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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에너지 교실의 조건
- 환경교과 기반의 ESD 교실 사례를 중심으로 -

신 경 준
숭문중학교 환경교사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을 통한 착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재생에너

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단위 교실에서 운 이 가능한 에너지 교육 모델의 구축도

미비한 상태이다. 착한 에너지 교실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1987년 개최된 환경 및

발전에 관한 브룬트란트 위원회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현 세대의 욕구를 만족시

키면서 미래세대의 필요를 희생시키지 않는 발전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개념에 의존하기 보다는 학교에서는 더 나아가 환경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환경교육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런 지속가능한 삶을 위

한 교육의 장소로 착한 에너지 교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 모델의 사례로

국에서 제시하는‘지속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71가지 방법’을 참고하여 각 학교의

교실에서도 유휴교실이나 여유 공간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본다,

국내의 사례로는 숭문중학교의 환경교과 기반의 ESD 교실의 운 사례를 제시해 본

다. 국의 대체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개념에는 자원 순환의 요소, 재생에너지 시설

의 확보를 통해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까지의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의 숭문중

학교의 유휴 교실은 실내(95.04㎡), 복도(15.69㎡)의 면적으로 구축이 되었다. 에너지

교실에 필요한 요소들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운 , 체험 프로그램을 해당 교실에서

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운 과정과 결과는 학교 밖 지역 사회에도 참여하고 있

다. 국내의 사례에서 완성된 환경교과 기반의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원순환, 탄소중립, 생물종다양성 보전과 같은 환경의 역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의 설치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경제적 역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사회적

역에 해당하는 환경 복지의 참여와 지자체, 환경 단체 및 사회적 기업의 연계를 학

교·지역단체가 함께하는 축제로 확장하고 있었다. 착한 에너지 교실에 필요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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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환경 교과를 기반으로 한 ESD 교과 융합으로 환경, 사회, 경제의 전 역에서

학습자에게 ESD 교육이 이루진다면 학교와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환경 문제의 해결

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삶으로서 교육적 접근이 가능하다

1. 들어가는

자원과 에너지의 부족과 기후 변화 대응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을 통한 착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재생에너

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단위 학교에서 운 이 가능한 에너지 교육 사례의 구축도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착한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학습자 중심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리하

고 국에서 제시하는‘지속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71가지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실

제 에너지 교실의 요소를 분석한다. 분석을 통한 각 학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도 구상한다. 더 나아가 학교 내 유휴교실이나 여유 공간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 우수하게 운 되는 숭문중학교의 환경교과 기반의 ESD 교실의

운 사례를 찾아보도록 한다.

일련의 과정에서 확인된 학습자와 지역사회의 요구, 운 교사의 전문성이 반 된

사례에서 도출된 장점과 단점을 바탕으로 착한 에너지 교실의 조건을 새롭게 정리해

본다. 

2. 착한 에너지 교실의 개념

착한 에너지 교실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1987년 개최된 환경 및 발전에 관한

브룬트란트 위원회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현 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희생시키지 않는 발전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개념에는 경제성

장, 환경보전 그리고 사회정의를 균형있게 교육한다는 점에서 환경보다는 인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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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고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에 의존하기 보다는 학교

에서는 더 나아가 환경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환경교육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의 장소로 착한 에너지 교실을 제

안하고자 한다. 이 교실에서는 환경교육 강화, 친환경 생활 태도 습관화를 위한 친환

경교육 추진, 직접 실천하고 느끼는 환경체험교육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교

실의 개념을 제시할 수 있는 해외의 사례를 찾아본다. 

3. 에너지 교실의 요소 분석

숭문중학교에서 구축이 가능한 유휴 교실은 실내(95.04㎡), 복도(15.69㎡)의 면적을

갖고 있었다. 에너지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체험 전용 시설과 환경교과과 연계한

ESD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미래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삶의 지식을 습득,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삶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실 구축이 요구되었다.

해외 사례를 통한 에너지 교실의 요소를 확인하고자 국의 대체기술센터에서 제시

하는‘지속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71가지 방법’의 개념 요소를 참고하 다. 한국의 학

교에도 하나하나 적용 가능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1. 풍력 발전 / 2. 투광 조명 / 3. 태양광 발전 / 4. 기상관측기 / 5. 바이오매스 굴뚝 / 6. 태
양열급탕 7. 생태통로 / 8. 새집 만들기 / 9. 방과후 부지 사용 / 10. 벽화 / 11. 소원의 벽과
낙서판 / 12. 핸드 드라이어 / 13. 수돗물 타이머 / 14. 물 사용 절약 / 15. 재활용 화장지 /
16. 수량 조절 장치 / 17. 결로 관리 / 18. 에너지 절약형 전구 / 19. 컴퓨터 / 20. 종이 재
활용 / 21. 이면지 사용 / 22. 지속가능한 재료의 바닥 / 23. 갈대림 / 24. 그늘막이 /25. 타
이어 재활용 / 26. 재활용 포장 / 27. 정보의 열람과 공유 / 28. 운동장 게임 / 29. 바이오에
너지 작물 재배 / 30. 컨테이너 화분 / 31. 학생용 벤치 /32. 운동을 위한 산책로 / 33. 야외
학습장 / 34. 칭찬 게시판 / 35. 재활용 학용품 / 36. 공정 상품 37. 문서파단기 / 38. 복사
기 대기전력 차단과 양면 인쇄 / 39. 사물함 / 40. 전력사용량 모니터 / 41. 개별 온도조절기
/ 42. 학교 기업 / 43. 충전지 사용 / 44. 책 돌려보기, 교과서 물려주기 / 45. 교복 물려주기
/ 46. 윤리적 소비 / 47. 로컬 푸드 / 48. 아나바다고 장터 / 49. 지역의 급식자재 / 50. 친
환경 세제 / 51. 재활용 용기 / 52. 퇴비 상자 / 53. 식기 세척기 / 54. 온실 / 55. 스쿨 푸
드 / 56. 빗물 저장소 / 57. 주전자 / 58. 자전거 거치대 / 59. 전기자동차 충전소 / 60. 자
전거 통행로 / 61. 스쿨버스 승강장 위치 / 62. 스쿨버스 승강장 / 63. 스쿨버스 대기소 /
64. 분리수거대 / 65. 외부 전시공간 / 66. 환경 정책 / 67. 동물 서식지 / 68. 자동차 함께
타기 / 69. 지속가능한 교통 / 70. 고효율 냉장고 / 71. 건강한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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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지속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71가지 방법’을 바탕으로 숭문중학교에

서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교실을 만들기 위한 요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 교실에 필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운 이다. 환경교육 연구회 운 , 에너지의 날 지정 운

, 환경동아리 운 및 캠페인 전개, 에너지 교육 지도자료 개발·보급, 학교 에너지

절약실천단 운 ,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환경체험 프로그램의 운 이다. 지속가능한 삶 및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

, 환경체험 및 관찰 활동, 지역 환경체험활동 전개 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 국의 지속가능한 학교의 사례

<표 1. 에너지 교실의 요소>

지속가능의 역 세부 요소

자원 순환 요소 물 사용 절약, 종이 재활용, 이면지 사용, 컨테이너 화분, 재활용 학용품,
충전지 사용, 아나바다고 장터, 친환경 세제, 로컬 푸드

에너지절약 방법 태양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자동차 함께 타기

기타 환경 요소 운동장 게임, 외부 전시공간



25적정기술 7권 1호
한밭대학교 | 적정기술미래포럼

셋째, 에너지 교실의 운 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조성과 에너지 체험존의 운

으로 학습자가 체험을 통한 지식을 삶의 가치관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시민 홍보를 통하여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 아닌 자연에너지 이용

을 적극적으로 홍보로 확장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의 아동시설, 노인센터를 찾아가는 활동과 해외 기후 난민을 위한 후

원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학교 밖 세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에너지 교실의 계획 조건

숭문중학교의 학습자와 교원이 요구하는 교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의 요구>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운 을 위한 환경 조성

ESD 지식을 습득,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삶의 이해

학생들의 환경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체험 전용 시설 확보

<교원의 요구>

스마트 기기 활용 연수

교사연구회 활동에 활용

수업 시연 및 공개 수업 발표에 활용

협동 학습, 창의 학습, ESD 수업 모델 개발

학생이 참여하는 지역 문제의 환경 프로젝트

유휴교실을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지속가능한 교실

무선 랜을 활용한 클라우딩 기반의 디지털 교수법 연수

태양광발전을 통한 교실의 전력 일부를 생산하는 에너지 교육과

에너지 체험존 구축

전면과 후면에 칠판을 배치하여 복합 동선의 교실 구성과

2개반 동시 수용의 모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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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 교실의 구축 사례

숭문중학교에서 구축한 ESD 교실의 사례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스토리가 있

는 에너지 교실을 주제로 하여 유휴교실 1.5개실(95.04㎡)과 복도(15.69㎡)를 리모델

링하여 교육공간, 교실 독서 공간 및 에너지 체험존을 포함하는 물리적 공간을 구성

하 다.

<표 2. 에너지 교실의 조성>

활용 목적 평면 사진

교육 공간

교실
독서 공간

에너지
체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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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너지 교실의 운 결과

에너지 교실을 운 하며 완성된 수업의 프로젝트는 <표 3>에서 정리한 것처험 지

속가능한 삶을 위한 기본이 되는 환경교육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대기, 수질,

생태계와 생물종, 기후변화, 자원과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삶의 전 역을 고르게 포

함하는 개념으로 학습자가 실천한 사례이다.

위 프로젝트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에너지 교실의 운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원순환

○(방법) 환경, 기술, 사회,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수업

○(주요내용) 이면지 연습장 만들기, 부채 만들기, 핸드폰 고리 만들기, 수조에

PET병 넣어 물절약, 폐건전지ㆍ의약품ㆍ휴대폰 수거 및 후원활동

○(성과 및 개선사항) 자원 절약 실천 노트의 작성 및 폐휴대폰 수거를 통한 수

익금 기부

2) 탄소중립

○(방법) 환경, 기술,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학교 텃밭 운

○(주요내용) 고추, 상추, 오이, 방울토마토를 경작하는 노작 활동

○(성과 및 개선사항) 노작 활동을 통한 생명 존중을 알고 수확물을 마포치매지

원센터에 연계한 후원 활동

<표 3. 환경교과 기반의 ESD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

1) 자원순환 프로젝트
2) 탄소중립 프로젝트
3) 에너지자립 프로젝트
4) 환경복지 프로젝트
5)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6) 생물종다양성 보전을 위한 프로젝트
7) 친환경 먹거리 프로젝트

8) 에코 기업을 위한 프로젝트
9) 지속가능한 학교 만들기
10)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11) 교사 연구회 운
12)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13) 학교/지역단체가 함께하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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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자립

○(방법) 환경, 기술, 과학,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착한 에너지 수업의 진행

○(주요내용) 융합교실의 전력 일부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 태양광자동차만들기,

태양열조리기 만들기, 바이오 에너지 실험, 자전거 발전기로 팥빙수 만들기

4) 환경복지

○(방법) 환경, 기술,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지역아동시설 교육봉사활동

○(주요내용) 월 1회 마포 망원무지개공부방을 방문하여 학기별 3회의 환경

교육 봉사 진행과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음악회 참여

5) 에너지 절약

○(방법) 환경, 기술, 과학,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에너지 절약의 실천

○(주요내용) 우리집과 학교의 전기 10% 절약 활동으로 실제 학교 전력을 2012

년 대비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누적 21.68% 절약의 성과를 얻음. 특히

하절기 절감이 매우 큼.

6) 생물종다양성 보전

○(방법) 환경, 과학,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생물종다양성 인식 확대

○(주요내용) 학교숲 생물종 모니터링과 학교숲 지도 만들기, 새 모이통 만들기

7) 친환경 먹거리 인식

○(방법) 환경,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로컬 푸드의 이해와 학부모와 연계한 활동

○(주요내용) 로컬 푸드의 이해를 위해 학교 간식에 친환경 먹거리의 제공

전력사용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절약(%)

2012년도 9,008 3,864 5,232 9,288 7,312 8,072 14,152 7,624 11,808 6,224 6,856 7,848 97,288 기준년(kW)

2013년도 5,280 4,104 4,480 7,760 6,200 7,248 11,288 5,872 12,828 4,760 6,240 6,176 82,836 -14.85(kW)

2014년도 4,976 4,416 4,456 6,936 5,872 6,624 11,048 7,640 8,648 - - - 65,060 -6.83(kW)

<표 4. 학교 전력 사용량 절약 현황 (2014년 10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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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적 기업의 이해

○(방법) 환경,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이해 활동

○(주요내용) SR센터 견학 및 사회적 기업의 재활용 제품을 이용한 휴대폰 고

리 만들기, 이어폰 와인더 만들기, 손수건 염색 활동

9) 지속가능한 학교 만들기

○(방법) 환경, 기술, 과학, 도덕, 미술,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학생 중심 프로

젝트의 진행

○(주요내용) 에너지 보드 게임, 퀴즈 게임 및 태양열 조리기 체험과 자전거 발

전기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원리를 학생들이 스스로 진행 및 참여

10)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방법) 기술, 환경, 과학 및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지구촌 전등끄기’. 서울

‘에너지의 날’축제의 진행

○(주요내용) LED 광고판을 제작하여 캠페인 참가, 플래시몹과 절약 서명을 통

한 시민 홍보와 참여의 권장, AP통신을 포함한 외신을 통한 한국 사례(2014.

03. 23)에 소개

11) 교사 연구회 운

○(방법) 교사 연수와 마을 공동체 탐방

○(주요내용) 오창길 교수를 통한 환경교육(2014. 05. 01.), 서울 성대골 마을

공동체 탐방(2014. 05. 02.)으로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역할 및 연계 방안 탐구

12) 지역 주민과의 연계

○(방법) 마포 달빛축제(2013. 08. 30)에 학교 단위 운 의 참가로 지역 주민과

의 축제 진행

○(주요내용) 에너지 댄스팀 공연, 페이스 캠페인, 환경보전 인증샷, 에너지 퀴즈

게임. 에너지 절약 서명의 진행으로 지역 주민과의 연계가 강화

13) 학교ㆍ지역단체가 함께하는 축제

○(방법) 기술, 과학, 도덕, 진로, 환경, 음악, 미술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한

학교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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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에너지축제의 주제로 환경사진전, 제로에너지하우스 건축전, 환경

화제, 에너지체험마당 등의 진행을 학생 운 의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역단

체(환경재단, 그린피스, 터치포굿,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환경정의, 환경교사

모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으로 종합 축제로의 완성과 수익금을 월드비

젼과 양송전탑주민대책위원회에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

7. 나가는

국의 대체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개념에는 자원 순환의 요소, 재생에너지 시설의

확보를 통해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까지의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의 숭문중학

교의 에너지 교실에 필요한 요소들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운 , 체험 프로그램을 해

당 교실에서 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운 과정과 결과는 학교 밖 지역 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국내의 사례에서 완성된 환경교과 기반의 ESD 프로젝트 수업은 자원순환, 탄소중

립, 생물종다양성 보전과 같은 환경의 역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의 설치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경제적 역을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사회적 역에 해당하는 환경

복지의 참여와 지자체, 환경 단체 및 사회적 기업의 연계를 학교·지역단체가 함께하

는 축제로 확장하고 있었다.

착한 에너지 교실에 필요한 조건에는 환경 교과를 기반으로 한 교과간의 융합으로

환경, 사회, 경제의 전 역에서 학습자에게 ESD 교육이 이루진다면 학교와 지역 사

회와 연계하여 환경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삶으로서 교육적 접근이 가

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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