보거나 실행해본 경험이 없어요. (C유치원 

교사3, 2020. 05. 22) 

3)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 확장 

심층면담 참여자 중 지속가능발전 관련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한 경우, 초

기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을 환경교육에 국한해서 인식하고 있다가 사회문

화적인 요소, 경제, 지구촌 협력, 건강 등 폭넓은 개념으로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분에 한 것들.. 사실 그 이전에도 많이들 해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연수를 듣고 

나서는 사회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된다는 걸 알게 되어서 좀 새로웠

고.. (중략) 미래를 생각하면서 인간의 관계 같은.. 존중 같은 것이 담겨 있고.. 성인이 된 우

리들도 그렇고 이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후 에 우리들의 미래가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렸

을 때 가지는 경험이 미래에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부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C유치원 원감, 2020.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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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한 지구촌에 한 개념이 되게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에 한 부분도 다

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생태계 파괴 같은 것들이 과연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런 약소국에서만 있고.. 선진국에서만 잘 지켜지고 하면 우리는 피해

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전반적인 부분으로 다 순환되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같은 문제라는 부분으로 보신 관점이 되게.. 정말 여기서는 그냥 수입

해서 소비하는 국가, 현재는 돈이 많으니까 소비하는 국가지만 그걸 생산하고 하는 부분에 

자연 생태계나 그런 부분과 연계가 된다면..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부분으로 접근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C유치원 원장, 2020. 05. 22) 

복지도 있었고, 건강,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그 때 느꼈던 건 환경으로만 

지속 가능을 생각했다가 그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중 하나가 환경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었어요. (C유치원 교사1, 

2020. 05. 22) 

4) 가치나 철학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가치나 철학으로 이해하기도 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이 지향

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이며, 인권이나 존중 등과 같이 비인지적인 개념을 포

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바라보는 시각이 ESD라고 생각했어요. 접하기 전에는 생태나 환경오염

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읽어보니까 인권이나 아이들을 존중하는 포괄적인 것이

더라고요. (E어린이집 교사2, 2020. 05. 26) 

사실 이건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본질적인 측면

에서 봤을 때 지속가능한.. 인류의 조금 그런 발전... 있는 자에게 더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게 가속되면서 또 교육으로 인해 불평등이 생기고, 지배구조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

떻게 보면 교육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난 거고 그 전에 먼저 인식하게 된 게 자연 속에서 

나타났잖아요. 지구 온난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역사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지구를 살

리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되돌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이 과연 지속가능한 물질들이냐..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그 물질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경제 구조였고, 또 경제 구조 때문에 나오는 게 사회 현상적으로 소비를 부추기

고, 소비가 미덕인 것처럼 되어 가고 있는 경제와 사회의 시스템,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

는 게 교육이었단 말이죠. (E어린이집 원장, 2020. 05. 26)

사회가 좀 더 지속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일회용품을 자제하자고 하고 그러는데 

텀블러를 많이 쓰도록 권장하잖아요. 그런데 또 보니까 어떤 분들은 텀블러가 예뻐서 많이 

사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적절한.. 방법인가를 생각했을 때 텀블러를 쓰는 건 좋지만 유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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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응하기 위해서 많이 소비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면에

서 적절한 것인가에 한 생각이 필요하고.. (A유치원 교사3, 2020. 05. 12)

그러나 교육과정에 가치나 철학이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원장이나 교사가 그 가

치와 철학을 내면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ESD가 좀 달랐던 건 예전에도 이렇게 절약을 한다든지 환경을 보호하고 플라스틱 이런 것

들을 분리수거 하는 게 다 교육과정에 녹아서 활동으로 남아 있었지만 왜 이런 걸 해야 되

지? 라는 그 가치관을 그런 동기가 되는 부분이 교사조차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기관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C유치원 원장, 2020. 05. 22)

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지 및 중요성

지속가능발전목표들(SDGs)에 대해서는 성평등이 65.2%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

시설 기반 및 R&D가 21.1%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50% 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목표는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관리,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

너지,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인권/정의/평화로 나타났다. 

<표 Ⅲ-1-5> 지속가능발전목표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알고 있음
들어 본적 있으나 
정확히 알지 못함

모름 계 사례 수

①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38.6 48.2 13.2 100.0 (1,280)

② 기아 종식 34.8 47.9 17.3 100.0 (1,280)

③ 건강과 웰빙 57.9 32.7  9.4 100.0 (1,280)

④ 양질의 교육 57.7 33.7  8.7 100.0 (1,280)

⑤ 성평등 65.2 27.3  7.5 100.0 (1,280)

⑥ 깨끗한 물관리 56.9 34.5  8.6 100.0 (1,280)

⑦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57.7 33.5  8.8 100.0 (1,280)

⑧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49.8 39.7 10.5 100.0 (1,280)

⑨ 사회시설 기반 및 R&D 21.1 52.7 26.3 100.0 (1,280)

⑩ 불평등 해소 51.6 37.7 10.7 100.0 (1,280)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32.3 48.9 18.8 100.0 (1,280)

⑫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43.5 43.2 13.3 100.0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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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지속가능발전목표 인지 여부

지속가능발전목표들(SDGs)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시설 기반 및 R&D를 제

외한 16개 목표에 대해서 평균 4점(5점 척도) 이상으로 나타났고, 중요하다(대체로

+매우)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로 70%이었으며, 사회시설 기반 및 R&D가 중요하다

(대체로+매우)고 응답한 비율은 69.5%로 가장 낮았다. 

구분 알고 있음
들어 본적 있으나 
정확히 알지 못함

모름 계 사례 수

⑬ 기후변화 대응 55.3 34.6 10.1 100.0 (1,280)

⑭ 해양생태계 보전 45.6 41.6 12.8 100.0 (1,280)

⑮ 육상생태계 보전 35.6 46.3 18.0 100.0 (1,280)

⑯ 인권, 정의, 평화 54.7 36.2  9.1 100.0 (1,280)

⑰ 지구촌 협력 강화 43.4 43.3 13.4 100.0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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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요성

단위 : %(명)

구분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요 정도

중요함 보통
중요
하지 
않음

평균
(점)

사례 
수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0.8 2.1 18.4 35.8 43.0 78.8 18.4 2.9 4.18 (1,280)

② 기아 종식 0.8 1.6 23.7 37.1 36.8 73.9 23.7 2.4 4.08 (1,280)

③ 건강과 웰빙 0.5 0.7 12.2 33.4 53.2 86.6 12.2 1.3 4.38 (1,280)

④ 양질의 교육 0.6 0.9  8.4 27.6 62.4 90.0  8.4 1.6 4.50 (1,280)

⑤ 성평등 0.8 0.2  8.7 28.4 61.9 90.3  8.7 1.0 4.50 (1,280)

⑥ 깨끗한 물관리 0.7 0.6  9.4 27.3 62.0 89.3  9.4 1.3 4.49 (1,280)

⑦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0.7 0.7 11.4 29.8 57.3 87.2 11.4 1.4 4.42 (1,280)

⑧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1.6 4.3 20.2 34.2 39.7 73.9 20.2 5.9 4.06 (1,280)

⑨ 사회시설 기반 및 R&D 1.2 3.5 25.9 38.5 30.9 69.5 25.9 4.7 3.95 (1,280)

⑩ 불평등 해소 0.5 1.6 13.5 33.0 51.3 84.3 13.5 2.2 4.33 (1,280)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1.2 3.0 21.2 39.1 35.5 74.6 21.2 4.2 4.05 (1,280)

⑫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1.0 2.7 21.1 38.4 36.8 75.2 21.1 3.8 4.07 (1,280)

⑬ 기후변화 대응 0.5 1.3 11.5 30.9 55.9 86.8 11.5 1.7 4.40 (1,280)

⑭ 해양생태계 보전 0.5 2.0 15.0 33.8 48.6 82.4 15.0 2.6 4.28 (1,280)

⑮ 육상생태계 보전 0.9 1.2 15.9 33.7 48.4 82.0 15.9 2.0 4.28 (1,280)

⑯ 인권, 정의, 평화 0.5 0.6 10.5 31.6 56.7 88.3 10.5 1.2 4.43 (1,280)

⑰ 지구촌 협력 강화 0.5 1.7 17.9 39.4 40.5 79.9 17.9 2.2 4.18 (1,280)

[그림 Ⅲ-1-3]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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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교육·보육과정 반영에 대한 인식

가. 국가수준 교육·보육과정에의 반영 

1) 0~2세 표준보육과정(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의 반영

개정된 0~2세 표준보육과정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3가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 양질의 교육이 58.9%로 가장 높았고, 기아종식

이 1.4%로 가장 낮았다. 반영 비율이 10% 이상인 목표는 건강과 웰빙, 인권/정의/

평화, 성평등, 기후변화 대응, 불평등 해소, 깨끗한 물관리,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

너지로 나타났다. 

<표 Ⅲ-2-1> 개정된 0~2세 표준보육과정 지속가능발전목표 반영 요소(다중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58.9 42.6 40.4 38.0 18.4 17.9 16.3 12.9  8.8

어린이집

  국공립 61.5 44.5 45.3 42.5 17.3 19.8 13.8 11.0  5.5

  국공립 외 56.3 40.8 35.5 33.5 19.5 16.0 18.8 14.8 12.0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 이하 63.1 48.1 44.4 38.8 15.0 15.6 16.9 10.0  9.4

  만2세 59.4 48.8 38.1 39.4 21.3 19.4 11.9 10.0  8.8

  만3세 58.1 35.0 40.6 35.6 15.0 21.3 19.4 15.6  7.5

  만4세 56.9 36.9 42.5 35.0 21.9 16.3 12.5 19.4  7.5

  만5세 56.9 44.4 36.3 41.3 18.8 16.9 20.6  9.4 10.6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66.0 39.6 37.7 39.6  6.6 24.5 13.2 15.1 14.2

  3~5년 미만 58.4 44.3 40.9 30.2 22.8 16.8 16.8 12.8  7.4

  5~10년 미만 56.4 42.3 39.1 39.1 17.9 15.3 19.2 15.0  7.2

  10년 이상 59.2 43.3 42.9 40.8 21.4 18.9 13.4  9.2  9.2

ESD 인지 여부

  예 59.3 41.4 39.5 39.5 19.0 18.1 16.5 13.1  8.6

  아니오 58.3 44.5 41.7 35.9 17.5 17.5 16.0 12.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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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양질의 교육 ②건강과 웰빙 ③인권, 정의, 평화 ④성평등 ⑤기후변화 대응 ⑥불평등 해소 ⑦깨끗한 물관리 ⑧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⑨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⑩사회시설 기반 및 R&D ⑪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⑫지구촌 
협력강화 ⑬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⑭해양생태계 보전 ⑮지속가능한 소비/생산 ⑯육상생태계 보전 ⑰기아종식

[그림 Ⅲ-2-1] 개정된 0~2세 표준보육과정 지속가능발전목표 반영 요소(다중응답)

주: ①양질의 교육 ②건강과 웰빙 ③인권, 정의, 평화 ④성평등 ⑤기후변화 대응 ⑥불평등 해소 ⑦깨끗한 물관리 ⑧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⑨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⑩사회시설 기반 및 R&D ⑪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⑫지구촌 
협력강화 ⑬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⑭해양생태계 보전 ⑮지속가능한 소비/생산 ⑯육상생태계 보전 ⑰기아종식

구분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사례수

전체 6.4 5.8 5.5 4.8 4.6 4.5 4.5 1.4 (800)

어린이집

  국공립 5.0 5.0 4.3 3.8 4.3 3.5 3.5 1.0 (400)

  국공립 외 7.8 6.5 6.8 5.8 5.0 5.5 5.5 1.8 (400)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 이하 6.3 6.3 1.9 4.4 1.3 5.0 4.4 0.6 (160)

  만2세 4.4 5.0 2.5 6.3 5.0 5.6 5.0 1.9 (160)

  만3세 8.8 6.3 5.0 4.4 6.9 6.3 4.4 1.9 (160)

  만4세 4.4 8.8 8.8 5.0 4.4 4.4 3.1 1.9 (160)

  만5세 8.1 2.5 9.4 3.8 5.6 1.3 5.6 0.6 (160)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8.5 3.8 5.7 2.8 2.8 2.8 3.8 2.8 (106)

  3~5년 미만 7.4 4.7 6.7 7.4 4.0 4.7 4.0 0.7 (149)

  5~10년 미만 7.5 7.2 4.9 5.2 6.2 5.9 4.2 1.3 (307)

  10년 이상 3.4 5.5 5.5 3.4 3.8 3.4 5.5 1.3 (238)

ESD 인지 여부

  예 5.1 6.5 5.9 5.3 5.1 4.4 4.2 1.5 (474)

  아니오 8.3 4.6 4.9 4.0 4.0 4.6 4.9 1.2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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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된 0~2세 표준보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속가능

발전목표로는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이 41.4%로 가장 높았고, 건강과 웰빙이 

3.1%로 가장 낮았다. 반영되지 않은 비율이 10% 이상인 목표는 좋은 일자리와 경

제성장, 기아종식, 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시설 기반 및 R&D,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지구촌 협력강화,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해양생태계 보전, 

불평등 해소,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 육상생태계 보전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개정된 0~2세 표준보육과정 지속가능발전목표 미반영 요소(다중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41.4 32.1 29.5 26.8 24.8 22.8 19.4 16.9 15.4

어린이집

  국공립 42.8 32.8 32.0 27.3 24.8 22.5 19.8 18.5 11.3

  국공립 외 40.0 31.5 27.0 26.3 24.8 23.0 19.0 15.3 19.5

어린이집 담당 학급

  만1세 이하 41.3 37.5 33.1 27.5 19.4 26.3 14.4 20.0 16.3

  만2세 41.3 33.8 27.5 28.8 28.8 25.6 22.5 14.4 16.9

  만3세 37.5 26.3 33.1 21.9 24.4 23.8 20.0 14.4 15.6

  만4세 38.1 31.9 28.8 26.9 28.1 18.8 18.1 20.0 13.1

  만5세 48.8 31.3 25.0 28.8 23.1 19.4 21.9 15.6 15.0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34.9 34.0 33.0 24.5 18.9 22.6 15.1 17.0 17.9

  3~5년 미만 45.0 33.6 21.5 26.2 26.2 18.8 16.1 17.4 15.4

  5~10년 미만 41.0 30.3 29.6 26.1 25.4 21.8 22.8 16.9 16.6

  10년 이상 42.4 32.8 32.8 29.0 25.6 26.5 18.9 16.4 12.6

ESD 인지 여부

  예 40.3 32.9 29.5 27.8 26.8 20.3 18.8 16.7 13.9

  아니오 42.9 31.0 29.4 25.2 21.8 26.4 20.2 17.2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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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②기아종식 ③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④사회시설 기반 및 R&D ⑤지속가능한 도
시와 주거지 ⑥지구촌 협력강화 ⑦지속가능한 소비/생산 ⑧해양생태계 보전 ⑨불평등 해소 ⑩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
지 ⑪기후 변화 대응 ⑫육상생태계 보전 ⑬성평등 ⑭인권, 정의, 평화 ⑮깨끗한 물관리 ⑯양질의 교육 ⑰건강과 웰빙

 

[그림 Ⅲ-2-2] 개정된 0~2세 표준보육과정 지속가능발전목표 미반영 요소(다중응답)

주: ①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②기아종식 ③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④사회시설 기반 및 R&D ⑤지속가능한 도시
와 주거지 ⑥지구촌 협력강화 ⑦지속가능한 소비/생산 ⑧해양생태계 보전 ⑨불평등 해소 ⑩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⑪기후 변화 대응 ⑫육상생태계 보전 ⑬성평등 ⑭인권, 정의, 평화 ⑮깨끗한 물관리 ⑯양질의 교육 ⑰건강과 웰빙

구분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사례수

전체 13.5 10.9 10.8  7.9  7.5  7.0  5.4  3.1 (800)

어린이집

  국공립 13.3 12.3 10.5  7.3  5.3  7.0  5.5  3.0 (400)

  국공립 외 13.8  9.5 11.0  8.5  9.8  7.0  5.3  3.3 (400)

어린이집 담당 학급

  만1세 이하 13.1  8.8 15.6  7.5  6.3  6.9  3.1  1.9 (160)

  만2세 11.9  8.8  7.5  7.5  5.0  7.5  4.4  3.1 (160)

  만3세 13.1 15.6  8.8  8.1  8.8  8.8  8.1  3.8 (160)

  만4세 12.5 11.9 13.8  6.9 10.0  6.9  5.6  3.8 (160)

  만5세 16.9  9.4  8.1  9.4  7.5  5.0  5.6  3.1 (160)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17.9 10.4 15.1 11.3 5.7 12.3  2.8  2.8 (106)

  3~5년 미만 14.1 17.4  8.1  9.4  6.7  7.4  6.0  4.7 (149)

  5~10년 미만 12.4 10.1 12.4  7.8  9.1  5.5  6.2  3.3 (307)

  10년 이상 12.6  8.0  8.4  5.5  6.7  6.3  5.0  2.1 (238)

ESD 인지 여부

  예 13.7 11.8 11.4  7.6  7.6  7.4  4.9  3.4 (474)

  아니오 13.2  9.5  9.8  8.3  7.4  6.4  6.1  2.8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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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 개정 누리과정에의 반영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양질

의 교육이 47.8%로 가장 높았고, 기아종식이 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영 

비율이 10% 이상인 목표는 양질의 교육, 인권/정의/평화, 성평등, 건강과 웰빙, 

기후변화 대응,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지구촌 협력강화, 깨끗한 물관리, 불평

등 해소로 나타났다.  

<표 Ⅲ-2-3> 개정된 누리과정 지속가능발전목표 반영 요소(다중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47.8 40.2 38.5 32.5 20.7 20.4 16.9 16.6 16.2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 이하 53.1 40.6 35.6 33.8 18.1 20.6 11.9 14.4 14.4

  만2세 48.1 41.3 40.0 37.5 19.4 20.0 11.9 16.3 18.1

  만3세 48.1 43.1 35.6 27.5 14.4 18.1 20.0 19.4 15.6

  만4세 52.5 46.9 36.9 36.3 20.0 22.5 10.6 13.8 13.1

  만5세 43.8 38.8 38.8 26.3 23.8 21.3 20.6 21.3 14.4

유치원 담당학급

  만3세 43.8 35.6 41.3 32.5 20.6 15.6 17.5 18.1 18.1

  만4세 46.3 36.9 35.6 34.4 25.6 22.5 21.3 15.0 14.4

  만5세 46.9 38.1 44.4 31.9 23.8 22.5 21.3 15.0 21.3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56.9 43.1 42.2 28.0 13.7 12.8 16.1 12.3 24.6

  3~5년 미만 45.8 40.8 39.9 34.0 17.6 21.4 18.9 14.3 11.3

  5~10년 미만 43.2 41.0 35.5 34.8 21.7 23.5 16.2 17.3 14.2

  10년 이상 49.5 37.1 39.2 31.3 25.3 20.3 16.8 19.7 16.8

ESD 인지 여부

  예 47.0 39.6 39.3 31.3 21.9 22.0 18.2 16.4 16.8

  아니오 49.3 41.3 36.9 34.9 18.3 17.2 14.2 17.2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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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양질의 교육 ②인권, 정의, 평화 ③성평등 ④건강과 웰빙 ⑤기후변화 대응 ⑥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⑦지구촌 
협력강화 ⑧깨끗한 물관리 ⑨불평등 해소 ⑩육상생태계 보전 ⑪해양생태계 보전 ⑫지속가능한 소비/생산 ⑬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⑭사회시설 기반 및 R&D ⑮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⑯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 ⑰기아종식

[그림 Ⅲ-2-3] 개정된 누리과정 지속가능발전목표 반영 요소(다중응답)

주: ①양질의 교육 ②인권, 정의, 평화 ③성평등 ④건강과 웰빙 ⑤기후변화 대응 ⑥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⑦지구촌 
협력강화 ⑧깨끗한 물관리 ⑨불평등 해소 ⑩육상생태계 보전 ⑪해양생태계 보전 ⑫지속가능한 소비/생산 ⑬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⑭사회시설 기반 및 R&D ⑮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⑯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 ⑰기아종식

구분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사례수

전체  9.2  7.9  6.3  5.8  4.9  4.5  4.0  1.3 (1,280)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 이하  6.9  9.4  5.0  8.1  8.1  6.3  5.6  1.9 ( 160)

  만2세  8.1  8.8  3.1  5.6  5.6  6.3  1.3  1.9 ( 160)

  만3세  9.4  8.8  5.0  8.1  7.5  6.3  3.8  1.9 ( 160)

  만4세 11.3  5.6  8.1  4.4  5.6  4.4  5.0  0.6 ( 160)

  만5세 10.6  8.8  5.6  9.4  5.0  4.4  2.5  1.3 ( 160)

유치원 담당학급

  만3세 11.3  6.3  9.4  4.4  3.1  3.1  8.8  0.6 ( 160)

  만4세 11.3 11.3  5.6  3.8  2.5  2.5  3.1  0.0 ( 160)

  만5세  5.0  4.4  8.1  2.5  1.9  2.5  1.9  1.9 ( 160)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10.4  4.7  9.5  6.6  4.3  4.7  2.4  3.3 ( 211)

  3~5년 미만  8.4  9.7  6.3  5.5  4.2  5.9  6.7  2.1 ( 238)

  5~10년 미만  9.8  8.6  5.5  4.7  6.7  4.7  5.3  0.7 ( 451)

  10년 이상  8.4  7.6  5.3  6.8  3.7  3.2  1.6  0.3 ( 380)

ESD 인지 여부  

  예  9.2  7.7  6.9  5.0  3.9  3.6  4.4  1.2 ( 844)

  아니오  9.2  8.3  5.0  7.3  6.9  6.2  3.2  1.4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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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목

표는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이 40.5%로 가장 높았고, 건강과 웰빙이 5.2%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반영되지 않은 비율이 10% 이상인 목표는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 기아종식, 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시설 기반 및 R&D, 지속가

능한 도시와 주거지,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불평등 해소, 지구촌 협력 강화, 해양

생태계 보전, 육상생태계 보전,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로 나타났다. 

<표 Ⅲ-2-4> 개정된 누리과정 지속가능발전목표 미반영 요소(다중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40.5 34.5 33.1 33.0 29.0 19.8 15.9 12.6 12.4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 이하 38.1 31.3 34.4 31.9 25.6 22.5 16.9 16.9 13.1

  만2세 40.0 33.1 33.8 30.0 26.9 23.8 16.3 10.6  9.4

  만3세 31.3 36.9 28.1 31.3 26.9 19.4 11.9 16.9 16.9

  만4세 41.3 30.0 30.6 33.1 28.1 21.9 17.5 10.6 19.4

  만5세 36.9 36.3 33.8 33.1 28.8 20.0 14.4 13.8 13.1

유치원 담당학급

  만3세 45.6 35.6 33.8 29.4 31.9 16.3 17.5 16.9  9.4

  만4세 44.4 36.9 35.6 40.0 31.3 18.8 15.6  6.3  9.4

  만5세 46.3 36.3 35.0 35.6 32.5 16.3 16.9  8.8  8.8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34.1 37.0 27.5 32.2 28.0 18.5 13.3 13.3 18.5

  3~5년 미만 39.1 31.1 30.7 31.9 27.7 16.0 18.1 13.4 13.9

  5~10년 미만 41.2 35.9 33.5 31.0 27.5 21.1 15.5 13.3 12.0

  10년 이상 43.9 33.7 37.4 36.6 32.1 21.6 16.3 10.8  8.7

ESD 인지 여부

  예 40.6 36.3 33.5 33.6 29.9 18.7 14.7 12.0 13.3

  아니오 40.1 31.2 32.3 31.9 27.3 22.0 18.1 13.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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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②기아종식 ③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④사회시설 기반 및 R&D ⑤지속가능한 도시
와 주거지 ⑥지속가능한 소비/생산 ⑦불평등 해소 ⑧지구촌 협력 강화 ⑨해양생태계 보전 ⑩육상생태계 보전 ⑪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⑫기후변화 대응 ⑬성평등 ⑭인권, 정의, 평화 ⑮깨끗한 물관리 ⑯양질의 교육 ⑰건강과 웰빙

[그림 Ⅲ-2-4] 개정된 누리과정 지속가능발전목표 미반영 요소(다중응답)

주: ①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②기아종식 ③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④사회시설 기반 및 R&D ⑤지속가능한 도시
와 주거지 ⑥지속가능한 소비/생산 ⑦불평등 해소 ⑧지구촌 협력 강화 ⑨해양생태계 보전 ⑩육상생태계 보전 ⑪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⑫기후변화 대응 ⑬성평등 ⑭인권, 정의, 평화 ⑮깨끗한 물관리 ⑯양질의 교육 ⑰건강과 웰빙

구분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사례수

전체 10.3 10.2  9.8  8.3  7.7  6.4  5.7  5.2 (1,280)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 이하 15.0 13.1 12.5  6.3  7.5  6.9  2.5  3.8 ( 160)

  만2세 12.5  9.4 13.8  5.0  8.8  6.3  9.4  4.4 ( 160)

  만3세 12.5  8.8 11.3 12.5  6.9  7.5  8.8  6.3 ( 160)

  만4세 13.1 10.6 10.6 12.5  6.3  2.5  3.8  3.1 ( 160)

  만5세  8.8  9.4  7.5 10.0  8.1  6.9  8.8  5.6 ( 160)

유치원 담당학급

  만3세  5.0 11.3  5.6  6.3  7.5  8.8  3.8  5.0 ( 160)

  만4세  8.1  7.5  6.3  6.3  8.8  6.3  5.0  6.9 ( 160)

  만5세  7.5 11.3 11.3  7.5  8.1  6.3  3.8  6.9 ( 160)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12.8  8.5 10.0 12.3 10.0  9.5  2.8  6.2 ( 211)

  3~5년 미만  9.2 13.9 13.4 12.2  8.8  6.7  4.2  5.9 ( 238)

  5~10년 미만 10.0  9.5  9.5  8.6  6.7  7.1  6.2  5.1 ( 451)

  10년 이상 10.0  9.5  7.9  3.2  7.1  3.7  7.6  4.5 ( 380)

ESD 인지 여부

  예 11.4 10.2  9.0  7.9  6.4  6.8  5.2  5.1 ( 844)

  아니오  8.3 10.1 11.5  8.9 10.3  5.7  6.7  5.5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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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교육·보육과정의 목적과 추

구하는 인간상에도 반영이 되어있다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보육과정의 추

구하는 인간상에 더불어 사는 사람은 현시대를 넘어서 다음세대와 더불어 공존하

는 개념으로 후대와의 공존, 자원공유를 추구하는 것이며, 교육·보육과정의 목적인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교육과정의 가장 근간에 있는 건 어떤 추구하는 목적과 추구하는 인간상이 제일 큰 부분이

라면 그 안에 사실 추구하는 인간상에 더불어 사는 사람에 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더

불어 사는 사람이 현시 도 그렇지만 더불어 라는 시간을 따지면 후 에 우리의 그 뭐랄

까.. 더불어 다 하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엉망진창으로 다 쓰면 후 의 사람들에게 아무 

것도 물려줄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좀 시공간적인 부분까지도 이건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해서도 좀 있는 것 같고,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 부분을 보면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 목

적도 굉장히 ESD하고 좀 잘 맞게 되지 않을까.. (C유치원 원장, 2020. 05. 22)

이번에 개정누리과정에 있는 인간상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감성이 있는 어린이, 다른 사람

과 함께 하는 어린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베이스로 한 거잖아

요. 그래서 함께 라는 것도 꼭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 환경, 물질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하

라는 의미에서 개정누리과정에 추가된 게 인간상인 것 같고요. 이번에 개정누리과정을 보면 

요소 요소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E어린이집 원장, 2020. 05. 26)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세부 내용에서 ESD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체적

으로 다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사는 사람, 사람과 자연을 존중한다 이런 부분

이요. (E어린이집 교사3, 2020. 05. 26) 

또한 개정 누리과정에서 유아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확장한 부분, 자연물과 

사물을 통한 자연, 동물과의 교감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개정 누리과정이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연계를 강화한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평화, 자원 고갈, 기후 

영향에 대한 내용들은 제외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가 하는 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먼저 한다면 그 부분은 지금 교육과정 내에 잘 

되어 있고, 상호작용 부분도 이제 유아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으로 좀 더 확장을 

했더라고요. 환경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이제 뭐 자연물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하는 자료

도 있지만 그걸 그냥 원내에 있는 교구뿐만 아니라 자연, 나무, 새 이런 것들과의 교감이라

는 부분에 해서도 더 명시를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ESD하고 더욱 연계가 된 

교육과정이 아닐까... (C유치원 원장, 2020.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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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이 현실을 살아가고 미래까지 살아갈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생각해보

니까 주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되돌아보는 교육으로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이 들었고, 이런 게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

고 생태교육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사람과 자연이 만남으로써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의 것들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누리과정에서 중요시 여기듯이 

아이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교사에게 자율성을 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

고 생각했어요. (E어린이집 교사1, 2020. 05. 26) 

평화나 자원 고갈, 기후 영향에 한 것들은 아마 딱 지속가능발전교육에 핵심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교육과정 내용에 좀 빠져 있지 않나 싶어요. (A유치원 원장, 2020. 05. 12)

3) 단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에의 반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보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반

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8%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52.3%가,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62.9%가 반영되

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립 유치원 교사는 52.1%가 반영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국공립 유치원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교육·보육 경력별로는 경력이 높을수록 반영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

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5년 이상의 경력교사는 50% 이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응

답(5~10년 미만, 53.9%, 10년 이상 57.6%)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ESD 인

지 여부에 따라서는 ESD에 대해 알고 있는 교사가 반영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7%로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5> 기관 교육·보육과정 지속가능발전목표 반영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모름 계 사례 수

전체 52.8 14.2 33.0 100.0 (1,280)

  어린이집

  국공립 52.3 12.8 35.0 100.0 ( 400)

  국공립 외 47.8 14.5 37.8 100.0 ( 400)

χ2(df) 1.675(2)

유치원

  국공립 62.9 16.7 20.4 100.0 ( 240)

  사립 52.1 13.8 34.2 100.0 ( 240)

χ2(df) 11.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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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1, *** p < .001.

[그림 Ⅲ-2-5] 기관 교육·보육과정 지속가능발전목표 반영 여부

구분 예 아니오 모름 계 사례 수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0~1세)이하 45.0 11.9 43.1 100.0 ( 160)

  만2세 52.5 15.0 32.5 100.0 ( 160)

  만3세 52.5 13.1 34.4 100.0 ( 160)

  만4세 48.8 14.4 36.9 100.0 ( 160)

  만5세 51.3 13.8 35.0 100.0 ( 160)

χ2(df) 4.914(8)

유치원 담당학급

  만3세 56.3 13.8 30.0 100.0 ( 160)

  만4세 56.3 14.4 29.4 100.0 ( 160)

  만5세 60.0 17.5 22.5 100.0 ( 160)

χ2(df) 3.141(4)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46.4 11.8 41.7 100.0 ( 211)

  3~5년 미만 48.7 13.9 37.4 100.0 ( 238)

  5~10년 미만 53.9 11.8 34.4 100.0 ( 451)

  10년 이상 57.6 18.7 23.7 100.0 ( 380)

χ2(df) 28.754(6)***

ESD 인지 여부

  예 62.7 11.7 25.6 100.0 ( 844)

  아니오 33.7 19.0 47.2 100.0 ( 436)

χ2(df) 97.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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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보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반

영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N=676),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를 3가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 양질의 교육이 52.2%로 가장 높았고, 기아종식이 

1.6%로 가장 낮았다. 반영 비율이 10% 이상인 목표는 양질의 교육, 건강과 웰빙, 

성평등, 인권/정의/평화, 기후변화 대응, 깨끗한 물관리,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

지, 불평등 해소, 지구촌 협력 강화로 나타났다.

<표 Ⅲ-2-6> 기관 교육·보육과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반영 요소(다중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52.2 42.8 39.5 37.4 23.8 20.3 16.0 15.1 10.9

어린이집

  국공립 56.9 42.1 43.1 45.5 18.7 20.6 12.9 16.7 10.5

  국공립 외 56.0 51.8 31.9 33.0 23.0 15.7 12.6 18.3  8.4

유치원

  국공립 43.0 34.4 47.0 33.1 33.8 25.2 22.5 11.3 13.9

  사립 49.6 40.0 36.0 36.0 21.6 20.8 18.4 12.0 12.0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 이하 58.3 66.7 34.7 40.3 13.9 20.8  9.7 15.3  9.7

  만2세 57.1 38.1 44.0 29.8 26.2 22.6 10.7 26.2  6.0

  만3세 60.7 47.6 36.9 48.8 15.5 14.3 15.5 10.7  9.5

  만4세 59.0 39.7 35.9 35.9 21.8 15.4 14.1 17.9 11.5

  만5세 47.6 43.9 36.6 42.7 25.6 18.3 13.4 17.1 11.0

유치원 담당학급

  만3세 46.7 37.8 44.4 36.7 30.0 25.6 23.3 10.0  6.7

  만4세 46.7 31.1 32.2 37.8 26.7 23.3 17.8 13.3 18.9

  만5세 44.8 41.7 49.0 29.2 28.1 20.8 20.8 11.5 13.5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62.2 40.8 41.8 36.7 11.2 17.3 14.3 18.4  8.2

  3~5년 미만 49.1 44.0 40.5 35.3 30.2 15.5 16.4 15.5  9.5

  5~10년 미만 48.6 44.4 36.6 40.3 22.2 20.6 18.1 14.0 14.0

  10년 이상 53.4 41.1 41.1 35.6 27.9 23.7 14.2 14.6  9.6

ESD 인지 여부

  예 51.6 41.8 39.9 35.7 25.1 19.8 16.8 14.2 12.1

  아니오 54.4 46.3 38.1 43.5 19.0 21.8 12.9 18.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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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양질의 교육 ②건강과 웰빙 ③성평등 ④인권, 정의, 평화 ⑤기후변화 대응 ⑥깨끗한 물관리 ⑦모두를 위한 친환
경 에너지 ⑧불평등 해소 ⑨지구촌 협력 강화 ⑩육상생태계 보전 ⑪해양생태계 보전 ⑫지속가능한 소비/생산 ⑬좋
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 ⑭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⑮사회시설 기반 및 R&D ⑯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⑰기아종식

구분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사례수

전체  9.5  7.0  5.5  5.2  5.0  3.7  3.0  1.6 (676)

어린이집  

  국공립  6.7  4.3  3.3  6.2  1.9  4.3  2.9  1.4 (209)

  국공립 외  7.9  8.4  6.3  5.8  8.9  5.2  3.1  2.6 (191)

유치원  

  국공립 11.9  6.0  5.3  0.7  4.0  1.3  2.6  0.7 (151)

  사립 13.6 10.4  8.0  8.0  5.6  3.2  3.2  1.6 (125)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 이하  1.4  0.0  2.8 11.1  4.2  5.6  2.8  1.4 ( 72)

  만2세  9.5  7.1  2.4  7.1  4.8  3.6  1.2  2.4 ( 84)

  만3세  6.0  8.3  6.0  1.2  3.6  6.0  3.6  2.4 ( 84)

  만4세 10.3  9.0  6.4  3.8  7.7  3.8  3.8  3.8 ( 78)

  만5세  8.5  6.1  6.1  7.3  6.1  4.9  3.7  0.0 ( 82)

유치원 담당학급

  만3세 17.8  5.6  5.6  1.1  1.1  1.1  3.3  1.1 ( 90)

  만4세 12.2 12.2  6.7  6.7  6.7  3.3  1.1  0.0 ( 90)

  만5세  8.3  6.3  7.3  4.2  6.3  2.1  4.2  2.1 ( 96)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9.2  6.1  8.2  6.1  7.1  5.1  4.1  3.1 ( 98)

  3~5년 미만 10.3  6.9  4.3  8.6  4.3  4.3  1.7  1.7 (116)

  5~10년 미만  8.2  7.0  6.2  5.3  4.1  4.5  3.3  2.1 (243)

  10년 이상 10.5  7.3  4.1  2.7  5.5  1.8  2.7  0.5 (219)

ESD 인지 여부

  예  9.5  7.8  5.7   4.9  4.7  3.8  3.0  1.7 (529)

  아니오  9.5  4.1  4.8   6.1  6.1  3.4  2.7  1.4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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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6] 기관 교육·보육과정 지속가능발전목표 반영 요소(다중응답)

주: ①양질의 교육 ②건강과 웰빙 ③성평등 ④인권, 정의, 평화 ⑤기후변화 대응 ⑥깨끗한 물관리 ⑦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⑧불평등 해소 ⑨지구촌 협력 강화 ⑩육상생태계 보전 ⑪해양생태계 보전 ⑫지속가능한 소비/생산 ⑬좋은 일자
리와 경제 성장 ⑭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⑮사회시설 기반 및 R&D ⑯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⑰기아종식

4) 영유아기에 강조해야 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 

심층면담에 참여한 원장/감, 교사들에 의하면, 영유아기에 특히 강조해야 할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은 인성, 공유, 공존 등으로 언급되었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존중과 배려, 타인과 공존하기 위한 자기조절능력, 한정된 자원의 공

유 및 분배,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치 등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생물, 인권 관련 

교육의 연령에 따른 제약을 언급하기도 했다. 

인성이라는 건 지속가능이라는 거랑 되게 많이 접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배려는 자

연을 배려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을 배려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문화적인 

걸 보면 사람을 배려하는 것일 거고, 환경적 측면은 자연을 배려하는 거겠죠? 효도라는 것

도 부모님에 한 배려이고, 사랑도 키울 수 있고 이런 인성에 관련된 지금 저희가 강조하

는 것에 지속가능을 조금 더 덧붙인다면 실천 방안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

어요. (C유치원 교사1, 2020. 05. 22) 

세상에 자원은 파이가 한정되어 있어요. 내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못 가지는 거죠. 그것 

자체를 느껴보게 해야 되는 거죠. 매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자원이라는 것도. 만약에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사랑을 많았으면 나 때문에 친구들이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걸 생각해

보고, 내가 이 친구랑 많이 놀아서 행복했다면 다른 친구들은 또 나 때문에 이 친구랑 못 

놀았을 수도 있겠다는 걸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교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E어린이집 원장,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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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자연과 함께 살아감을 생각해보고 만나는 관계에 해서 생각해볼 수 있게 질문을 

하면서 계속 아이들이 생각해볼 수 있고 곱씹어 보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E어린이

집 교사1, 2020. 05. 26) 

유치원에서는 생물,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확 와 닿지 않지요. 그런 건 책을 통해서 다루고 

있기는 한데 생활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책을 읽고 아이들이 엄청 흡

수를 잘 하더라고요. 매 시간마다 “우리들은 즐겁게 놀 권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재미있

게 놀고, 밥 먹을 시간이라고 하면 “밥 먹을 권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만 5세 정도는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 3세로 내려갈수록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A유치원 원감, 2020. 05. 12)

3.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 및 지원 

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 

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별 적용 정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별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세계/국제적 책임과 천연

자원을 제외하면, 대체로 4점 이상(5점 척도)으로 필요하다고 응답되었으며, 평화와 

문화 다양성이 4.58점으로 가장 높았고, 세계/국제적 책임이 3.8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4점 이상은 세계/국제적 책임과 천연자원 제외한 모든 항목이었다. 

<표 Ⅲ-3-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별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지속가능발전교육 필요성

필요함 보통
필요
하지 
않음

평균
(점)

사례 수
전혀
필요
하지
않음

별로
필요
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인권 0.2 1.6 15.5 33.4 49.2 82.7 15.5 1.8 4.30 (1,280)

평화 0.1 0.6  9.1 21.9 68.4 90.2  9.1 0.7 4.58 (1,280)

안전 0.0 0.8 12.1 29.9 57.2 87.1 12.1 0.8 4.44 (1,280)

문화 다양성 0.0 0.9  8.7 22.3 68.0 90.4  8.7 0.9 4.58 (1,280)

사회정의 0.1 0.6  9.7 29.8 59.8 89.6  9.7 0.7 4.49 (1,280)

건강과 식품 0.2 0.8 12.2 30.6 56.2 86.8 12.2 1.0 4.42 (1,280)

양성평등 0.0 0.5  9.8 29.8 59.8 89.7  9.8 0.5 4.49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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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별 필요성

구분

지속가능발전교육 필요성

필요함 보통
필요
하지 
않음

평균
(점)

사례 수
전혀
필요
하지
않음

별로
필요
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시민참여 0.2 0.4 12.6 27.9 58.9 86.8 12.6 0.6 4.45 (1,280)

소양 0.1 1.3 13.9 33.4 51.3 84.7 13.9 1.4 4.34 (1,280)

세계, 국제적 책임 0.5 4.2 27.4 41.0 26.8 67.8 27.4 4.8 3.89 (1,280)

천연자원 0.3 4.3 25.6 41.3 28.5 69.8 25.6 4.6 3.93 (1,280)

에너지 0.2 1.3 12.1 33.7 52.7 86.4 12.1 1.5 4.38 (1,280)

기후변화 0.4 1.4 15.6 39.2 43.4 82.6 15.6 1.8 4.24 (1,280)

생물 다양성 0.0 1.1 13.4 30.3 55.2 85.5 13.4 1.1 4.40 (1,280)

환경문제 0.0 1.0 13.4 35.2 50.3 85.5 13.4 1.0 4.35 (1,280)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0.1 0.5  9.8 24.5 65.2 89.7  9.8 0.5 4.54 (1,280)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0.2 0.9 16.3 37.7 44.8 82.6 16.3 1.1 4.26 (1,280)

재해예방 및 감소 0.1 0.6 13.1 37.6 48.6 86.2 13.1 0.7 4.34 (1,280)

교통 0.2 1.4 14.5 33.5 50.3 83.8 14.5 1.6 4.32 (1,280)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0.0 0.5 10.8 31.2 57.5 88.7 10.8 0.5 4.46 (1,280)

시장 경제 0.3 1.9 20.2 37.8 39.8 77.7 20.2 2.2 4.15 (1,280)

빈부격차 완화 0.1 2.0 19.1 44.8 34.0 78.8 19.1 2.1 4.11 (1,280)

기업의 지속가능성 0.3 2.7 24.9 39.7 32.3 72.0 24.9 3.0 4.01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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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적용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별 적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안전이 4.21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3.03

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Ⅲ-3-2>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별 적용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 정도

적용 보통
적용
하지 
않음

평균
(점)

사례 수

전혀
적용
하지
않음

별로
적용
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적용함

매우
적용함

인권 0.2 1.8 19.5 35.9 42.7 78.6 19.5  2.0 4.19 (1,280)

평화 0.3 3.9 25.9 38.6 31.3 69.9 25.9  4.2 3.97 (1,280)

안전 0.0 1.9 18.6 36.6 42.9 79.5 18.6  1.9 4.21 (1,280)

문화 다양성 0.1 2.9 23.0 41.1 33.0 74.1 23.0  3.0 4.04 (1,280)

사회정의 0.5 4.2 24.9 41.2 29.1 70.3 24.9  4.8 3.94 (1,280)

건강과 식품 0.2 2.6 19.7 40.9 36.6 77.5 19.7  2.8 4.11 (1,280)

양성평등 0.5  2.5 23.7 37.0 36.3 73.3 23.7  3.0 4.06 (1,280)

시민참여 0.4  5.9 30.9 39.4 23.4 62.7 30.9  6.3 3.79 (1,280)

소양 2.9 10.8 41.3 34.1 10.9 45.1 41.3 13.7 3.39 (1,280)

세계, 국제적 책임 3.0 15.9 43.4 27.7 10.0 37.7 43.4 19.0 3.26 (1,280)

천연자원 0.9  7.0 30.5 38.4 23.3 61.6 30.5  7.8 3.76 (1,280)

에너지 1.6  9.0 35.1 37.7 16.6 54.3 35.1 10.6 3.59 (1,280)

기후변화 0.9  5.7 29.7 39.6 24.1 63.8 29.7  6.6 3.80 (1,280)

생물 다양성 0.9  5.9 31.2 38.4 23.6 62.0 31.2  6.8 3.78 (1,280)

환경문제 0.1  3.3 21.8 39.4 35.5 74.8 21.8  3.4 4.07 (1,280)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1.4  9.6 33.8 34.9 20.3 55.2 33.8 11.0 3.63 (1,280)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0.5  4.7 27.0 42.0 25.9 67.9 27.0  5.2 3.88 (1,280)

재해예방 및 감소 0.5  5.5 27.8 38.8 27.3 66.2 27.8  6.0 3.87 (1,280)

교통 0.2  2.3 20.1 39.1 38.4 77.5 20.1  2.4 4.13 (1,280)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6  9.8 37.7 34.4 16.6 50.9 37.7 11.4 3.54 (1,280)

시장 경제 1.0  8.4 39.5 35.2 15.8 51.0 39.5  9.5 3.56 (1,280)

빈부격차 완화 3.1 14.8 43.3 28.8 10.0 38.8 43.3 18.0 3.28 (1,280)

기업의 지속가능성 7.7 21.4 39.4 23.2  8.4 31.6 39.4 29.1 3.03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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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2]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별 적용 정도

적용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요소를 질

문한 결과, 인권이 40.5%로 가장 높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이 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학급, ESD 인지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교

육·보육 경력에 따라서는 집단 간 경향의 차이가 있었다. 인권과 안전이 전체 비중

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비중이 1% 미만으로 나타난 요소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시장 경제, 빈부격차 완화, 재해예방 및 감소, 소양, 에너지, 생물 다

양성, 세계·국제적 책임,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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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내용별 해당하는 활동을 조

사한 결과, 어린이집은 인권이 1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업의 지

속가능성이 0.2%로 가장 낮았다. 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권, 평화, 안

전, 문화 다양성, 건강과 식품, 환경문제, 교통이었으며, 빈부격차 완화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1%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4>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별 적용 활동 수(오픈응답): 어린이집

단위: 수(%)

구분　
만1세
(0~1세)
이하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계 비율

전체 482 518 486 496 508 2,490 (100.0) 

① 인권  80  76   83  72  89   400 ( 16.1) 

② 평화  29  36   37  42  35   179 (  7.2) 

③ 안전  56  55   64  46  44   265 ( 10.6) 

④ 문화 다양성  28  36   34  38  40   176 (  7.1) 

⑤ 사회정의  18  14   24  16  16    88 (  3.5) 

⑥ 건강과 식품  42  54   40  46  36   218 (  8.8) 

⑦ 양성평등  22  25   18  15  20   100 (  4.0) 

⑧ 시민참여  13  11    7  11  18    60 (  2.4) 

⑨ 소양   6   2    6   6   8    28 (  1.1) 

⑩ 세계, 국제적 책임   4   8    3   6   8    29 (  1.2) 

⑪ 천연자원  21  28   17  24  21   111 (  4.5) 

⑫ 에너지  16  11    5  15   9    56 (  2.2) 

⑬ 기후변화  22  16   17  23  30   108 (  4.3) 

⑭ 생물 다양성  13  14   12  15  16    70 (  2.8) 

⑮ 환경문제  25  33   28  34  37   157 (  6.3) 

⑯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8  16   15  12   9    60 (  2.4) 

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16  21   22  12   7    78 (  3.1) 

⑱ 재해예방 및 감소  12   10    12  15  10    59 (  2.4) 

⑲ 교통  34   27   27  30  27   145 (  5.8) 

⑳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5  10   2   5   6    28 (  1.1) 

㉑ 시장 경제   6   8   7  11  15    47 (  1.9) 

㉒ 빈부격차 완화   5   5   5   2   6    23 (  0.9) 

㉓ 기업의 지속가능성   1   2   1   0　   1     5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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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4]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별 적용 활동 수(오픈응답): 어린이집

유치원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인권이 1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0.3%로 가장 낮았다. 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권, 평화, 안전, 문화 다양성, 건강과 식품, 기후변화, 환경문제, 교통이었으

며, 소양,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1%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Ⅲ-3-5>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별 적용 활동 수(오픈응답): 유치원

단위: 수(%)

구분　 만3세 만4세 만5세 전체 비율

전체 436 470 579 1,485 (100.0) 

① 인권   67   69  85   221 ( 14.9)

② 평화   33   33  42   108 (  7.3)

③ 안전   47   43  48   138 (  9.3) 

④ 문화 다양성   30   36  53   119 (  8.0) 

⑤ 사회정의   13   17  23    53 (  3.6) 

⑥ 건강과 식품   21   26  33    80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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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5]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별 적용 활동 수(오픈응답): 유치원

구분　 만3세 만4세 만5세 전체 비율

⑦ 양성평등   17   27  23    67 (  4.5) 

⑧ 시민참여   13   9   16    38 (  2.6) 

⑨ 소양    4   4   3    11 (  0.7)

⑩ 세계, 국제적 책임    4   2  14    20 (  1.3) 

⑪ 천연자원   21  18  24    63 (  4.2) 

⑫ 에너지   14  19  25    58 (  3.9) 

⑬ 기후변화   22  24  29    75 (  5.1)

⑭ 생물 다양성   10  13  16    39 (  2.6) 

⑮ 환경문제   37  53  48   138 (  9.3) 

⑯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7  11  15    33 (  2.2) 

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13   6  15    34 (  2.3) 

⑱ 재해예방 및 감소  10  10   7    27 (  1.8)

⑲ 교통  27  26  32    85 (  5.7) 

⑳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7   6   4    17 (  1.1) 

㉑ 시장 경제  12  12  15    39 (  2.6)

㉒ 빈부격차 완화   4   5   8    17 (  1.1) 

㉓ 기업의 지속가능성   3   1   1     5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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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2019년 개정된 누리과정의 방향인 유아·놀이 중심으

로의 변화는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큰 패러다임의 변

화를 견인하는 것이다. 이에 교사의 교육 의도와 유아중심의 활동이 대치되는 것으

로 이해한다면 활동의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아이들이 행복할 권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놀이와 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놀이라고 하면 보통 아이들한테 뭐를 만들고 

퍼포먼스를 하는 게 놀이가 아니라 배웠을 때 보면 행복감이잖아요. 아이가 만족하고 즐거

워할 수 있는 활동.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이 교육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재미있게 교육을 

받으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한 거고, 아이들의 권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

을 교사가 많이 전달을 해줬다면 그 아이는 권리로 충분한 것 같고, 저희가 생존, 발달, 이

런 등등에 한 것들도 다 하고 네 가지의 권리적인 것도 다 하고 있잖아요. (C유치원 교사

1, 2020. 05. 22) 

유아교육에서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가 자율성과 자기존중감이잖아요. 자

율성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나를 조절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나를 조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

면 이기적인 내가 아니어야 하는 거죠. 함께 나를 조절해야 되는 건데, 지속가능한 교육의 

핵심이 그것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조절하고, 타인과 함께 하고, 나의 이기심보다는 우리

가 더불어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이게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베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하다보면 나 혼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게 없거든요. (E어린이집 원장, 2020. 05. 26)

2)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적용 방법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 활동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접근 방법이 5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치/철학이 21.8%, 주제가 11.7%, 

활동공간이 9.4%, 활동 규모가 5.8% 순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담당학급, ESD 인

지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보육 경력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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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6>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 시, 중요 고려사항

단위 : %(명)

구분
접근 방법

(설명, 
경험)

가치/
철학

주제
활동 공간

(실내, 
실외)

활동 규모
(대, 소, 
개인)

기타 계
사례 
수

전체 51.1 21.8 11.7 9.4 5.8 0.2 100.0 (1,175)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0~1세)이하 48.6 23.2 12.3 10.1  5.1 0.7 100.0 ( 138)

  만2세 46.9 21.4  6.9 16.6  7.6 0.7 100.0 ( 145)

  만3세 54.1 17.6 13.5 10.8  4.1 0.0 100.0 ( 148)

  만4세 57.4 15.5 12.2  8.1  6.8 0.0 100.0 ( 148)

  만5세 54.8 17.8 11.0 11.0  5.5 0.0 100.0 ( 146)

χ2(df) 18.647(20)

유치원 담당학급

  만3세 46.6 26.0 13.7  8.9  4.8 0.0 100.0 ( 146)

  만4세 49.3 21.3 12.7  7.3  9.3 0.0 100.0 ( 150)

  만5세 50.6 31.2 11.7  3.2  3.2 0.0 100.0 ( 154)

χ2(df) 12.541(8)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57.9 16.2 13.2  7.6  4.6 0.5 100.0 ( 197)

  3~5년 미만 52.4 20.3 10.8  6.1 10.4 0.0 100.0 ( 212)

  5~10년 미만 51.2 21.8 10.9 11.4  4.6 0.0 100.0 ( 412)

  10년 이상 46.3 25.7 12.4 10.2  5.1 0.3 100.0 ( 354)

χ2(df) 26.975(15)*

ESD 인지 여부

  예 50.2 24.1 10.5  9.5  5.5 0.1 100.0 ( 779)

  아니오 52.8 17.2 14.1  9.3  6.3 0.3 100.0 ( 396)

χ2(df) 9.635(5)

* p < .05.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적용 활동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일상생활이 55.9%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그룹 활동이 18.4%, 소그룹 활동이 10%, 체험 학습이 

9.4%, 개별 활동이 6.4%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의 담당학급, ESD 인지 여

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어린이집 담당학급, 교육·보육 경력에 따라서는 집

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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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7>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 시, 활용하는 활동 방법

단위 : %(명)

구분
일상
생활

대그룹 
활동

소그룹 
활동

체험 학습 개별 활동 계 사례 수

전체 55.9 18.4 10.0 9.4 6.4 100.0 (1,175)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0~1세)이하 70.3  0.7  7.2  8.7 13.0 100.0 ( 138)

  만2세 63.4  2.8 11.0 10.3 12.4 100.0 ( 145)

  만3세 51.4 18.9 12.2 14.2  3.4 100.0 ( 148)

  만4세 49.3 19.6 12.2 11.5  7.4 100.0 ( 148)

  만5세 51.4 19.2 10.3 11.0  8.2 100.0 ( 146)

χ2(df) 65.671(16)***

유치원 담당학급

  만3세 59.6 24.0  7.5  8.2  0.7 100.0 ( 146)

  만4세 56.0 25.3  8.0  8.0  2.7 100.0 ( 150)

  만5세 47.4 34.4 11.0  3.2  3.9 100.0 ( 154)

χ2(df) 13.837(8)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56.9 21.3 11.7  4.6  5.6 100.0 ( 197)

  3~5년 미만 58.5 18.9 10.4  8.5  3.8 100.0 ( 212)

  5~10년 미만 48.5 21.8 10.2 12.1  7.3 100.0 ( 412)

  10년 이상 62.4 12.4  8.5  9.3  7.3 100.0 ( 354)

χ2(df) 30.749(12)**

ESD 인지 여부

  예 56.1 17.2 10.7 10.4  5.6 100.0 ( 779)

  아니오 55.6 20.7  8.6  7.3  7.8 100.0 ( 396)

χ2(df) 7.503(4)

** p < .01, *** p < .001.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적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는 시청각 자료가 

3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자료가 28.7%, 교재교구가 24.2%, 도서

가 7.8%, 교육청/시도청 자료가 3.1%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의 담당학급, 

교육·보육 경력, ESD 인지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어린이집 교사의 담

당학급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만 1세 이하반과 만 2세반은 교재교

구의 활용 비율이 높은 반면, 만 3세반 이상은 인터넷과 시청각 자료의 활용 비율

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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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8>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 시, 활용 자료

단위 : %(명)

구분
시청각 
자료

인터넷 
자료

교재
교구

도서
교육청/
시도청 
자료

기타 계 사례 수

전체 35.1 28.7 24.2  7.8 3.1 1.0 100.0 (1,175)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0~1세)이하 13.0 25.4 48.6  8.7 2.9 1.4 100.0 ( 138)

  만2세 23.4 22.1 38.6 11.0 2.1 2.8 100.0 ( 145)

  만3세 28.4 33.1 27.0  6.8 2.0 2.7 100.0 ( 148)

  만4세 37.8 27.0 26.4  5.4 2.7 0.7 100.0 ( 148)

  만5세 32.9 34.2 27.4  5.5 0.0 0.0 100.0 ( 146)

χ2(df) 54.754(20)***

유치원 담당학급

  만3세 47.9 28.1 11.0  6.2 6.8 0.0 100.0 ( 146)

  만4세 50.7 23.3 10.0 10.7 5.3 0.0 100.0 ( 150)

  만5세 44.8 35.7  7.1  8.4 3.2 0.6 100.0 ( 154)

χ2(df) 11.527(10)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40.1 31.0 20.8  5.6 2.0 0.5 100.0 ( 197)

  3~5년 미만 37.3 21.7 27.4  9.4 3.8 0.5 100.0 ( 212)

  5~10년 미만 33.5 29.4 24.8  8.0 3.6 0.7 100.0 ( 412)

  10년 이상 33.1 30.8 23.4  7.9 2.8 2.0 100.0 ( 354)

χ2(df) 17.052(15)

ESD 인지 여부

  예 35.8 27.5 23.6  8.5 3.6 1.0 100.0 ( 779)

  아니오 33.8 31.1 25.3  6.6 2.3 1.0 100.0 ( 396)

χ2(df) 4.437(5)

*** p < .001.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

육의 활동들은 일상생활에서부터 환경교육, 경제교육, 정서교육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으며, 통합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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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기관에서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간식을 먹은 후 우유팩을 재활용하는 데에서 그

치지 않고, 그 비용을 기부하여 기부한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공유한다든지, 행사에서 활용한 현수막에 그림을 그리고, 가방으로 만들어 

지역사회 사람들과 나눔을 하는 형태로 확장하고 있었다.

여기는 조금만 나가면 공원이 있고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자연 속에 있어서 늘 그

걸 많이 활용하기는 했어요. (B어린이집 원장, 2020. 05. 19)

간식으로 먹는 우유를 먹고 나면 우유팩을 씻어가지고 잘 보관해서 면사무소로 가져다주면 

그걸 휴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휴지를 가지고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 같은데다가 

기증을 하면 그걸 쓸 수 있게끔 해서 아이들이 그 부분에 해서 먹는 간식의 쓰레기가 어

떻게 재활용이 되고, 또 거기서 가져오면 초록우산이나 그런데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해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C유치원 원장, 2020. 05. 22)

현수막이나 그런 것도 아이들이 손을 더 어서 그림을 그리거나 하고 물론 좀 제봉 같은 

것들은 맡겨서 하기는 했지만 그런 가방을 줬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봉투 말고 

이거 쓰세요 하고 나누어주면 막 칭찬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서 또 뿌듯함을 느끼면 

내가 하는 행동이나 실천이 영향력이 있고 그걸 또 선생님이 너희들이 한 행동이 지구에 

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사람들, 우리 지구촌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그 때는 아이들도 굉장히 신나서 참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C유치원 원

장, 2020. 05. 22)

기본생활습관 이런 건 교육과정에 다 녹아들어 있거든요. 휴지가 어디서 오는지, 나무를 베

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재활용하고 아껴 쓸 수 있는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해

결방법을 찾고, 가정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조금 미흡하기는 한데 그걸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A유치원 원감, 2020. 05. 12)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단위활동에 그치지 않고, 유아들의 

일상에서의 갈등 상황뿐만 아니라 물, 쓰레기 문제 등이 주제로 활용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블록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나눌 때 생각을, 공

정하게 놀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을 생각해 보면서 한정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될지

를 함께 생각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E어린이집 원장, 2020. 05. 26) 

냉장고에 있는 한 주에 소비되는 그런 것들을 꺼내서 테이블에 쌓아놓았을 때 그게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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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먹고 남는 부분으로 해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환경오염에 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 

유치원에서도 딱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선

생님들께서 아이들하고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게.. 환경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매일 만들어 내는 부분에 환경 속에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먹는 

물이라든지 버리는 쓰레기 그런 부분에 해서 시작하는 것들이 많고... (C유치원 원장, 

2020. 05. 22)

나) 환경교육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심층면담에 참여한 원장/감, 교사들은 환경교육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떠올

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재활용, 친환경 소재, 한정된 자원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아이들이 종이를 한 번에 10장씩 쓰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모아가지고 공

책으로 만들어줘서 좀 더 재활용해서 쓸 수 있게 했더니 아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

더라고요. 그리고 손 닦은 휴지는 재활용해서 청소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몽마

르트에서 텃밭 가꾸는 것도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또 유니세프나 그린

피스처럼, 제가 예전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연계해서 캠페인 참여해보는 것도 했거든요. 이

벤트성 같지만 한 번 경험함으로써 자기 목소리를 내보고 참여해보는 것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E어린이집 교사3, 2020. 05. 26) 

각 가정에 종이컵이나 도배할 때 쓰는 초배지라든지 친환경으로 되는 화분 같은 걸 집에서 

활용해볼 수 있도록 했는데, 종이컵이라는 게 물을 마실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요. 이걸 한 번 더 놀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모든 매체가 놀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걸 전달하

고 싶었어요. 가정에서도 놀이가 연계될 수 있게, 어린이집에서의 놀이가 가정에서도 연계

되게 했던 적이 있어요. 릴레이식으로. 이 친구가 그린 그림을 다른 친구가 그리게 하고요. 

(교사2, 2020. 05. 26) 

내가 많이 먹었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내가 많이 누렸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자원이 풍부하고 나무가 많은데 나무를 그렇다고 다 써버리면 나무가 없어지

고, 항상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이 세상에는 자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걸 

영유아기 때부터, 저는 그게 지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눈 앞에는 보이는 것만 있으니

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원이 소비되고 있으니까... (E어린이집 원장, 2020. 05. 26)

다) 경제교육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소비, 절약 등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었는데, 절제하는 

소비방식을 통한 선순환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때로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유통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환경교육과 경제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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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이들한테 소비성으로 놀잇감을 주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것들이 계속 순환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0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때부터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한, 지구 문제 이런 것들에 한 게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 다큐는 스웨덴

에서 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문제나 소비의 절제에 한 게 

교육에 녹아 있잖아요. (E어린이집 원장, 2020. 05. 26)

인기가 있는 것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하거나 그럴싸한 것들만 좋아해요. 그래서 교

사가 이걸 구매를 해서 만드는 걸로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돈을 300

원씩 분배해줬어요. 가짜 돈을요. 그래서 시작점을 정해놓고 내가 재활용품을 사용하고 싶

으면 집에서 재활용품을 가져와서 판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유통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집에서 그냥 가져오지 않아

요. 비싸게 받을 수 있거나 특별한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샴푸 통 이런 것들은 색이 있고 

예쁘니까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비싸게 팔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걸 저장했다가 누군가가 

멋지게 만든 작품을 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생산자, 소비자, 유통자가 되

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해요. 돌고 돈다고. 이런 걸 느껴보게 하는 거죠. (E어

린이집 원장, 2020. 05. 26) 

라) 정서교육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조절능력

이 중요하기 때문에 놀잇감을 소중히 하고 아끼기, 나와 타인의 마음 이해하기, 가

치 사전 만들기 등 정서적인 접근을 시도하기도 한다. 

어린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오염이라든지 놀잇감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요즘 이슈이거든요. 교사가 놀잇감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잇

감을 좀 쉽게 생각하고 던지고 그래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듯이 한 쪽 공간에 마련해두었

어요. 호랑이반 일원으로서 한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조절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배

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E어린이집 교사2, 

2020. 05. 26) 

초반에 나의 마음, 너의 마음이라는 띰을 했었고, 다른 하나는 자연과 함께 자라는 어린이

라고 해서 자연과의 공존을 생각해보는 주제를 했었어요. 직접적으로는 ESD랑 연관이 되

는지 계속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간접적으로는 약간 공간건축, 시 쓰기활동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간건축은 교실 공간을 구성하는 건데 그런 것에서도 확장이 되어 보면 

자연친화적이게 건설을 한다든지, 건축물을 알아본다든지, 시 쓰기에서는 자기 생각을 하는 

시간인데 비판적인 생각이나, 정보를 찾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해서 그렇

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E어린이집 교사3,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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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통합교육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대부분의 활동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교육도 다양한 주제 속에서 전개될 수 있으며, 특정한 교육·보육과정 영역보

다는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

하는 물건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떠한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

력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한 교육과 관련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틀을 맞추어 

간다고 하면 어떠한 주제를 나간다하더라도 주제 전개 방식에 한 부분들을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한 예시로 어떤 주제라도 미래의 삶이라든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에 연결

시켰을 때 유아들이 지킬 수 있는 것, 가족이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면 우리 유치원 친구들

이 지킬 수 있는 것에 한 부분으로 연결을 짓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맥락적인 부분에서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C유치원 원감, 2020. 05. 22)

특별한 영역이 있다고 보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봤어요. 의사소통 영역이나 자연탐구 영역

에 접근을 한다면 접근하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린이들의 행동이나 놀이 순간 

하나 하나를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5개 영역

을 계획하고 일궈나가는 과정 자체를 포괄적으로 생각했어요. (E어린이집 교사2, 2020. 

05. 26)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 그 부품이 많이 필요한.. 그 원석을 채취하러 가다 보니까 그로 인해

서 고릴라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부분이 저 멀리 어느 나라에서는 또 어떤 다른 영향력이 있다는 부분

을 듣게 되었던 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런 상황

적인 것들을 공유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그 

때 들었던 것도 책자 자체도 아이들이 커다란 지구를 막 닦고 있고, 그걸 가꾸고 있는 분위

기가 굉장히 새로웠어요. (C유치원 원장, 2020. 05. 22)

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의 어려움 및 지원 방식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개정된 교육·보육과정(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

리과정)에의 적용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8%였

고,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7%로 나타났으며, 평균 3.56점(5점 척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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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9> 개정된 교육·보육과정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 어려움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평균
(점)

사례 
수

F/t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3.5 41.3 34.5  9.1 1.6 10.7 34.5 54.8 3.56 (1,280)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0~1세)이하 13.8 45.0 31.9  8.1 1.3  9.4 31.9 58.8 3.62 ( 160)

0.668

  만2세 17.5 42.5 23.8 13.1 3.1 16.3 23.8 60.0 3.58 ( 160)

  만3세 15.0 39.4 34.4 10.0 1.3 11.3 34.4 54.4 3.57 ( 160)

  만4세 14.4 46.3 31.9  6.9 0.6  7.5 31.9 60.6 3.67 ( 160)

  만5세 12.5 36.3 43.1  6.3 1.9  8.1 43.1 48.8 3.51 ( 160)

유치원 담당학급

  만3세 10.6 40.6 40.6  6.3 1.9  8.1 40.6 51.3 3.52 ( 160)

2.363  만4세 8.8 38.1 38.8 13.1 1.3 14.4 38.8 46.9 3.40 ( 160)

  만5세 15.6 42.5 31.3  8.8 1.9 10.6 31.3 58.1 3.61 ( 160)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8.5 41.2 41.7  8.1 0.5  8.5 41.7 49.8 3.49 ( 211)

0.511
  3~5년 미만 14.7 39.5 36.1  9.2 0.4  9.7 36.1 54.2 3.59 ( 238)

  5~10년 미만 12.2 43.7 34.6  7.5 2.0  9.5 34.6 55.9 3.57 ( 451)

  10년 이상 17.1 39.7 29.2 11.3 2.6 13.9 29.2 56.8 3.57 ( 380)

ESD 인지 여부

  예 12.3 42.2 32.9 10.4 2.1 12.6 32.9 54.5 3.52 ( 844)
2.168*

  아니오 15.8 39.7 37.4  6.4 0.7  7.1 37.4 55.5 3.64 ( 436)

* p < .05.

[그림 Ⅲ-3-6] 개정된 교육·보육과정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 어려움



Ⅰ

Ⅱ

Ⅲ

Ⅳ

Ⅴ

Ⅲ.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식과 실행

115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이 어렵다고 응답한(N=702) 경우,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활용자료가 부족해서가 2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보/지식이 부

족해서 26.8%, 개정된 교육·보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18.7%, 연수경험이 

부족해서 10.5%, 시간이 부족해서 8.8%, 관심이 없어서 3.7%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담당학급, 교육·보육 경력, ESD 인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 

 

<표 Ⅲ-3-10>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 어려움 이유

단위 : %(명)

구분
활용

자료가 
부족해서

정보
/지식이 
부족해서

개정된 
교육·보육

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연수
경험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

(활동 준비 
시간 등) 

해서

관심이 
없어서

기타 계
사례 
수

전체 28.3 26.8 18.7 10.5  8.8 3.7 3.1 100.0 (702)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0~1세)이하 25.5 34.0 17.0 14.9  3.2 2.1 3.2 100.0 ( 94)

  만2세 29.2 26.0 21.9  9.4  6.3 4.2 3.1 100.0 ( 96)

  만3세 32.2 19.5 21.8  5.7  9.2 9.2 2.3 100.0 ( 87)

  만4세 30.9 22.7 17.5 18.6  7.2 1.0 2.1 100.0 ( 97)

  만5세 32.1 28.2 14.1 10.3  7.7 3.8 3.8 100.0 ( 78)

χ2(df) 27.282(24)

유치원 담당학급

  만3세 18.3 40.2 20.7  3.7 12.2 1.2 3.7 100.0 ( 82)

  만4세 28.0 24.0 22.7  8.0 12.0 2.7 2.7 100.0 ( 75)

  만5세 30.1 20.4 14.0 11.8 14.0 5.4 4.3 100.0 ( 93)

χ2(df) 17.803(12)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18.1 29.5 20.0 14.3 14.3 2.9 1.0 100.0 (105)

  3~5년 미만 29.5 28.7 17.1 10.1  9.3 1.6 3.9 100.0 (129)

  5~10년 미만 30.2 24.6 19.0  9.9  7.9 4.8 3.6 100.0 (252)

  10년 이상 30.6 26.9 18.5  9.7  6.9 4.2 3.2 100.0 (216)

χ2(df) 16.839(18)

ESD 인지 여부

  예 29.8 24.8 18.5 11.7  9.1 3.3 2.8 100.0 (460)

  아니오 25.6 30.6 19.0  8.3  8.3 4.5 3.7 100.0 (242)

χ2(df) 6.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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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적용을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 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

과, 동영상 자료 보급이 3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수가 18%, 관련 책자 

배포 16.5%, 사례공유 워크숍이 14.8%, 학습공동체 6.6%, 동료 멘토링 3.9% 순

으로 나타났다. 

<표 Ⅲ-3-11>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을 위해 도움 되는 지원 방식

단위 : %(명)

구분
동영상
자료 
보급

연수
관련 
책자 
배포

사례
공유 

워크숍

학습
공동체

동료
멘토링

기타 계
사례 
수

전체 39.6 18.0 16.5 14.8 6.6 3.9 0.6 100.0 (1,280)

어린이집 담당학급

  만1세(0~1세)이하 28.1 26.9 18.8 13.8 7.5 5.0 0.0 100.0 ( 160)

  만2세 31.9 18.1 24.4 18.1 3.1 4.4 0.0 100.0 ( 160)

  만3세 34.4 16.9 21.3 11.9 8.1 6.9 0.6 100.0 ( 160)

  만4세 39.4 17.5 15.6 11.9 8.8 5.0 1.9 100.0 ( 160)

  만5세 43.8 21.9 13.1 12.5 6.3 1.9 0.6 100.0 ( 160)

χ2(df) 37.619(24)*

유치원 담당학급

  만3세 38.1 13.8 16.3 16.3 9.4 5.0 1.3 100.0 ( 160)

  만4세 50.6 13.1 14.4 13.1 5.6 3.1 0.0 100.0 ( 160)

  만5세 50.6 16.3 8.1 20.6 3.8 0.0 0.6 100.0 ( 160)

χ2(df) 25.143(12)*

교육보육 경력

  3년 미만 36.5 15.2 18.5 15.6 7.6 6.2 0.5 100.0 ( 211)

  3~5년 미만 37.0 16.8 21.0 13.9 6.3 3.4 1.7 100.0 ( 238)

  5~10년 미만 42.6 18.0 16.4 12.0 7.1 3.5 0.4 100.0 ( 451)

  10년 이상 39.5 20.5 12.6 18.2 5.5 3.4 0.3 100.0 ( 380)

χ2(df) 26.714(18)

ESD 인지 여부

  예 39.5 17.4 15.9 16.0 6.3 4.1 0.8 100.0 ( 844)

  아니오 39.9 19.3 17.7 12.4 7.1 3.4 0.2 100.0 ( 436)

χ2(df) 5.977(6)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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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해

와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내외 학습공동체를 통한 사유의 시간, 함께 

하는 스터디가 의미 있다고 하였으며, 더 나아가 타 기관과의 교류로 확장되는 것

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의 집단 리더 그룹인 거잖아요. 이런 데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필요하

다고 생각해요.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으니까 지성인 집단의 리더가 바

뀌어야 하는 거죠. (E어린이집 원장, 2020. 05. 26) 

집단 교육의 형태는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학습 공동체의 이야기를 했

는데, 부모교육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해보고 있는데 집단 교육이 

아니라 맞춤이고, 내가 발언하고 참여하고, 준비하고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B어린이집 원장, 2020. 05. 19)

어린이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주 만물의 존재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살아갈 힘이 내재되어 있고, 본인도 그런 존재이고,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려고 생각하기보다 그 아이들의 생각 속에서 함께 살아

간다는 생각을 하자. 그래서 매주 스터디를 하고, 교사들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나 

놀이를 하면서 느꼈던 현상들에 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교사가 3년 정도는 지

나야 뭐랄까 진정으로 자기 마음이 열려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E어린

이집 원장, 2020. 05. 26) 

연수 자체로서도 듣고 나서 원 내에서 서로 짝지어서 주고받는 발판을 만들어주면 생각을 

계속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관과 다른 기관의 만남 식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E어린이집 교사1, 2020. 05. 26)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해와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공유와 조언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경험해 보았던 교사들이 도움을 준다든지 서로 같이 경험을 갖는 다든지 혹은 내가 한 게 

ESD였구나 같이 선생님들이 이미 해왔던 게 있다면 그런 걸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서 거기

에 누가 좀 더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해서 이것만 좀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주면.. 기존에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한 부분도 한 번 

살펴보고, 그 지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추가를 하면 이게 좀 더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팁을 주는 것들로 보완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C유치원 원

장, 2020. 05. 22)

여기서 일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게 선배 선생님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같이 일하

는 선생님들? 그런 공유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연수를 가면 잘 안 듣게 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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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연수에서 이런 사례들을 설명해주면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렇

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E어린이집 교사2, 2020. 05. 26) 

한편, 전달식 교육이 아니라 직접 체험한 것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인상에 남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 형태의 워크숍이 좀 더 기억에 남고 사람들 각각 마다 생각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요. 그 자리에서 직접 말로도 해보고 행동으로 해봐야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E어린이

집 교사1, 2020. 05. 26)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직접 볼 때 더 잘 이루어지고, 현장에

서 직접 해본 선생님이 사례들을 설명해주고 했을 때 자기들이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좋다

는 거.. 그러니까 시공간이 자유로운 원격연수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막상 적용을 하기에는 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몸을 움직여서 간만큼의 소득은 분명히 있

어서... (C유치원 원감, 2020. 05. 22)

이외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재교육 방법은 연수로써 효율

적인 연수 기획과 진행은 효과도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연수 내용도 실질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

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말은 붙이지만 그 밑에 세부 주제로 ‘성차별’ 이렇게 표기를 해주

면 갈 것 같아요.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 동기를 유발시키기 어려운데 

교사라면 또 욕심이 있는 누군가라면 그 중에 하나쯤은 관심 분야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현재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직접 참석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 그건 

좀 진짜 지양하고 싶어요. 저 자신도 그걸 충실히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건 

너무 재미가 없어요. (C유치원 교사1, 2020. 05. 22)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이런 하위 항목이 있다고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땐 되게 매력을 느꼈

거든요. 생태계랑 관련 있었고, 환경, 복지, 권리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보니까 성차별

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걸 풀어서 충분히 이렇게 홍보하고 소개를 한다면 하위 항목만 본

다면 이거 한 번 들어보고 싶은 연수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내용인데? 라고 느낄 수

가 있는데 사실 이 제목 자체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져

요. 홍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C유치원 교사 2, 2020. 05. 22) 

한 번에 변화해 나가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의 연수로 체득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안전 연수는 지식적인데, 이건 계속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시간의 연수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부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볼 시간을 갖

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E어린이집 교사2,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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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나 교육 외에도 사례소개 영상이나 관련 자료들을 보급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교사가 처음부터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좋고 누리과정이나 어떤 교육을 들을 

때 함께 다뤄도 좋고, 단위 활동을 생각했을 때 환경이나 정치, 경제에 해서 아이들이 해

봄직한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에 한 소개가 동영상이나 이런 책자로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책자로 있으면 교사의 인식에도 도움이 되고, 활동을 계획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조

금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어린이집 교사3, 2020. 05. 26)

장학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용하는 것에 해서는 편차가 

크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관심이 없던 교사라도, 연수는 정말 나 혼자 가서 들으면 끝이

잖아요. (A유치원 교사3, 2020. 05. 12)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자료 개발이 필요

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개발된 자료들이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매체에 노출이 되

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 연수를 듣고 그걸 교육과정에 녹여 내는 일이 사실 교사가 관심 있게 봐야 가능한 건

데 제가 관심 있게 보기 위해서는 그것에 한 단어에 한 것들에 해서 영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노출을 시키는 횟수가 좀 잦았으면 좋겠어요. (C유치원 교사3, 2020. 05. 22) 

광고를 보면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음악적 효과도 있고. 저는 청각과 시각을 항상 접목시

키는 것만큼 쉽게 와 닿는 교육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험이 아니라면, 시각화하

고 청각화해서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제가 가끔씩 다큐를 보면 와 닿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하위 항목들에 한 하나하나의 홍보. 많게는 3~4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에 적합한 음악까지 깔고,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한지에 한 설명까지 해주신다면 

그걸 찾아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C유치원 교사1, 2020. 05. 22)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용어가 많이 노출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다들 사실 하고 있는 건

데,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하고 있냐고 물으면 그게 뭐지 싶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게 생

소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거고, 교육과정에 녹아 있는 건데 단어가 익숙하지 않

으니까 지나치는 것 같아요. (A유치원 교사1, 2020. 05. 12)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과정에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지속가

능발전교육이 미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교사양성과정뿐만 아니라 간호학 등 관련

학과들도 필수로 이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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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학교 유아교육과에서 관련 수업 자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러니한 

게 저희가 실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학교마다 되게 다양하고 체육 같은 것들도 아이들

의 발달 상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 학교가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다

녔던 학교도 그랬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학부에서 배우는 교과목들이 너무 많이 뒤쳐진다

는 생각을 해요.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넓게 보면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간호학이나 그런 과에서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C유치원 교사

1, 2020. 05. 22)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와 아이들이 사고를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요소와 놀이의 연계할 수 있을지 생각

해보는 기회가 필요하고, 교사와 유아의 자율권이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공감

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개념이 흔들리기 때문에 좋은 것들은 다 들어오는데 어린이

집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합이 안 되고 부담이 되는... (B어린이집 원장, 2020. 05. 19)

교사가 먼저 어떤 현상이나 놀이든 교사가 먼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바라보는 것? 오

랜 시간 바라보는 것? 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물을 심어보자고 해서 심고 끝나는 게 아

니라 심기 전에 왜 심고 싶은지, 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심고 끝이 아니라 다른 놀이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달

라지는 것 같아요. 유아들은 활동 자체로도 즐겁겠지만 그 안에서 ESD의 요소를 잡아주려

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교사가 계속 되돌아보고 

협의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E어린이집 교사2, 2020. 05. 26)

단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의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사고를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교사들

이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아이들의 사고를 전환시켜줄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것에 해서 연구를 만약에 하신다면 충분한 이해도가 있는 교사진을 꾸려서 그것에 한 

시범으로 아이들과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발표 사례를 연수로 한다면 교사들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C유치원 교사3, 2020. 05. 22) 

교사가 인식하는 게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한 활동이 끝난다고 끝나는 활동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누가 보면 반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복이 

아닌 깊이를 더해 간다는 의미에서,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서 교사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고, 어린이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누리과정에서도 교사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고 어린이에게도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는 걸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교사가 이끌어간다

고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서 서로에게 교사든 어린이든 서로 생각해볼 수 있는 자율권을 

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E어린이집 교사1,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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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감, 교사들의 인

식과 실행 현황을 심층면담,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이를 정리하고,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발전

(S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

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용어는 지속가능발전이 80.7%로 가장 높았으며, 지

속가능발전목표가 5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용어를 인지하게 된 주경로는 연

수(연수자료)가 3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디어가 28.7%, 양성과정이 

25.5%로 비중이 높았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긴밀히 연계되

어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치나 관점을 고려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를 고려하여 영유아 교사의 관련 용어의 주인지 경로가 연수(연수자료), 

미디어의 응답 비율을 고려하여 홍보 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가수준 교육·보육과정에의 반영 정도를 조사한 결

과, 표준보육과정에 가장 잘 반영된 목표는 양질의 교육, 건강과 웰빙, 인권/정의/

평화였으며, 반영되어 있지 않은 목표는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기아종식, 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로 나타났다. 2019 개정 누리과정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교육의 가장 잘 반영된 목표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인권/정의/평화, 성평등 순이었

고, 반영되지 않은 비율이 높은 목표는 표준보육과정과 동일하였다. 이는 영유아 

단계에서의 개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필요성과 적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세계/국가적 책

임, 천연자원을 제외하고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평화와 문화 다양성이 

4.58점으로 가장 높았고, 4점 이상은 세계/국제적 책임과 천연자원 제외한 모든 

항목이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적용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구성요

소별 적용 정도는 안전이 4.21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권과 안전이 전체 비중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비중이 1% 미만으로 나타난 요소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시장 경제, 빈부격차 완화, 재해예방 및 감소, 소양, 에너지, 생물 다양성, 

세계·국제적 책임,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이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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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일상생활이 55.9%로 가장 높았고, 활용하는 

자료로는 시청각 자료가 35.1%로 가장 높았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개정된 교

육·보육과정(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의 적용 어려움에 대해

서는 10.7%만이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적용이 어렵다고 

응답한(N=702) 경우,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활용자료가 부족해서가 

2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보/지식이 부족해서 26.8%, 개정된 교육·보육

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18.7%, 연수경험이 부족해서 10.5% 순이었다. 따라

서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들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의 자료가 개발·보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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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국내·외 사례

본 장에서는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과 정책 지원이 활발한 국외 

ESD 접근과 사례를 제시하고, 개정된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

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적용 사례를 소개하여 향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1. 국외 사례: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접근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국외사례를 분석

하기 위하여 스웨덴, 호주, 일본,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는 국가수준의 교

육과정이나 관련 가이드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국가별로 주로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 스웨덴

1)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접근

스웨덴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영유아를 능동적인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가장 중요한 도구로 생각한다. 영유아

교육·보육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시작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로, 하나는 영유아

의 미래나 그들의 참여에 관해서 능동적인 주체자로 간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해관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영유아 교육에 통합시키는 것

은 스웨덴 프리스쿨1) 교육과정(Lpfö 18)에 “교육은 영유아에게 그들을 둘러싼 환

경과 자연, 사회에 대한 생태학적, 돌봄적 접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Skolverket, 2018: 10).”고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지

1) 스웨덴에서 프리스쿨은 공식적인 학교에 아직 가기 전인 영유아가 이용한 공립, 사립 기관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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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성에 대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지원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후 변화, 재난 방지와 자연 자원을,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간 

권리, 성 평등, 건강과 문화적 다양성을, 경제적 측면에서는 빈곤 감소, 소비, 시장 

경제, 공동 책임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웨덴 교육과정은 

평생교육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프리스쿨의 과업이라고 보고 있다. 프리스

쿨은 영유아의 가정과 연계하여 사회에서 능동적일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구성

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Borg & Samuelsson, 2019).

2)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

가) 녹색 깃발 프리스쿨(Green Flag Preschool) 활동

녹색 깃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녹색 깃발 인증을 받은 프리스쿨은 보통 Keep Sweden Tidy Foundation에서 

공유하는 여러 주제를 다루며,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ESD의 내용이 질적인 

측면에서 검증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글로벌 

SDGs와 연결이 되고 있는지, 다른 교육 방법을 운영하는지,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

영하는지, 유아의 참여를 보장하는지, 프리스쿨 외부에 활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

는지 등이다(Rent, 2019).

이 프리스쿨에서 활용한 주제는 두 가지로 첫째는 사람과 지구의 건강(2017-18

년 실행)이며, 둘째는 사람과 동물의 사회(2018-19년 실행)이다. 먼저 첫 번째 주

제인 ‘사람과 지구의 건강’은 녹색 깃발 주제를 따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스타

일과 건강, 쓰레기와 낭비, 기후와 에너지인 세 개의 주제와 관련이 되도록 구성하

였다. 교사의 지도와 지원으로 유아는 활동내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활동을 계획하

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교사는 노래, 이야기, 드라마, 연극, 영화, 일러

스트, 그림, 실험 같은 활동을 통해서 유아가 더 잘 참여하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때로는 그룹에서 일어나는 비공식적인 대화에 유아를 참여시켜 교육

과정이 확장되도록 하였다. 사람과 지구의 건강을 주제로 한 활동 사례는 다음과 

같다(Bor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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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스웨덴 녹색 깃발 프리스쿨 사례-사람과 행성의 건강

주제 활동 내용

사람의 건강 

- 교사가 유아에게 질문을 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무엇이 필요할까?”

- 유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깨끗한 공기와 산소가 필요해요.”, “레몬에이드와 물을 마셔야 해요.”, “우리는 
놀아야 해요.”, “사람은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야 해요.”, “우리는 뛰고 점프해야 해요.” 
등의 대답을 하였다.

- 점차 대화는 그림을 그리는 활동으로 연결이 되었다. 유아는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필
요한 활동이나 음식의 종류를 소그룹으로 또래와 함께 그린다.

- 유아는 점차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당근, 오이, 토마토, 샐러드, 고기, 사과와 같은 영양분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해
요. 물도 마셔야 해요, 놀기도 하고 활동적으로 지내야 해요.”

↓

지구의 건강

- 교사는 유아에게 큰 지구 옆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무
엇을, 왜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하였다. 
“지구가 더러워서 아이들이 청소하고 있어요.”

- 이 때 교사는 사람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지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어떻게 지구를 도울 수 있을까?”

- 아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들의 생각을 종이 위에 그리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말해주면 교사는 설명을 종이에 적어주기도 하였다. 

 ↓

사람과 
지구의 

건강을 연결

- 교사의 질문에 아이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구의 건강을 지키려면 나무가 필요해요. 나무가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
무를 보살펴야 해요. 지구는 깨끗한 공기를 원해요.”
“지구는 깨끗해져야 해요. 우리가 쓰레기를 주우면 지구가 깨끗해지도록 도울 수 있어요.”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차를 타는 것 대신에 자전을 탈 수 있어요.”
“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스웨덴이나 가까운 동네에서 만든 음식을 사요.”

- 아이들은 빈 유유 곽, 계란 통, 플라스틱 뚜껑과 오랜 죈 종이로 장난감 차를 만들고 
펜을 이용하여 색칠하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지구의 건강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지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발걸음에 책
임감을 가지기를 원하였다. 

자료: Borg(2019). A case study of green flag certified preschool in Sweden. pp. 9-11의 내용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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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는 ‘사람과 동물의 사회’로, 프리스쿨의 활동을 모아 저녁에 열리는 

특별전시회를 하고자 하였다. 특별전시회의 주제는 사람과 동물의 사회였으며, 이 

주제는 녹색 깃발의 주제 중 도시/타운과 사회 및 동물과 자연 두 가지와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주제 아래 교사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이슈를 함께 통합하였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와도 연결하였으며, 좋은 건강과 웰빙

(목적 3),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목적 11), 기후를 위한 행동(목적 13) 등이 

그 예이다. 특별전시회에는 부모, 프리스쿨 교사, 지방 정치인, 친구 등이 초대를 

받았다. 유아는 전시회에 온 손님을 맞았으며 차례대로 손님에게 그들이 구성한 도

시, 직접 손으로 만든 장난감, 종이 인형, 그림을 보여주는 역할을 맡았고, 손님에

게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질문에 답하였다(Borg, 2019).

<표 Ⅳ-1-2> 스웨덴 녹색 깃발 프리스쿨 사례-사람과 동물의 사회

주제 활동 내용

사람과 
동물의 
사회

- 프리스쿨에서 유아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특별전시회를 열었다.
- 아이들은 직접 자신의 활동의 소개하고, 교사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

는지 설명하였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지? 우리 도시나 동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동네에
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 유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 다른 교사는 프리스쿨에서 민주주의, 규범, 가치 등에 대해서 활동했던 자료를 보여주면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부분은 프리스쿨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
어지는 부분이다.

- 교사는 활동을 하면서 민주적으로 유아들과 활동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목소리를 듣고 그
들의 의견을 존중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 유아들은 여러 종류의 동물 사진을 한 종이에 붙이고 동물 이름에 대해서 배우고 각 동물의 
행동스타일이나 먹이사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 유아들은 숲이나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대화하였다.
- 교사는 물, 전기, 연료와 같은 자원을 소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적인 

부분과 통합하고자 하였다. 유아들과 함께 이러한 소비를 줄이거나(reduce), 재활용하고
(recycle), 재사용(reuse) 방법에 대해서 대화했던 과정과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 유아들은 재활용 자료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놀잇감을 만들어 놀이에도 활용하였다. 

자료: Borg(2019). A case study of green flag certified preschool in Sweden. pp. 11-14의 내용을 재구성함.

교사들은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항상 유아에게 하고 싶은 활동을 묻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유아가 하고 싶은 활동을 결정하면 교사와 함께 그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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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계획하였다. 교사는 유아의 의견을 존중하여 유아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교

사는 관련 유튜브 영상시청, 책 읽기, 직접 자연 경험하기, 실험하기 등을 통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유아가 이끄는 녹색 깃발 위원회를 만들

어 활동한 것은 유아에게 책임감을 주기도 하였으며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Borg, 2019).

나) Lillgården’s preschool의 공간 디자인

Lillgården’s preschool은 오랜 역사를 지닌 기관으로 옆 부지에 새로운 바깥놀

이 공간을 디자인하면서 유아가 참여한 사례를 보여준다. 이 사례의 목적은 유아가 

자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에이전트(agent)가 되며 자

신들을 둘러싼 지역 환경에 대해서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새로운 바깥놀이 공간을 디자인했던 네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로, 건

축가는 유아가 이전에 사용하였던 바깥놀이 공간에 있던 사물(나무, 슬라이드, 그

네, 모래상자 등), 활동의 종류(먹기, 휴식하기, 말하기, 놀기 등), 유아의 감정(위험

함, 비밀스러움, 행복함 등)에 대한 카드를 만들었다(Siraj-Blatchford, Smith, & 

Samuelsson, 2010).

두 번째 단계로, 사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난 다음, 사진에 나타난 사물이나 활동, 

감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탐색하도록 하였다. 유아들은 소그룹으로 나

누어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에 사진을 두었다. 이후 유아와 건축가들은 돌아다

니면서 유아의 선택을 살펴보고 유아가 왜 이 곳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해 토의하였다. 

사인이 나타내는 사물, 활동이나 감정 등에 대해서도 소통하였다(Siraj-Blatchford 

et al., 2010).

세 번째 단계로, 건축가가 만든 지도를 보여주었는데 이 지도에는 유아들이 정한 

장소에 둔 사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지도를 바탕으로 유아들은 자신들만의 지

도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어디에, 무엇을, 누구와 함께 놀 것인지에 대한 대화가 확

장되었다.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지도에 대해 사진을 찍고, 이전의 바깥놀이 공간과 

현재 기관의 공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의 역사에 대해서

도 알게 되었다. 유아들은 자신들만의 지도를 만들었고, 새로운 장소에 대해서 측

정하기 시작하였다(Siraj-Blatchford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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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단계는 상상하기 단계로 유아들이 원하는 바깥놀이 공간에 대해서 생각

해보는 단계였다. 유아들은 공간에서 높이가 모두 다르고, 자신들이 비밀스럽게 간

직하고 싶은 공간이 있고, 꽃이나 채소, 과일을 심고 기르고 싶은 장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유아들은 이전 프리스쿨에서의 경험이나 지식을 총동원하여 새

로운 지도와 사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기존에도 존재하였던 사인을 그대로 사용

하기도 하였으며 발명하기도 하여 사인과 함께 지도를 완성하였다. 이후 새로운 빌

딩과 바깥놀이 공간 등을 관찰하는 시 지자체 및 부모와 공유하였다. 지역신문사와 

연계하여 신문사에서 사진을 찍고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인 시민의 역할을 하는 유

아에 대해 취재하기도 하였다(Siraj-Blatchford et al., 2010).

나. 호주

1)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접근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관련시켜 보는 것에는 하나의 옳은 방법

이란 있을 수 없다(Kemmis, 2009). 하지만 교사는 개인이나 전문가의 양 입장에

서 지속가능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고나 윤리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현

장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해 더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녹색’ 활동에 대

한 실용적인 목록을 교사나 유아에게 제공하기 보다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하기 위함이다(Young & Elliott, 2014). 지속가능성은 사고의 체제

(Bonnett, 2002)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자

신의 사고의 체제를 도전해보고 변형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호주의 영유아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현재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유아교육 현장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

왔지만 현재는 현장에서 훨씬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호주의 영유아교육·보육에서 

공식적인 문서인 국가수준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 NQS)과 호주 영유아

기 학습체제(Belonging, Being and Becoming: The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for Australia)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지원한다. 두 국가 수준 문서

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원리와 잘 부합하고 있으며 특히 아래의 국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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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질적 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리적 환경(제 3영역)의 기준 3.2.3은 기관을 

지속가능한 방식을 운영하도록 하고, 유아가 환경을 보살피고 책임감을 가지도록 

촉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Ⅳ-1-3> 호주 국가수준 질적 기준(3영역: 물리적 환경)

개념 설명

QA3 물리적 환경

3.1 디자인 시설의 디자인은 서비스 운영의 목적에 부합한다.

3.1.1 목적에 부합
실외와 실내 공간, 건물, 집기 및 부속물은 모든 아동이 접근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등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3.1.2 유지 건물, 가구, 기구는 안전하고 청결하며 잘 관리된다.

3.2 사용
서비스 환경은 통합적이며 역량을 증진시키며 탐색과 놀이 기반 학습
을 지지한다. 

3.2.1 통합적인 환경
실외와 실내 공간은 인공적, 자연적 환경 둘 다에서 모든 아동의 참
여를 지원하고 양질의 경험 안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조정
된다. 

3.2.2
자원은 놀이 기반 
학습을 지원한다

자원, 자료와 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수적으로 충분하고 
모든 아동이 놀이 기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2.3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책임감
기관의 서비스는 환경을 보호하고 아동이 환경적으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료: ACECQA 홈페이지. https://www.acecqa.gov.au/nqf/national-quality-standard/quality-area-3-physi
cal-environment 에서 2020. 10. 14. 인출

또한 중요한 부분은 유아에 대한 관점으로, 권리와 함께 지속가능성 영역에서 

유아가 역량 있고 자신감 있는 참여자로 인식이 되어야 하며 특히 환경 문제에 대

해서 의사결정자 및 행동실천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발

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단순히 교육과정이나 활동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의 종류

나 방법 수준이 아닌, 유아 및 유아의 권리에 대한 관점인 보다 철학적인 토대로부

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호주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있는 그대

로의 상황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있다

(Elliott & Davi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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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

가) Riverdale Child Care Centre

Riverdale Child Care Centre는 호주 서부에서 Green Steps 프로그램이 시

작되었을 때 처음 참여한 유아교육·보육기관이다. 이후 지속가능성은 개념은 기관 

일상의 많은 면에 통합되었다. 그 예로, 음식찌꺼기를 퇴비로 사용하거나 지렁이 

농장에 넣어주었고, 유아는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분류하는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정이나 지역사회 구성원(기

관과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들은 학습 활동에 재사용될 수 있는 물건들을 

가져왔으며, 교직원이나 가정의 문화들이 일 년 내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Little Green Step WA, 2020a). 

이 기관에서 흥미로운 사례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이슈가 유아의 교육과정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관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기관 자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점검을 받아본 결과, 기관의 교실마다 온도가 달랐고 

기관에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냉장고도 새 것으로 바

꾸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 효율이 높아 교체하게 되었다. 물을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

도 기관이 가지고 있는 패턴을 알게 된 후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수 

있었다(Little Green Step WA, 2020a). 기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성인뿐만 아니라 

유아와도 공유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유아와 함께 기관의 변

화에 대해서 의논하여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기관

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유아의 일상과 교육과정으로 통합됨을 볼 수 있었다.

나) Roberta Jull Family Day Care

Roberta Jull Family Day Care에서 줄이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와 생산하

기는 중요한 원칙이다. 식사 후, 유아는 음식물 찌꺼기로 닭에게 모이를 주고 기관

에서 채소나 과일 나무를 자라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살충제를 사용하는 대신 

해충을 조절하는 식물을 물에 섞어 이 물(빗물 혹은 에어컨에서 나온 물을 재사용)

로 정원을 보살핀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유아는 적합한 장갑과 도구를 준비한 후 

식물 심기, 물 주기, 해충 잡기, 정원에서 키운 과일이나 채소 먹기 등을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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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원에서 나온 재료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가정에 전해주기

도 한다. 유아는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자연에 대

한 호기심과 참을성을 기를 수 있다. 쓰레기나 화학 물질을 줄이고 살균제나 비누 

등을 직접 만들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실제로 도움이 된다. 기관에서만 유아의 학

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에게 필요한 워크숍이나 이벤트가 있을 경우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하기도 한다(Little Green Step WA, 2020b). 

다) Hallett Cove Preschool

Hallett cove preschool은 기관을 소개할 때 평범한 도시에 있는 평범한 기관으

로 소개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점을 

가져오는 사례를 제공한다. 이 기관은 1989년 설립될 때 원장이 정원사를 고용하여 

식물을 선택하고 정원을 디자인하였다. 지역식물을 심고, 특히 다양한 낙엽수와 관

목을 심었다. 기관에서는 아이들이 기관에 오는 첫날부터 환경을 인식하고 보존하는 

것에 대한 전제를 제공하였다. 설립 초기에는 작은 빗물 탱크를 만들어서 정원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누수파이프와 연결하여 물의 낭비를 막고 여러 곤충들이 정원

으로 몰려들게 하였다. 이후 물 보존은 특별한 흥밋거리가 되었으며 교원들은 이 주

제를 교육과정에 통합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물과 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자가충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22,000리터의 물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물탱크를 제

작하였다. 이는 더 많은 브레인스토밍을 가능하게 하였고, 태양광 발전 패널이나 태

양광을 이용한 온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Siraj-Blatchford et al., 2010).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은 기관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통합되었으며 유아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다. 물 보존, 빗물의 사용, 태양광 등에 대한 개념이 교육과정으로 

통합되어 유아의 학습활동이 되었다. 유아들은 대그룹 활동시간에 프로젝트에 대해 

토의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재활용과정에 참여하고 곤충 농장을 

만들고, 음식찌꺼기를 닭과 오리에게 주고, 해바라기를 키우고, 계란을 얻어내고, 

나무로부터 귤을 따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놀이, 노래, 게임, 책이나 컴퓨터

를 활용하는 학습으로 더 강화되었다. 예를 들면 유아는 비 오는 양을 측정하여 빗

물을 측정하기도 하고 태양으로 전기미터기가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관찰하기도 하

였으며(Siraj-Blatchfor et al., 2010),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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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도 중요하였다. 기술제공자나 다른 상업/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이 있었기 때

문에 가능한 프로젝트였으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도 기관에서의 활동 

사례를 호주 교육부와 협력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학교와 유아기관과 공유하는 사례

를 보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꾸준히 지속되어 확장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일본

1)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접근

일본에서는 19세기부터 자연친화 교육이나 자연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유아의 

학습이나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 만큼 자연과 교육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역

사가 깊다(Ärlemalm-Hagsér & Sue, 2018). 자연에 기반을 둔 활동은 전통적으

로 신체적 기술, 정신 건강, 과학적 사고 기술이나 인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지

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적으로도 유아교육에서 더 자연에 기반을 둔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Inoue, Elliott, Mitsuhashi, & Kido(2019)에 의하면 일본에서 자연에 기반을 

둔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공식적인 교육과정 문서나 교사를 위한 핸드북에 여러 

번 기술되었으나 이러한 접근이 환경 이슈, 지속가능성, 생태계, 생태시스템, 생태

학적 사고나 환경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와는 거의 연결되지 않았다. 보통 자연

에서 유아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유치원 교사를 위한 핸드북(Teacher’s handbook for environmental 

education for kindergarten and primary schools)에 유아가 자연세계에 대해 

경이로움이나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환경에 대한 흥미

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연세계를 포함한 환경에 대한 이해가 환경교

육에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Inoue et al., 2019에서 재인용).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환경이라는 학습영역에 보다 중점을 둔 것이며 지속가능교육과는 거리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자연에 기반을 둔 교육을 위해 일본에서는 먼저 숲 유치원이 등장하였다. 숲 유

치원은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 계속 크게 성장하고 있다. 숲 유치원마다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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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숲 유치원은 환경교육의 관점을 보여준다. 

숲 유치원에서 유아는 쌀이나 채소를 경작하기, 씨 심기, 물 긷기, 추수하기, 요리

하기, 먹기, 퇴비주기 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 유아는 식물의 순환에 대해

서 배우고 다양한 야생동물을 마주칠 수도 있다. 앞서 일반적인 기관에서는 자연에 

기반을 둔 활동을 더 강조하였다면 숲 유치원은 환경교육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으

로 접근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태학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두 가지 공통점은 유아 중심 페다고지와 지역사회 

참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Inoue et al., 2019).

한편, 스웨덴야외증진협회가 제공하는 Skogsmulle 프로그램은 1950년대의 스

웨덴에서 시작하여 5-6세 유아에게 야외 놀이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Skogsmulle 프로그램은 생태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연환경을 인식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1992년

에 Skogsmulle 프로그램을 제공한 이래 지금까지 4,000명의 리더와 예비교사, 현

장교사가 연수에 참여하였다. Skogsmulle 프로그램과 앞서 살펴본 숲 유치원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Skogsmulle 프로그램은 환경교육이나 자

연에 바탕을 둔 교육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세 가지 특성을 의도적으로 보여

준다는 것이다. 그 특성은 첫째,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둘째, 자연에서의 

직접적인 탐색과 관찰을 통한 생태학적 관점에 대한 학습, 셋째,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학습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Skogsmull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단순히 

자연에 기반을 둔 교육을 하거나 교육과정의 지향점에 맞추어 바깥에서의 활동을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준다(Imamura, 2011; Inoue et al., 2019에서 재인용; Johansson, 1997). 

끝으로 일본의 여러 유치원에서는 유네스코 학교를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는 환경교육, 먹거리교

육, 생물교육, 지역교류 학습, 인권교육, 다양성, 세계유산 및 지역문화재에 대한 

이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네스코 학교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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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일본의 유네스코 학교 관련 사례

지역 유치원명 지속가능발전교육 영역 및 사례

홋카이도·
도호쿠
지구

호반
유치원

- 먹거리교육: 홋카이도 교육대학 구시로교와 협력하 파종, 묘목, 탈곡, 정
미의 과정을 거쳐서 쌀 생산 경험, 도예 지도를 받아 '무릎 공기 만들기'를 
체험하고 밥을 담아서 식사

- 수집 및 재사용 활동: 엽서나 오래된 우표를 가지고 와서 활용
- 지역 교류 학습: 지역사회 주민이 유아의 등원을 맞이하는 ‘인사 운동’, 

노인건강시설에 계신 분들과 교류 

세이센
유치원

- 환경교육 관련 활동: 사용하지 않는 링풀, 고우표, 엽서 등을 개발도상국
에 기부하며, 오래된 안경을 수집하여 빈곤한 가정에 기부

- 국제이해 관련 활동: 외국인 강사와 놀이하며 영어라는 언어를 즐기고, 
세계 각국의 인사말과 요리 및 문화유산 등을 조사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관심 가지기

라우스
쵸립

라우스
유치원

- 환경교육: 도심과 떨어진 곳을 방문하여 견학,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에 
사는 동·식물에 애착 가지기

- 생물교육: ‘곰’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곰과 공존하는 방법 이야기하기
- 먹거리교육: 다시마 페스타에 참여하여 유아가 먹는 다시마와 바다에서 

갓 잡은 다시마 비교, 어부로부터 직접 다시마에 대한 이야기 듣기
- 세계유산 및 지역문화재: 향토자료관 견학, 옛날 도구 살펴보고 자신의 

거주 지역에 애착 가지기

라우스
쵸립

하루마츠
유치원

- 환경교육: 사계절 내내 유치원 뒷산과 인근 바닷가에서 자연환경을 오감
으로 느끼며 활동하였음

- 해양교육: 다시마 지역 산업을 통하여 신기함과 발견으로 가득 찬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지역 주민들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유아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게 되었음

게센누마
시립 
마고

유치원

- 재배활동 및 조리체험: 유치원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조리하고 시
식하는 등의 체험

- 인근 지역 산책: 인근 지역을 산책하는 ‘마을 탐험’을 하였고, 자신이 살
고 있는 마을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 가지기

- 지역주민 및 타시설과의 교류: 인근의 유치원 3곳과 협동하여 교류하고, 
간호 시설과 교류하기 

게센누마
시립

카라쿠와
유치원

- 바다 생물 만나서 관찰하기: 해변에서 놀이하고, 낚시하며, 어선 타고 견
학하는 등의 체험하고 지역의 바다에 애착 가지기 

- 지역 주민과의 만남: 바다에서 일하는 지역 주민을 만나 바다에서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을 질문함으로써 바다에 대한 지식 습득

- 해산물 시식 체험: 해산물 시식 체험을 통하여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생각하기

- 해산물 시장 견학: 바다에서 놀이하다가 발견한 조개껍데기 등을 이용하
여 열쇠고리를 만들어 해산물 시장에 장을 보러 온 지역 사람들에게 공유

- 체험 후 되돌아보는 기회: 바다에서의 체험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유아 
자신의 생활에서 되살려볼 수 있도록 도왔고, 견학에서 만났던 지역 주민
들의 행동과 말을 재현하며 역할놀이 함으로써 산업, 유통, 소비의 사이
클에 대하여 학습



Ⅰ

Ⅱ

Ⅲ

Ⅳ

Ⅴ

Ⅳ.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국내·외 사례

139

지역 유치원명 지속가능발전교육 영역 및 사례

토미야
시립

토미야
유치원

- 각 연령 간 소통: 유치원 내 서로 다른 연령의 유아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돕기(등원 시에 5세아가 3세아를 유치원 현관에서부터 교실까지 데려다 
주고, 교실에서 함께 놀이하는 시간 가지기)

- 환경교육: 5세아가 인근의 환경 조합에 방문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치원에 돌아와서는 이를 3세아와 4세아에게 직접 전
하고 함께 분리수거 하기  

토미야
시립

히가시코요
다이

유치원

- 먹거리교육: 고구마, 감자, 무, 옥수수, 가지, 옥수수, 파프리카, 오이를 
기르는 자연체험 활동을 통하여 유아들이 직접 재배한 채소를 생으로 먹
어보고, 카레로 조리하여 먹기

- 사회체험 활동: 계절 별로 있는 행사에 참여하여 즐기거나, 떡메치기 체
험, 카레 만들기 등에 참여하기 

관동지구

세이와
대학부속야

에하라
유치원

- 외국인 강사에 의한 국제이해교육, 체육교육, 리듬 표현 활동 및 미술 활
동을 실시

- ‘유네스코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절수나 절전 등을 실천

도쿄요람
유치원

- 논농사와 밭농사: 유치원 내의 논밭을 이용하여 채소, 보리, 벼를 기르고, 
지역 승마클럽에서 받은 말똥이나 여러 유기 비료를 활용하여 비료를 만
들기, 직접 기른 식재료를 수확하여 조리해서 먹고 남은 음식으로 거름을 
만들기

- 사토산 재생: 유치원 주변의 마을산림을 재생하기 위하여 도토리 밭 만들기
- 날다람쥐와의 관계 맺기: 유치원 주변 숲에 날다람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5세아들이 날다람쥐에 대하여 조사하고 날다람쥐들이 숲에서 안
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6개 설치하기, 날다람쥐 전문가로부터 
생태에 대한 이야기 듣기, 날다람쥐가 놀라지 않도록 불꽃축제를 취소하
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인’으로서의 가치판단 배우기 

중부
지구

니가타
대학

교육학
부부속
유치원

- 주변 환경과 관련된 놀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기이함 등을 직접 체험함으
로써 유아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호기심과 사고력을 지니도록 활동을 
구성하기, 애플민트 등의 식물을 활용하고, 모래나 진흙 등을 가지고 놀이
함으로써 다양한 감촉을 즐기며, 곤충을 채집하여 관찰하고, 물놀이 하기

- 자연친화적인 활동과 행사: 유치원 교육과정 이외에도 자연을 접하여 사
계절의 변화를 느껴볼 수 있도록 인근의 산과 공원을 방문하기, 유치원 
마당에 있는 벚꽃 잎을 모아 벚꽃차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등

- 폐자재를 활용한 제작 활동: 주변에 있는 친근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유아
들이 직접 상상하여 놀이하기

- 타문화와 교류 및 연계: 베이징 사범대학의 실험학교와 연계하여 중국 문
화 및 전통을 바탕으로 한 국수 만들기, 음악 놀이 등을 실시

신슈대학
교육학부

부속
유치원

- 자원 회수 활동: 가정에서 버려지는 휴지심이나 우유팩, 빈 상자, 요구르
트병 등을 모아 유치원 내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수거, 최근 유치원 이외
의 기관과도 협력

- 재생자원을 이용한 놀이: 회수하여 모인 자원들을 세척 및 소독하여 유아
의 창작 활동 및 놀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 환경 관련 학습: 교사가 종이인형으로 연극을 보여주어 유아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도록 도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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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관련 학습: 자원을 재활용하여 만든 놀잇감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
가서 부모와 함께 재활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음. 또한 이를 다
시 유치원에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재활용하는 기회

- 자원 관련 학습: ‘책 읽어주기 동호회’의 회원들이 1년에 4번 유치원에 
방문하여 유아들에게 자원 및 재활용과 관련된 책을 읽어주기

아이치
교육대학

부속
유치원

- 환경교육: 공원 수풀에서 다양한 생물을 만나게 되어 곤충에 흥미 가지고 
다양한 곤충에 대해 알아보기 

- 생물교육: 4, 5세 유아들은 공원에 사는 여러 작은 곤충들에 관심을 넓혀
갔으며, 딱정벌레나 풍뎅이 유충 등을 발견하여 직접 곤충도감을 찾아보
며 이름을 알아보고 탐구심 기르기, 잡은 곤충을 사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매미 허물을 모아서 개수를 세어보았으며, 사마귀를 가
까이서 관찰하고 그려보기

나고야
시립

오케하자마
유치원

- 사람과의 관계: 지역 축제나 전통문화 체험, 인근 초등학교와의 교류 등 
여러 사람과 관계맺음으로써 그 따뜻함에 친근함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행동하기 

- 지역과의 관계: 부모-자녀가 함께 여러 지역 축제에 참여하여 지역 역사
와 전통 및 문화에 친숙해지고 계승하려는 마음 가지기 

- 자연과의 관계: 부모-자녀가 함께 지역 자연을 접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에 관심과 흥미 느끼기 

나고야
시립

신의쿠라
유치원

- 공원에서의 자연친화 활동: 유치원 인근 공원에 방문하여 자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트 모양’, ‘냄새가 나는 것’, ‘새소리’ 등을 찾는 활동을 
실시하여 오감으로 자연을 느껴보기 

- 지역 자연환경 관련 활동: 도시화 되지 않은 근처 ‘쿠마노샤’에 산책 가서 
사계절의 자연 변화를 오감으로 느껴보았고, 환경 관리 직원으로부터 나
뭇잎과 열매, 잔가지, 곤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에 더욱 가까
워지는 경험하기 

- 생물과의 기쁜 만남: 5세 유아가 3세 때 기르던 토끼의 죽음 및 4세 때 
기르던 잉꼬의 죽음을 경험하였기에 5세가 되어 토끼를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생각하기 

긴키
지구

나라시립
토미오키타

유치원

- 환경교육 및 먹거리교육: 유채꽃을 수확하여 건조시키고, 씨를 제거하여 
기름을 짰고, 이를 통하여 조상의 지혜 배우기, 유채꽃 씨앗으로 만든 기
름을 절이나 신사의 등불에 사용하고, 자동차에 사용하여 CO2를 감소시
킨다는 것을 학습

- 국제이해: 일본의 전통 문화인 다도와 검도를 체험함으로써 예를 배웠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행동해보는 방법 등을 배우기 

- 세계유산 및 지역문화재: 신사에 견학을 갔을 때 도깨비기와를 관찰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차 가지기 

나라시립
로쿠죠
유치원

- 유채꽃을 가꾸고 그것으로 기름을 짜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여러 신사들
에 바쳐서 등불 기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순환 사회를 직접 
체험하였음

- 유치원 인근의 세계유산들을 접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부심 가지기 
- 환경교육으로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염색 활동을 체험하기
- 국제이해교육으로 지역 주민들과 영어로 놀이하는 모임을 가지면서 자연

스럽게 영어 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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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 유네스코학교 홈페이지. http://www.unesco-school.mext.go.jp/schoolslist/#1 에서 2020. 8. 26. 
인출하여 재구성함.

라. 캐나다

1)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접근

2004년 캐나다의 교육학습부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유치원부터 12학년에 이르

지역 유치원명 지속가능발전교육 영역 및 사례

나라시립
니묘

유치원

- 환경교육: 지역 주민 및 화훼 전문가와 함께 꽃을 심어서 공원을 꾸미고 
자연을 아름답게 꾸미는 태오 형성

- 세계유산 및 지역문화재: 연 2회 봄과 가을에 숲으로 견학을 가서 어른들
로부터 시들었다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명
의 소중함을 느끼기

- 먹거리교육: 고구마, 벼 등 재배 활동을 통하여 식물을 돌보는 것의 중요
성 및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고, 수확한 벼를 말려 한 톨 한 톨 탈곡
하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쌀을 먹으려면 힘든 작업이 수반된다는 것을 학
습, 재배한 고구마와 쌀로 주먹밥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음식에 대한 고마
움 느끼기 

나라
교육대학

부속
유치원

- 세계유산 및 지역문화재: 유치원 근처의 세계유산을 및 지역문화재 견학
- 생물교육: 평소 주변에서 자주 보았던 친숙한 동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기, 지역 수의사로부터 토끼의 특성에 대해 배우고, 유치원에서 키우는 
토끼의 심장 소리를 직접 듣고서 사람의 심장 소리와 비교, 토끼의 생태
를 자세하게 이해함으로써 토끼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기도 하고 자기 
자신과 토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해

- 국제이해, 인권교육, 경제교육: 나라교육대학교 유네스코 클럽의 학생들
과 함께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동안 진행하여 온 환경 운동을 설명하여 부
모의 인식 변화 유도

아야노다이
유치원

- 인권교육: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그림, 연극 등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이
야기를 나누고, 교사나 친구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 가지기, 놀이를 
통해 사람의 온기와 편안함을 느끼고, 친구의 좋은 점을 여러 사람들 앞
에서 발표해 봄으로써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
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었음

- 문화다양성: 주 1회 외국인 강사와 함께 놀이하고, 영어로 노래하면서 소
통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 경험하기

- 지역 관련 활동: 인근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들과 공원에 있는 쓰레기나 
낙엽을 모으는 등의 청소

주고쿠·
시고쿠
지구

히로시마
대학부속
유치원

- 다양성: 우리 주변이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함을 발견하기  
- 상호성과 순환성: 우리의 주위에 나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관

계되어 있음을 알고, 그 안에 나도 있음을 알도록 활동과 연결하기
- 공평성: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소중히 여겨야 함을 알도록 활동과 연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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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속가능을 위한 교육의 액션플랜 중의 하나로 개발하여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이어 2009년에는 캐나다 지역에서 최초로 교육학습부의 미션으로 지속가능발전교

육을 설정하였다(Canada Manitoba, 2020a). 

캐나다 마니토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서 마니토바 교육 및 훈련 부

처의 목적은 모든 유아와 청소년이 민주적이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평

생학습과 시민교육을 준비해줄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에 접근하는 것이다. 큰 범주의 목적으로 보면 학습

자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

록 교육이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anada Manitoba, 2020b).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비전은 학습자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의사결

정자로 시민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현재와 미래에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웰빙과 평등한 삶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학

교에서 말하는 지속가능성은 총체적인 학교를 의미하는 접근으로, 교육과정을 넘어

서 학교 전체의 계획과 관리까지를 포함한다. 학교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들은 교

실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영향을 주며 학교 자체의 생태학적 상황을 개선하며 지역

사회와의 공적인 관계를 강화시킨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기관은 교수나 일상생활을 

통해서 유아가 일생동안 지속가능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Canada Manitoba, 

2020b; Canada Manitoba 홈페이지, 2020. 10. 14. 인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데 이는 

교육과정을 가로지르는 지속가능성을 말하는 것(예: 교수, 학습)이며 기관의 시설 

및 운영(예: 생태 발자국 줄이기), 역량 함양을 위한 노력(예: 교사 교육), 관리(예: 

지속가능한 학교 계획 및 정책)를 모두 포함한다. 운영방식은 지역이나 맥락에 따

라 달라질 것이고, 모든 학교는 지속가능발전교육 계획을 갖추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2-3년간의 단기 계획,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활용할 수 있다. 지속가능

발전교육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Canada Manitoba,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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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캐나다 마니토바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계획 요소

영역 지속가능발전교육

조달과 
쓰레기

- 기관은 최대한으로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조달방식을 가지는 쪽으로 나아
가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조달방식은 상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거나 공정무역이나 지속가능한 경제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과 에너지
- 기관은 가능한 학교의 탄소발자국과 경비를 줄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물을 학교 내외에서 아껴야 하며 물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궁극적으로 생존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건강한 
학교, 음식, 

음료수

- 기관을 계획할 때 건강과 학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총체
적인 접근을 가져야 한다. 

- 기관은 건강하고, 지역적인, 지속가능한 윤리적이거나 공정한 무역을 통해 구입한 음
식과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건물과 대지

- 기관은 지속가능한 삶에 필요한 것(재활용, 퇴비, 학습을 위한 야외 공간)을 지원해야 
한다. 자연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은 학습자가 생태학적 문해력을 통해 자신
과 자신의 발자국을 연결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 창조적 놀이, 정원 만들기 등을 위한 야외 공간은 교육과정 자연세계를 연결하거나 
학습자를 자연세계와 더 가깝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여행과 교통
- 기관은 가능한 곳에서 적극적인 교통수단과 지속가능한 성격의 여행을 위해 노력해

야 한다. 

통합과 참여 - 기관은 인권, 책임감, 문화, 창의적 표현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적, 
세계적 
시민성

- 기관은 환경과 지역 사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통해 지
역사회와 함께 활동해야 한다.

- 학습자는 물, 에너지, 소비, 쓰레기, 관계성 등과 같은 개인적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
면서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활동을 통합하는 세계적 시
민성을 가져야 한다.

-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소비주의의 역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
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료: Canada Manitoba(2020b).  https://www.edu.gov.mb.ca/k12/esd/pdfs/sch_plan_exemplar.pdf의 pp. 
3-4 내용 중 일부를 재구성함.

2)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

가) 마니토바 유치원에서의 학습 경험 사례

캐나다 마니토바 유치원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습경험이 될 수 있는 주

제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각 학습경험과 관련된 교과와 범주영역

을 제시하고 있어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각 학습경

험에 대한 활동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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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마니토바 유치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습경험 목록

자료: Canada Manitoba(2020b). https://www.edu.gov.mb.ca/k12/esd/poster_activities/kindergarten.pdf 
pp. 3-4의 내용을 재구성함.

학습경험 목록에서 네 번째 ‘삶의 모습’에 대한 학습경험 활동의 예시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표 Ⅳ-1-7> 학습경험(삶의 모습)에 대한 활동 예시 

학습경험 교과 범주 영역 목표

1. 욕구
- 사회
- 신체교육
- 건강교육

- 나
- 건강한 삶의 

실제

- 기본적인 욕구의 예시를 든다.
-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의 일상적 습관

을 안다.

2. 올바른 
행동하기

- 사회
- 신체교육
- 건강교육

- 나
- 개인적, 사회적 

조절

-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침을 안다.
- 교실에서 책임감 혹은 무책임함을 보이는 행동에 

대해 논의한다.

3. 지역사회 
도우미

- 사회
- 신체교육
- 건강교육

- 내 주위의 
사람들

- 안전

- 집, 기관, 지역사회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돌봐주는 
사람을 안다.

- 지역사회에서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
을 안다.

4. 삶의 모습 - 사회
- 내 주위의 

사람들
- 자연환경이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예시를 든다.

5. 세상에 
있는 욕구

- 사회
- 내 주위의 

사람들

- 세상의 사람들은 같은 기본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
을 인정한다.

-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6. 씨앗을 
뿌리면

- 과학 - 나무
- 인간과 동물이 나무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름을 

안다.

7. 친구
- 신체교육
- 건강교육

- 개인적, 사회적 
조절

-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안다.
- 신체활동/사회활동에 참여할 때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이 사람마다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 논의한다.
- 의사소통할 때 다른 사람의 유심히 듣는 방법을 

안다.
- 친구와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해 안다.

8. 자신 
돌보기

- 신체교육
- 건강교육

- 건강한 삶의 
실제

-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의 일상적 습관
을 안다.

구분 내용

학습 성과/
의도된 학습

사회: 영역 3: 나를 둘러싼 세상
KL-013: 자연환경이 일상(놀이, 옷, 일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예시를 줄 수 
있다. 

배경

자연환경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날씨는 우리가 입는 옷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을 결정한다. 자연환경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집의 종류나 키울 
수 있는 식물의 종류를 결정하기도 한다. 자연환경은 우리가 배우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운동하고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에게 에너지나 음식을 제공하기
도 한다. 우리는 삶의 방식을 계속 즐기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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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Canada Manitoba(2020c).  https://www.edu.gov.mb.ca/k12/esd/poster_activities/kindergarten.
pdf pp. 13-15의 내용을 재구성함.

     2. Canada Manitoba(2020d). https://www.edu.gov.mb.ca/k12/esd/pdfs/k-4_poster.pdf.

구분 내용

자료
- 자연적 재료로 만들어진 다양한 물건으로 가득 찬 주머니
- 카드를 넣을 통이나 바구니. 가위
- 가위, 나뭇가지, 울이나 노끈, 옷감 조각, 풍경이나 농장 사진 등

활동 1

- 유아들에게 ‘의존하다’라고 적힌 카드를 보여주고 무슨 말인지 설명하도록 한다. 
- 포스터를 제시하면서 유아에게 의미를 유추해보게 한다. 
- 그림책 중에서 ‘의존하다’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이야기를 골라 그림책 안에서 의미를 

설명한다. 책을 읽으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유아들이 생각해보도록 한다. 대집단으로 
‘나무의 이름’이란 책을 읽어본다.

- 자연환경에서 동물이 어떻게 의존하고 지내는지에 대해서 토의해보고 자연환경에서 
어떤 부분이 의존적인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한다.

활동 2

- 대그룹으로 유아들과 함께 ‘자연환경’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말해본다.
- 유아와 함께 알아맞히기 게임을 할 것을 제안하고 해본다.
-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고 난 다음에 자연환경 중의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나머

지 유아들이 맞힌다.
- 게임을 통해 자연환경 간, 자연환경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활동 3
- 활동 1, 2에서 했던 활동을 소집단에서 함으로써 더 다양한, 심층적인 토의가 될 수 

있다. 

활동 4

- ‘환경 엮어보기’ 활동을 한다. 엮어보기 활동에는 수직과 수평으로 엮어보는 다른 방
법이 있음을 소개하고 울이나 나뭇가지 등을 가지고 엮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
눈다. 유아가 특정한 방식으로 엮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엮이도록 만들 수 있는 공간
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 엮는 활동이 끝나면 유아가 자연환경에서 온 재료들 중에서 우리의 세상에 포함시키
고 싶은 것을 골라 엮여진 네트에 넣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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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토바 지역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해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함을 인식

하고 부모에게 보내는 안내장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는 유치원부터 초등4학년까지 

공통된 것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자녀가 지속가능발전이 

유아 자신 및 다른 사람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도록 부모가 지원하는 역할

이 중요함을 피력하는 것이었다. 유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중점을 두어야 하

는 두 주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사회와 다른 장소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환경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유아는 인간의 생존이 환경에 의존적임을 배우게 한다는 것이다. 유

치원과 각 학년별 세부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경험해야 하는 지속가

능발전교육의 세부개념은 다음과 같다. 인간과 동물이 나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

기, 그룹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배우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것

을 필요로 하는 다는 것을 인식하기,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신체적 활동에 참여하면

서 자연환경 존중하기로 설정하여 가정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서 이해하

고 가정과 연계하고자 하는 의도를 볼 수 있다(Canada Manitoba, 2020c).

마. 시사점

1) 국가수준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아교육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수준

의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장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당위성

에 대한 이의가 없는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에서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필요하고, 지속가능발전교

육의 다양한 영역별 유아교육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

에 대해서 많은 국가가 동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유사한 경향이지만 지속가능발

전교육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스웨덴이나 호주, 뉴

질랜드는 영유아 국가수준 교육과정 안에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

으로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하나의 주제 성격으로 존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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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것은 교육과정 통합의 용이성이나 교육과

정 내용 측면에서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는 지속가

능발전교육의 중요성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고, 부가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식하지 않

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장점도 존재한다.

2) 유아의 주체성과 역량, 참여 존중

유아교육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국외사례나 연구를 보면서 무엇보다 

유아의 주체성(agency)과 역량, 나아가 유아의 참여를 존중하는 것이 바탕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별로 활용하는 주제나 활동 방법의 예시는 약간 다르지만 

유아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장려하는 방법, 적극적인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

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해 다양한 주제나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를 제공하는 것에 앞

서 유아 스스로 자신의 주체성을 알고 자신이 자연이나 사회와 연결되어 있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

이다. 

3)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확대를 통한 차별성 확립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초기에 환경교육과 유사하였으며 바깥활동을 주로 하는 숲 

유치원과도 중복되는 내용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 유아교육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

육은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면서 환경교육이나 숲 유치원과 같은 교육과 차별성을 

지닌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웰빙에서부터 시작하여 환경

적 요소, 사회문화적 요소, 경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말하는 상호관련성을 이해하는 것, 생명체의 시스템이 삶

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생태학적 문해력, 생태문해력(Young & 

Elliott, 2014)이란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환경을 보호하거나 자연과 함

께 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이상으로 ‘현재’를 충분히 사용하면서도 고갈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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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 호흡 안에서 유아의 일상적 삶에 통합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제는 초기 환경 문제에 치중하였지만 현재는 환경적 영역

(자연 및 인공자원과 생태적 시스템 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인권, 성 평등, 평

화, 안전, 고용 등), 경제적 영역(책무성, 빈곤 감소, 협력적 책임감 등)으로 확장되

었다(Somerville & Williams, 2015). 이러한 다양한 주제는 유아의 일상적 삶에 

통합되어 유아가 경험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유아를 둘러싼 지역 환경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자료가 되었는데 특히 유

치원 공간이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그대로 연계되는 사례도 많았다. 유치원에서 물

을 절약하기 위해 빗물탱크를 만들어서 그 물로 식물을 키우거나, 음식찌꺼기를 활

용하여 동물을 키우거나 식물 퇴비를 만드는 등 유치원에서 경험하는 활동이 그대

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연계되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기관이나 교사 주도의 활동

이 아니라 계획에서부터 유아가 참여하고, 유아의 의견을 계속 듣고 토의하는 과정

을 통해 이벤트식의 활동 체험이 아닌 긴 호흡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점이다. 지속

가능발전교육이 일상과 연계되는 것을 보면 사례 자체가 특별하지는 않지만 일상

과 사례를 연결하여 반복적으로 다루고, 활동의 과정에 유아가 계속 참여하도록 하

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일상적인 수준에서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5)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과 인간중심적 접근 극복

지속가능발전교육 안에서 종종 인간과 자연은 이분법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자

연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자연을 통제해야 하는 입장이 상반된다. 하지만 이런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실제 

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또한 자연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침묵의 상태에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Elliott & Davis, 2009).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이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여 인간이 자연을 활용한다거

나 인간이 자연 앞에 무기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이 상호

의존적이고 떨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유아가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 보호 입

장에서도 인간의 관점만을 강조하면 인간에게 이득이 되는 자연을 만들기 위한 실

천으로 자칫 방향성을 상실할 수 있다.



Ⅰ

Ⅱ

Ⅲ

Ⅳ

Ⅴ

Ⅳ.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국내·외 사례

149

6)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교사의 사고체제 변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사연수도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연수가 국제단체나 

국내 협회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정

의, 목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의 연수는 필수적

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이며 윤리적인 이슈를 다룰 수 있

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례를 제공해서 활동 내용을 알려주는 연수 이상

이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자신에 대한 이해, 이웃이나 사회와의 연결, 간학문적 사고, 

민주적·통합적 사회적 과정, 주도적 학습,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지역사회와의 연

결, 미래지향, 행동 실천 등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교사의 근본적인 사고체제가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은 앞서 

지적한 대로 인간 중심의 ‘에고’를 벗어난 ‘에코’로서(UNITAR 홈페이지, 2020. 

10. 14. 인출) 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의 토대 

없이는 단순히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제시하는 예시를 반복하거나 교육과정에 맞

추어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지식과 실천 방식을 

이해하여 유아의 맥락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은 예비교사교육에서부터 시작할 필요

가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하나의 독립적인 교과로 존재하기는 어렵지만 유아

놀이, 교재교구개발, 교과교육론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활

용할 수 주제가 일과에 통합될 수 있음을 배우고 통합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7)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유아와 자연, 사회문화와의 관계성에 주목하고 있고, 일상

적인 실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위해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지역

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국외 사례를 보더라도 유치원을 디자인할 때 

건축가와 유아가 만나서 함께 토의하는 과정을 꾸준히 거쳤으며, 유치원의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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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변화를 줄 때도 전기, 풍력, 우수에 대한 전문가와 함께 유아

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알루미늄을 재활용하는 사례에서도 재

활용 관련 업체와 협업하는 경우 유아는 재활용 과정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배우며 

재활용에 대한 동기를 높일 수도 있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면 교사가 지속가

능발전교육을 위한 학습자원을 찾아보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할 것

이다. 

2. 국내 사례: 개정 교육·보육과정과 연계 적용 

본 연구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개정된 교육·보육과정(0-2세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의 적용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

율이 54.8%였고,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7%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유아·놀이중심의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단위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의 형태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개정

된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적용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0년은 유아·놀이중심

이 특히 강조된 변화의 시기로 누리과정이 안착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실상 제대로 

된 교육과정의 운영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본 절에 제시된 사례는 심층면

담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가치에 공감하고, 높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

고 있는 기관을 통해 교사를 추천받아 운영된 주요 결과이다(구체적인 사례 부록 

4, 5 참조). 

가. 어린이집 적용 사례 

1) 개요

KT cs 루키어린이집은 제주도에 소재한 직장어린이집으로 2015년 개원하였다. 

이용 아동 수는 33명으로 만 3, 4세는 혼합연령으로 운영하고 있다.



Ⅰ

Ⅱ

Ⅲ

Ⅳ

Ⅴ

Ⅳ.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국내·외 사례

151

자료: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http://info.childcare.go.kr 에서 2020. 10. 21 인출.

◾ 적용 대상 : 만 3, 4세 나무반(혼합연령)(17명)

◾ 적용 기간 : 2020. 6. 25. ~ 2020. 7. 24.

2) 적용 과정 

이하 내용은 개정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학기 초의 놀이에서부터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3가지 사례(카페놀이, 빛놀이, 비와 달팽이)가 

자연스럽게 출현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유아의 놀이는 하나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주제로 전이되어 전개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

우, 교사는 다수의 유아가 관심을 가지는 놀이로 전개하는 발현적인 흐름에 따

른다. 

아이들의 놀이는 한 가닥의 줄기로 뻗어 나간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양한 놀이가 여러 갈래

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각 놀이에 맞춰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흘러가고 있

는 우리 반의 다양한 놀이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무반 교

사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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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 놀이의 전체 흐름

학기 초 처음
만난 선생님과의

반죽 놀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기

어린이집 
식당놀이

바깥놀이 연계
음식 만들기

흙으로 만든
디저트

흙과 물로 
음식 만들기

흙과 물놀이 흙에 대한 관심

디저트 만들기
(샌드위치)

디저트를 파는
카페에 대한 관심

카페놀이
우리가 번 돈으로 
물 풍선을 살래요

색에 대한 
관심 (빛)

물에 색 넣기
(물감놀이)

물놀이 물풍선 놀이

빛 놀이
비 오는 날의 

놀이

그림자 놀이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
나뭇잎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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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놀이의 흐름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어느 날, 우연히 색 돋보기로 햇빛을 바라보던 유아들은 빛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교실에서는 빛을 이용하여 다양한 놀이를 표현했다. 교사는 유아들의 지

속 가능한 삶을 위한 실천적 태도를 위해 우리 삶 속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빛)을 

놀이로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였다, 그러던 중 우리 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정전피해가 발생하여, 이러한 사회적 이슈는 유아들의 놀이에도 영향을 미쳤

고, ‘전기가 없다면’이라는 상상적 이야기를 통해 교실에서도 전기가 없는 상황 속

에서 놀이와 생활을 해 보면서 유아들은 전기의 소중함을 놀이 속에서 알게 되었

다.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전기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역사회 속에서 에너지를 

공유하는 태도 및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하기를 실천하는 ‘빛 놀이’가 이루어졌다.

어느 날, 아이들은 색 돋보기로 바깥을 바라보며 햇빛과 색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게 햇

빛에 관심을 갖던 아이들은 교실에서 빛이 나는 물체에 해 탐색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빛이 나는 도구로 다양한 놀이를 했어요. 교실에서 빛이 없어서 아이들이 직접 빛으로 놀이 

공간을 비추며 빛과 놀이 상황을 연계하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빛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

양, 다양한 색깔에도 관심을 가지기도 했어요. 빛을 이용하여 놀이를 하던 중 그림자를 발

견하였고, 그림자 놀이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마을에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있었고, 자신의 집이 정전이 되었다는 친구 이야기로 인해 ‘정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 했어

요. 그리고 ‘빛’과 관련된 그림책을 보며 ‘빛’이 없다면 어떨지 상상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교실에 빛이 없는 상황(정전)을 놀이 속에서 표현했어요. 우리 집에서 사용

되는 전기 에너지를 놀이에서 표현하기도 하고, 절약하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리

고 아이들은 점차 우리 마을에서 사용되는 빛을 표현하였어요. 우리 마을에서 빛이 사라졌

을 때를 걱정하며 아이들은 우리 마을을 비춰 줄 커다란 빛을 구성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빛을 이용하여 놀이를 하였고, 빛과 전기의 고마움을 알게 되면서 소중하게 사용하

는 방법에 해 실천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나무반 교사의 기록)

처음에 3월의 놀이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교육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집어넣어서 지원을 했고요, 놀이 전

체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요소가 들어갔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놀이 흐름에 따라서 갔기 때문에... 

(중략) 그런데 아이들에게 한 번 더 문제를 제기해보면서 “이 때 꼭 종이컵을 사용해야 될

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투표를,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면서 놀이가 흘러갈 수 있어서 연결이 되었

던 것 같아요. (나무반 교사 면담, 2020. 10. 20.)

놀이의 과정에는 빛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한 다양한 놀이가 자연 현상인 태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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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으로 ‘정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련 그림책을 보며 에너지 활동으로 이어

지는 자연발생적이고도 연속적인 과정이 드러나 있다. 

[그림 Ⅳ-2-2] 빛 놀이의 흐름 

햇빛에서 색이 보여!
우리 주변에서 빛이 나오는 

물체를 탐색해요
빛이 나오는 도구로 

놀이해요

만약에 불이 안켜진다면…
태풍이 불어서 우리 동네가 

정전이 되었어요
그림자가 생겼어!

우리 마을에 빛을 비춰주자
우리 동네 가로등 로봇을 

만들어요
전기를 소중하게 사용해요

4) 교사의 지원  

일련의 놀이과정에서 교사는 빛을 소재로 놀이가 연계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

민뿐 아니라 놀이를 통해 빛(전기)의 소중함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실천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 가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에너지

의 효율적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법, 건전지와 스탠드의 사용 시 

일회성을 사용하기 보다는 충전을 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놀잇감 및 일상생활 지원

에 대한 고민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빛(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직접 실

천하고, 일회성 건전지가 아닌 충전식 건전지 지원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

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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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이 놀이랑은 또 다른 교육과정이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놀이 속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해야지 말고요. 일단은 교사가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해서 무조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다른 무슨 교육이

라고 생각해서 이 교육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다 보면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뭔가 또 다른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무반 교사 면담, 2020. 10. 20.)

 

[그림 Ⅳ-2-3] 지속가능발전교육과 빛 놀이

 사회·문화적
매체를 이용하여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갖기
에너지를 평등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타인에 대한 존중 표현
우리 마을의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환경적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에 대해 관심 갖기
우리 삶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 알기
재해의 종류에 대해 알고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표현하기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절약 실천하기

   경제적
놀이 속에서 에너지의 순환에 대해 인식(전기에너지->빛 에너지)
일회성 건전지 사용 보다는 충전식을 이용하며 재사용의 경험

놀이 지원 속 교사 역할

    공간       자료

빛과 그림자놀이를 위한 공간 지원
다양한 영역에서 빛이 나오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
자연친화적인 바깥놀이 공간을 활용하여 빛과 

그림자놀이의 연계

태풍으로 인한 피해 관련 뉴스 자료
교실의 빛을 가리는 가림막
빛을 내는 도구 (LED등, 스탠드 등, 손전등)
동네 및 마을을 표현할 때 유아가 필요로 요

구하는 블록 등
우리 삶에서 빛이 사용되고 있는 공간에 대한 

화보 자료

    일과   상호작용

일과 속에서 우리 교실 전체를 어둡게 하여 놀
이 해 보는 시간 지원
바깥놀이 시간 중 산책을 하며 우리 동네에서 

빛이 사용되는 공간 탐색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여 지원

햇빛에 대해 관심을 갖고 느끼며 자연 환경을 
탐색하는 유아와의 공감
빛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는 유아의 발

문에 대해 함께 생각 나누기
전기가 없다면 어떨지 불편함을 표현하는 유

아와 함께 문제 상황에 대해 인식하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을 실천하

는 유아에게 긍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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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치원 적용 사례

1) 개요

삼성샛별유치원은 2012년 개원한 사립법인 유치원으로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이용 원아 수는 240명이다. 

자료: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 https://e-childschoolinfo.moe.go.kr 에서 2020. 10. 21 인출.

◾ 대상 연령 : 만 5세 호수반(19명)

◾ 기간 : 2020. 8. 18. ~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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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과정 

코로나 19로 인해 청결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플라스

틱 용기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관련 동화, 동영상을 통해 호기심을 갖고, 지속적

으로 연계 활동이 전개되었다. 

코로나19에 한 뉴스를 통해 스스로 위생과 청결에 해 관심을 갖고 유아 주도에 의한 

손씻기 및 운동, 영양캠페인으로 마무리 활동을 하였고, 그 후 재활용품 및 북극곰과 관련

된 동화 및 영상을 보면서 환경에 해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고 유아와 함께 방향을 정하

면서 진행하였다. 북극곰의 위기를 보여주면서 차츰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해 궁금해 했

고, 거북이와 고래 배 속에서 플라스틱과 비닐이 발견되는 영상을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호수반 교사의 기록)

아침마다 등원을 하면 영상을 보여주고, 동화를 들려주고 그걸 매일 지속을 해봤어요. 매일

이라고 해봤자 기간은 짧아요. 2주? 그게 그런데 효과가 엄청 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러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뭐야?”라는 질문

을 처음에 했을 때는 “쓰레기를 줄여야 돼요.”라고 전부 얘기를 했었거든요. “쓰레기를 사

용하지 말아야 돼요.”, “차를 타지 말아야 돼요.”, “뭐를 하지 말아야 돼요.”가 답이었어

요. (중략) 아이들이 그건 알아요. 왜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됐는지에 해 편리해지려고, 편

리성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미 편리한 세상에 적응이 됐

는데 갑자기 불 끄고 생활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시작을 한 게 불을 끄고, 작은 

불빛에서 책을 보게 된 거예요. (호수반 교사 면담, 2020. 11. 04.)

<표 Ⅳ-2-1> 10월 1주 놀이 기록과 교사의 놀이 지원

날짜 일일 놀이 기록과 교사의 놀이 지원(놀이 해석 및 반영 사항)

10/5
(월)
70일

놀이
목표

∙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회상하고 상황을 이해한다.
∙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을 이해한다.

놀이
흐름

∙ 등원 및 인사나누기→간식→오늘의 소개(환경)→자유놀이→민속놀이→점심→바깥놀
이→동화→귀가

놀이
기록
(자유
놀이/
대·소
집단

활동의 
사진 
및

대화 
내용)

지난 주 부터 등원을 하면 어린이들이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은 친구들인 다 
올 수 있을까?” 였다. 교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모두 등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현재 마스크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의 불편함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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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일일 놀이 기록과 교사의 놀이 지원(놀이 해석 및 반영 사항)

다. 또한 박스를 정리하다가 재훈이와 연아, 지안이가 박스를 이용하여 재미있는 놀이
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기에 아침에 인사를 나눈 후 마스크를 사용하는 이유를 
작년 미세먼지와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이야기와 더불어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지구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자 영상 및 사진을 준비했고, ‘쓰레기 괴물 너
야?’라는 동화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이었다.
교사는 “지속”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먼저 유아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왜 “지속가능
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접근하면서 생각을 확장하고자 했다.

동화의 앞표지를 보면서 ‘일회용품’이 무엇인지, 사용한 경험은 있는지 물었다.
유아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일회용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커피숍, 식당
에서 사용해 본 경험을 이야기했다. 
교사는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이러한 물건이 어디로 갈까?”라는 질문에 바다, 
땅, 공원에 간다고 했고, 쓰레기통으로 간다고 했다. 또한 하준이는 용암으로 간다고 
말했다. 처음에 용암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하준이는 부연 설명으로 쓰레기를 많이 모
아서 뜨거운 불이 있는 데로 간다는 말에 교사는 ‘소각’이라는 말로 설명해줬다.
다양한 쓰레기들로 인해 지구가 힘들어하고 자연이 파괴되고 있음을 영상을 통해 시
각적으로 자극하니 ‘무서워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데 어떤 행동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 ‘바다, 땅에 쓰레기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
리지 않을 거예요./ 전기를 아껴 쓸래요./ 물을 아껴 쓸래요’ 등 실천 방법에 대한 이
야기가 나왔다.

정민이와 민건이는 쓰레기통에 휴지가 함부로 버려져 있다고 말하면서 핸드타월을 작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사가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실천
하는 모습에 오늘 오전에 함께 알아본 지구 오염에 관한 영상이 도움이 된 것 같다. 

놀이
지원

지구관련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질문이 다양했고 또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세히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내일은 영상과 사진 중에서 궁금해 했던 질문들을 
다시 소개하면서 유아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지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지원할 
예정이다.

10/6
(화)
71일

놀이
목표

∙ 지구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자원 절약을 위한 작은 실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놀이
흐름

∙ 등원 및 인사나누기→간식→오늘의 소개(환경)→자유놀이→게임→점심→바깥놀이->
이야기나누기→귀가

놀이
기록
(자유
놀이/
대·소
집단

활동의 
사진 
및

대화 
내용)

정민이는 등원을 해서 교사와 인사를 나누자마자 가방정리도 잊은 채 “선생님, 저는 
지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야겠어요.”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지구가 아프면 안돼요”라
고 말한다.
어제 본 영상과 사진으로 혼자서 지구 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고 고민을 했던 것이다.
교사는 “우리 함께 지구를 지킬 방법을 생각해보자”라고 말한다.
아침에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정민이의 생각을 다른 어
린이들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았다.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오늘 정민이가 아침에 오자마자 지구를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단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손을 깨끗하게 씻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 아껴서 쓰자./ 등 익숙한 실천 
방법이 나왔다. 그러는 중에 시윤이가 “불을 끄고 지내요”라고 말한다.
지난 시간 불을 끄고 생활했던 경험이 있는 재훈이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좋아요. 
불 꺼요. 불 꺼요”라고 적극적으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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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일일 놀이 기록과 교사의 놀이 지원(놀이 해석 및 반영 사항)

교사는 “그럼 우리 하루 종일 불을 끄고 생활할까?”라고 말한다. “좋아요”라고 소리
를 지른다. 그런데 “싫어요. 안보여요”라고 말하는 어린이도 있었다. 우리는 다수결의 
원리로 손을 많이 든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고, 생활을 하다가 불편함을 느끼면 불
을 켜기로 했다.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을 끄고 생활했다.
자유놀이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역시 불을 끄자고 했다. 밥을 배식할 때도 우리는 불
을 껐다. 그러나 자연채광이 있어서 많이 어둡지는 않았고, 어린이들에게도 불을 끄고 
지내지만 태양이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도록 했다.

점심시간에 밥이 남았다. 어린이들에게 충분히 밥을 주고도 남은 양이다. 다른 때 같
으면 잔반으로 정리할 상황이다. 교사는 “밥 더 먹고 싶은 어린이 있니?”라고 마지막
으로 물어본다. 재훈이는 “저요. 저는 더 먹고 지구를 지킬 거예요”라고 말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실천하는 재훈이를 친구들도 듣고 “그럼 나도 조금 더 먹
을래요”라고 말한다. 교사는 “그럼 우리 모두가 한 숟가락씩 더 먹을까?”라고 묻는다. 
모두가 동참한다. 교사는 뿌듯함을 느끼며 “우리 모두 환경운동가구나”라고 말한다.
마지막에 밥을 받은 병주는 밥주걱까지 숟가락으로 쓱쓱 긁어 마무리한다.

점심 식사시간 내내 불을 끄고 먹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다.
오늘이 지나지 않았는데 “내일도 불끄고 먹어요”라는 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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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과정에서 교사는 유아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누면서 재활용품의 수집 등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유아 수준의 다양

한 활용자료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며, 환경부 자료, 유튜브 등의 자료를 활

용하면서 활동의 지속과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 

간식을 먹고 우유갑이나 요플레통, 요구르트 병도 씻어서 말린 후 분리수거로 버렸다. 그러

나 어린이들이 재활용품으로 만들기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모으고 싶다는 의견을 

줬다. 그로 인해 간식을 먹은 후 나오는 우유갑과 요구르트 병을 모으기로 했고, 분리수거

를 하는 올바른 방법도 함께 알려주기로 했다. (호수반 교사의 기록)

환경에 한 용어가 어렵고, 유아 수준의 다양한 교수자료가 없다보니 영상을 볼 때 아쉬움

이 컸다. 도움이 되었던 것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동화자료’에 흥미를 많이 보였고, 교사

가 읽어주기도 편리했다. 활동을 하는 중간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

여주면서 말의 의미에 해 물었다. (호수반 교사의 기록)

3) 유아와 교사, 그리고 부모의 변화 

지속가능교육 관련 활동을 통해 유아는 스스로 환경 관련된 그림책을 찾아서 읽기

도 하고, 가정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에 대해 얘기하기도 하였으며, 스스로 재

활용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절약하는 태도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유아 스스로 가정에서도 동화책을 찾아와서 읽어달라고 요구하였고, 부모님께도 그날 배운 것

을 전달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며, 유아의 태도적인 부

분에도 변화가 있었다. 자유놀이시간에 새것만 사용하고 했던 어린이들이 재활용품이 담긴 바

날짜 일일 놀이 기록과 교사의 놀이 지원(놀이 해석 및 반영 사항)

일회용품을 소개해도 만들기 영역에서 새 종이, 새로운 재료를 선호하던 어린이들이 
분리수거 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승준이는 투명 플라스틱 병 2개를 집더니 책상에 두드리면서 난타공연 흉내를 낸다.
그리고는 페트병을 이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멋진 로봇을 만든다.
시윤이는 딱지 접기를 좋아해서 평소에도 3-4개는 기본으로 접어 가는데 광고 전단
지를 이용하여 접기를 한다.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이 관심의 시작으로 보인다.

놀이
지원

페트병이나 일회용품이 부족했다. 이전에 사용을 잘 하지 않아서 모아두지 않았다.
간식을 먹고 우유갑이나 요플레통, 요구르트 병도 씻어서 말린 후 분리수거로 버렸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재활용품으로 만들기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모으고 싶다
는 의견을 줬다. 그로 인해 간식을 먹은 후 나오는 우유갑과 요구르트 병을 모으기로 
했고, 분리수거를 하는 올바른 방법도 함께 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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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니에서 물건을 찾아 만들기를 해서 간식으로 먹은 후 남은 우유갑, 요구르트 병, 요플레통

을 씻어 말린 후 사용하고자 모았으며, 교무실 및 다른 반에서 박스를 구해왔고, 신문지로 종

이접기와 딱지 접기를 했다. 그리고 물티슈보다는 걸레를 사용했고, 핸드타월도 1장씩 사용한 

후 작게 만들어 버렸다(작게 만드는 것은 쓰레기 부피를 줄이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게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사용을 해도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는 

물건을 발명하고 싶어 했다(일회용품이지만 땅에 녹는 그릇). (호수반 교사의 기록)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사의 자기 실천도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인

식과 태도 변화도 있음을 회고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이 자연스럽게 가정과 

연계되는 모습도 있었는데, 유아가 부모에게 편지를 쓰고 받는 활동에서도 자연스

럽게 드러나기도 했다. 

교사가 조금이라도 다른 시각으로 보고, 뭔가를 취하고, 저도 시행착오가 많은데 뭐라도 환

경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내일 애들하고 이거 봤으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호수반 교사 면담, 2020. 11. 04.)

교사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더욱 체계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느껴진다. 분명한 것은 활동을 진행한 만큼 활

동에 참여한 사람은 지식, 기술, 태도, 가치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호수반 교사의 기록)

19명이 졸업하기 전까지 편지를 주고받는 프로젝트를 저희 반에서 하는데 사실 모든 화 

내용은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이런 건데 이 아이만 유독 이런 

걸 쓴 거예요. (중략) 엄마가 이걸 갑작스럽게 쓰레기 얘기를 받으면 어떨까 해서 안 쓸까 

하다가 그래도 저는 수용을 다 해보자 해서 했더니, 그리고 제가 전화를 했죠. 정민이 어머

님한테 통화를 했더니 어머님도 “우리 정민이가 진짜 환경에 해 유치원에서 관심이 있어

요? 너무 신기하네요.” 해서 이제 얘기가 됐고. (호수반 교사 면담, 2020. 11. 04.)

[그림 Ⅳ-2-4] 유아와 부모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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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본 장에서는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과 정책 지원이 활발한 국외 

ESD에 대한 접근과 사례를 제시하고, 개정 교육·보육과정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있다는 것인데, 스웨덴이나 호주, 뉴질랜드는 영유아 

국가수준 교육과정 안에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포함하고 있

는 대표적 국가이다. 이는 교육과정 통합의 용이성, 부가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식하

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장점도 존재한다. 또한 지속가

능발전교육은 초기에 환경교육과 유사하였으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웰빙에서

부터 시작하여 환경적 요소, 사회문화적 요소, 경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교육과정의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간학문적 특성은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근원이라는 공감대가 확

산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놀이 중심을 강조한 개정 교육·보육과정과 연계한 ESD 적용 사례는 

개정 교육·보육과정 시행 첫해의 시행착오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은 

있었으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치와 실천 의지가 있는 교사가 유아의 놀이 흐름

을 따라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나가는 발현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

이집 사례에서는 빛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놀이하면서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치원 사례는 코로나 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

가에 대한 관심이 유아의 일상의 삶과 통합되고,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한 요소(환경, 인권, 성평등 등)만을 강조한 프로

젝트나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삶(교사와 유아)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준비하는 교사들의 질문과 나름의 상황 속에서 해답이 담겨 

있을 뿐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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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 및 과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사회·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관점에 대한 이해와 가치 및 

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차원의 교육 패러다임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유아기 지속가능

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단·중·장기 지원 정책을 제시하였다. 

1. 방향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유아와 유아를 둘러싼 일상적 삶에 통합되

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제는 초기 환경 문제에 치중하였지만 현재는 환경적 영역

(자연 및 인공자원과 생태적 시스템 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인권, 성 평등, 평

화, 안전, 고용 등), 경제적 영역(책무성, 빈곤 감소, 협력적 책임감 등)으로 확장되

었다(Somerville & Williams, 2015). 이러한 다양한 주제는 유아의 일상적 삶에 

통합되어 유아가 경험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때 중요한 점

은 기관이나 교사 주도의 활동이 아니라 계획에서부터 유아가 참여하고, 유아의 의

견을 계속 듣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이벤트식의 활동 체험이 아닌 긴 호흡의 활동

이 이루어지는 점이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이 단기 프로젝트 형식의 분절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경계하는 목

소리가 컸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일상과 연계되는 것을 보면 사례 자체가 특별하

기보다는 일상과 사례를 연결하여 반복적으로 다루고, 활동의 과정에 유아가 계속 

참여하도록 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일상적인 수준에서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유아의 자발성과 참여를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실천할 수 있

는 역량 강화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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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국외사례나 연구를 보면서 무엇보다 

유아의 주체성(agency)과 역량, 나아가 유아의 참여를 존중하는 것이 바탕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국가별로 활용하는 주제나 활동 방법의 예시는 약간 다르지만 유아

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장려하는 방법, 적극적인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토대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

해 다양한 주제나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를 제공하는 것에 앞서 유아 스스로 자신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자연이나 사회와 연결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

해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강력한 모델링을 위한 교사의 사고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이며, 윤리적인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례를 제공해서 활동 내용을 알려주는 연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자신에 대한 이해, 이웃이나 사회와의 연결, 간

학문적 사고, 민주적·통합적 사회적 과정, 주도적 학습,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지

역사회와의 연결, 미래지향, 행동 실천 등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교사의 근본

적인 사고체제가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 역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연속성을 지

닌 예비유아교사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

하였다(유선영, 박은혜, 2015).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은 앞서 지적

한 대로 인간 중심의 ‘에고’를 벗어난 ‘에코’로서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인식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의 토대 없이는 단순히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제시하는 

예시를 반복하거나 교육과정에 맞추어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한 지식과 실천 방식을 이해하여 유아의 맥락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능력

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유아와 자연, 사회문화와의 관계성에 주목하고 있고, 일상

적인 실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위해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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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국외 사례를 보더라도 유치원을 디자인할 때 

건축가와 유아가 만나서 함께 토의하는 과정을 꾸준히 거쳤으며, 유치원의 시설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변화를 줄 때도 전기, 풍력, 우수에 대한 전문가와 함께 유아

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국내 적용 사례를 통해서도 유치원의 

일상에서 이루어졌던 자연스러운 활동들을 유아가 가정에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부모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가깝게는 가정과 지역사회, 초중등학교까지 

지속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일시적인 유행이나 단기적 정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익숙하고 

친숙해지는 경험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안에서 종종 인간과 자연은 이분법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자

연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자연을 통제해야 하는 입장이 상반된다. 하지만 이런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실제 

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또한 자연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침묵의 상태에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Elliott & Davis, 2009). 본 연구의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치나 철학을 지향하는 

면담자들은 자연과의 공존을 중요한 가치로 언급하기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이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여 인간이 자연을 활용한

다거나 인간이 자연 앞에 무기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이 

상호의존적이고 떨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유아가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 보호 

입장에서도 인간의 관점만을 강조하면 인간에게 이득이 되는 자연을 만들기 위한 

실천으로 자칫 방향성을 상실할 수 있다.

2. 주요 과제

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웰빙에서부터 시작하여 환경적 요

소, 사회문화적 요소, 경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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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련성을 이해하는 것, 생명체의 시스템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

는 것을 생태학적 문해력, 생태문해력(Young & Elliott, 2014)이란 개념으로 표

현하기도 한다. 이는 환경을 보호하거나 자연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이상으

로 ‘현재’를 충분히 사용하면서도 고갈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를 유지할 수 있

는 역량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한국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을 위한 교육정책으

로 녹색성장교육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육현장의 교사 및 관련 연구자들이 지속

가능발전교육을 환경교육 혹은 녹색성장교육 안에 포함하여 축소하거나 혼용하는 

현상을 보였다(서현정, 조부경, 2015; 유영의 외, 2013b). 최근에는 유엔이 설정

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틀 안에서 국제이해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세계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하는 입장이 있다(박환보, 조혜승, 2016; 조대훈, 2019; 

한경구, 김종훈, 이규영, 조대훈, 2015).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입장은 2000년대 이후 기존의 단일국가 시

민성에 기초한 시민교육의 한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화, 공생, 지속가능

성 등을 지향하며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 및 

행동하는 세계시민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역시 

모호성(조대훈, 2019)이 지적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폭넓고 추상적인 개

념도 교육현장에서는 환경교육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환경교육에서 출발하지만, 평화, 인권, 평등, 복지 등과 같은 보다 넓은 영역을 포

함하면서,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교육주제인 지구촌 

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시민교육, 개발교육, 소비자교육 등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100개 이상의 목록을 두고 많은 논의를 해온 포괄적 교육패

러다임이다(UNESCO, 2012a).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 환경교육, 녹색성장교

육, 세계시민교육 등의 개념을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합의된 개념으로 제

시할 필요가 있다. 

나.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  

국가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과 

방향, 내용 측면에서 국제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역량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

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된 2019개정 누리과정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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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사회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관점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경제적 관점의 내용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

다. 특히 평화, 건강, 안전 등은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양성평등, 경제, 문화다양

성에 관한 내용은 매우 축소된 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지속가능발전목표 

4의 세부목표인 4.7에서 제안한 중요한 교육주제들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적용

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비추어 0-2세 표준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의 내용을 분

석한 유영의 외(2013a)의 연구에 의하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이 모든 연령대

에서 나타난 영역은 기본생활 및 신체운동·건강 영역과 자연탐구 영역이었고, 주

로 사회문화적 내용과 환경적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지속가능발전교

육은 가치 및 태도, 사고,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므로 간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서현정과 조부경(2017)도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 분포 및 연결망을 분석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 가

능성을 확인하고,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실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2019년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교육·보육과정에 반영

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유기적·통합적인 실행이 가능할 수 있

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2019 개정누리과정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놀이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제시하면서 교육내용의 대강화를 강조하다보니, 국제의제인 지속가능

발전교육과 핵심역량 등 교육현장에서 다루어야 할 가치에 대해서는 소홀히 된 듯

하다. 미래형 유아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은 놀이의 회복과 강조가 핵심이 되어야 한

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보니(이경화, 2016; 임부연, 2017; 정선아, 2016), 국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서

상의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단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활동이 실제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에

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점은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외 사례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의 당위성에 대한 이의가 없는 상황에서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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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에서도 지속가

능발전교육이 필요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다양한 영역별 유아교육 활동을 제안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하나의 주제 성격으로 존

재하는 것에 비해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것은 교육과정 통합의 용이성이

나 교육과정 내용 측면에서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에 교사의 입장에서

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고, 부가적인 교육과정으로 인

식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장점도 존재한다.

다. 영유아 교원의 ESD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2019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이 국가수준의 교육내용의 대강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였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교육적 적용은 교원

의 역량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영유아 교원이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 및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

하다. 현재, 유아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2012)에서 개발

한 녹색성장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교원대학교유아교육원

(2014)은 유아교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연수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최근 환경교육의 방향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패러다임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교사는 교육과정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

닌 태도와 가치를 변화시켜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 전체가 지속가능문화로 향하는 방향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

의 조사 결과, 지속가능 관련 용어를 대부분 연수와 장학자료를 통해서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수를 통한 지원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교사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가치, 실

천적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연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교육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개념 이해 및 인식 변화와 더불어 그들의 개인역량과 교수역

량을 증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해 갈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의 지속가능교육 실행을 지

원하는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므로 원장/감의 연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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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애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홍보 

본 연구의 조사결과, 지속가능발전(S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

전교육(ESD)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용어는 지속

가능발전이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가장 낮았다. 한편 용어를 인지하게 된 주

경로는 연수(연수자료)였으며, 다음으로 미디어, 양성과정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가치나 관점을 고려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유아 교사

의 관련 용어의 주인지 경로가 연수(연수자료), 미디어의 응답 비율을 고려하여 홍

보 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포털

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자료는 미미하며,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자

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지속가능발전포털과 연계한 ESD 포털을 구축하여 영유아

기를 포괄하는 대상별(개인, 기관/학교, 가정, 지역사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유 

플랫폼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림 Ⅴ-2-1] 지속가능발전포털 홈페이지

자료: 지속가능발전포털 홈페이지b. http://ncsd.go.kr/ 에서 2020. 11. 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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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본 연구의 조사결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적용 활동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은 일상생활이 가장 높았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로는 시청각 자료였으며, 지

속가능발전교육 적용의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활용자료가 부족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들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의 정보와 자료가 개발·보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

가능교육 실행의 주체인 교사들의 사고 전환을 근간으로 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료의 개발도 시급하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ESD 관련 국내 교육정책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주류화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ESD 관련 주요 보고서 및 교수 학습 자료를 번역 · 

발간하여 학교 및 교육기관, 시민사회 등에 배포하는 등 국내외 ESD 인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2020. 11. 9. 인출), 영유아기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

로그램 인증제를 통해 일부 사례가 발굴되고 소개(푸른별 지킴이(이화어린이연구

원, 2011), 지구환경살림이 프로젝트(덕성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2011), 지역사회

와 연계한 공원 프로젝트(충북유아교육연구회, 2012))된 바 있으나(이선경, 2020: 

109에서 재인용) 최근 소개되는 사례들은 초·중·고에만 집중되어 있다. 영유아기

의 ESD 홍보, 지원 자료는 미미한 수준이므로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이 보다 적극

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바.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시행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은 예비교사교육에서부터 시작할 필요

가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하나의 독립적인 교과로 존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

으나 교과교육론(유아사회교육 등), 영유아 놀이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내용이 일과에 통합될 수 있음을 배우고, 통합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구규모와 구조 및 분포와 인구변동이 사회는 물론 개인에게 미

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인구 관련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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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교육활동”으로 정의

(인구교육포털 홈페이지, 2020. 11. 9. 인출)하고, 관련 인구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매년 대학의 ‘인구교육 강좌개설 지원 사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선도학

교 지정·운영, 교사 수업 경진대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 생애에 걸친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동기 부여 및 모

델링의 주체인 교사들의 사고 전환 및 실천력을 강화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교과목 개발 및 적용 등과 관련하

여 대학교육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대학에서는 동아리 활동,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활

성화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Ⅴ-2-2] 인구교육포털 홈페이지

자료: 인구교육포털 홈페이지. https://pep.mohw.go.kr/ 에서 2020. 11. 9. 인출.

사.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의 지속

본 연구의 심층면담의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들

이 있었는데, 가정에서의 인식 제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전제되어야만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시작과 진행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유아와 자연, 사회문화와의 관계성에 주목하고 있고, 일상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 방안 연구

176

적인 실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위해 가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지역

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국외 사례에서도 유치원을 디자인할 때 건축

가와 유아가 만나서 함께 토의하는 과정을 꾸준히 거쳤으며, 유치원의 시설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를 줄 때도 전기, 풍력, 우수에 대한 전문가와 함께 유아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알루미늄을 재활용하는 사례에서도 재활

용 관련 업체와 협업하는 경우, 유아는 재활용 과정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배우며 

재활용에 대한 동기를 높일 수도 있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면 교사가 지속가

능발전교육을 위한 학습자원을 찾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수적이다. 따

라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단위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활동의 지속과 확장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 결과를 

통해서도 유치원에서 세척·보관해두었던 우유팩을 면사무소에서 휴지로 교환하고, 

교환한 휴지를 단체에 기부하며, 단체에서는 자원이 재활용되는 과정을 설명해주

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계·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지역사회와 연계·확장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고민, 지역사회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할 것이다.  

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속가능성에 한 모니터링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활동들이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 과정에서도 하나의 프로젝트

를 통해 배출되는 쓰레기, 재활용된 물품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

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단일 활동들이 지속가능한 사회

를 설계하는 데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성하고, 이를 환류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ESD와 ESD 활동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과 함

께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 전체가 ESD의 활동으로 포함되어야

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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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중·장기 실천 과제 

상기 논의한 바를 토대로 중앙정부, 지역, 단위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Ⅴ-3-1] 단·중·장기 실천 과제 

가. 중앙 정부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단기 과제로는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국민 

친화적 매체를 활용한 홍보자료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

표에 대한 가치와 철학의 내면화를 기반으로 실천력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홍보 전략은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고, 보다 설득력 있는 동기 부여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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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대학의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교과목과의 연계, 교양과목 운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과제로는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역량을 토대로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포럼 운영을 통한 공

론화 노력과 더불어, ESD 포털 구축을 통한 홍보 및 교육자료 등 공유를 활성화하

고, 국민 친화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ESD 이해를 돕는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개

발·보급(예: EBS 또는 공영방송을 활용한 ESD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상영 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ESD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지속적

인 환류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큰 전제는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지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일 것이다. 

<표 Ⅴ-3-1> 중앙 정부의 단·중·장기 실천 과제 및 전략 

구분 실천 과제 전략 

단기

- SDGs와 ESD 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 
- 영유아기 ESD 시리즈 자료 개발 및 

보급
- 양성과정에서의 ESD 지원(교양교육 

등 개설 지원)

- 인풀루언서들을 활용한 공익 광고 등 
- ESD 내용별 시리즈 자료 기획
- 대학의 ESD 강좌 운영(동아리활동, 소셜미

디어 홍보 등) 

중·장기

-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 영유아기 ESD 요소 확장(영유아기 역
량을 기반으로)

- 영유아기 ESD 포털 구축 
- 국민 친화적인 홍보 전략 수립 및 개발 
- 기업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실천력 

제고 

- SDGs와 연계한 다양한 영역과 교육·보육과
정 연계 

- 영유아 ESD 포럼 개최 등을 통한 공론화 
- 포털을 통한 홍보, 교육자료 공유, 소통 활성화
- 유튜브/카드뉴스 등 접근 용이한 매체 등 활용
- ESD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기업의 책무성 강화 

나.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단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 과제

로는 기존의 컨설팅, 장학자료, 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원장과 교

사들의 사고 전환을 돕기 위한 SDGs/ESD 관련 개념들의 이해를 돕는 자료, 컨설

팅을 지원하고, 의무연수와 연계한 ESD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중·장기 과제로

는 교사공동체 등을 지원하여 활성화하고, ESD 활동자료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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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 ESD 부모교육 자료 개발·보급하여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ESD 선도 기관을 공모하여 실천 사례를 공유·확산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표 Ⅴ-3-2>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의 단·중·장기 실천 과제 및 전략

구분 실천 과제 전략 

단기
- 컨설팅 지원
-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 
- 의무연수와 연계한 ESD 연수

- SDGs/ESD 기본 개념 관련 기관별 컨설팅 
- ESD 내용별 장학자료 기획
- 자격연수 내용에 일부 추가

중·장기

- 교수학습공동체 지원
- 영유아기 ESD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지원
- 영유아기 ESD  부모교육 자료 개발·보급 
- ESD 선도기관 지원

- 교사연구회 등 지원
- ESD 내용별 활동자료 개발 
- ESD 내용별 부모교육 시리즈 기획 
- ESD 실천사례 공모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활동들을 전개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단기 과제로는 

일상생활에서의 영유아 ESD 활동(예: ESD 실천카드 만들기 등)을 발굴하고, 유치

원과 어린이집에서 페이퍼리스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디지털 매체의 적극

적인 활용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정통신문 등의 문서를 앱 등을 활용

한 스마트 공유로 전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을 

넘어서 제품의 소비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유

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ESD 실천 사례를 공모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리

스트를 공유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일상적 행동을 내면화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천 내용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확장될 수 있어야 하

며, 연계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중·장기 과제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선도자. 비판적 소비자로서 ESD의 

가치와 철학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소통하려

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단위 기관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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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3> 단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단·중·장기 실천 과제 및 전략

구분 실천 과제 전략 

단기

-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강화 
- 가정/지역사회 연계 활동 강화 

- 일상생활에서의 영유아 ESD 활동(ESD 실천카드 만
들기 등) 발굴

- 기관에서의 실천 아이디어 공유(예, 디지털을 활용한 
페이퍼리스 환경 조성, 플라스틱 활용 줄이기 등) 

- 가정/지역사회 연계 활동 지원

중·장기

- ESD의 가치 및 사례 공유 
- 영유아기 ESD 부모교육 시행 

- 원내 멘토링, 자율 장학 등 ESD에 가치/철학/비전 
공유 

- 지역네트워크 구성 및 ESD 실천사례 공유 
- ESD 내용별 부모교육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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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Pla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Young Children

 

Eun-Young Choi･ Nam Hee Do･ Eun Jung Kim･ 
Hye Jin Jang･ Min Ju Kim･ Sol Mi Le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is education pursuing a 

society where all people can receive high-quality benefits and learn the 

values, behaviors, and lifestyles required for a sustainable future and 

society. UNESCO has emphasized focusing on implement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and plays a crucial role in linkage with the 

SDGs adopted by the UN in 2015. Early childhood is a critical period 

for ESD and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education. Thus this study 

seeks concrete methods to invigorate ESD during early childhood and 

aims to present short-, mid-, and long-term support policies by 2030.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imary 

research results and the relevant statistic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DGs and ESD data, the recently revised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and the ESD details of the revised 2019 Nuri Curriculum. This research 

performed a total of 8 sessions of in-depth interviews with teachers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and identified the support needs to 

practice ESD targeting 480 kindergarten teachers and 800 daycare center 

teachers. Domestic and foreign cases were analyzed, and advice was 

obtained through an expert advisory council. The research results were 

shared and disseminated by co-hosting a colloquium with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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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young children's education/childcare curriculum, the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were included in the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for 0-2 years of age and revised 2019 

Nuri Curriculum, but the economic perspective was not included. The 

ESD details were included in the basic life, physical exercise/health, 

communication, and nature exploration zones by area. Second, due to 

the questionnaire survey, sustainable development was the highest at 

80.7% in the relevant terms recognition, and SDGs were the lowest at 

54.8%. Regarding the reflection level of SDGs, high-quality education, 

health and wellbeing, human rights, justice, and peace were high in the 

Standardized Childcare Curriculum for 0-2 years of age and revised 2019 

Nuri Curriculum. The subjects in this study highly recognized the need 

for all ESD details except the world's/national responsibilities and 

natural resources. The lack of data to use was pointed out as the most 

severe difficulty in implementing ESD, although ESD is applied in 

everyday life in an integrated way. 

Third, it was confirmed that ESD details are officially included in the 

national level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through foreign case 

analysis. Implications that linkage of ESD and curriculum and 

characteristics between ESD disciplines are essential sources for 

understanding and practicing ESD in early childhood were obtained. A 

case practicing ESD in everyday life in relation with the revised young 

children/play-focused early childhood education/childcare curriculum 

was introduced through a domestic case. Through this, the need to 

naturally integrate ESD during early childhood in human life(teachers 

and young children), not in the project form emphasizing specific 

factors, was confirmed.

Based on the above study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the measures 

to practice the short-, mid-, and long-term ESD in early childhood. First,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SD 

PR data, ESD series data, and ESD training program in early childhood 

need to be supported as the central government's short-term task.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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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age with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childcare curriculum at the 

national level needs to be consolidated, and ESD factors should be 

expanded during early childhood as the mid- and long-term tasks. During 

early childhood, the ESD portal should be constructed,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a people-friendly PR strategy need to be carried out, 

and companies' power of execution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enhanced. Second, consulting support, scholarship data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and ESDGs training concerning mandatory training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city/provincial office and the municipal 

ministry of education’s short-term tasks. For the mid- and long-term 

tasks, the teaching-learning community, teaching-learning ESD data, and 

ESD-leading institutions have to be supported. Third, everyday life and 

linkage activities between home and community should be consolidated 

for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short-term tasks. For the mid- 

and long-term tasks, ESD values must be shared, and young children's 

parent's education data for ESD should be developed.

Keyword: young children,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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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행 조사지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식 및 실행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20년 연구과제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 방안 연

구」의 일환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현황에 관한 교직원 분들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마련되었

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

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0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기관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국제연구실 국제통일연구팀

연 락 처  김민주 연구원 (전화) 02-398-7766

조사수행    입소스 주식회사(IPSOS)

주    소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12층
입소스 주식회사(IPSOS) 사회여론조사본부

연 락 처  이민영 차장 (전화) 02-6464-5333

이경희 팀장 (전화) 02-6464-5473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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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선정 문항

SQ1. 선생님께서는 현재 학급을 담당(담임)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조사 상 제외)

SQ2. [어린이집만 해당]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학급은 무엇입니까?

   □ ① 만 1세(0~1세) 이하 □ ② 만 2세

   □ ③ 만 3세 □ ④ 만 4세

   □ ⑤ 만 5세

SQ2. [유치원만 해당]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학급은 무엇입니까?

  □ ① 만 3세 □ ② 만 4세

  □ ③ 만 5세

SQ3. 선생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유치원 □ ① 공립단설유치원 □ ② 공립병설유치원 □ ③ 사립법인유치원

□ ④ 사립사인(개인)유치원

 어린이집 □ ① 국공립어린이집 □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③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④ 직장어린이집 □ ⑤ 가정어린이집 □ ⑥ 협동어린이집

□ ⑦ 민간어린이집

 I.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한 인식

1. 귀하는 다음의 용어에 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예 아니오

 1)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SD)

□ ① □ ②

 2)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① □ ②

 3) 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 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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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 1) ~ 3) 한 개라도 ①예 응답한 경우)

  1-1. 선생님께서는 (1. 인지 용어)을/를 인지하게 된 주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양성과정

( 학교/ 학원 등) 

□ ② 장학 □ ③ 연수(연수자료)

□ ④ 동료교사 □ ⑤ 학회 및 컨퍼런스 □ ⑥ 미디어

□ ⑦ 기타(               )

2. 다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습니까?

목 표 알고 있음

들어본적 
있으나

정확히 알지 
못함

모름

①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① □ ② □ ③

② 기아 종식 □ ① □ ② □ ③

③ 건강과 웰빙 □ ① □ ② □ ③

④ 양질의 교육 □ ① □ ② □ ③

⑤ 성평등 □ ① □ ② □ ③

⑥ 깨끗한 물관리 □ ① □ ② □ ③

⑦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 ① □ ② □ ③

⑧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 ① □ ② □ ③

⑨ 사회시설 기반 및 R&D □ ① □ ② □ ③

⑩ 불평등 해소 □ ① □ ② □ ③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 ① □ ② □ ③

⑫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 ① □ ② □ ③

⑬ 기후변화 대응 □ ① □ ② □ ③

⑭ 해양생태계 보전 □ ① □ ② □ ③

⑮ 육상생태계 보전 □ ① □ ② □ ③

⑯ 인권, 정의, 평화 □ ① □ ② □ ③

⑰ 지구촌 협력 강화 □ ① □ ② □ ③

[참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자료] 

지속가능발전교육

홈페이지

http://ncsd.go.kr/unsdgs?content=2에서 2020. 2. 24.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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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표시해주십시오.

목  표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기아 종식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건강과 웰빙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양질의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성평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깨끗한 물관리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사회시설 기반 및 R&D □ ① □ ② □ ③ □ ④ □ ⑤

⑩ 불평등 해소 □ ① □ ② □ ③ □ ④ □ ⑤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 ① □ ② □ ③ □ ④ □ ⑤

⑫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 ① □ ② □ ③ □ ④ □ ⑤

⑬ 기후변화 대응 □ ① □ ② □ ③ □ ④ □ ⑤

⑭ 해양생태계 보전 □ ① □ ② □ ③ □ ④ □ ⑤

⑮ 육상생태계 보전 □ ① □ ② □ ③ □ ④ □ ⑤

⑯ 인권, 정의, 평화 □ ① □ ② □ ③ □ ④ □ ⑤

⑰ 지구촌 협력 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II. 유아교육·보육과정에 반영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

1. (어린이집만 해당)

다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개정된 0-2세 표준보육과정에 가장 잘 반영되

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 적어주십시오.

①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⑩ 불평등 해소

② 기아 종식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③ 건강과 웰빙 ⑫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④ 양질의 교육 ⑬ 기후변화 응

⑤ 성평등 ⑭ 해양생태계 보전

⑥ 깨끗한 물관리 ⑮ 육상생태계 보전

⑦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⑯ 인권, 정의, 평화

⑧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⑰ 지구촌 협력 강화

⑨ 사회시설 기반 및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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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만 해당)

다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개정된 0-2세 표준보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 적어주십시오.

①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⑩ 불평등 해소
② 기아 종식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③ 건강과 웰빙 ⑫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④ 양질의 교육 ⑬ 기후변화 응
⑤ 성평등 ⑭ 해양생태계 보전
⑥ 깨끗한 물관리 ⑮ 육상생태계 보전
⑦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⑯ 인권, 정의, 평화
⑧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⑰ 지구촌 협력 강화
⑨ 사회시설 기반 및 R&D

3.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해당)

다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개정된 누리과정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3가지 적어주십시오.

①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⑩ 불평등 해소

② 기아 종식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③ 건강과 웰빙 ⑫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④ 양질의 교육 ⑬ 기후변화 응
⑤ 성평등 ⑭ 해양생태계 보전
⑥ 깨끗한 물관리 ⑮ 육상생태계 보전
⑦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⑯ 인권, 정의, 평화
⑧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⑰ 지구촌 협력 강화
⑨ 사회시설 기반 및 R&D

4.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해당)

다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개정된 누리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

하는 것을 3가지 적어주십시오.

①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⑩ 불평등 해소
② 기아 종식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③ 건강과 웰빙 ⑫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④ 양질의 교육 ⑬ 기후변화 응
⑤ 성평등 ⑭ 해양생태계 보전
⑥ 깨끗한 물관리 ⑮ 육상생태계 보전
⑦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⑯ 인권, 정의, 평화
⑧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⑰ 지구촌 협력 강화
⑨ 사회시설 기반 및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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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정도

5.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보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반영되어 있

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예 (☞ II-6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Ⅲ.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정도로 이동)

□ ③ 모름  (☞ Ⅲ.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정도로 이동)

6. 다음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기관의 교육·보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다

고 생각하시는 것을 3가지 적어주십시오.

①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⑩ 불평등 해소

② 기아 종식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③ 건강과 웰빙 ⑫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④ 양질의 교육 ⑬ 기후변화 응

⑤ 성평등 ⑭ 해양생태계 보전

⑥ 깨끗한 물관리 ⑮ 육상생태계 보전

⑦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⑯ 인권, 정의, 평화

⑧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⑰ 지구촌 협력 강화

⑨ 사회시설 기반 및 R&D

1. 아래의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의 구성요소 중 유아교육·보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표시해주

십시오.

구성 요소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① 인권
(관용, 권리, 배려, 자기존중, 정체성, 타인존중)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평화
(갈등 해결, 세계 평화, 예의/예절, 협동, 통일)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안전
(환경 안전)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문화 다양성
(다양성 인정)

□ 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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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회정의
(공익, 도움, 준법의식, 책임)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건강과 식품
(신체건강, 질병예방, 식거리와 관련한 비만, 약물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양성평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시민참여
(공동체 인식, 문제해결 능력, 사회 참여, 양심)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소양
(매체, ICT 활용)

□ ① □ ② □ ③ □ ④ □ ⑤

⑩ 세계, 국제적 책임
(상호의존, 세계문제 인식, 세계문제 참여)

□ ① □ ② □ ③ □ ④ □ ⑤

⑪ 천연자원
(공기, 물, 자연세계, 자원 고갈, 자원 보존, 자원 순환, 자
원 절약, 자원의 필요성)

□ ① □ ② □ ③ □ ④ □ ⑤

⑫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절약)

□ ① □ ② □ ③ □ ④ □ ⑤

⑬ 기후변화
(기후변화 감소 노력, 이상기후,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 ① □ ② □ ③ □ ④ □ ⑤

⑭ 생물 다양성
(다양성 보전, 멸종위기, 생명 존중, 생물의 가치, 생태계, 
서식처 보호)

□ ① □ ② □ ③ □ ④ □ ⑤

⑮ 환경문제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 오염의 영향, 자연 훼손, 토
양 오염, 환경 보존)

□ ① □ ② □ ③ □ ④ □ ⑤

⑯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친환경 농법, 음식물 쓰레기)

□ ① □ ② □ ③ □ ④ □ ⑤

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우리동네 생활)

□ ① □ ② □ ③ □ ④ □ ⑤

⑱ 재해예방 및 감소
(대앙 등의 대처 방법)

□ ① □ ② □ ③ □ ④ □ ⑤

⑲ 교통
(교통안전, 대중교통, 친환경 교통)

□ ① □ ② □ ③ □ ④ □ ⑤

⑳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공정무역, 소비감소, 재사용, 재활용, 친환경 생산, 친환경
소비)

□ ① □ ② □ ③ □ ④ □ ⑤

㉑ 시장 경제
(가격, 교환, 선택, 시장, 욕구, 절약, 필요, 화폐)

□ ① □ ② □ ③ □ ④ □ ⑤

㉒ 빈부격차 완화
(직업, 분배, 세계 기아)

□ ① □ ② □ ③ □ ④ □ ⑤

㉓ 기업의 지속가능성
(건전한 기업윤리, 기업의 책임과 의무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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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의 구성요소 중 선생님께서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표시해주십

시오.

구성 요소

전혀
적용
하지

않는다

별로 
적용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대체로
적용
하고
있다

매우
적용
하고
있다

① 인권
(관용, 권리, 배려, 자기존중, 정체성, 타인존중)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평화
(갈등 해결, 세계 평화, 예의/예절, 협동, 통일)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안전
(환경 안전)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문화 다양성
(다양성 인정)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사회정의
(공익, 도움, 준법의식, 책임)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건강과 식품
(신체건강, 질병예방, 식거리와 관련한 비만, 약물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양성평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시민참여
(공동체 인식, 문제해결 능력, 사회 참여, 양심)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소양
(매체, ICT 활용)

□ ① □ ② □ ③ □ ④ □ ⑤

⑩ 세계, 국제적 책임
(상호의존, 세계문제 인식, 세계문제 참여)

□ ① □ ② □ ③ □ ④ □ ⑤

⑪ 천연자원
(공기, 물, 자연세계, 자원 고갈, 자원 보존, 자원 순환, 자
원 절약, 자원의 필요성)

□ ① □ ② □ ③ □ ④ □ ⑤

⑫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절약)

□ 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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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기후변화
(기후변화 감소 노력, 이상기후,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 ① □ ② □ ③ □ ④ □ ⑤

⑭ 생물 다양성
(다양성 보전, 멸종위기, 생명 존중, 생물의 가치, 생태계, 
서식처 보호)

□ ① □ ② □ ③ □ ④ □ ⑤

⑮ 환경문제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 오염의 영향, 자연 훼손, 토
양 오염, 환경 보존)

□ ① □ ② □ ③ □ ④ □ ⑤

⑯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친환경 농법, 음식물 쓰레기)

□ ① □ ② □ ③ □ ④ □ ⑤

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우리동네 생활)

□ ① □ ② □ ③ □ ④ □ ⑤

⑱ 재해예방 및 감소
(대앙 등의 대처 방법)

□ ① □ ② □ ③ □ ④ □ ⑤

⑲ 교통
(교통안전, 대중교통, 친환경 교통)

□ ① □ ② □ ③ □ ④ □ ⑤

⑳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공정무역, 소비감소, 재사용, 재활용, 친환경 생산, 친환
경 소비)

□ ① □ ② □ ③ □ ④ □ ⑤

㉑ 시장 경제
(가격, 교환, 선택, 시장, 욕구, 절약, 필요, 화폐)

□ ① □ ② □ ③ □ ④ □ ⑤

㉒ 빈부격차 완화
(직업, 분배, 세계 기아)

□ ① □ ② □ ③ □ ④ □ ⑤

㉓ 기업의 지속가능성
(건전한 기업윤리, 기업의 책임과 의무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III-2. 1) ~23) 중 하나라도 ④ 또는 ⑤ 응답한 경우)

  2-1. 선생님께서 적용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구성요소 중 가장 강조하

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III-2. 1) ~23) 중 하나라도 ④ 또는 ⑤ 응답한 경우)

  2-2. 선생님께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적용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 가장 중요

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주제 □ ② 접근 방법(설명, 경험)  □ ③ 활동 규모

     ( , 소, 개인) 

□ ④ 활동 공간(실내, 실외) □ ⑤ 가치/철학 □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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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2. 1) ~23) 중 하나라도 ④ 또는 ⑤ 응답한 경우)

  2-3. 선생님께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적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활

동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개별 활동 □ ② 소그룹 활동 □ ③ 그룹 활동

□ ④ 체험 학습 □ ⑤ 일상생활(일과) □ ⑥ 기타(           )

  (III-2. 1) ~23) 중 하나라도 ④ 또는 ⑤ 응답한 경우)

  2-4. 선생님께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적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

료는 무엇입니까?

□ ① 교재교구 □ ② 도서 □ ③ 시청각 자료

□ ④ 인터넷 자료 □ ⑤ 교육청/시도청 자료 □ ⑥ 기타(           )

  (III-2. 1) ~23) 중 하나라도 ④ 또는 ⑤ 응답한 경우)

  2-5. 선생님께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활동을 적용한 경

험이 있거나 하고 있다면 관련 구성 요소와 활동명을 적어주십시오.

구분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구성요소 

(III-1. 구성요소 ①~◯23)
활동명

1

2

3

3.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개정된 교육보육과정(0~2세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에 

반영하여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약간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III-3. ①, ② 응답한 경우)

  3-1.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적용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정보/지식이 부족해서 □ ② 개정된 교육·보육과정(놀이중심)에 반영되

어 있지 않아서

□ ③ 연수경험이 부족해서 □ ④ 활용자료가 부족해서 

□ ⑤ 시간이 부족

(활동 준비 시간 등)해서

□ ⑥ 관심이 없어서

□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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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응답자 특성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 ② 남성

D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세

DQ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 ② 직업훈련원/교육원 졸업 □ ③ 전문  졸업

□ ④ 학사 □ ⑤ 석사 □ ⑥ 박사

DQ4. 귀하의 교육·보육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3년 미만 □ ② 3~5년 미만 □ ③ 5~10년 미만 □ ④ 10년 이상

DQ5. 현 기관에서의 교육·보육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 ② 1~3년 미만 □ ③ 3~5년 미만 □ ④ 5년 이상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4.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적용하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 방식은 무엇입니까? 

□ ① 연수 □ ② 학습공동체 □ ③ 동료멘토링

□ ④ 사례공유 워크숍 □ ⑤ 동영상자료 보급 □ ⑥ 관련 책자 배포

□ ⑦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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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0-2세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분석 내용

<부록 표 2-1> 0-1세, 2세 보육과정 기본생활 영역의 내용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요소

내용범주 0-1세 내용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용요소

2세 내용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용요소

건강하게 
생활하기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건강과 식품 자신의 몸을 깨끗히 해 본다 건강과 식품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건강과 식품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먹는다

건강과 식품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
한다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

배변 의사를 표현한다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안전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안전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
을 이용해 본다

 교통안전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용해 본
다

교통안전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안전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을 경험한다

안전

<부록 표 2-2> 0-1세, 2세 보육과정 신체운동 영역의 내용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요소 

내용범주 0-1세 내용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용요소

2세 내용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용요소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감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감각능력을 활용한다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한다

신체를 탐색한다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활동 
즐기기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기본운동을 시도한다 건강과 식품 기본 운동을 즐긴다 건강과 식품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건강과 식품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건강과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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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3> 0-1세, 2세 보육과정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요소

내용범주 0-1세 내용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용요소

2세 내용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용요소

듣기와 
말하기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표정, 몸짓, 말과 관심을 
갖고 듣는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서 말소리를 낸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
사를 표현한다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
사를 표현한다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
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
심을 가진다

주변의 그림과 상징, 글
자에 관심을 가진다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
긴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진다 매체소양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
한다

매체소양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
를 느낀다

<부록 표 2-4> 0-1세, 2세 보육과정 사회관계 영역의 내용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요소 

내용범주 0-1세 내용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용요소

2세 내용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용요소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인식한다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한다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
타낸다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

나와 친숙한 것을 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다

더불어 
생활하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다

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평화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
동에 관심을 가진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한다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알
고 지킨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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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5> 0-1세, 2세 보육과정 예술경험 영역의 내용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요소 

내용범주 0-1세 내용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용요소

2세 내용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용요소

아름다움 
찾아보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
다움을 느낀다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
움을 느끼고 즐긴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
진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
현한다

감각을 통해 미술을 
경험한다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
게 표현한다

모방 행동을 즐긴다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
해 본다

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
이로 표현한다

<부록 표 2-6> 0-1세, 2세 보육과정 자연탐구 영역의 내용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요소  

내용범주 0-1세 내용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용요소

2세 내용
지속가능발전
교육 내용요소

탐구과정 
즐기기

주변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자연자원
주변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자연자원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자연자원
사물과 자연을 반복하여 
탐색하기를 즐긴다

자연자원

생활속에서 
탐구하기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자연자원
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
화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자연자원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
진다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
진다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
한다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
한다

규칙성을 경험한다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생활도구에 관심을 갖는다 에너지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생물종다양성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생물종다양성

날씨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

기후변화
날씨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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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영역별 분석 내용

<부록 표 3-1> 3-5세 누리과정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요소 

내용범주 3-5세 내용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요소

신체활동 
즐기기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기초적인 이동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 건강과 식품 

실내외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건강과 식품 

건강하게 
생활하기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건강과 식품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는다. 건강과 식품

하루 일과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건강과 식품

안전하게 
생활하기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안전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매체소양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 교통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
한다.

인권, 안전
재해예방 및 감소

<부록 표 3-2> 3-5세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요소

내용범주 3-5세 내용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요소

듣기와 말하기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시민참여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시민참여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고운 말을 사용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매체소양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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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3> 3-5세 누리과정 사회관계 영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요소

내용범주 3-5세 내용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요소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인권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더불어 생활하기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평화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평화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평화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인권

친구와 어른께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평화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평화

사회에 
관심가지기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문화적 다양성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문화적 다양성

 

<부록 표 3-4> 3-5세 누리과정 예술경험 영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요소

내용범주 3-5세 내용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요소

아름다움 
찾아보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노래를 즐겨 부른다.

신체, 사물,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본다.

신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

예술감상하기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긴다. 문화다양성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문화다양성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문화다양성



부록

211

<부록 표 3-5> 3-5세 누리과정 자연탐구 영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요소

내용범주 3-5세 내용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요소

탐구과정 즐기기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진다. 자연자원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탐구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진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자연자원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본다.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에너지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생물종다양성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생물종다양성

환경문제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짓는다.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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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어린이집 ESD 적용 사례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계 놀이 사례

Episode.#2

반짝반짝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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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의 흐름

햇빛에서 색이 보여!
우리 주변에서 빛이 

나오는 물체를 탐색해요

빛이 나오는 도구로 

놀이해요

만약에 불이 안켜진다면…
태풍이 불어서 우리 

동네가 정전이 되었어요
그림자가 생겼어!

우리 마을에 빛을 

비춰주자

우리 동네 가로등 로봇을 

만들어요

전기를 소중하게 

사용해요

 놀이의 흐름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어느 날, 우연히 색 돋보기로 햇빛을 바라보던 유아들은 빛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교실에서
는 빛을 이용하여 다양한 놀이를 표현했다. 교사는 유아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실천적 태도를 
위해 우리 삶 속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빛)을 놀이로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였다, 그러던 
중 우리 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정전피해가 발생하여, 이러한 사회적 이슈는 유아들의 놀이에도 영향
을 미쳤고, ‘전기가 없다면’이라는 상상적 이야기를 통해 교실에서도 전기가 없는 상황 속에서 놀이
와 생활을 해 보면서 유아들은 전기의 소중함을 놀이 속에서 알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전기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역사회 속에서 에너지를 공유하는 태도 및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하기를 
실천하는 ‘빛 놀이’가 이루어졌다.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요소 및 교사의 고민 그리고 지원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요소   교사의 고민 

  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놀이 지원요소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 방안 연구

214

 놀이 이야기

어느 날, 아이들은 색 돋보기로 바깥을 바라보며 햇빛과 색에 관심을 가졌어요.

“햇빛이 무슨 색이지? 나는 노란색으로 

보여!”

“그럼 나는 주황색으로 봐야지!”

“엄청 눈부시다. 햇빛이 있으니까 눈부

셔!”

“나는 햇빛이 있어서 따뜻해.”

환경적>자연자원

- 햇빛이 주는 자연적 에너지에 
대해 아동의 관심과 놀이와의 
연계에 대한 고민

[계획] 놀이 흐름 예상 계획안
[일과] 바깥놀이 시간에 자연스럽
게 햇빛을 느끼며 자연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다양한 방법으로 햇빛을 
탐색할 수 있는 도구 지원
[공간] 햇빛을 느낄 수 있도록 창
가 교구장의 위치를 변경하여 공
간 배려
[상호작용] 햇빛에 대한 감각을 
표현하는 유아의 이야기를 들으
며 다양한 생각에 대한 격려

“여기에 파란색으로 비추니까 해님이 파

란색으로 비췄어!”

“해님으로 비추니까 그림자 모양도 바꼈

어!”

그렇게 햇빛에 관심을 갖던 아이들은 교실에서 빛이 나는 물체에 대해 탐색했어요.

“여기에서도 햇빛처럼 불빛이 나와.”

“어떻게 햇빛처럼 불빛이 나오는거지?”

“이것도 햇빛처럼 색깔을 바꿔볼까? 이 

천으로 빛을 가리니까 색깔이 바껴!”

환경적>에너지

- 빛이 나오는 물체에 대해 관심
을 갖는 유아에게 그와 관련 
놀잇감 지원에 대한 고민

- 교실이 밝음으로 인해 빛을 탐
색하기 어려워하여 교실 환경 
지원방법에 대한 고민

“여기에서 빛이 나오니까 눈 부시다!”

“반짝반짝하지 않은데 왜 눈부시지?”

“이거 올려놓으니까 빛이 나오고 있어.”

“그런데 종이를 놓으니까 빛이 안 나

와.”

[공간] 빛을 이용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둡게 하여 따로 
영역을 지원
[상호작용] 빛에 대해 탐색하며 
호기심을 갖는 유아의 발문에 대
해 함께 생각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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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은 빛이 나는 도구로 다양한 놀이를 했어요.

“투명한 종이(OHP필름)에 그림 따라 그릴 수 있어.”

“그럼 우리 책에 있는 그림 따라 그려 보자!”

“색연필로 그리니까 안 그려지는데…?”

“이 사인펜(네임펜)으로 그려봐! 잘 그려지지?”

“라이트테이블에 투명한 종이 그림을 올려서 봐봐.”

“깜깜하고 불빛이 나니까 더 잘 보이지?”

“그림이 빛 나는거 같아!”

“검정색 종이는 빛이 안 나와!”

“그럼 구멍을 뚫어보자.”

“여기 구멍에서 빛이 나와! 찻길 같이 보여~ 우리 동네 찻길에서도 불빛 나오

는데…”

“자동차가 지나가야되니까 불빛 비추는 거지?”

“이것 봐, 불빛 돌리니까 팽이처럼 돌아가!”

“불빛이 돌아가니까 팽이가 엄청 빠른 거 같지?”

“그리고 빛이 나는 팽이니까 더 센거야.”

“왜 빛이 나니까 더 강해?”

“불빛 에너지로 이길 수 있으니까!

환경적>에너지

- 빛을 소재로 놀이가 연계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빛이 소중함 또는 우리 삶 속에서 빛이 사용되고 있음에 대한 고민
- 빛을 활용하여 다양한 놀이를 표현하는 유아들이 개별적 놀이를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일과] 교실전체를 어둡게 하여 유아들이 빛을 이용하여 놀이 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다양한 모양의 빛 도구
빛을 탐색 할 수 있도록 빛이 투과되는 재질의 종이와 투과되지 않는 재질의 종이 등 다양
한 재질의 자료 지원
[상호작용] 빛을 이용하여 다양한 놀이 방법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격려 
빛을 이용하여 놀이를 하면서 유아들이 표현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 정서적 지지



영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 방안 연구

216

 놀이 이야기

교실에서 빛이 없어서 아이들이 직접 빛으로 놀이 공간을 비추며 빛과 놀이 상황을 
연계하기도 하였어요.

“색종이 접기를 하는데 어두워서 잘 보

이지 않아.”

“불빛이 있으면 잘 보일 거 같은데…”

“오빠가 공부하는 책상처럼 불빛을 갖다 

놔야겠다!”

“불빛을 보면 눈이 아플 수 있으니까 여

기에 세워놔야지.”

사회-문화적>안전
환경적>에너지

- 빛이 없는 상황에서 불편함을 
표현할 때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고민

- 빛을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
하는 방법을 놀이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어서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아픈 곳이 잘 보이게 불빛으로 비춰 줄

게요.”

“간호사 선생님, 여기를 불빛으로 비춰

주세요.”

“불빛을 가까이에 하면 뜨거울 수 있으

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조심하세요.”

[자료]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를 충분하게 지원
[상호작용] 빛이 나오는 도구를 안
전하게 사용하는 유아에게 긍정적 
격려
놀이 상황 속에서 빛을 다양한 방
법으로 활용하는 상황에 대한 공
감

그리고 빛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깔에도 관심을 가지기도 했어요.

“얘들아, 빛이 애벌레 모양이 됐어!”

“그걸로 비추니까 포도 모양 같아!”

“포도 모양 같아? 나는 악어 같아.”

“불빛 모양도 바꿀 수 있어? 그럼 나는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볼래!”

환경적>에너지

- 빛이 나오는 도구를 다양하게 
활용 해 볼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는 상황에 대한 고민

- 유아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
현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빛
의 색과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불빛에다가 주황색 비닐종이 (셀로판

지) 붙이면 주황색 불이 나와!”

“어디 나도 한 번 해보자. 나는 빨간색 

비닐종이 붙여 볼래! 진짜 불꽃 색 같

다!”
[일과] 교실이 어두워진 상황에서 
유아들이 교실 속의 다양한 물체
를 이용하여 빛으로 색과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적 여유 지원
[공간] 빛의 모양과 색을 바꿔보
면서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여 
다른 영역에서의 놀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율하여 공간을 확
장

“우리 교실을 바다로 만들어 볼래? 파란

색 비닐종이 붙이니까 파란색 바다가 

됐어!”

“저 쪽에는 빨간색 빛이 나와서 해님 같

아.”

“우리 반이 어떤 나라가 된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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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이용하여 놀이를 하던 중 그림자를 발견하였고, 그림자 놀이도 이루어졌어요.

“여기 봐! 빛이 비추는데 내 손 모양이 보여.”

“빛을 비추니까 그림자가 생겼어!”

“진짜네! 너의 손 모양은 강아지 같아.”

“이렇게 손가락을 위로 하면 토끼 귀 같지? 내가 움직이면 토끼처럼 뛰어!”

“그림책에서 본 거랑 똑같은 토끼 모양이네!”

“깜깜할 때 빛을 비추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 있대.”

“우리 책에서 본 것처럼 그림자도 만들어 볼까?”

“내 키는 작은데, 그림자 키는 엄청 크지!”

“너 거인 같아, 무서운 거인! 몸이 엄청 크다!”

“원래 저 위에 있는 건 내가 건들 수 없는데… 그림자로는 건들 수 있어.”

“그림자는 키가 커서 꼭대기 위에 있는 것도 꺼낼 수 있겠다!”

“산책 갈 때도 그림자가 나왔어!”

“그런데 이번에는 그림자가 키가 작아졌네?”

“옛날, 옛날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살았대. 브라키오사우르스가 지금 헤엄치고 

있는 거야.”

“브라키오사우르스는 멸종됐지? 그래서 그림자로 만들거야!”

“그럼 나는 불빛 모양을 악어 모양으로 만들어서, 브라키오사우르스 친구라고 

할래!”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헤엄친다고 하자!”

환경적>생물종 다양성

- 빛을 이용한 놀이를 하던 유아들이 우연히 발견한 그림자로 놀이가 연계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 그림자로 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다양한 동물을 표현하면서 생명의 존중과 연계될 수 있
도록 놀이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일과] 바깥놀이를 하면서도 유아들이 그림자를 탐색하고, 놀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바깥놀이 시간 지원
[자료] 그림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스탠드 빛 보다 강한 LED 조명 등 지원
[상호작용] 그림자로 다양한 표현을 유아들에게 긍정적 격려
그림자를 통해 동물을 표현하면서 동물존중에 대한 교사의 언어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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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우리 마을에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있었고, 자신의 집이 정전이 되었다는
친구 이야기로 인해 ‘정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 했어요.

“어제 태풍이 불어서 어린이집에 못 왔

어.”

“우리 집에서도 창문이 엄청 흔들렸어.”

“그래서 우리 집은 창문에 테이프 붙였

어!”

“우리 집은 갑자기 전기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 내가 티비보고 있는데 갑자기 

꺼지고 불도 다 꺼졌어.”

“그럼 선풍기도 꺼졌어

“깜깜해서 어떻게 화장실에 갔어

“핸드폰으로 빛을 비췄는데, 나중에는 

충전도 못하고 엄청 깜깜했어.”

환경적>재해예방 및 감소
사회·문화적>매체 소양

-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인해  
놀이와 연계되어 빛의 소중함
을 유아가 느낄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 받
는 방법을 유아와 함께 알아
보는 방법에 대한 고민

- 정전에 대한 지식전달보다는 
전기의 고마움을 느끼고 이를 
실천적 태도로 형성할 수 있
도록 교사의 실천적 모델링에 
대한 고민 

그리고 ‘빛’과 관련된 그림책을 보며 ‘빛’이 없다면
어떨지 상상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과] 하루 일과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지원
[자료] 정전 피해와 관련된 뉴
스 (매체 이용)
[상호작용] 정전으로 인한 다양
한 불편함에 대해 자신의 생각
을 표현하는 유아들에게 공감
적 지원
전기의 고마움에 대해 이야기 
하는 유아의 이야기를 반복하
며 긍정적 지원

“‘앗, 깜깜해’에서 불이 다 꺼져서 사람

들이 깜깜하게 살았어!”

“그래서 빛을 만들었지?”

“우리도 깜깜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도 빛을 만들면 돼!”

“그런데, 빛을 어떻게 만들어?”

그렇게 아이들은 교실에 빛이 없는 상황(정전)을 놀이 속에서 표현했어요.

“얘들아, 정전이 되서 깜깜하니까 이렇

게 작은 불을 켜고 밥 먹자.”

“이거 충전 다 쓰면 이제 더 깜깜해지니

까 얼른 먹어야 해~”

“어두워서 음식 먹을 때 잘 안 보여요. 

엄마“

“엄마가 잘 보이게 빛을 여기에 비춰줄

게.”

환경적>에너지

- 빛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며 전기가 빛의 에너지
로 순환됨을 놀이를 통해 알아
가는 방법에 대한 지원 고민

- 교실을 어둡게 하였을 때 유
아의 놀이에 방해 조건이 되
지는 않을까에 대한 고

[자료] 빛을 내는 다양한 도구 
교실을 어둡게 할 수 있는 창문 
가리개
[상호작용] 빛과 놀이가 연계되
어 교육적 순간이 포착 될 때 
지원하는 교사의 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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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서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를 놀이에서 표현하기도 하고, 
절약하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얘들아, 우리 집 놀이하자! 여기 불 

켜줘!”

“밥 먹을 때에는 불 키고 먹어야 되니까 

불 두 개 키자!”

“우리 전기를 아껴 써야 되니까 잠 

잘때는 불을 끈다고 하자!”

환경적>에너지 

놀이 속에서 계속적으로 빛(에너
지)을 사용하고 있는 유아에게 
절약적 실천태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자료] 충전식 스탠드 및 작은 
LED 등을 제공하여 놀이 속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
원
[상호작용] 놀이 중에서 에너지
를 절약하며 사용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유아에게 격려 

“우리 집 냉장고 열 때도 불빛이 나와!”

“우리 집 냉장고도 불빛이 나와! 그럼 

빨리 문 닫아야겠다!”

“우리 교실에 냉장고에도 불빛 붙이고 

빨리 문 닫는다고 정하자!”

그리고 아이들은 점차 우리 마을에서 사용되는 빛을 표현하였어요.

“우리 레고로 집 만들어서 여기 사람들 

사는 동네라고 하자.”

“그럼 여기 깜깜하니까 우리가 불빛 비

춰주자.”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빛 비춰주는 기

계 있는데 걸어갈 때 마다 켜져!”

“여기에는 아기가 사니까 깜깜하면 무서

워 할 거야. 더 밝게 비춰 줘!”

사회·문화적>인권 

우리 마을에서 사용되는 ‘빛’에 
대한 관심을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자료] 우리 동네에서 빛이 이용
되고 있는 공간에 대한 화보
[상호작용] 빛을 이용한 놀이가 
연계 · 확장 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여 발문

우리 마을에서 빛이 사라졌을 때를 걱정하며 아이들은 우리 마을을 비춰 줄 커다란 빛을 
구성하기도 했답니다.

“또 태풍이 와서 전기가 꺼질 수 있으니

까 내가 가로등 로봇을 만들어야지.”

“이 로봇은 어떻게 전기가 없을 때 불이 

켜질 수 있어?”

“여기에 충전했다가 전기가 없을 때 킬 

수 있는거야.”

사회·문화적>지속가능한 지역사
회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빛’
을 놀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일과] 산책을 하며 우리 동네의 
‘빛’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 지
원
[공간] 마을을 표현하는 유아들
을 위해 공간배려 
[상호작용] 우리 동네를 위해 빛
을 비춰주는 생각을 표현하는 
유아에게 긍정적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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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우리는 빛을 이용하여 놀이를 하였고, 빛과 전기의 고마움을 알게 되면서 소중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실천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이건 뭐에요?”

“멀티탭이야. 여러 개의 전기 기계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단다.”

“그럼 안 쓸때는 이걸 끄면 돼요?”

“이제 라이트테이블을 안 쓸 거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꺼보자.”

“이제 바깥놀이 갈거니까 교실에 아무도 없을 거에요!”

“그럼 불빛이 필요 없으니까 불을 꺼야 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불을 끄고 바깥놀이 가자.”

“우리가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스탠드 불이 꺼졌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지?”

“핸드폰처럼 충전해서 써요!”

“건전지를 바꿔요.”

“건전지는 한 번 사용하고 버려야하기 때문에 우리 전기를 충전을 해서 사용해 볼

까?”

“그리고 건전지 중에서도 충전하는 건전지를 선생님이 보여줄게.”

환경적>에너지
경제적>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 놀이를 통해 빛(전기)의 소중함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실천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 가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 건전지와 스탠드의 사용 시 일회성을 사용하기 보다는 충전을 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놀잇감 및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고민

[일과] 일상생활 속에서 빛(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직접 실천
[자료] 일회성 건전지가 아닌 충전식 건전지지원
계속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스탠드 등 보다는 충전식 스탠드 등 지원
[상호작용] 빛(전기)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놀이 속에서 표현하는 유아의 언어에 긍정적인 
반응 보이기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유아에게 실천적 태도에 대해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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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유치원 ESD 적용 사례

‘일상생활 속의 환경교육’의 실천 흐름과 지속성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습 목표 중 ‘주요활동’

기후변화와 대응(13), 해양생태계(14), 육상생태계(15)

활동연령 삼성샛별 유치원 호수반 만 5세 (19명)

코로나19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호수반 어린이들을 위해 아침 인사나누기 시간에 뉴스를 보면서 위
생과 청결한 생활습관 및 안전한 생활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매일 나누게 되었다. 그것은 가정연계로 활
동이 이어지고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호수반 어린이들의 활동은 동생들과 연계된 활동을 통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과 더불어 환경과 관
련된 내용도 함께 알려주게 되었다.
-손을 씻을 때 물을 절약하는 방법
-손에 비누칠을 할 때 물을 끄는 방법
-손을 닦을 때 핸드타월 1장 쓰는 방법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생활에서 접촉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회
용품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린이들과 뉴스를 보고 공유하게 되었다. 
유아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지구가 아파요.
-우리는 마스크를 언제까지 사용해야해요?
-코로나19가 생긴 것은 지구가 오염되어서 그런거에요.
-동생들이 손을 씻을 때 휴지를 작게 만들지 않아요.

8월 2주 –11월 현재 : 
8월에는 코로나19의 단계에 따라 유아의 등원이 일정하지 못한 상황이였다. 
1/3 등원을 유지할 경우 방과후 교육과정인 유아(긴급돌봄)만 등원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원
격수업을 진행하거나, 격주로 등원을 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가정과 연계되는 원격수업자료와 병행하는 상
황에서 환경교육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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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아침 교사는 등원 후 출석을 확인하고 인사나누기 시간에 더운 여름 날씨로 힘들어하는 어린이
에게 ‘지구 온난화’에 대해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된다. (8월은 무더위가 지속 되는 것은 자연
현상이지만 현재 환경 문제와 함께 생각할 기회를 갖고자 했다.)
교사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라고 물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용어는 생소했고, 단어뜻
을 정확히 알고 있는 어린이는 없었다.
그런데 영상을 보고 다음날 다시 지구 온난화에 대해 물었다. 아이들은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기억하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런거 에요. 전기를 사용해서 그래요.”라고 처음보다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말을 했고, 그로 인해 나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다
고 표현했다. 
재훈이의 지구, 거미줄과 거미, 버섯 발견, 지구온난화 예방은 ‘나무’로 자연스럽게 놀이를 진행하게 되
었다. 

   

놀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등원을 하고 인사나누기 시간에 이전에 배운 것을 질문하고 생각하는 시간
을 갖고자 했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상은 ‘북극곰에게 냉장고를 보내야겠어’와 ‘북극곰의 눈물’이라는 
동화를 감상하게 되었다.
나무에 대해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동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구온난화에 대한 접근은 유아의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유놀이시간 동화를 감상한 후 북극곰을 만들고 꾸며서 전시하고 싶어했고, 북극곰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 또한 북극에서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을 안타까워한 지안이는 클레이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고, 
북극곰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기도 했다.
호수반 어린이들은 ‘나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북극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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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영상 및 동화는 아침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유아의 관심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환경 동화로 재구성한 동화자료’를 들려주고, 영상 및 사진, 
노래부르기 등도 함께 진행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기관에서의 생활 중에 지켜지지 않은 습관에 대한 생
각나누기 및 약속을 알아보게 되었다.
교사는 “우리 클레이를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 클레이를 만들기로 사용할 때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
면 어떨까? 그리고 클레이가 굳지 않도록 잘 보관하자” 자유놀이 시간에 유아가 지켜지지 않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것은 클레이를 만드는 공장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고, 그 공장은 결국 대기를 오염시키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만들어진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자연을 파괴한다는 사실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에
너지 이야기를 하다가 교실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 또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라는 과정을 알게 되
었다. 재훈이는 불을 끄고 밥을 먹자고 제안했고, 친구들도 불을 끄고 먹고 싶다고 만장일치다. 

   

그러나 불을 끄고 밥을 먹는 것은 몇 명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이였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 방법은 처음에는 다수결의 원리로 인해 유아
가 “우리 불 끄고 밥 먹어요”라는 말이 나오면 손을 들고 의견이 많은 쪽으로 진행했고, 그 이후에는 
한달에 한 번 ‘전기 끄는 날’로 정해서 진행했다. 전 세계에서 전기를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이와 비슷
한 다양한 캠페인이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10월 1주:  
10월 이후 코로나19의 단계가 차츰 낮아지자 모든 유아의 등원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침 등원 이후 인사나누기 시간오늘의 화제 및 환경에 대한 소개는 다시 시작되었다.
지난 주 부터 등원을 하면 어린이들이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은 친구들인 다 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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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물론 모든 유아의 등원이 허락되긴 했지만 친구들을 또 보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교사나 
어린이들 모두 느끼는 감정이였다. 마스크를 사용하는 이유를 작년 미세먼지와 현재의 코로나19로 인
한 이야기와 더불어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지구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자 영상 및 사진을 
준비했고, ‘쓰레기 괴물 너야?’라는 동화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이였다.
교사는 “지속”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먼저 유아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접근하면서 생각을 확장하고자 했다.
동화의 앞표지를 보면서 ‘일회용품’이 무엇인지, 사용한 경험은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
용하는 마스크 또한 일회용품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아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일회용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커피숍, 식당에서 사용해 본 경험을 이야기했다. 
교사는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이러한 물건이 어디로 갈까?”라는 질문에 바다, 땅, 공원에 간다고 
했고, 쓰레기통으로 간다고 했다. 또한 하준이는 용암으로 간다고 말했다. 처음에 용암이 무엇인지 몰
랐는데 하준이는 부연 설명으로 쓰레기를 많이 모아서 뜨거운 불이 있는데로 간다는 말에 교사는 ‘소
각’이라는 말로 설명해줬다. 다양한 쓰레기들로 인해 지구가 힘들어하고 자연이 파괴되고 있음을 영상
을 통해 시각적으로 자극하니 ‘무서워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어떤 행동이 있
을까? 라는 질문에 ‘바다, 땅에 쓰레기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을거에요./ 전기를 아껴 쓸래
요./ 물을 아껴쓸래요’ 등 실천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정민이와 민건이는 쓰레기통에 휴지가 함부로 버려져 있다고 말하면서 핸드타월을 작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 
점심시간에도 변화는 찾아왔다. 어린이들 모두에게 점심을 배식하고 밥이 남았다. 평소에도 밥이 남는
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던 지난경험을 떠올린 어린이가 교사가 “밥 더 먹고 싶은 어
린이 있니?”라는 질문에 “저요. 저는 더 먹고 지구를 지킬거에요”라고 말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실천하는 재훈이를 친구들도 듣고 “그럼 나도 조금 더 먹을래요”라고 말한
다. 교사는 “그럼 우리 모두가 한 숟가락씩 더 먹을까?”라고 묻는다. 모두가 동참한다. 교사는 뿌듯함
을 느끼며 “우리 모두 환경운동가구나”라고 말한다.
마지막에 밥을 받은 병주는 밥주걱까지 숟가락으로 쓱쓱 긁어 마무리한다. 밥 주걱을 긁는 것은 밥풀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어린이들의 생각이다. 
이 밥주걱 긁기 활동은 이후에도 인기있는 활동이 되었다. 왜냐면 서로가 긁어보겠다고 손을 들고 “저
요 저요!”를 외치기 때문이다.

    

한달에 1회 전기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으로 불끄고 생활하기도 지속되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환한 빛을 유아는 즐겼다. 불을 끄고 생활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나는 활동이였다. 
그러나 작은 실천이 결국은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었다. 그 이후 교실 밖
에 나갈 때 화장실 불끄기 및 교실 불 끄기 확인은 어린이 담당이 되었다.(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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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가 생겼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 불을 끈 것은 유아에게 태양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경험이 되기도 했고, 그 태양
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태양을 이용한 매연 없는 자동차 만들기, 로봇만들기의 상상의 밑거름이 되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쓰레기 배출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자유놀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유아의 미술활동이
였다.
간식을 먹은 후 배출되는 우유갑, 요플레통, 요구르트병을 비롯하여 가정에서 가져오는 각종 재활용품 
물건들은 다시 유아의 손에 의해 만들기로 변신된다.
그러나 그러한 만들기가 환경을 지키는 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었다. 그후 유아에게 이루
어진 활동은 분리수거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였다.
분리수거가 필요한 것을 종이, 플라스틱, 비닐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이 3가지는 유아교육기관에
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였기 때문이다. 
우선 신문지를 가져와서 분리수거 하는 방법과 플라스틱과 비닐 분리수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교실에서 종이, 플라스틱, 비닐을 찾아보고 그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
다. 또한 스스로 먹은 간식을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 실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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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종이나 도화지를 사용하여 접기를 했던 시윤이와 병주는 신문지로 비행기와 딱지를 접는다.
지안이와 재훈이는 지구를 신문지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했고 자유놀이시간 동안 지구를 만들기로 했다.

    

지안이와 재훈이는 병뚜껑으로 팽이돌리기를 했다. 그 이후 거북이와 고래를 지켜보기 위한 열기구 만
들기의 재료로 병뚜껑이 사용되었다, 요플레통으로 컵만들기, 박스 위에 나만의 나무 그리기 등 재활용
품을 이용한 작품 만들기는 즐거운 놀이와 작품 되어 전시하게 되었다. 전시공간은 유아가 자주 이용하
는 계단 도서관에 있어서 계단을 오르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유안이가 선생님께 오면서 “선생님, 저 오늘은 3개나 그렸어요. 환경을 지키는 것이요.”라고 말한다. 
교사는 “어떤 그림인지 소개해 줄 수 있니?”라고 물으니 “(첫 번째 그림) 이건요 쓰레기가 물에 많이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숨을 쉴 수 없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서 이건 상상 
속 미래에요. 바다에 들어간 쓰레기가 자동 분해중이에요. 이렇게 분해해서 미래에는 물고기가 행복해
요. (세 번째 그림)이건요. 미래에는 쓰레기가 없는 그림이에요.”라고 말한다. 교사는 “유안이 말처럼 
쓰레기가 바다에 분해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깨끗한 물에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겠다.” 라고 
대답해준다.

   

지우는 “저는 지구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그림이에요.”라고 말한다. 그림에는 우리의 소중한 지구라는 
글자와 어린이가 노래를 부르고,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그림이다. 정민이는 “저는 거북이를 그렸어요. 
비닐을 먹기 싫어하는 거북이에요.”라고 말한다. 

유안이가 환경에 대해 자발적으로 그림을 시작한 이후로 리아, 지우, 정민, 원준이가 환경에 대한 그림
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린 후에는 “선생님, 저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교사
는 “그래 좋아! 선생님도 그림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말한다. 유안이는 그림 4장을 그
렸다.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그림이 연결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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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그림에서 오늘 소개한 그림은 미래의 바다 모습이다. 지난주에도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설명했는
데 상상을 통해 그림을 그렸다. 스스로 상상을 하여 미래의 지구는 깨끗할 거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유
안이는 집에서 [웃는 얼굴과 우는 얼굴] 그림을 그려왔다. “선생님, 친구들은 오염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 스티커 붙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티커도 가져왔어요.” 유안이가 아끼는 스티커라고 했다. 입
체적인 보석 스티커인데 소중한 것을 가져와서 붙일 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것인다.
“이건 웃는 얼굴이야. 환경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이곳에 붙이고, 이건 우는 그림이야. 쓰레기를 버릴 
사람은 이곳에 붙이면 돼”라고 말한다. 
친구들에게 스티커 하나씩을 유안이가 나눠줬고, 순서를 지켜서 붙였다.

어린이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만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차 가정에
서도 환경을 지킬 방법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아침에 등원하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다른 차
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대해서도 등원하자마자 교사에게 이야기를 하며 그날 자신이 환경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이제는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 
일상이 되어 관심이  ‘어떻게 하면 환경을 살릴 수 있을까?’ 가 되었다. 

11월1주 - :
11월이 되어 우리의 놀이 과정은 ‘발표회’가 되었다. 이유는 유아의 졸업과 크리스마스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누다가 공연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졌다. 어린이들과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관련된 활
동도 지속하기로 했고, 참여방법은 어렵지 않았다.
자신이 먹은 간식 올바른 분리수거 실천, 식물 가꾸기, 사용했던 재료 이용하여 만들기 하기, 환경 관련 
그림 그리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핸드타월 한 장씩 사용하기, 물과 전기 아껴서 사용하기, 자신이 
배운 것을 집에서도 실천하기 등을 스스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준이는 자신이 종이컵을 오리지 않아도 원하는 모양으로 이미 오려져 있는 종이컵이 ‘최고’라고 표현
했다.

   

점심시간에 정민이는 “저는 주말동안에 가족들과 쓰레기를 주울 예정이에요.”라고 말하면서 옆에 앉아 
있었던 시윤이와 함께 “우리 쓰레기를 먹는 로봇 설계도를 그려보자”라고 말한다. 쓰레기를 잘게 부수
는 기계, 쓰레기를 재로 만드는 기계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호수반 어린이들의 일상생활에서 환경지킴이 활동은 가정과 연계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구글클래스룸에서 주말동안 환경지킴이 활동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샛별유치원 달력에는 별표 모양 스티커로 ‘교실 전기 아끼는 날’을 정했다. 해당 스티커를 붙인 유아는 
가정에서도 실천하고 구글클래스룸에 공유하기로 했다.
주말동안 가정에서 스스로 실천한 환경지킴 활동 소개는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던 다른 친구들에
게도 자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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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연계된 활동으로 유아와 부모가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 중에는 유아의 마음이 담겨 있다. 부모님
도 자녀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통해 함께 실천해보자고 약속한다. 환경 관련된 활동은 오랜 시간이 아
니라 10분을 하더라도 지속성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단순히 교사의 관심은 유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유아는 경험한 만큼 이해하고 느낀다. 환경의 
심각성을 실제 생활에서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유아에게 지식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천중심으로 이해하고 유아가 좋아하는 동물을 살리는 방법으로 이해를 돕는 것이 접
근하기 쉬운 것을 알게 되었다. 유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가정연계 활동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이 뿌듯
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길을 걷다가도 쓰레기가 보이면 “선생님! 저기 쓰레기 있어요!”라고 외친다. 우리는 늘 그 장소
에 가본다. 그리고 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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