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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heme-selection activity in ‘clothing life’ in relation to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the free semester program. After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clothing life’ area of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based on the SDGs, the content system and learning goals were set. Then a program was developed and the validity

and the feasibility of the program were verif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extbooks, the contents of ‘clothing life’ included all the three basic dimensions of social 

development,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 protection, yet focus only on 1 or 2 goals of each a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 ‘Righteous(義) Clothing(衣) Life’ program was developed. The developed program consists of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s and teaching-learning materials in eight class periods, including ‘The future everyone dreams of’ based on SDG12,

‘Two faces of fast fashion’ based on SDG1, SDG5, SDG8, SDG10, ‘Living as Homoclimatus’ based on SDG13, and ‘The future

we create’ based on SDG9 and SDG12. Through the expert evaluation process for the developed program, the program's teaching

and learning adequacy and feasibility were reviewed and feedback was actively reflected to correct and supplement the program.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laying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home economics as a subject 

that educates citizens who practice sustainable life, and a pivotal subject i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ey words: 가정과교육(home economics education), 의생활(clothing life), 자유학기 주제선택활동(theme-selection activity

for free semester system),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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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poment Goals: SDGs)

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이다(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ivic Forum,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IDCCF & KICA], 2016). 지속가능발전목

표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며, 지속가능

한 교육을 독립목표(SDG4)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SDG4의 

세부목표 4.7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습득을 보장하는 것으로(Choi et al., 

2019),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핵심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지속가

능발전교육을 통해 역량을 갖추어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Kang, Lee, Kim, & Lee, 2018). 이러한 

이유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교

육의 확산은 공통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인 모든 학생을 중심

으로 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제로 한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가정교과는 7차 교육과정기에도 지속가능한 생활에 관한 

내용을 폭넓게 다루어왔으며(Park, 2010), 특히 2009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녹색생활의 실천역량이 지속가능한 사회성장

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Ju, 2016). 이렇듯 가정교과 각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구성요소인 사회, 경제, 환경과 

연관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가정과교육 주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주제어로 명확히 표기한 논문은 총 10

편도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Kim & 

Cho, 2020). 가정교과 의생활 영역에서도 친환경, 녹색 등 유사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가정

교과 ‘의생활’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주제어로 언급한 KCI 

등재연구는 2편(Bae, Lee, & Kim, 2020; Jang, Lee & Lee, 2020)

에 불과하였으며, ‘의생활’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유엔지속가능한패션연합(UN Alliance for Sustainable Fashion 

[UNFA], 2019)과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UNECE], 2018),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 2020) 등 세계의 발전을 이끄는 기구

와 각 나라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패션산업이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의생활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중요한 통합적 

접근방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UN Environment Assembly 

[UNEA], 2019).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의생활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되고 그 가능성에 주목함에 따라 우리나

라도 이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때 이다. 

우리나라의 의생활교육은 공통 교육과정 중 유일하게 가정교

과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으로서(Choi & Nam, 2016) 사회의 변

화에 따른 적극적인 내용반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의생활교육은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단편적인 지식전달과 학문 중심, 기

능 위주의 경험과학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Oh, 

2018). 이러한 사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전 세계적 지향

을 의생활 교육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개

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수업

모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Jo & Lee, 2019), 현장 교사들은 

또한 실제 교수⋅학습에 활용할 자료개발을 요청하고 있다

(Kim & Cho, 2020).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 프로그램 개발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의 한계로 중요

하지만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내용과 방법을 학생 참

여형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Park, 2018) 현재의 의생활교

육의 약점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가정 교과서 의생활영역 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반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를 위한 의생활 자유학기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의생활 자유학기 주제선

택활동 프로그램은 가정교과 의생활 중심 자유학기제 주제선

택활동 교재와 차기 가정교과 의생활 영역의 교육과정 및 교

과서 내용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실천하고 영위하는 공동체 

역량을 길러줄 것이며, 장기적으로 학생들을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양성하여 가정교과가 지속가능발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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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추적인 교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준으로 중학교 가정 교과서

의 의생활 영역을 분석하여 자유학기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의 내용 체계 및 학습 목표를 설계한다.

둘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행을 위한 의생활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후에 지속가능

발전교육으로서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속가능발전(SD)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이라는 개념은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 아래,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모든 사

회⋅경제적 쟁점에 있어서 환경보전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Lee et al., 2006).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발전회의’에서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의 하나로 ‘교육’이 제시되었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

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

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해 개개인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KNCUNESCO], 2019), 이때부터 유네스코가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선도기관으로 지정되어 범세계적인 지속

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UNESCO, 2014). 2015년 유엔총회에서는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채택하며 미래세계 비전에 대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뒷받침할 169개

의 세부목표를 구체화 했다(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KNCUNESCO], 2018).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의 세 

축을 통합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KNCUNESCO, 2018). 사

회발전 차원은 SDG1부터 SDG5까지로서 빈곤퇴치(SDG1), 기

아근절(SDG2), 건강과 복지(SDG3), 양질의 교육(SDG4), 양성

평등(SDG5)을 포함한다. 경제성장 차원은 SDG8부터 SDG12

까지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8), 산업과 혁신 및 인

프라(SDG9), 불평등 감소(SDG10),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1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DG12)이 해당된다. 환경

보존 차원은 SDG6, SDG7, SDG13, SDG15로 깨끗한 물과 위

생(SDG6), 접근성 있는 깨끗한 에너지(SDG7), 기후행동(SDG13), 

수중생물(SDG14), 지상생물(SDG15)을 포함한다(IDCCF & 

KICA, 2016). 교육을 독립목표(SDG4)로 두어 강조한 것은 교육이 

사실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중심에 있으며 모든 지속가능발전목

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임을 의미하므로(KNCUNESCO, 

2018),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세 

차원을 두루 갖추고 통합적 안목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생활양식과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가정교과 의생활 영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가. 가정교과와 지속가능발전교육

가정교과는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함

양하고 소양을 쌓아 삶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과 지식을 

얻는 교과이며, 전통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관

심을 두어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본질적으로 관심을 갖는 교과

이다(Korea Institute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Evaluation 

[KIEPE], 2011). 특히 가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식⋅주 

행위와 소비행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사회⋅정

치⋅문화⋅환경⋅경제 등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가치관과 생

활방식을 결정지어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

전과 매우 관련성이 높은 교과라고 할 수 있다(KIEPE, 2011). 

또한 지식과 행위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정과교육은 인간의 

노동과 직업, 가족과 생명, 소비와 문화 등을 연계하여 사고하

고 행동하는 삶의 국면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숙고가 매우 중요하다(KIEPE, 2011).

가정과교육은 실천 교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가정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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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통해 모두를 위한 참된 행동을 파악하고 개인과 가정생

활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

를 가진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학문이다(Yoo, 2007). 가정교

과의 지속가능에 대한 내용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폭 

넓게 꾸준히 다루어져 왔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에서는 녹색생활과 관련된 주제가 전 영역에 걸쳐 제시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녹색생활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영향을 주었

다(Park, Cho, Jang, & Lee, 2011).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서는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성취기준 및 내용 체계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가정교과를 

통하여 녹색 가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함양

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2015 

개정 교육과정 가정과교육의 성격에도 학습자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을 명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a). 지속가능발

전교육에서 추구하는 비전이 미래 삶의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위해 필요한 지식 습득과 가치 함양, 생활양식을 내면화함으

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임을 비추어 볼 때,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지향점이 가정과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가치 및 

목표와 매우 상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Ju, 2016).

최근 Lee(2019)는 지난 30년 동안 발표된 가정과교육의 지

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한국가정과교

육학회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가

정생활 영역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는 총 105편이었으며 

그 중 교수⋅학습법 및 교재연구에 대한 논문이 56편(53.3%)으

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정과교육 연구자들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중요하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생활 영역에

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세부내용 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환경’, ‘경제’ 각 차원마다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지속적

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Gisslevik, Wernersson, Åberg와 Larsson(2016), Hjalmeskog(2014)

는 가정교과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수행할 주된 교과임을 주

장하였고, 가정교과의 교육내용 개선을 통해 가정교과가 지속

가능발전교육의 주체 교과로서 기능해야 함을 제언했다. 특히 

Hjalmeskog(2014)는 가정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자원관리에서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고

려한 윤리적 시민 형성으로 이동하였음을 밝히면서, 현재 가

정과교육 학문 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안에서의 가정과교육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주

장하였다(Kim, 2018). 따라서 가정교과 각 영역에서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활용

한 실천적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의생활영역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한 의생활이란 환경을 지속하며 차세대 발전을 

위하여 의류제품 생산과정에서의 윤리적⋅사회적 측면을 고려

한 개념이며(Ko & Fashion Marketing Lab, 2015), 노동인권, 공

정무역, 소비자의 생활양식과 행복을 포괄하는 문화적, 시간적, 

가치관의 관점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Chun, Han, & Ko, 

2018). 즉, 지속가능한 의생활은 인류의 안녕과 미래발전을 위

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 축인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

보존’을 동시에 파악하여 의생활과 관련된 현상과 문제에 대해 

폭넓게 생각하며,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생활교육은 공통 교육과정 중 유

일하게 가정교과에서 다루고 있다(Choi & Nam, 2016). 청소년

기는 또래 집단에 동조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의복을 

선택함에 있어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Park, 

2006). 이 때문에 또래집단 사이에서 자기만의 개성이나 부유

함을 나타내어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과시 소비, 충동 소비, 

소비지향의 소비 등의 비합리적 의복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Maeng & Koo, 2003). 청소년 시기에 지속가능한 의생활교육

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시기의 의복 행동이 고착화되어 

미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생활에 대하여 청소년의 사회 인식 변화와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정교과 의생활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의생활 문제들을 스스로 판단하며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더 나아가 미래 의생활과 비롯한 지속가능

한 사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Oh, 2018).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논의하기 이전부터 의

생활 영역에서는 환경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다수 있어왔다. 

지난 30년 동안 의생활을 포함한 복합적인 연구에서 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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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는 전체 105편 중 69편(65.7%)으

로 꾸준히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Lee, 2019), ‘의생활’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주제어로 언급한 KCI 등재연구는 2020

년 들어서야 2편(Bae, Lee, & Kim, 2020; Jang, Lee, & Lee, 2020)

이 게재되었다. 이전의 가정교과 의생활영역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는 환경적 측면에 집중한 ‘녹색’, ‘친환경’ 등 유사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Shin과 Shim(2015)은 ‘친환경’ 의생

활을 위한 의복 고쳐 입기와 재활용에 대한 융합 수업을 개발 

및 적용한 것이고, Kim과 Chae(2018)의 연구 또한 ‘친환경’ 

의생활을 위한 업사이클링 실습수업 효과성 평가 연구이다. 

이제는 환경보존 차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 차원의 지속가

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야 하며, 이러한 연구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로 하여

금 현대사회의 복잡한 의생활 문제에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통합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3.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이상 학생들이 정규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형식을 

학생참여형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Ministry of Education 

[MOE], 2015b). 자유학기 교육과정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

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의 관심사를 반영한 활동을 총 170시

간 이상 편성 및 운영해야 하며, 각 영역별로 최소 17시간 이수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MOE, 2015b). 자유학기 동안 운영할 

수 있는 활동은 크게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

육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구성된다. 특히 자유학기 활동 중 

주제선택활동은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고

유의 활동이다. 위의 네가지 활동 중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은 

시수를 편성하는 교육활동으로(Choi et al., 2016), 자유학기의 

연계 학기에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관심이 높은 

교육과정이다(MOE, 2015b). 자유학기 주제선택활동은 학생

의 흥미와 관심사에 맞게 체계적⋅심층적으로 구성한 학습자 

중심의 인문 사회, 탐구, 교양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동아리 

활동보다 전문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된다(MOE, 2015b). 자유

학기제와 관련된 담론의 흐름을 살펴보면, 초기 시범운영 당

시 ‘진로탐색 활동’에 열중해있던 것에서 점차 ‘학생 중심 

수업’으로 변화한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흐름은 고교학점

제와 연결할 수 있는 ‘주제선택활동’이 조명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Lim, 2017). 그러나 가정교과에서는 자유학기 주제선택

활동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특히 의생활 영역의 주제선택

활동에 대한 연구는 Park(2018)의 연구 1편에 불과하여 관심

이 필요한 상황이다.

Park(2018)은 가정교과의 자유학기 주제선택활동의 운영 

현황을 서울 시내 230개 학교를 조사하여 파악하고, 이를 기반

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Park(2018)의 연구에서 파악한 

의생활 연계 주제선택활동의 주제는 바느질을 이용한 소품 

만들기가 42.6%(26개)로 가장 많았고, 패션디자인 34.4%(21

개), 대바늘을 이용한 수예나 뜨개질 19.7%(12개), 직업과 관

련한 프로그램 3.3%(2개) 순이었다. 주제선택활동은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닌 교과 확장과 심화 수업이며 미래사회의 구성

원으로서 요구되는 학습자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을 전

문성 있는 교사 및 전문가가 주도하는 프로그램(Lim, 2018) 

임에도 불구하고, Park(2018)은 제시된 의생활 주제선택활동

이 학생들의 흥미와 교사의 편의에 의해, 교사의 전공과 크게 

관련 없이 지도할 수 있는 실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지향점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의생

활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중학교 가정교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용한 의생활 자유

학기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2005)의 교수⋅학습 콘

텐츠 개발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교수 체제 설계의 

일반적 모형인 ADDIE 모형의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 중 

실행단계를 생략하여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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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A)

의생활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 분석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준으로 중학교 가정 교과서 의생활영역 내용분석

 교과서 분석에 대한 타당도 검증

피

드

백

설계

(D)
프로그램의 학습 내용 설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의생활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 내용 체계 설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의생활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 학습 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선정

개발

(D)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자료 개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의생활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 개발

 활동자료, 읽기 자료 개발

 전문가용 타당도 평가지 개발

평가

(E)
전문가 평가 및 보완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도 평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Figure 1. Flow chart of research

구의 흐름을 도식화하면 <Figure 1>과 같다.

1. 분석 및 설계 단계

분석단계에서는 2015 개정 중학교 가정 교과서 5종의 의생

활 영역을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및 단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간된 

중학교 가정 교과서 ‘옷차림과 의복 마련’, ‘의복 관리와 재활

용’에 해당하는 중단원이다. 분석대상 교과서 종류의 선정은 

출판된 교과서 12종 중 5종의 교과서이다. 분석대상 교과서에 

대한 설명은 <Table 1>과 같다.

분석을 위한 교과서 구성 체제 요소는 Lee(2010)의 내용분

석법에 근거하여 중단원 도입, 학습 목표, 소단원 도입, 본문 

텍스트, 활동 과제, 표⋅그림⋅사진, 보충 및 심화 자료로 설정

하였다. 의생활 단원의 모든 구성 체제 요소를 개별 텍스트 

문장으로 나누어 하나의 분석 단위로 설정 후 반영된 지속가

능발전목표를 파악하였다. 가정교육과 지도교수 2인의 총 5회

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 교과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교과서 분석에 대한 타당도 평가의 목적은 2015 개정 가정 

교과서 의생활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

행을 위한 내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 타당도를 부여하여, 지속

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의생활 자유학기 주제선택활동 프로그

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전문가의 기준은 

가정교육과 교수 2인(의류학 전공, 교과교육 전공)과 박사과

정 재학 중인 경력 15년 이상의 현장 교사 3인으로 설정하였

다. 특히 현장 교사 3인은 풍부한 현장경험 및 교과 이해도 

뿐만 아니라 중학교 가정 교과서 내 지속가능발전목표 분석을 

주제로 학술지 논문 게재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 교사로 선정

하여 교과서 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 단위별 타당성 평가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전문

가에게 ‘매우 관련 있음’ 4점, ‘관련 있음’ 3점, ‘관련 없음’ 

2점, ‘매우 관련 없음’ 1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전

체적인 검토 의견 및 수정사항이 있을시 추가하여 기술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취합하여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 계산식에 의해 타당도 지수(CVI)를 산출하였다. 타당도 

지수(CVI)가 0.8 이상이면 전문가들의 평가를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다(Yu, 2019).

교과서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계단계에서는 교과서 분석의 

타당도 검증을 했던 가정교육과 지도교수 2인과 가정교육 전

공 박사과정 현직 교사 3인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총괄 

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 내용 체계, 학습 목표, 학습 주제, 

학습 내용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교과서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가정교과 의생활교

육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아 빈도가 낮은 것을 위주로 하였고, 

자유학기 주제선택활동 수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함으로

써 일부 목표에 집중되어있는 교과서 내용을 보완하여 학생들

에게 균형 있는 배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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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author) Unit Page

A
천재

(이춘식 외 12)

II. 청소년의 생활과 안전

02. 옷차림과 의복 마련

2-1. 옷차림과 자기표현

2-2. 의복마련 계획과 선택
pp. 58~69

III. 청소년의 자원관리

02. 의복관리와 재활용

2-1.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의복관리

2-2. 의복 고쳐 입기와 재활용
pp. 104~115

B
동아

(왕석순 외 18)

II. 청소년의 생활과 안전

02. 옷차림과 의복 마련

2-1. 의복과 자기표현

2-2. 의복 마련 계획과 선택
pp. 52~65

III. 청소년의 자기관리

03. 의복관리와 재활용

3-1. 의복의 관리

3-2. 친환경적인 의생활
pp. 118~131

C
비상

(김지숙 외 11)

II.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문화

02. 청소년의 바람직한 의생활

2-1. 바람직한 의생활

2-2. 합리적인 의생활
pp. 54~67

III. 청소년의 생활관리

02. 청소년의 의생활 관리

2-1. 건강한 의복 관리

2-2. 친환경 의생활의 실천
pp. 100~113

D
금성

(조강영 외 8)

II. 창의적인 생활문화
03. 개성과 배려의 옷차림

04. 의복 마련 계획과 선택
pp. 54~65

IV. 합리적인 자원 관리
02. 의복 관리

03. 의복의 재활용
pp. 106~117

E
미래엔

(윤인경 외 12)

II. 청소년의 생활과 안전

02. 옷차림과 의복 마련

2-1. 청소년기의 옷차림

2-2. 의복 마련
pp. 52~65

III. 청소년의 자원 관리와 자립

02. 의복 관리와 재활용

2-1. 의복 재료의 이해

2-2. 환경을 위한 의복의 재활용
pp. 102~114

Table 1. List of analyzed textbooks

2. 개발 및 평가 단계

개발단계에서는 ‘의(義)로운 의(衣)생활’ 프로그램의 교수⋅

학습과정안과 교수⋅학습 자료, 전문가 타당도 설문지를 개발

하였다.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은 학습자가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배움이 형성되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 

및 실천역량 향상을 유도하는 것에 두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용 타당도 평가 설문지를 Ryu(2011)의 연구를 참조하

였으며 가정교육과 지도교수 2인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

하여 개발하였다.

평가단계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평가과정

을 통하여 프로그램에서 각 차시별 내용의 주제 적합성, 교수⋅

학습 적절성,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으로서의 현장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드백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함으

로써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8인으로 현직 가정과 교사이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자

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의류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가정교

육 전공 박사과정 3인과 석사과정 5인을 선정하였다.

전문가용 타당도 평가 설문지는 2019년 11월 26일에 배부

하여 2019년 11월 30일에 취합하였다. 항목별 평가에 대한 

타당도 지수를 산출하였고, 서술형으로 작성된 추가의견과 

자유 평가란에 기술된 전체적인 검토의견 및 수정사항을 종합

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분석 및 설계

가. 가정과교과서 의생활 영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분석

5종의 중학교 가정 교과서의 의생활영역에서 지속가능발

전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397개의 분석 단위가 

도출되었다. 분석 단위는 Lee(2010)의 내용분석법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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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Social Development Economic Growth Ecosystem Protection (environment)

SDGs

1 2 3 4 5 6 8 9 10 11 7 12 13 14 15

Frequency 6 2 85
분석

제외
0 27 3 10 0 2 5 232 8 5 6

Sum 120(30.7%) 15(3.8%) 256(65.5%)

Total 391(100%)

Table 2.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of clothing life unit

교과서 5종 의생활 단원의 중단원 도입, 학습 목표, 소단원 

도입, 본문 텍스트, 활동 과제, 표⋅그림⋅사진, 보충 및 심화 

자료를 개별 텍스트 문장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타당도 검

증에서 전문가 2인 이상이 2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하여 타당

도 지수(CVI) 계산 값이 0.8 미만인 분석단위를 전체 분석단위 

397개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391개의 검증 단위에 대한 타당

도 지수(CVI)는 0.97로 교과서분석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가정 교과서의 의생활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

된 내용으로 타당도를 검증한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검증단위는 사회발전 차원에 해당하는 SDG1, 2, 3, 4, 5, 6에서 

120개, 경제성장 차원에 해당하는 SDG8, 9, 10, 11에서 15개, 

환경보존 차원에 해당하는 SDG7, 12, 13, 14, 15에서 256개로 

확인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 차원 중에서 환경보존과 

관련된 단위가 256개로 전체의 65.5%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

다. 그중에서도 SDG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232개 단

위로 분석되어 환경보존 차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 성취수준 [9

기가03-03]에 “의복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한 후, 이를 창

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의생활에 적용한다.”가 명시되어있어 5

종 교과서 모두 의복 재활용 및 재사용 방법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다루고 있으며, SDG12 내 세부목표 12.5에서도 “2030

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인다.”(IDCCF & KICA, 2016, p. 62)가 중요한 하위목표

로 제시되어 두 기준과 목표의 도착점 행동이 동일하기 때문으

로 분석할 수 있다. SDG13(기후변화 대응)과 연계된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KNCUNESCO], 2017)의 

‘기후변화에 대처하기-기후 행동에 관한 학교용 지침서’에서

는 ‘재활용 방법을 통하여 창의적인 의생활에 적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속적 개선과정을 거쳐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로까지의 교육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보존 차

원의 교육내용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적응하는 인간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의생활 영역 중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사회발전 

차원과 관련된 단위는 120개로 전체의 30.7%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 중 93% 이상 거의 모든 단위

가 SDG3(건강과 웰빙) 또는 SDG6(깨끗한 물과 위생)에 집중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

정 성취수준 [9기가03-02]에 “의복 재료의 특성, 환경, 가족의 

건강 등을 고려한 의복의 세탁과 보관을 해 청결하게 의복을 

관리한다.”가 명시되어, SDG6에 해당하는 세탁에서의 물 환

경과 SDG3에 해당하는 건강한 삶의 증진을 위한 의복 착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SDG5에 해당

하는 ‘성평등’에 관한 주제는 가족생활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여러 내용 영역으로 구성된 가정교과 및 의생활 

영역의 성취기준 특성상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지만, 

의류산업 환경 측면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SDG4는 

‘교육 및 학습’에 관한 목표이므로 모든 단위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고 분석기준에서 제외하였다.

중학교 의생활 영역 중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경제성장

과 관련된 단위는 전체 분석단위 391개 중 15개(3.8%)로 가장 

작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중 SDG10은 ‘불평등완화’로 5종의 

교과서 의생활 영역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The Boston Consulting Group and Global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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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2017)에 따르면 의류산업 시장의 생산은 비싼 노동임

금과 노동환경 등의 이유로 전 세계의 80% 이상이 개발도상

국 및 제 3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자는 전체의 80%가 

여성이며, 아동노동자의 착취 및 성별, 인종, 빈곤, 임금의 차

별, 노동환경 등에 불평등한 구조가 심화되어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9기가02-03]의 개성 있

는 옷차림을 통한 자신의 긍정적인 표현과 타인을 배려하는 

의생활실천에서 불평등 완화의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의생활 태도의 인식과 타인의 범위를 주변인에

서 세계로 확장하여 세계시민 양성의 기초가 되는 역량을 포

함한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이로써 모든 사람의 포용과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지향하기 위한 인식개선의 기초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의생활 태도 교육은 사회발전 및 경제성장 영역의 

목표실현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 형성에 기여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로 비추어 본 가정 교과서 의생활 영역

의 내용은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차원을 모두 포함하

고 있다. 그러나 각 영역 속 일부 1-2가지 목표에 집중되어 

균형 있는 배움을 제공하기 위한 재구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정된 시수와 교과서 분량에 따라 가정과 정규 

수업 시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모두 다루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의생활을 위하여 사회발전, 경제성

장, 환경보존의 차원을 포괄하는 내용구성과 더불어 교수⋅학

습 방법 측면에서도 학생의 내재적 욕구를 환기하게 하며 체

험 및 배움 중심으로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학생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나. ‘의(義)로운 의(衣)생활’ 프로그램 설계

본 연구는 ‘의(義)로운 의(衣)생활’로 프로그램명을 정하

고, 총괄 학습 목표를 ‘지속가능한 의생활의 중요성과 의생활 

태도를 인식하고 사회⋅경제⋅환경 측면에서 창의적이고 지

속가능한 의생활의 실천’으로 설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목표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SDG1, SDG5, SDG8, 

SDG9, SDG10, SDG12, SDG13으로 총 7개이며, SDG12를 제

외하면 SDG5의 ‘양성평등’이나 SDG10의 ‘불평등 완화’와 같

이 교과서 분석 결과 전혀 나타나지 않은 목표나 그 빈도가 

낮은 것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의 특성을 살리

면서도 교과 성취수준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선택하

였다.

이를 중심으로 <Figur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8차시의 

학습주제, 학습 내용을 설계하였다. ‘의(義)로운 의(衣)생활’ 

프로그램의 학습주제는 ‘지속가능발전과 의생활 태도’, ‘사회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의생활’, ‘기후변화적응과 환경을 위

한 의생활’, ‘지속가능한 의생활 직업 교육 및 메이커 교육’으

로 구성하였다.

2.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가. ‘의(義)로운 의(衣)생활’ 프로그램 개발

위의 설계를 토대로 자유학기 의생활 주제선택활동 프로

그램 ‘의(義)로운 의(衣)생활’을 개발하였다. 총 8차시의 학습

자 배움 중심⋅활동 중심의 교수⋅학습과정안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고등사고 능력 및 실천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5가지 유형의 교수⋅학습 자료 31개를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용 타당도 평가 설문지를 Ryu(2011)

의 연구를 참조하였으며 가정교육과 지도교수 2인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의(義)로운 

의(衣)생활’ 프로그램의 8차시 교수⋅학습과정안과 교수⋅학

습활동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1-2차시 교수⋅학습과정안과 교수⋅학습 자료

1-2차시 수업의 학습주제는 ‘지속가능발전과 의생활 태도’

이다.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학습 제목을 ‘모두가 

꿈꾸는 미래’로 설정하였다.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의생활의 중요성 및 지속가

능한 의생활 태도 인식에 대한 학습자료 동영상 3개, 학습 

활동지 3개, 설문지 1개를 학생 중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도입에서는 의생활 요인을 중심으로 인간의 행동

이 지구파괴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과 의생활이 지구파괴에 미치는 심각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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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학습 목표

지속가능한 의생활의 중요성과 의생활 태도를 인식하고 사회⋅경제⋅환경 측면에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DG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SDG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SDG8. 모두를 위한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SDG9.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SDG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SDG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보장

SDG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차시 1-2/8 3-4/8 5-6/8 7-8/8

SDGs SDG12 SDG1, SDG5, SDG8, SDG10 SDG13 SDG9, SDG12

학습 제목 모두가 꿈꾸는 미래 패스트 패션의 두 얼굴
호모클리마투스로 

살아가기
우리가 만드는 미래

학습 주제
지속가능발전과 

의생활 태도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의생활

기후변화적응과 환경을 

위한 의생활

지속가능한 의생활 직업 교육 

및 메이커 교육

학습 목표

◉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

능발전목표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의생활의 중

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의생활 태도

를 인식할 수 있다.

◉ 사회발전을 위한 지속가

능한 의생활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

능한 의생활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다

양한 의생활 실천 방법

을 탐색하고 생활 속에

서 실천할 수 있다.
◉ 환경을 위한 다양한 의생활 

실천 방법을 탐색하고 생

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의생활 관련 직

업을 알 수 있다.
◉ 메이커가 되어 주체로서의 

지속가능한 의생활을 실천

할 수 있다.

내용 요소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

발전목표

 지속가능한 의생활의 중요

성 및 의생활 태도

 패스트패션의 이면

 사회와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의생활

 호모클리마투스로 

살아가기

 온맵시와 쿨맵시

 지속가능한 의생활 관련 직업

 메이커로서의 지속가능한 

의생활

Figure 2. Outline of the developed program

식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를 활용하여 나의 의생활 태도를 점

검하고, 나의 의생활 태도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의활동을 계획하였다. 인간의 무분별한 발전,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지속가능발전이 도입되었으며 지

속가능발전목표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특히 초⋅중학

생 수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소개 동영상 감상이 학습자가 

어려운 용어에 대한 벽을 허물고 학습 목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한 의생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

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생활에서 지속가능 실천의 중요성

과 실천을 위하여 가져야 할 의생활 태도에 대한 숙고를 거쳐, 

정리단계에서는 과거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의 다짐을 작성하

며 차시를 마무리하도록 계획하였다. 1-2차시 “모두가 꿈꾸는 

미래” 교수⋅학습과정안은 <Table 3>이며, 교수⋅학습 자료

는 <Figure 3>과 같다.

2) 3-4차시 교수⋅학습과정안과 교수⋅학습 자료

3-4차시 수업의 학습 주제는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의생활’로 학습자의 흥미 유발을 위해 학습 제목을 ‘패스트패

션의 두 얼굴’로 설정하였다. 학습 자료로 동영상 4개, 읽기 

자료 4개, 활동지 2개를 학생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도입

에서는 동영상 및 읽기 자료를 통하여 패스트패션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나의 의생활 태도에 경각심을 갖도

록 하였다. 전개에서는 학습자에게 친숙한 브랜드인 ‘탐스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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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지속가능발전과 의생활 태도 차시 1-2/8

학습목표
◉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다.

SDGs SDG12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학습자료

도입

◆ 생각 열기 - 동영상 감상 후 토의

 동영상1.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는 법’(3분 36초)

https://www.youtube.com/watch?v=WfGMYdalClU

15

동영상 1
(03 : 36)

◆ 학습 목표 제시

◉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

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의생활 태도를 인식할 수 있다.

◆ 활동지 1-1. 동영상을 감상 후 인간이 지구 파괴에 미치는 영향과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친구들과 토의하기

[ 활동 ① ]

 인간의 어떠한 행동들 때문에 지구가 파괴되었는가 주의 깊게 보기

 지구의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의생활 요인은 무엇인지 주의 깊게 보기

 이러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친구들과 토의하기

활동지

1-1

전개

◆ 의생활 태도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 파악과 문제점 인식

[ 활동 ② ]
 설문지 1-1. ‘청소년의 의생활 태도 측정 설문지’를 통하여 나의 현재 의생활 태도 점검하기

- 나의 의생활 태도가 지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모둠 친구들과 토의

 ‘인싸템 이대로 괜찮은 걸까’를 읽고 문제 파악하기

- 청소년의 잘못된 의생활 태도가 지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탐색

◆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

 동영상 2. ‘지속가능발전 이란?’ (3분 36초)
 동영상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SDGs)?' (3분 34초)

30

설문지

1-1
활동지

1-2

https://www.youtube.com/watch?v=JhtOz_R7GHQ

https://www.youtube.com/watch?v=8Nu9HM2Kf-w

35

동영상 2
(03 : 36)
동영상 3
(03 : 34)

[ 활동 ③ ]
 활동지 1-3. 동영상을 감상 후 학습활동 및 브레인스토밍 하기

- 지속가능발전 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탐색

- 축구공이 축구선수에게 오기까지 먼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이 내가 입은 옷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

- 지속가능발전목표란 무엇이고 왜 실천해야 하는지 탐색

- 의생활에서 지속가능 발전(SD)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브레인스토밍 후 발표

-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을 위하여 가져야 할 의생활 태도에 대하여 숙고

활동지

1-3

정리

◆ 성찰 일기 및 나의 다짐 작성

 이전의 나의 의생활 태도가 지속가능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앞으로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을 위하여 어떠한 의생활 태도를 지닐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다짐 작성

10
활동지

1-3

Table 3. #1~#2 “The future everyone dreams of”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38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32, No. 3

Figure 3. #1~#2 Learning activity materials

학습주제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의생활 차시 3-4/8

학습목표
◉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하여 패스트패션의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의생활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하여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SDGs SDG1, SDG5, SDG8, SDG10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학습자료

도입

◆ 생각 열기

 동영상 4. ‘패스트패션의 두 얼굴’ (4분 24초)
 읽기 자료 2-1. ‘H&M 값싼 옷의 비밀⋅⋅⋅노동자들은 여전히 목숨 걸고 옷을 만든다.’

https://www.youtube.com/watch?v=Ac4SVnBZIBM

20

동영상4
(04:24)

◆ 학습 목표 제시

◉ 사회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의생활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 경제성장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의생활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읽기

자료

2-1

[ 활동 ① ]
활동지 2-1. ‘패스트패션의 두 얼굴’과 ‘읽기 자료 1’을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 패스트 패션 SPA 브랜드(ex. 자라, H&M 등)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하기

- 내가 구입한 패스트패션 제품에는 얼마의 노동 가치가 포함되어 있을지 이야기하기

- 내가 구입한 패스트패션 제품을 만든 노동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 이야기하기

-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삶을 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야기하기

활동지 

2-1

Table 4. #3~#4 “Two faces of fast fashion”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즈’를 사례로 들어 친밀감 형성을 통해 내재적 흥미와 동기가 

자극되도록 하였다. 기부라는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생활 행

동에 대한 파급효과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리단계 

에서는 탐스슈즈가 이러한 비판을 변화⋅발전의 계기로 삼아 

성장한 과정을 담은 ‘탐스슈즈의 새로운 탄생’ 동영상을 감상

하며, 어떻게 사회발전 경제성장 면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는지,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3-4차시 교수⋅학습과정안은 <Table 4>이며, 

교수⋅학습 자료는 <Figur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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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학습자료

전개

◆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의생활 이해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Vlz3QKHJBac

https://www.youtube.com/watch?v=isxxQm2 ud0

 동영상 5. ‘신발 없는 하루’ (2분 21초)
 동영상 6. ‘존엄성 없는 하루’ (3분 57초)
 읽기 자료 2. ‘신발 없는 하루 vs 존엄성 없는 하루’

 읽기 자료 3.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읽기 자료 4. ‘와비커피 이야기’

40

동영상5
(02:21)

동영상6
(03:57)

읽기자료

2-2
2-3
2-4

◆ 문제 해결나무 그리기

[ 활동 ② ]
 동영상과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의생활에서 사회⋅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제해결 

나무 그려보기

20
활동지

2-2

정리
◆ 활동 소감 공유, 마무리 동영상 감상

 동영상 7. ‘탐스(TOMS)슈즈의 탄생’(3분 17초) https://www.youtube.com/watch?v=cP8SH9P_H9c
10

동영상7

(03:17)

Table 4. Continued

Figure 4. #3~#4 Learning activity materials

3) 5-6차시 교수⋅학습과정안과 교수⋅학습 자료

5-6차시의 학습 주제는 ‘기후변화적응과 환경을 위한 의생

활’이고, 학습 제목을 ‘호모클리마투스로 살아가기’로 설정하

였다. 기후변화적응 및 환경을 위한 의생활 실천 방법을 탐색

하고 실생활에서의 실천에 대한 학습 자료 동영상 3개, 학습 

활동지 6개를 학생 중심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도입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기후변화적응 홍보영상

을 제시하여 ‘호모클리마투스’라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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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5~#6 Learning activity materials

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사례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개에서는 의생활의 기후변화적응 

행동인 쿨(COOL)맵시, 온(溫)맵시 실천에 대한 학습을 스마

트기기를 활용한 모둠활동으로 계획하였다. 모둠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체 모형에 스타일링 해보는 적용단

계를 설정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인간 ‘호모클리마투스’

로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정리단계에

서는 활동 소감을 공유하고, 다음 차시 준비물 안내 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5-6차시 “호모클리마투스로 살아가

기” 교수⋅학습과정안은 <Table 5>이며, 교수⋅학습 자료는 

<Figure 5>와 같다.

4) 7-8차시 교수⋅학습과정안과 교수⋅학습 자료

7-8차시 수업의 학습 제목은 ‘우리가 만드는 미래’로 학습 

주제는 ‘지속가능한 의생활 직업교육 및 메이커 교육’이다. 

지속가능한 의생활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고, 메이커가 되어 

주체로서의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에 대한 학습 자료 동영상 

1개, 읽기 자료 1개, 활동지 3개를 학생 중심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도입에서는 윤리적 패션디자이너의 영상 

감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의생활 체험활동의 동기유발이 되

도록 구성하였다. 전개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의생활 직업탐색 

활동을 하고, ‘체육대회 때 입을 반 티셔츠 제작’이라는 학습

자의 실생활과 관련된 실천적인 문제 상황을 유도하고, 문제

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고의 전환 및 확장을 계획하였다. 

학급의 합의된 공유 비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협동심을 고취하고 결속

력을 다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실천단계에서 GRASPS를 제시

하여 학습자가 정확히 상황을 인식, 실제적인 과제 수행의 

기준을 제공하여 바라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평가단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7-8차시에서의 중점은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로 1-2차시

부터 중요하게 다루었던 개념들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내면

화하여, 실제적인 과제 수행을 통해 나의 개성은 표현하면서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의 주체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나침

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아무런 비판적 의식 없이 

그저 자기중심적이고 비합리적인 소비신념과 행동에 브레이

크를 걸고, 지속가능한 의생활 관점에서 사고하게 함으로써 

생각하는 힘(Power)을 기르고 진정한 주체로서의 시민을 양성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7-8차시 “우리가 만드는 미래” 교수⋅

학습과정안은 <Table 6>이며, 교수⋅학습 자료는 <Figure 6>

과 같다.

나. ‘의(義)로운 의(衣)생활’ 프로그램 평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의(義)로운 의(衣)생활’ 프로그램의 

각 차시별 내용의 주제 적합성, 교수⋅학습 적절성, 자유학기

제 주제선택활동으로서의 현장 실행 가능성을 현장 전문가 

8인으로부터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전문가 타당도 검증결과는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항목의 평균은 4점 만점의 3.92로 매우 높았고, 타당도 

지수(CVI)는 0.99였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평균이 3.9 이상, 

CVI가 1이었으나 첫 번째 항목 ‘학습 목표의 진술이 적절하게 

표현되었는가?’에서 평균 3.63, CVI 0.97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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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기후변화적응과 환경을 위한 의생활 차시 5-6/8

학습목표
◉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환경을 고려한 의생활 방안을 탐색하고 실천할 수 있다.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쿨맵시, 온맵시 옷차림을 제안하여 캠페인을 실행할 수 있다.

SDGs SDG13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학습자료

도입

◆ 생각 열기

동영상 8. ‘기후변화 적응’ (4분 09초)

https://www.youtube.com/watch?v=Jnmr-sOuP1g

◆ 학습 목표 제시

◉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다양한 의생활 실천 방법을 탐색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 환경을 위한 다양한 의생활 실천 방법을 탐색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20
동영상8

(04 : 09)

[ 활동 ① ]

 활동지 3-1. 동영상을 감상 후 물음에 답해봅시다.
- ‘호모클리마투스’란 무엇인가요?
- ‘나 국민’ 씨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떠한 현상을 겪게 되었나요?

- ‘정말임’ 씨가 제시한 기후변화에 올바르게 적응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활동지

3-1

전개

◆ 호모클리마투스로 살아가기 의생활 ver. - 쿨맵시, 온맵시

 동영상 9. ‘쿨맵시 캠페인’ (1분 34초)

 동영상 10. ‘온맵시 캠페인’ (1분 34초)

https://www.youtube.com/watch?v=XNUZX2uOAv4

https://www.youtube.com/watch?v=w0eTxmxSzMg

20

동영상9

(01 : 34)
동영상 10
(01 : 34)

스마트

기기

[ 활동 ② ]
 스마트기기 활용하여 나의 쿨맵시 지수 확인하기

 호모클리마투스로 살아가기 위한 의생활 기후변화 적응행동 학습

 쿨맵시와 온맵시에 적합한 옷차림 및 효과 탐색하기

 탐색결과 공유하기

활동지

3-2
3-3

3-4

[ 활동 ③ ]

 호모클리마투스로 살아가기 위한 기후적응 의복 쿨맵시 & 온맵시 스타일링 제안하기
20

활동지

3-5

활동지

3-6

[ 활동 ④ ]

 쿨맵시 & 온맵시 교내 캠페인 진행

- 모둠별로 활동 결과 게시판에 붙이기

20 전지

정리

◆ 활동 소감 공유, 다음 차시 준비물 안내

 다른 모둠 활동 결과 감상 및 소감 공유

 다음 차시 준비물 알리기 (실습 준비)
10

Table 5. #5~#6 “Living in homoclimatus”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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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주제 지속가능한 의생활 직업교육 및 메이커 교육 차시 7-8/8

학습목표
◉ 지속가능한 의생활 관련 직업을 설명할 수 있다.

◉ 메이커가 되어 다양한 전사염색 기법으로 학급의 비전을 알리는 반 티를 제작할 수 있다.

SDGs SDG9, SDG12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학습자료

도입

◆ 생각 열기

동영상 11. ‘캐서린 햄릿 - 나는 옷으로 이야기한다.’ (2분)

https://www.youtube.com/watch?v=jkdiRhb3K-0&t=782s

◆ 학습 목표 제시

◉ 지속가능한 의생활 관련 직업을 설명할 수 있다.
◉ 메이커가 되어 다양한 전사염색 기법을 활용하여 학급의 비전을 알리고 자신의 개성이 

담긴 반 티를 제작할 수 있다.

5
동영상11

(02 : 00)

전개

◆ 지속가능한 의생활 관련 직업 탐색

[ 활동 ① ]
 지속가능한 의생활을 실천하는 직업탐색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의 사례 탐색

 모둠활동 후 발표

15

스마트

기기

활동지

4-1

◆ ‘나도! 윤리적 패션디자이너!’ 직업 체험활동 - 메이커 교육

[ 활동 ② ]
 다양한 전사염색 도구를 활용하여 우리 반의 비전(Vision)과 나만의 개성이 표현되는 

반 티셔츠 제작

- 전사염의 지속가능성 소개

- ‘전사염 기법’으로 우리 반의 비전 알리는 반 티 제작 메이커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

◆ GRASPS 안내

GRASPS란 이해중심 교육과정(백워드 설계)에서 수행과제 개발의 설계 도구로서 학생들의 

아이디어 개발에 도움을 주는 디딤판의 기능을 하며, 실제적인 과제 수행의 틀이 된다.

요소 내용

목표 (G) 체육대회 때 입을 ( )반만의 비전을 담은 반 티셔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역할 (R) 여러분은 지속가능한 의생활을 실천하는 윤리적 패션디자이너입니다.

대상 (A) 나의 의뢰인은 ( )중학교 ( )반 ( )학생입니다.

상황 (S)

곧 있을 체육대회 때 입을 반 유니폼 결정에 대한 학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체육대회 때 구입했던 반 유니폼을 현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결과 ‘입지 않는다.’ 혹은 ‘버렸다.’는 학생의 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수행 (P)

이러한 학교 행사 때마다 구입했던 값 비싸고 일회성의 반 유니폼이 우리 사회,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토의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반만의 공유된 비전을 

설정 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각자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반 티셔츠를 

제작합니다. 직접 만든 티셔츠를 체육대회 때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의생활을 실천

하고자 합니다.

50

읽기 자료

4-1

다양한 

전사염색 재료

(패브릭 물감, 
마카, 크레용, 
색종이 등)

활동지

4-2

20

활동지

4-3

스마트폰

Table 6. #7~#8 “The future we create”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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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분) 학습자료

전개

요소 내용

기준

(S)

지속가능한 의생활 반 티셔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비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함

- 비전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개성 있게 표현해야 함

-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작품이어야 함

- 사회, 경제,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해야 함

[ 활동 ③ ]
 티셔츠를 입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사진 촬영

 티셔츠를 입고 학급 단체 사진 찍기

 우리 반의 비전과 나의 개성을 표현한 티셔츠 소개

 활동을 통해 느낀 점 공유

20

활동지

4-3

스마트폰

정리

◆ 프로그램 마무리 활동

 제작한 티셔츠를 입고 단체 사진 촬영

 포스트잇에 앞으로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을 위한 다짐 작성

 단체 사진과 다짐을 적은 포스트잇을 학급 게시판에 전시

10

우드락

즉석 포토

메이커

Table 6. Continued

Figure 6. #7~#8 Learning activity materials

이에 따라 학습 목표를 수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

여 활동 내용의 순서를 바꾸거나 학습 활동지를 수정하는 등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의(義)로운 의(衣)생활’ 프로그램

의 완성도를 높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가정 교과서 의생활영역 내 지속

가능발전목표의 반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

전목표를 위한 의생활 자유학기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실행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에 있다.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가정 교과서 의생활 영역



44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32, No. 3

항목 주요 검토사항
1-2차시 3-4차시 5-6차시 7-8차시 항목별

평균 CVI 평균 CVI 평균 CVI 평균 CVI 평균 CVI

1
학습 목표의 진술이 적절하게 표

현되었는가?
3.75 1.00 3.38 0.88 3.63 1.00 3.75 1.00 3.63 0.97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적절

하게 설정하였는가?
4.00 1.00 4.00 1.00 4.00 1.00 4.00 1.00 4.00 1.00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학습 

내용이 적절하게 연결되는가?
4.00 1.00 4.00 1.00 3.88 1.00 3.88 1.00 3.94 1.00

4
프로그램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

있게 구성되었는가?
4.00 1.00 3.88 1.00 4.00 1.00 4.00 1.00 3.97 1.00

5
프로그램의 내용이 자유학기 주

제선택활동에 적합한가?
4.00 1.00 4.00 1.00 4.00 1.00 4.00 1.00 4.00 1.00

6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

성이 있는가?
4.00 1.00 4.00 1.00 4.00 1.00 3.88 1.00 3.97 1.00

차시별 평균과 타당도 지수(CVI) 3.96 1.00 3.88 0.98 3.92 1.00 3.92 1.00 3.92 0.99

전체 평균과 타당도 지수(CVI)
전체 평균 전체 타당도 지수(CVI)

3.92 0.99

Table 7. Results of validity verification by experts (N=8)

의 내용은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차원을 모두 포함하

고 있어 가정교과가 SDG4에 명시되어있는 교육으로서 지속

가능발전을 실천하는 교과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의생활 

영역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사회⋅경제⋅환경의 세 

가지 차원에서 환경보존 차원에 65.5% 정도로 치우쳐 있고, 

경제성장과 관련하여서는 3.8%로 매우 적었다. 또한 중학교 

가정 교과서 의생활 영역에서 환경보존 차원의 SDG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내용은 전체 391개 단위 중 232개로 

매우 많았던 것에 비해 사회발전 차원의 SDG5 ‘양성평등’과 

경제성장 차원의 SDG10 ‘불평등 완화’의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중학교 가정과의 의생활 영역이 지속가

능발전목표의 일부 목표에만 집중되어 균형 있는 배움을 제공

하기 위한 재구성이 요구나 가정교과의 한정된 시수와 교육과

정 내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교과서의 의생활 영역 분석을 토대로 

SDG1, SDG5, SDG8, SDG9, SDG10, SDG12, SDG13의 목표를 

중심으로 ‘의(義)로운 의(衣)생활’ 프로그램을 교과의 심화 내

용을 활동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활동으로 설계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모두가 꿈꾸는 미래’, ‘패스트 패션의 두 

얼굴’, ‘호모클리마투스로 살아가기’, ‘우리가 만드는 미래’를 

학습 제목으로 총 8차시의 교수⋅학습과정안과 학습 활동지, 

읽기 자료 등의 5가지 유형의 교수⋅학습 자료 31개로 구성된 

‘의(義)로운 의(衣)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의(義)로운 

의(衣)생활’ 프로그램은 분석 및 개발 단계 후에 각각 전문가 

타당도 검증을 통해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

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개발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자

유학기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 ‘의(義)로운 의(衣)생활’은 지

속가능한 의생활을 위하여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호 차

원을 포괄하는 내용구성과 더불어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도 학생의 내재적 욕구를 환기하도록 하며 체험 및 배움 중심

으로 실천까지 이어지도록 개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가정교과 의생활연계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에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자유학기 주제선택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

도록 ‘8차시’의 분량으로 개발하였다. 8차시의 수업에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과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에게 여러 목표의 균형 있는 배움

을 제공하는 것을 의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가정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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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생활교육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아 분석 빈도가 낮았던 

것 중 자유학기 주제선택활동 수업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7개 이외의 다른 목표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극복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전체를 의생활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안목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하나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를 주제로 하여 더욱 심도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고

와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후속연구

로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여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을 여러 현장 전문가들의 검토 및 평가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 하였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 

단계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효성 검증

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의(義)로운 의(衣)생

활’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의생활 태도 증진에 대한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타당도 평가 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참여 

전문가의 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점 리커트 척도

는 타당도 지수(CVI) 계산이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후속 연구

에서는 척도를 세분화하여 더욱 신뢰도 있고 정교한 답변을 

얻기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가정교과 및 의생활 영역이 청소년과 가족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실천과 영위에 이바지한다는 인식

을 확대⋅강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시민 양성의 중추적인 교과 및 영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공유를 포함하

여, 공통의 목표 실현을 위한 공동의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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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의생활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중학교 가정 교과서 의생활영역 내용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내용 체계 및 학습 목표를 설정한 

후, 의생활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교과서분석 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비추어 본 가정 교과서 의생활 영역의 내용은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나 각 영역 속 일부 1-2가지 목표에 집중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義)로운 

의(衣)생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SDG12를 중심으로 한 ‘모두가 꿈꾸는 미래’와 SDG1, SDG5, SDG8, SDG10을 

중심으로 한 ‘패스트 패션의 두 얼굴’, SDG13을 중심으로 한 ‘호모클리마투스로 살아가기’, 마지막으로 SDG9, SDG12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만드는 미래’로 구성된 총 8차시의 교수⋅학습과정안과 교수⋅학습활동 자료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 평가과정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적절성과 현장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드백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가정교과가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과이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추적인 

교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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