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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인문사회과학을 통합하는 간 학문 ․실천  녹색성장 융합 교육을 효과 으로 실시하기 

하여 u- 로젝트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교

사, 비교사, 학생을 상으로 녹색성장에 한 인식수  조사, 녹색성장 10  정책방향과 등/사범

학 교육과정 간 연 성 분석, 녹색성장 융합교육을 한 교수․학습 내용요소를 추출하 다. 

그리고 녹색성장 u- 로젝트 교수․학습의 핵심활동 요소와 차를 구안한 후 등학교 상황에 용하

기 용이하도록 교수․학습의 세부 진행모형을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을 통해 녹색성장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과 동시에 인문사회과학을 통합하는 간 학문 ․실천  교

육이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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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suggest u-project teaching and learning model 

in order to effectively practice multidisciplinary and practical green growth conversion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study, the researchers conducted surveys to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189), teachers-to-be (285), and middle school students (358) on green 

growth perception, and analyzed relation  between the ten green growth strategic directions and 

the 2007 and 2009 curricula. The extraction of the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for the 

ubiquitous green growth conversion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 TUGG (Teaching 

Ubiquitously for Green Growth) model that is suitable for middle school application were also 

pursued. This study will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necessity and propriety of green 

growth and also promote multidisciplinary and practical green growth convers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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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계 으로 경제성장  신흥경제국의 수요 증가

로 인해 로벌 에 지․자원의 고갈 기가 차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의 생존과 번 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해서는 신성장동력 

창출이 불가피하다는 단과 함께, 신재생에 지, 탄소

배출권시장 등의 녹색산업․녹색시장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1].

우리나라 녹색성장 원회에서는 2009년 7월, 녹색성

장 국가 략  5개년 계획을 발표하 다[2]. 주목해야 

할 은,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은 단순

히 국가의 정책 수행을 통해서 실 될 수 있는 것은 아

니라는 이다. 패러다임의 환에 한 국민들의 공감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제 국민들이 주체로서 

해당 정책과 성장 모형에의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를 한 가장 기 인 작업

은, 교육 분야에서 학생들과 시민에 한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이다. 

재까지 녹색성장에 한 국내 학계의 연구와 논의

는 일천한 형편이다. 일부 연구의 경우도 녹색성장의 

개념 정의와 실태분석 그리고 일부 역에서의 실행 방

안에 한 정의가 진행된 정도이며[1][3], 녹색성장 교

육의 당 성을 탐색하고 이를 효과 으로 실행하기 

한 실천  처방에 한 연구는 문한 실정이다. 

녹색성장 교육은 간 학문 이고 실천 이다. 한 창

의․인성 교육 강화를 해, 교과 활동 시간과 창의  

체험활동 시간을 망라한 다양하고 실질 인 로그램

들을 운 하여 미래를 개척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더

불어 살아가는 능력의 함양을 강조한다[4]. 이러한 간학

문성과 실천 심성을 동시에 구 할 수 있는 가장 

표 인 교수․학습 방법은 바로 력  탐구를 통하여 

의미 있는 질문에 한 답을 찾아 제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타인과 공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로젝트 

학습이다[5][6].

그러나 로젝트 학습의 다양한 유용성에도 불구하

고 특정교과에 한정되어 진행되거나 교실 심, 장

심 그리고 오 라인 심의 교육 체제만으로 그 효과를 

기 하기란 어렵다[7].

[8]에 따르면, 로젝트 학습에 테크놀로지를 결합하

는 경우, 학습자들은 풍부한 교수․학습 자원에 근이 

용이하고, 동료학습자나 교수자 는 련 분야 문가

들과의 커뮤니 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학습에 

한 흥미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유선 네트워크를 기

반으로 한 수업의 경우 학습 자원에 근할 수 있는 시

간이 모바일 학습보다 상 으로 느리거나, 시․공간

의 제약으로 인해 분 된 학습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유비쿼터스 기술과 환경은 그 안이 될 

수 있다. 즉,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을 이용하여, 교사

나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 자원을 원하는 시간에 신속하

고도 융통 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가상과 실이 융

합된 상황성과 맥락성이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9].  

따라서 교실수업과 장학습 그리고 사이버학습 활

동이 서로 연계되어 진행되는 유비쿼터스 기반 로젝

트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도입함으로써 녹색성장 

융합교육환경의 요구에 합한 미래의 선도  교수․

학습 활동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기 하여 본 연구에서

는 인문사회과학을 통합하는 간 학문 ․실천  녹색

성장 u- 로젝트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제시하고자 

한다. 녹색성장 u- 로젝트 교수․학습 모형이란 녹색

성장과 련되어 주어진 의미 있는 과제의 수행과 문제

해결을 해 다양한 테크놀로지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유무선 환경을 이용하여, 개인 는 모둠 단 로 구성

된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을 자율 으로 구성하여 간

학문 ․실천  산출물을 생성하는 학습이다.

본 연구의 목 을 실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

인 연구문제를 수립하 다.

연구문제 1. 녹색성장에 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수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녹색성장 10  정책방향과 등 교육과

정 간 연 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녹색성장 융합교육을 한 교수․학습 

모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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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녹색성장
‘녹색성장(Green growth)’은 2005년 UN의 산하기구

인 UNESCAP에 의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

능한 발 의 략으로 채택된 성장 모형이다. 이 용어

는 기존 ‘선 경제 발 , 후 환경 개선(Grow first, clean 

up later)’이라는 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

기 하여 ‘환경 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개념으

로 제시된 것이다. 이때 녹색성장은 ‘경제 성장으로 인

하여 증가하는 환경에의 압력을 경감시킴으로서  세

의 빈곤을 해소하기 한 경제 성장이 다음 세 의 

성장 능력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10].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성장이라는 용어가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채택된 뒤, 정부를 심으로 리 사

용되고 있다. 정부 기 인 ‘녹색성장 원회’에 따르면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 지를 극 화하고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것”이

며, “경제 성장 패턴을 환경 친화 으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자하는 개념으로 선진 사회를 실

하기 한 원인 요법에 착안한 구체  정책 해법”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다른 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

회의의 용역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속가능발 론이 빈

부 격차 문제의 해결에 실패했으며, 환경 보호를 하면

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주장이라

고 강조하면서, ‘성장을 한 녹색’으로서의 녹색성장의 

의미를 강조했다[11]. 환경부 역시 녹색성장은 “ 탄소

화와 녹색 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 성장력을 배가시

키는 신성장 개념”이며,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

는 환경 경제 효율성 심의 성장”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12]. 

하지만 학계에서는 재까지 녹색성장 정의에 해 

구체  논의가 이 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 녹색성장의 

실천을 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한 국민 인 공감

가 필수 이며, 국민들로부터 시작되는 자발 인 참여

가 필수 인 상황이다. 이를 해서는 학교 교육 장

에서의 교육실  방안에 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재까지 유의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2. 국내외 사례
2.1 국내사례
교육과학기술부는 녹색성장과 련한 교과과정의 개

발  운 , 교내․외 체험 로그램 실시 등을 한 ‘연

구학교’를 운  에 있다. 녹색성장연구학교는 녹색성

장 연구학교 운  방향에 한 정보 교환, 그린네트워

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식

환의 계기 마련, 연합 학교간의 운 황에 한 실시

간 모니터링 기회 제공, 선의의 경쟁체제를 통한 보다 

바람직한 탄소 녹색성장교육 활동 유도, 녹색성장교

육 자료  기타 필요 자료 공유 등의 활동 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009년 5월에는 ‘그린캠퍼스 학총장 선언’  교과

부, 환경부와 MOU를 체결하 으며, 그린캠퍼스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녹색 통합교육 로그램 개발하고 있

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녹색성장 주요정책인 환경과 

녹색성장, 기후변화정책, 그린스타트, 생태 , 물 사

랑 련 홈페이지가 별도 운 되며 유아에서부터 일반

인을 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e-Learning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13].

2.2 해외사례
주요 선진국인 호주, 독일, 일본 등의 녹색성장 련 

교육 황은 지속가능발 교육을 심으로 운 되고 

있으며, ‘녹색성장’의 개념이 ․ 등 교육과정에 구체

화되어 있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표 으로 온라인 

업 로그램인 ‘샤우트(Shout)’와 일본의 ‘이구네 학

교’  그리고 독일의 ‘하일 론 어린이 학

(Kinder-Universitӓt Heilbronn)’의 운 사례를 살펴보

았다. 

 세계 교사와 학생들이 환경과 련된 실질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온라인 업을 진행하는 로

벌 네트워크 ‘샤우트(Shout)’가 개설되어 운  에 있

다. 로젝트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과 사회

 책임을 결합한 로벌 네트워크 ‘샤우트(Shout)'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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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는 2010년 10월 27일에 개설되어 11월부터 산림

괴와 계된 첫 번째 과제를 제시하며 본격 인 활동 

시작하 다. 로젝트 도 을 시작하면 환경 문제를 주

제로 세계 각지의 교사와 학생들이 ‘샤우트’를 통해 상

호 연결되고, 온라인 업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

색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 배양하게 된다[14]. 

그리고 일본 센다이 역지구 유엔지속가능발  교

육센터(RCE: Regional Centerof Expertis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구네 학

교’는 연  내내 마을의 삶을 함께 경험하는 교육의 장

을 제공하고 있다. 한 독일의 뮌헨 하일 론 학은 

‘하일 론 어린이 학(Kinder-Universitӓt Heilbronn)’
을 운 하고 있다. 2002년 독일 튀빙엔 학에서 시작

돼 유럽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어린이 학’ 로그램

은 환경․문화․과학 등 어린이들이 심 있어 하는 다

양한 주제에 해 학 교수들이 알기 쉽게 강의를 하

는 방식으로, 어린이들이 직  학에 등록하여 학생

들처럼 과정을 밟는 것이다. 어린이 학의 운 은 시

민들의 세 으로 이루어지며, 교수들은 자원 사자로 

참여하고 있다[15].

Ⅲ. 연구방법

1. 문헌고찰
녹색성장 국가 략의 성공  추진을 한 녹색성장 

u- 로젝트 교수․학습 설계모형을 구안하기 해서는 

녹색성장  로젝트 학습에 한 이론 ․실재  탐

구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과 

로젝트 학습의 기본개념  활용에 한 기 의 연구보

고서, 정기 간행본, 국내외 학술지, 학 논문 등 국내외 

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심층 으로 문헌고찰을 수행

하 다. 

2. 전문가 협의
본 회의를 수행하게 될 연구진 외에, 련 분야 문

가들을 빙하여 녹색성장정책에 한 인지도 검사문

항에 한 개발과 검수 그리고 녹색성장 u- 로젝트 교

수․학습 모형을 도출하는데 고려해야 할 제반 문제

들에 한 자문을 구하 다.

3. 설문 조사
충청지역을 심으로 고등학교에 재직 인 교사

(189명), 비교사(285명), 학생(358명)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녹색성장 련 설문을 실

시하 다. 설문지는 ‘청소년 녹색성장 인지도 조사’[1] 

설문과 ‘녹색성장 국민의식조사’[3] 설문  녹색성장 

련 문헌자료 분석을 토 로 개발되었다. 구체 으로 

개발단계를 살펴보면 녹색성장에 한 반  인식수

조사가 가능하도록 6가지 녹색성장 련 핵심요소를 

도출하 다. 교육 문가 5인의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토 로 수정  

보완하여 최종 으로 설문문항을 확정하 다. 조사

역은 녹색성장 인지도  인지경로, 녹색성장 인지 내

용, 녹색성장 련 연수(교육)경험, 녹색성장 련 연수

(교육)에 한 만족도, 녹색성장 련 교수활동(교육)경

험  교수활동(교육) 장애 요인, 녹색성장 련 교육내

용의 요도  기 효과 등 크게 여섯 역이다 조사

도구는 SPSS Ver 15.0와 NVivo 9이다. 표본 추출은 계

열별․성별․연령별․학력별․교직경력별 분포에 따

른 할당표본추출을 사용하 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

뢰수 에서 교사 ±7.1% 포인트, 비교사 ±5.8% 포인

트, 학생 ±5.2% 포인트이다. 

4. 초점집단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다 

심층 으로 확인하기 하여, 설문조사 항목을 바탕으

로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하 다. 상은 충청지역 

교사, 비교사, 학생이며 교사(4그룹 4명), 비교사

(5그룹 15명), 학생(4그룹 12명)을 임의선정 하 다. 

5.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과 중등 교육과정 연관
성 분석

참여 연구원들의 공 역별로 녹색성장 10  정책

방향과 등 교육과정 연 성에 한 분담 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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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교과별 교육과정분석  통합결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교육과정에 한 문제  분석  융합교육 방

안을 제시하 다.

6. 녹색성장 융합교육을 위한 내용요소 추출 및 
u-프로젝트 교수학습모형 설계 개발

녹색성장 교육 련 콘텐츠 융합을 해 녹색성장 10

 정책방향을 토 로 녹색성장 융합교육을 한 교

수․학습 내용요소를 추출하 다. 이는 문가 의회 

개최  참여 연구원들의 통합 논의를 통해 수정  최

종 확정하 다. 한 로젝트 학습 활동 련 문헌분

석을 토 로 본 연구에 합한 u- 로젝트 학습의 핵심

활동 요소와 차를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비쿼터스 녹색성장 융합 교육 

모형을 실제 장에 용하 으며 참여한 교사  학생

들에 한 설문  심층 면 을 통해 모형의 장단 을 

분석하 다. 한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문가들로부

터 타당성을 검증 받은 뒤 개선 을 수정 보완하여 최

종 으로 유비쿼터스 녹색성장 융합 교육 모형을 완성

하 다. 

Ⅳ. 연구 결과

1.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 관련 현장 인지도
첫째, 녹색성장에 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다수의 교사(88.4%)들이 녹색성장이라는 용어

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 반면 비교사

(59.2%)들과 학생(42.3%)들은 녹색성장이라는 용어

를 한 경험이 교사에 비해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표 1].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한 경로는 교사

(54.7%)와 비교사(46.5%) 그리고 학생(61.0%) 모

두 ‘TV 방송’을 통해 해보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
(명)

인지
(%)

비인지(%)

교사 189 88.4 11.6
예비교사 285 59.2 40.1
중학생 358 42.3 56.6

표 1.‘녹색성장 인지도’응답 분포

둘째, ‘녹색성장 교육’과 ‘환경교육’에 해 정확히 인

지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질문에서는 교사 32.8%, 비

교사 17.8%, 학생 17.7%만이 ‘환경교육이 녹색성장교

육에 포함된다’고 정확히 응답하 다. 반면, ‘녹색성장 

교육이 환경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 43.9%, 

비교사 53.3%, 학생 43.9%로 다수의 응답자들이 

녹색성장이 환경에 포함되는 것으로 잘 못 이해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녹색성장 

인지내용을 묻는 질문에서 녹색성장교육을 ‘환경  환

경보존’이 32.5%, ‘자연(나무, 풀, 숲 등)’ 20.5%, ‘자연

(나무, 숲 등)이 성장하는 것’ 15.9%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친환경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기

술한 학생은 6.2%에 그쳤다. 

셋째, 녹색성장 교육을 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환경문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해 조사

하 다. 이에 해 교사 77.8%, 비교사 63.4%, 학생 

58.5%가 녹색성장 교육을 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

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 으며, 교사 82.%, 

비교사 64.0%, 학생 56.4%가 녹색성장 교육이 우리

나라 환경문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 다. 즉, 설문

에 참여한 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녹색성장 교육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녹색성장 교육 로그램에 한 응답자들의 요

구를 분석한 결과 녹색성장 교육 로그램의 개발 방향

은 ‘체험 활동 주의 교육’,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녹색성장에 한 개념  구체  사안’, ‘실제

이고 입체 인 교육자료 개발  활용’, ‘융합교육’ 등으

로 요약될 수 있다. 

2.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과 교육과정의 연관성 
분석 결과

녹색성장 10  정책방향과 등교육과정의 연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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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10  정책방향
교수․학습

목표 내용

기후변화적응 및 
에너지 자립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11 5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15 3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5 22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5 18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5 8
산업구조의 고도화 2 13

표 3. 녹색성장 융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 및 목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강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10 14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6 10
생활의 녹색혁명 4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3 10

분석한 결과, 녹색성장 융합교육을 한 기 인 지식 

기반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녹색성장 융합교육에 련

된 내용들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간 학문 ․실천  융합 교육과정을 녹색성장

의 맥락에서 실 으로 재정리 조직화 하는 략이 마

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표 2].

녹색성장 10  정책방향
물리 
1
물리 
2
생물 화학 도덕 사회 정보

기후변
화적응 
및
에너지 
자립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 ● ●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 ● ● ● ●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 ● ● ●

신성장
동력
창출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
동력화 ● ● ● ● ●
산업의 녹색화 및 녹
색산업 육성 ● ●
산업구조의 고도화 ● ● ● ● ● ●

삶 의 
질 개
선 과 
국가위
상강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 ● ● ●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 ● ●
생활의 녹색혁명 ● ● ●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
범국가 구현 ● ● ●

표 2.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과 중등교육과정 연관성 분석

3. 녹색성장 융합교육을 위한 내용요소 추출 및 목
표설정
녹색성장 10  정책방향을 토 로 녹색성장 융합교

육을 한 교수․학습 내용요소를 추출하기 해 녹색

성장 10  정책방향과 등교육과정을 각 연구진별로 

분담하여 비교․검토하 다. 이후 참여 연구진들의 통

합 논의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 다. 이 과정을 통해 

113개의 내용요소가 추출되었으며 이를 토 로 66개의 

녹색성장 융합교육을 한 교수․학습 목표가 설정되

었다[표 3][표 4]. 

 

녹색성장 10  
정책방향

교수․학습 내용요소

기후변
화적응 
및

에너지 
자립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1.온실가스와 기후 변화 
2.온실가스의 배출현황
3.온실가스 감축의 방법
4.온실가스 감축과 통일
……

탈석유·에
너지자립 
강화

1.에너지의 정의
2.국내 에너지 자립도
3.해외자원 개발 확대 방안
4.원자력의 안전성 확보 방안
……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1.기후변화에 의한 생활, 산업, 산림생태계의 
변화

2.기후변화가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3.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 확보 방안
4.적극적인 수자원 관리 방법
……

신성장
동력
창출

녹색기술개
발 및 

성장동력화

1.녹색기술
2.기초·원천연구와 응용개발
3.녹색기술인력 양성
4.국제표준, 제품인증기준, 구매의무화 제도
……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1.자원 순환
2.시장주도 자원순환 활성화
3.녹색 전환
4.그린 파트너십
…… 

산업구조의 
고도화

1.신성장동력
2.첨단융합산업 육성
3.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4.고부가서비스산업
……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
상강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1.녹색기술․ 산업 정책금융
2.탄소시장
3.환경 친화적 에너지세제
4.녹색일자리 창출 
……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

1.녹색 국토 이용
2.기후변화와 홍수피해 
3.생태공간과 기후변화
4.도시와 기후변화
 …… 

생활의 
녹색혁명

1.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2.녹색생활 실천 지표
3. 탄소 녹색 제품 
4.생태관광 상품 및 전 관광부문의 녹색화 유도 
방안 

 ……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1.기후변화협약의 내용과 협상 전개 과정
2.국제 기후변화 대응 방안 및 논의 과정
3.동아시의 기후 파트너십
4.녹색 인프라 / 녹색 정책 / 녹색 기술 허브 
 …… 

표 4. 녹색성장 융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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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 기반 조성’ 교수․학습 활동지

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기술․ 산업 지원 정책을 예를 들어 기술
할 수 있다.

-학생별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기술․산업 지원 정책에 대해 한 
가지씩 조사하고 낙관 또는 비관적 사례를 들어 게시판에 탑재하기
-같거나 비슷한 정책을 조사한 게시물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작성하기
-자신의 게시물에 비판적 댓글을 단 게시물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작
성한 학생에게 토론을 요청하고, 합의된 시간에 온라인 토론 진행하기
-토론이 완료된 이후 기존 게시물을 수정한 경우는 수정 자료와 그에 
대한 이유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게
시판에 작성하기

②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제도를 예를 들어 기술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모둠별 학습을 위해 학습
계획표를 작성하여 게시판에 탑재하기 
-모둠별 학습내용 및 진행 상황을 게시판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피드백에 따라 수정하여 학습하기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제도 문제를 전송하여 
학생별 학습 성취 확인하기 

③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반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예를 들어 설
명할 수 있다.

-탄소관련세제의 특징을 조사하고, SNS를 이용하여 이 세제가 도입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사회, 생활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수집 및 분석하여 게시물로 탑재하기
-온라인 모둠별 협력학습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원리를 알아보고 발
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시나리오 만들기
-각각의 모둠에서 작성된 문제 시나리오를 모둠별로 교환하여 그에 대
한 해결방안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작업이 완료된 이후 문제 시나리오
와 함께 게시판에 탑재

④ 녹색직업의 올바른 역할 모델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 고장에서 환경도 보호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을 기자
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실제 한 곳을 방문하여 동영상으로 담은 뒤 게시
판에 탑재하기
-미래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녹색성장 일자리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
하고 올바른 역할 모델을 모둠별 시나리오로 작성하기
-작성된 시나리오를 토대로 역할극 실시 및 촬영하기
-온라인 투표 실시를 통해 최고 모둠 선정하기

 ……

표 5. 녹색경제 기반 조성 교수․학습 활동지

3.1 녹색성장 u-프로젝트 교수학습 활동 개발
녹색성장 u- 로젝트 교수․학습 활동 요소 추출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녹색성장 융합교육 교수․학습 

내용  목표를 토 로 녹색성장 10  정책과제별 교

수․학습 활동을 개발하 다. [표 5]는 10  정책과제 

 ‘녹색경제 기반 조성’ 련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

한 것이다.

4. 녹색성장 u-프로젝트 교수학습모형 설계 개발
로젝트 학습 구조의 주요 구성 요소는 표 으로 

스캐폴딩, 코칭, 기획  자원의 풍부성, 지식표 , 커뮤

니 이션과 력, 성찰 등이 있다[16]. 이러한 요소들이 

어떠한 순차 인 계를 지닐 수 있을지 ‘구조의 흐름’

을 정리해 보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로젝트 학습 활동에 해 논의한 문헌연구  녹

색성장 10  정책과제별 교수․학습 활동지를 토 로 

u- 로젝트 학습의 핵심활동 요소와 차를[표 6]과 같

이 제시하 다[17-19].

[20]에 따르면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로젝트 학습에

서 학습자들의 자발 인 참여와 로젝트 산출물을 성

공 으로 이끌어내기 한 핵심 요소는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녹색성장 u- 로젝트 학습 활동은 유

비쿼터스 컴퓨  기반 하에서 교사와 학생 간, 학생 간, 

그룹 간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을 두었다.

비 활동 마무리

프로젝트 계획수립
․프로젝트 주제 선정
․프로젝트 자원탐색
․프로젝트 팀 구성 
․학습활동 결정

프로젝트 적용
․자원 탐색 및 수집
․커뮤니케이션 및 아이
디어 공유
․산출물 확정
․코칭과 퍼실리테이팅

프로젝트 결과물 
정리
프로젝트 결과보고
프로젝트 회고․성찰
평가
성찰

표 6. 녹색성장 u-프로젝트 교수․학습의 핵심활동 요소와 
절차

4.1 녹색성장 u-프로젝트 교수학습모형의 기본 구조
[표 6]의 차에 따라 등학교 상황에 용하기 용

이하도록 좀 더 구체 인 활동으로 명세화하고, 보편

인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 로

젝트 학습의 차로 재구조화하고 구체화하면 [그림 1]

과 같은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4.2 녹색성장 u-프로젝트 교수학습의 세부 진행 모형
녹색성장 u- 로젝트 교수․학습의 세부 진행 모형

은 앞서 언 한 모형의 구조, 즉 구성요소와 차를 학

습자 활동과 교수자 활동에 따라 세부 진행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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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세부 진행 차
u-녹색성장 융합교육 시스템 

구축 략

녹색성장 
u- 로젝트 

계획수립

교사 는 학생 주도 하에 녹색성장 로 

젝트 주제 선정

련자원 탐색을 통한 내용 이해

로젝트  구성

 활동 기획  조직

녹색성장 u- 로젝트 계획 수

립 지원

 구성원들의 책임감 고취 

략 지원

지식표  도구 지원

커뮤니 이션과 력 지원

반추과정을 돕는 스캐폴딩, 코

칭, 가이드 시스템 지원

평가도구 지원

▼

녹색성장 
u- 로젝트

실행

련자원 탐색  수집

과제해결 안 작성

최종 학습 과정 결과물 확정

로젝트 과정 평가

▼

녹색성장 
u- 로젝트 

결과 정리  
보고

교사 는 학생 주도하에 결과물 정리

결과 보고 계획 수립

발표  토론

▼

성찰  평가

회고  성찰

결과물 평가  피드백

수정

최종 평가

그림 1. 녹색성장 u-프로젝트 교수․학습의 구조 : 구성요소 및 절차

나 고, 이와 련된 u-녹색성장 융합교육 학습체제 구

축 략을 연결시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모형의 명칭은 TUGG (Teaching Ubiquitously for 

Green Growth)로,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해 인문사

회과학 과목을 통합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유

비쿼터스 기반 녹색성장융합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국

민들의 녹색성장 략에 한 심을 이끄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로젝트 학습이 교과분리  근보다 통합교

과  근이 효과 이며,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을 이

용해 지식의 창출  확산을 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

에서[21], 본 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녹색성장 u- 로

젝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한 좋은 틀을 제공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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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자 활동 교수자 활동
u-녹색성장 융합교육 

학습체제 구축

녹색성장 
u- 로젝트 
계획수립 -개별 심주제 는 교

사가 제시한 녹색성장 

주제들  심주제 탐

색  선정

-목표확인  구성원간 

역할 분담 조정

- 로젝트 일정 수립

- 로젝트 수행도구 이

해

-교육과정 학습자 특성 

등을 고려한 녹색성장 

련주제 탐색  선정

-목표설정

-동기유발

-수행방법 안내

- 원간 역할 코칭

- 로젝트 수행 도구 마

련  활용지침

비

-교사 는 학생 주도
하에 녹색성장 로젝
트 주제 선정

- 련 자원 탐색을 통
한 내용 이해

- 로젝트  구성

-  활동 기획  조직

-녹색성장 련 그림/

동 상/애니메이션/사

례검색 는 온/오 라

인 게시

▼

녹색성장 
u- 로젝트 실행

-자료별 수집 도구 확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종합

-결과물 안 작성

-  논의  교사 조언

을 통한 피드백 수용

-결과물 수용  확정

-자료수집  분석 -활

동에 한 조언  도움

-결과물 안에 한 피

드백

-최소한의 개입을 통한 

조력자로서의 역할 수행

- 로젝트 수행과정 평

가

활동  마무리

- 련자원 탐색  수
집

-과제해결 안 작성

-최종 학습 과정 결과
물 확정

-온/오 라인 자료 수

집(첨단기기 활용)

-시스템을 통한 자원 

 정보 연결

-실시간 채 을 통한 

의견교류  피드백

-교사 웹 기반 조언

-  작업 내용 장

-게시 을 통한 작업별 

수정 후 결과물 비교

-온/오 라인 스캐폴

딩, 코칭

▼

녹색성장 
u- 로젝트 결과 
정리  보고

-최종 결과물 검토

-수행목표 달성에 따른 

결과 보고 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

- 별 문제해결과정 기

록지 작성

- 원 는 간 토론

- 별 최종 결과물 검토

-보고서 작성 코칭

-보고회 개최 방법  구

상

-보고 차  방법 안내

-발표  토론 활동 진

-결과 정리  종합

-교사 는 학생 주도
하에 결과물 정리

-결과 보고 계획 수립

-발표  토론

▼

성찰  평가

-포트폴리오 만들기

-성찰노트 작성

-그룹간 평가  피드백

-수정  최종평가

-포트폴리오  성찰노

트 작성에 한 평가  

조언

- 로젝트 결과물, 공동

체 활동 평가(지식/창의

성/정의  특성/통합 )

-회고  성찰

-결과물 평가  피드
백

-수정

-최종 평가

그림 2. 녹색성장 u-프로젝트 교수․학습의 세부 진행모형(TUGG (Teaching Ubiquitously for Green 
Growth)교수․학습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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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경제 성장 패턴을 환경 친화 으로 만들어 새로운 성

장 기회를 확보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이 홍보부족과 

교육체제의 미흡으로 국민 인 공감 를 형성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문사회과학을 통합하는 간 

학문 ․실천  녹색성장 u- 로젝트 교수․학습 모형

을 개발․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녹색성장에 

한 교사, 비교사, 학생에 한 인식수  조사, 녹

색성장 10  정책방향과 등 교육과정 간 연 성 분

석, 녹색성장 융합교육을 한 교수․학습 내용요소를 

추출하 다. 

설문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체 으로 녹색성장에 

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내 청

소년들을 상으로 녹색성장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

과, 녹색성장에 한 이해도가 낮다고 보고한 [1]의 연

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녹색성장에 한 홍보 

부족과 함께 체계 인 연수 로그램  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녹색성장 10  정책방향과 등 교육과정 간 연 성

을 분석한 결과 녹색성장 융합교육에 련된 내용들은 

심층 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 ․ ․고등학생 10명  6(64.7%)명 이상이 환

경 련 수업이나 활동을 한 이 있으며, 10명  3명

(29.9%)이 야외 활동에 참여한 이 있으나, 교육의 정

보 충분성 조사에서 ‘충분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단 

10.7%에 그쳤다고 밝힌 [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녹색성장 융합교육을 한 교수․학습 내용요소 

추출과 한 교수․학습 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

한편 녹색성장 융합교육을 한 교수․학습 내용요

소 추출 과정을 통해 총 113개의 내용요소와 이를 토

로 66개의 학습목표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의 녹색

명을 추진하기 한 구체 이고 실 인 UCC 기반 

U-러닝 시스템  녹색성장 u- 로젝트 교수․학습의 

세부 진행모형인 TUGG (Teaching Ubiquitously for 

Green Growth)교수․학습모형을 개발하 다.

 

2. 제언
첫째, 녹색성장 10  정책 과제에 한 정확한 이해

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환경’ 

수업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던 ‘녹색성장의 선도  추진

체’, ‘신성장동력의 원천’, ‘재생에 지’, ‘녹색일자리’, ‘환

경시장’ 등과 같이 녹색성장을 학습하기 해 새로 도

입되는 용어들의 경우 정확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아 녹

색성장을 이해하는데 있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녹색성장 련 용어에 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요구된다. 

둘째, 녹색성장 10  정책 과제에 한 공감  형성 

노력이 요구된다. 녹색성장 련 법규와 원회의 명칭

에 한 거부감이 녹색성장에 한 거부감으로 이어지

기도 한다. 즉, 녹색성장 도입의 필요성에 ‘녹색성장

원회와 녹색성장기획단 설치’, ‘ 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과 같은 용어들이 자주 나와 오히려 녹색성장의 수업 

당 성보다 거부감으로 이어져 내용의 이해정도를 떨

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에 한 구체

인 개념과 사안을 심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이를 지속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특성에 따른 교수자료 개발이 요구된다. 

녹색성장을 한 수업 자료의 경우 부분 일반인을 

한 개략 인 자료이거나 지나치게 학년을 한 자료, 

는 회의자료 등 학교 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검색하

거나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간 

학문 ․실천  융합 교육과정을 녹색성장의 맥락에서 

학교  특성에 따라 실 으로 재정리 조직화 하는 

략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생활 속에서 녹색성장 활동들을 구체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이 요구된다. 기존 ‘환경 수

업’의 경우 학습 내용을 실제 체험하거나 실험을 통한 

직  경험이 어렵다는 단 이 있다. 이로 인해 부분

의 학습이 환경 수치, 용어, 국제기구의 역할을 암기하

는 방식으로 개되어 이를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 한 측면이 있다. 이에 실

제 이고 입체 인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장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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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활동과 생활 속에서 지속 으로 실천 가능한 교

육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과정과 녹색성장 교육 간의 체계 인 연

계가 필요하다. 재 등 교육과정의 경우 녹색성장을 

한 기 인 지식 기반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녹색성

장 융합교육에 한 체계 이고 심도 있는 내용들은 다

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문 인 과목의 개설  

한 시수 확보 등에 한 노력이 이 져야 할 것이

다. 아울러 녹색성장과 련된 교육 모형과 련 교재, 

교육 자료의 제작과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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