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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권 희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실과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종 우

이 연구는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S 초등학교 3-6학년 환경 동아리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친환경 요소를 기반으로 관련 교과를 주제 중심으로 통합 및 재구성하여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다. 2020년 6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실험집단 학생들에게 작

물 재배 계획 세우기와 텃밭 조성하기를 시작으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

그램을 적용하였다. 결과 검증을 위해 환경 태도 검사를 사전․사후 실시하였고, 수

집된 자료는 i-Statisti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또한 실험집단 학생들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작물 재배를 하면서 작성한 활동지, 재배관찰일지, 소감문과 행동 관찰 및 면

담 결과 등의 질적 자료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의 환경 태도 검사 결과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하위 영역별로는 생태관리 영역은 .05, 환경일반 영역에서는 .05, 환경오염 영역에

서는 .05, 상호작용 영역에서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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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생들의 활동지, 재배관찰일지, 소감문과 행동 관찰 및 면담 결과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로 살펴볼 때 초등학교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은 학습자들의 환경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지속 가

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환경 태도 함양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는 관련 교과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범교과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자료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할 것

이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중학년에서 고학년에 적합한 것

으로 각 학년의 특성에 맞게 수준을 조절하여 세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기

를 제안해 본다. 또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이 학교 현장 뿐만 아니라 가정, 마

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천적이며 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

실적인 지원 방안 및 실천 방향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농업교육, 친환경 농업교육, 주제 통합, 텃밭, 환경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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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농업은 인류의 삶과 함께 시작하여 인류가 생존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농

업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으며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산업적으로

사람들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에 모든 사람들은 농업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지니

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농업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지구 온난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 환경의 변화, 도

시화로 인한 재배 면적 감소 등의 요인으로 먹거리에 대한 위기의식은 증대하고 있

다. 세계 식량 수급은 과잉에서 부족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축 질

병의 지속적 발생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 생산 확대로 인해 식품 안전의 위협이라는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또한 국내 농촌 지역사회는 농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농가

농업소득 감소,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로 인해 해체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김

윤성, 2012). 인류의 생존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소로 작용하기에 농업의

중요도는 더 높아지고 있으며, 깨끗한 먹거리와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

경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친환경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농업은 첨단 기술로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의 효

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스마트 농업을 의미한다. 스마트 농업이란 ICT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는 농업이란 협의의 의미와, ICT 정보기술을 생산 분야 외에 유통·소비 및 농

촌 생활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적용한 농업이

란 광의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하여 스마트 농업, 농식품 유통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대응, 참여형 소비, 개인 맞춤형 식품 등의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등장하게 되었

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스마트 농업 소양을 제고하

며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마상진, 2018).

이러한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양농

업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오철현(2017)은 체계적인 중등농업교육 방향과 농산

업분야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4차 산업 농업기술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초등 단계부터 교양농업교육을 활성화하여 직업으로서의 농업 뿐만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농업을 인식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교양농업교육을 통해 농업과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환경 교육도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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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생태계 파괴에 의한 심각한 환경 문제들로 인해 미래에도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며 살아가려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

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교양농업교육을 통해 접근하고 그 효과를 극대

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생태와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 생태계의 원리, 토양이나 물과 같은 환경이 생명에게 미치는 영향 등

을 생각해 보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생활 방식을 익히고 태도를 키워나가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농업교육은 농업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교육을 병행하여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과 혁신, 변화와 관련된 소

양과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업교육은 주로 5-6학년을 대상으로 실

과 교과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으며 수업 시수, 시설 및 기자재, 환경, 예산, 체험활동,

교재 및 교구, 콘텐츠 부족이라는 문제점으로 적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김민석,

2019; 방교연, 2010; 방기혁, 2019; 이은혜, 2017). 과학이나 사회 등의 교과에서는 식

물의 한살이, 생태계 환경, 에너지, 환경오염 문제, 지속 가능한 미래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이 다루어지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도 범교과 주제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나 생태 환경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콘

텐츠가 많지 않아 이를 찾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태이다(이은혜, 2017).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교과 내, 교과와 교과, 교과와 범교과 등에서의 주제

중심 통합교육 형태의 수업이 요구된다. 실과 교과의 관련 내용 영역인 환경 영역과

모학문의 하나인 교양농업 영역의 통합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과의 교양농업 영역 수업과 다른 교과와의 통합 수업을 이용해 수업 시간을 보충

할 수도 있을 것이다(방교연, 2010, p. 54-55). 또한 2015 개정 실과교육과정에서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강조하면서 ‘… 실제적이고 통

합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등과 같이 교과 성격에서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방기혁,

2019, p. 50). 따라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

과 내에서의 통합 또는 관련 교과와의 통합을 위해 콘텐츠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이 농업교육 관련 내용을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

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이은혜(2017)의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요소를 도입한 농업

프로그램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 30명을 전문가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환경 농업교육에 대한 주관적 관심도는 83.0%가 보통 이상이

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많은 초등교사가 친환경 농업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친환경 및 농업교육 프로그램 적용의 문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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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프로그램 부족 40.0%, 장소 및 비용 문제 26.7%, 교사의 전문성 부족 26.6%로

응답한 결과를 봤을 때 친환경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소 및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학교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

여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친환경 농업의 중요

성에 주목하였다. 친환경 농업은 자연을 통해 농산물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농업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

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자 하는데 그 최종 목적이 있다. 관련 교과를 분석하

고 친환경 요소를 추출하여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 및 재구성하여 학교 현장에 실제

적으로 적용 가능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과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던 농업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시간 등과 연계 및 확대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

그램 적용을 통해 학생들의 바람직한 환경 태도를 이끌어 내며 그 영향을 탐구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이 연구는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것으로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2015 개

정 교육과정 중 친환경 농업교육과 관련된 3-6학년 교과를 분석하여 프로그

램의 목표와 주요 활동 내용을 선정한다.

둘째, 선정된 친환경 농업교육 관련 내용을 주제 중심으로 통합하고 재구성하여 친

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양농업교육이 초등학생의

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적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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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의 환경 태도 변화를 살펴본 것으로, 연구의 대상을 서귀포시 읍면에 위치

한 S 초등학교 3-6학년 환경 동아리 학생 21명으로 하였다. 실험비교 집단이 없기에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이 통제되지 못하였고 전체 인원이 21명 정도의

소규모 실험집단으로 타당성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본교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학교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다양한

생태 환경이 존재하고 있어 생태 환경이 열악한 다른 학교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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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친환경 농업교육

가. 농업교육의 개념

농업교육은 단순히 식물과 동물에 대한 지식, 기술을 넘어 농업에 대한 태도, 진로,

교양, 생명과 환경에 대한 가치를 아우르는 실천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이은혜,

2017, p. 7). 농업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 농산물 생산, 원료 생산, 환경보전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미래에도 이런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

생명체와 함께 생활하면서 삶의 원칙을 배울 수 있는 농업교육은 학생들이 미래 세대

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며(오대민, 2006; 황동국, 김영은, 이건남, 2017, p.

128에서 재인용) 농업 소양(식물 소양, 식물 관리에 대한 소양, 식물에 대한 관심)을 함

양하는 것 외에도 생태 환경 소양 함양, 식생활 개선(식생활 습관 개선, 생산자를 생각

하는 마음), 인성 함양 등의 교육적 효과도 가지고 있다(이상원, 김종우, 2014). 또한 초

등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체험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에 노출되어 비만, 학교폭력, 분노조절장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초등학교 농업교육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남경

준, 2014).

이런 농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학교 교육기관을 통한 농업교육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초등학교 농업교육은 교육과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1895년(고종 32년) 소학교령

이 공포된 이후 학생의 신체적 발달을 도모하여 국민 교육의 기초와 생활에 필요한 보

통 지식 및 기능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교육에 해당하는 실과교육에서 시작되었

다. 이후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농업교육은 교과 지도, 통합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교육 등을 통하여 나누어져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초등학교 농업교육은 최근

학교 텃밭 교육으로 강조되면서,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까지 확대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방기혁, 곽혜란, 손장호, 2008; 황

동국, 김영은, 이건남, 2017, p. 128에서 재인용).

학교 교육기관을 통한 농업교육은 일반적으로 농업에 관한 교육과 농업 속에서의 교

육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농업에 관한 교육 영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하고 있으며, 농업 속에서의 교육 영

역에서는 앞으로 농업 분야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농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교양농업교육은 농업에 관한 교육에 해당되는 것으로 초등학교 수

준에서의 교양농업교육은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방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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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pp. 17-18).

전국교육대학교 실과교육연구회(2001)는 교양농업교육을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농업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인문계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전국교육대학교

실과교육연구회, 2001; 방교연, 2010, p. 5에서 재인용). 또한 방기혁, 곽혜란, 손장호

(2008)는 교양농업교육은 농업에 관한 교육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민주 시민

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농업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방기혁, 곽혜란, 손장호, 2008; 방기혁, 2017, p. 42에서 재

인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실과’ 교과를 통해 교양농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델파이 연구로 교양농업교육 내용을 선정한 나승일(1999)에 따르면 교양농업교육의

전체 내용 중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은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초등학교 교양농업교육의 영역과 내용, 적합한 지도 학년

영역 교양농업교육 내용
지도 학년

초등1-3 초등4-6

농업의 이해

농업의 뜻 ○ ○
농업의 중요성과 특징 ○
농업의 종류와 영역 ○
우리나라 농산업의 현황과 전망 ○
인구의 증가와 식량 생산 ○

우리 생활과 농업

건강과 식품 안전 ○
농촌 생활의 이해 ○
정원 가꾸기 ○
식물로 실내 환경 꾸미기 ○
농산물의 선택과 소비 ○

자연자원과 환경
자연환경의 오염과 자연자원의 고갈 ○
자연자원(산림, 토양, 수자원)의 보존 ○

동물 생산
사육 동물의 기초적 이해 ○
애완동물 기르기 ○ ○

식물 생산

재배 식물의 종류와 이용 ○
채소 가꾸기(텃밭, 상자 등) ○ ○
화훼 가꾸기(화분, 상자 등) ○ ○
나무 심기와 가꾸기 ○

농산물 가공
농산물 가공의 의의 ○
주요 전통식품의 가공과 이용(김치 등) ○

농산물 유통 유통과정의 이해 ○
농업 정책 식량 자급 정책(쌀 등) ○

농업과 진로
농직업의 종류와 특성 ○
농업 진로 탐색가 계획 ○

출처: 나승일(1999), pp. 52-53 내용 일부 편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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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정성봉과 최지연(2004, p. 53)은 교양농업교육을 생명 기술의 기초, 생활

및 환경과 농업, 식물 생산 및 동물 생산 농산물 가공과 유통 영역으로, 방기혁(2008,

p. 243)은 농업의 이해, 우리 생활과 농업, 자연자원과 환경, 동물 생산, 식물 생산,

농산물 가공, 농산물 유통, 농업 정책, 농업과 진로로 구분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1-2 학년군의 통합 교과, 5-6

학년군의 실과 교과, 모든 학년군에서 운영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교양농업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Ⅱ-2>와 같이 통합 교과인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

활’은 영역을 사계절로 구분하여 계절의 모습과 생명 존중 등의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실과 교과에서는 기술시스템 영역의 생명 기술 시스템, 식물 가꾸기, 동물 돌보기,

기술활용 영역의 친환경 미래 농업, 생활 속의 농업 체험 내용을 포함하여 지도하고 있

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각 활동 영역에 재배, 원예, 사육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교양농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방기혁, 2019, pp. 46-47).

<표 Ⅱ-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교양농업교육 관련 내용

구분 영역 핵심개념/활동 내용 요소/활동 내용 주요 내용

통합

교과

봄 봄 동산
ž생명존중
ž봄 동산 식물이 자람

ž동식물 표현, 봄나들이

ž바른 생활
ž슬기로운 생활

ž즐거운 생활

여름 여름 생활
ž여름 동식물

ž여름 동식물 표현

ž슬기로운 생활

ž즐거운 생활

가을 가을 모습
ž낙엽, 열매
ž낙엽, 열매 표현

ž슬기로운 생활
ž즐거운 생활

겨울 겨울나기
ž동식물 보호
ž동식물 탐구

ž동물 흉내 내기

ž바른 생활
ž슬기로운 생활

ž즐거운 생활

실과

기술
시스템

창조

ž생명 기술 시스템
ž가꾸기 및 기르기의 의미
ž동식물 자원의 중요성

ž식물 가꾸기
ž식물의 분류
ž식물 가꾸기

ž동물 돌보기
ž동물의 분류

ž동물 돌보고 기르기

기술

활용
지속 가능

ž친환경 미래 농업 ž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

ž생활 속의 농업 체험
ž농업 활동 체험

ž농업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

활동
창의 주제 활동

ž특색 활동 ž텃밭 가꾸기 등

ž주제 선택 활동 ž프로젝트 학습 등

동아리

활동
학술 문화 활동 ž자연 과학 탐구 활동

ž농어촌 발전 연구, 생태 환경

탐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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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환경 농업의 개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05호, 2016.12.2.,

일부개정, 시행 2017.6.3]에 규정된 정의에 의하면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

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

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김민석, 2019, p. 5).

지형진(2007)은 친환경 농업은 물, 공기, 토양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화학 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투입하여 지속적인 농업생산력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존

할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을 보장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충족하는 농업이라고 하였다. 또

한 친환경 농업이 선택할 수 있는 농업의 한 형태가 아니라 필연적이고 범국가적인 농

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되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서는 자연과 자연의 역할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며 재배기술과 충분한 노동

력 등의 기술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은혜(2017)는 친환경 농업이란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생산

성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의 형태로서 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연환경

을 보존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농업을 말하며 자연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얻기만 하던 농업이 아닌 자연과 함께 하는 농업으로서의 변화를 뜻한다고 하였다.

최근의 친환경 농업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농업생산

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이익 추구, 개발과 환경의 조화, 순환적 종합농업체계, 생태계의 물질순환시스템을 활용

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친환경적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건강한 식품 제공, 휴양, 레저,

치유, 교육, 문화 등의 발전을 적극 추구할 수 있는 농업으로 대두되고 있다(윤순진 등

2013; 장유진, 곽혜란, 2016, p. 221에서 재인용).

2015 개정 실과교육과정 내 초등학교 농업생명과학 영역은 <표 Ⅱ-3>과 같이 2009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동식물 자원의 중요성과 기르기 활동뿐 아니라 2009 개정 교육과

정에는 없었던 핵심개념을 도입하였다. 핵심개념은 ‘창조’와 ‘지속 가능’으로, ‘창조’는 생

명 기술 시스템, 식물 가꾸기, 동물 돌보기를 내용 요소로, ‘지속 가능’은 친환경 미래 농

실습 노작 활동 ž생산 활동
ž재배, 원예, 조경, 반려동물,
사육 등

봉사
활동

환경 보호 활동

ž환경 정화 활동 ž깨끗한 환경 만들기 등

ž자연 보호 활동
ž식목 활동, 자원 재활용, 저탄

소 등

출처: 방기혁(2019), pp. 46-47 내용 일부 편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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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내용 요소로 갖추고 있다(정남용, 2016).

<표 Ⅱ-3> 2015 개정 실과교육과정 내 초등학교 농업생명과학 영역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주요 내용 성취기준

기술

시스템
창조

ž생명 기술

시스템

ž가꾸기 및 기르기의

의미

ž동식물 자원의 중요성

[6실04-01] 가꾸기와 기르기의 의미

를 이해하고 동식물 자원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ž식물 가꾸

기

ž식물의 분류

ž식물 가꾸기

[6실04-02] 생활 속 식물을 활용 목적

에 따라 분류하고, 가꾸기 활동을 실
행한다.

ž동물 돌보

기

ž동물의 분류

ž동물 돌보고 기르기

[6실04-03] 생활 속 동물을 활용 목적

에 따라 분류하고, 돌보고 기르는 과
정을 실행한다.

기술

활용

지속

가능

ž친환경 미

래 농업

ž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

[6실05-08]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ž생활 속의

농업 체험

ž농업 활동 체험
ž농업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

[6실05-09]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
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출처: 교육부(2015), 일부 편집함.

오현정(2019)은 2015 개정 실과교육과정의 핵심개념인 ‘창조’는 제조 기술이 아닌 지속

가능한 농업, 우리나라 농산업의 현 트랜드, 도시농업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창조 영역의 생명 기술 시스템, 식물 가꾸기에 대한 실행 방향을 생명의 순환

과정, 식물 자원의 중요성과 경제적·생태적 가치 이해, 식물 가꾸기에 필요한 환경 및

환경 요소의 영향,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꽃과 채소 가꾸기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지속 가능’에 해당하는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을 살펴보면, ‘지속 가능한 미래 사

회를 위한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내 원예

활동, 친환경 농업 생산물 가공 활동 등 다양한 농업 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속 가

능한 삶을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자세를 기르도록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지속 가

능에서 나타난 미래 생활에 대한 개념이 미래 농업기술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간주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드러나는 초등학교 교양농업교육의 현

황은 전 세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

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다

양한 농업 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 교양농업교육 콘텐츠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음을 파

악할 수 있다(김민석, 곽혜란, 장유진, 2019, p. 65).



- 10 -

이를 통해 살펴본 초등학교에서 농업교육의 방향은 지속 가능과 연계한 통합적인 교

육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지속 가능성의 가치관 확립에 중점을 둔 교과 내용을 담아

내야 할 것이다. ‘친환경 미래 농업’과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내용 요소로 생명 기술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업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을 탐색해야 한다(강경균, 2018).

오현정(2019)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기반으로 실천적인 교육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초등학교 농업교육 관련 콘텐츠 및 활동을 <표 Ⅱ-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Ⅱ-4> 2015 초등학교 농업교육 관련 콘텐츠 및 활동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관련 콘텐츠 및 활동

기술
시스템

창조

ž생명 기술
시스템

ž동식물의생산: 투입-과정-산출-되먹임의생명기술시스템으로이해할

수 있도록 진술

ž경제 구조의 선순환: 동식물 생산물의 판매(경제적 이익)
→ 상품 구매(타 산업 발전에 기여)

→ 농업에의 재투자 및 기술 개발

→ 농업 발전에 기여
ž식물 자원의 중요성

- 인간과 식물 간의 관계
- 식물 자원의 활용(의, 식, 주, 정신, 의학 등)

- 식물 자원의 가치

→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생태적, 사회적 가치
ž동물 자원의 중요성

-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
- 동물 자원의 활용(의, 식, 주, 정신, 의학 등)

→동물복지형 축산물 소개

→곤충을 이용한 식품 소개(미래음식)

ž식물 가꾸
기

ž식물 가꾸기에 필요한 환경
ž꽃

- 분류(활용 목적/원예학적/관상 부위에 따라)

- 꽃 가꾸기 활동
ž채소

-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
- 채소 가꾸기 활동

ž동물 돌보
기

ž경제동물

-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곤충 포함)

- 경제동물 기르기 활동
ž애완동물

-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곤충 포함)

- 애완동물 돌보기 활동

기술

활용

지속

가능

ž친환경 미

래 농업

ž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와 농업

→ 공동체 회복과 균형, 개인 건강, 정서, 불신, 사회적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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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통합 학습

주제 통합 학습이란 어떤 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교과의 요구, 학생

의 흥미,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선정·조직하고 학생 주도 활동을 통해 학습을 유도해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과정이다(강충렬, 1998; 김한옥, 2013, p. 6에서 재인용). 대

한민국의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교육 현장이 처한 상

황과 요구에 따라 다시 구성하면 획일화된 교육과정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배경지식을 가진 개인의 필요와 시대적·사

회적 변동이나 학생의 변화에 따른 교육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생들

의 문제를 반영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김인숙,

황윤한, 1998; 정혜원, 2017, p. 6에서 재인용).

주제 통합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복된 다양한 교

과 교육내용을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목표를 재설정하여 내용을 최소화할 수 있

고, 한 교과의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다양한 관점의 학습 및

사고력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둘째, 주제에 따른 하위 주제와 내용, 요소들

을 밀접하게 관련시켜 교육과정을 구성함으로써 수업의 밀도를 높일 수 있고, 주제

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 전개로 지식과 방법적인 지식의 습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셋째, 학습자의 능력, 흥미와 사회적·시대적 요구, 교과의 요구를 반영하

여 교사가 교육과정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의미 있게 재구성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하

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넷째, 기존의 차시 단위 교

육과정의 한계에서 벗어나 주제 단위 학습 운영으로 효율적이며 융통성 있는 교육과

과 농업

→ 도농 상생, 도시와 농촌에 대한 이해

→ 생태계 순환의 회복, 생태계 균형
ž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유기농, 저농약, 무농약 농업)

ž로컬푸드, 푸드마일리지와 농업

ž순환농업
ž도시에서 현재 접근 가능한 농업(도시농업 현황)

ž도시농업의 유형과 대상지(베란다, 옥상, 창가농업 등의 가정, 학교)
ž미래농업소개: 식물공장, 스마트(인공지능)팜, ICT, IoT, 로봇형공장, 아

쿠아포닉, 나노기술, 정밀농업(센서기술), 수직농업 등

ž생활 속의
농업 체험

ž장소에 적절한 식물을 이용하여 실내 꾸미기

→ 그린 인테리어
ž학교 환경에 적절하게 학교 정원 꾸미기
ž농촌체험, 전통문화체험(전통음식 만들기, 새끼줄 꼬기, 농산물 만들기)

출처: 오현정(2019), pp. 22-23 일부 내용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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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계획 및 운영을 할 수 있다(함경숙, 2004, p. 19).

주제 통합 학습은 과학, 수학과 같이 분리된 교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제

와 관련지어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 영역이 통합되어 다루어진다. 즉 주제를 중심으

로 과학, 사회, 국어 등의 여러 교과가 통합되어 다루어진다. 그리고 여러 기술을 상

황 내에서 가르치게 되며 기본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지식도 갖게 된다

(김성학, 2007, p. 5).

주제 통합 학습을 위한 주제 선정시에는 학년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을 기

초로 공통적인 주제를 선정한다. 주제 선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네 가지

기준을 고려한다. 첫째,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균형 잡힌 학교 교육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즉 지식을 확장시키고 기술을

발달시키는 방법을 제공하는 주제이면서 교육과정의 전 영역을 균형 있게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학생은 책임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

기에 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관계되는 주제를 다루어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미래 생활

준비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넷째, 어떤 다른 곳에서보다 학교에서 그 주제를

공부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것 등의 지도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김성학, 2007, p. 6).

주제 통합을 위한 방법으로 고영희 등(2016; 정혜원, 2017, p. 7에서 재인용)은 ‘교

과서 중심’에서 탈피하여 ‘교육과정 중심’으로 나아가는 성취기준에 따른 교육과정 재

구성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교육내용의 조직은 교과서에 주어진 내

용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할 ‘성취기준’을 뜻한다. 교과의 ‘핵심 성

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사가 현장의 요구와 환경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고

적정화 함으로서 보다 실효성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교과가 동일한 시수와 분량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과에

비해서 훨씬 비중을 가진 중심교과를 선정하고 그 교과의 주제, 또는 내용 등을 중

심으로 다른 교과의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제 통합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실과의 경우, 실과의 주요 특성 중 하나가 교육

내용이 실천 가능한 내용이고, 교육방법이 실천적 노작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목표 성취를 위해서 교과 간의 시기적인 연계와 적절한 교육내용의 배분으로

교과 통합을 시도하고 부족한 시수는 방과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함경숙,

2004, p. 15).

따라서 각 교과에 분산된 친환경 요소를 실과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농업교육을 실

행함으로써 실천과 체험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환경 태도의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과와 교과, 교과 내 친환경 요소를 중심으로 한 주제 통합 학습을 통해 주

제와 관련된 개념을 탐구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며 활동과 체험을 통해 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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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환경 태도

가. 환경 태도의 개념 및 구성요소

환경교육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해 및 환경친화적인 태도를

기르고 함양하여 행동을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지헌(2011)은 환경 태도는 일반적인 환경이나 생태에 대한 태도, 에너지·휘발유

등과 같은 특정 환경 주제에 대한 태도, 환경행동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한다고 하

였다. 환경 태도는 환경친화적 태도, 친환경태도, 환경에 대한 태도, 환경오염에 대한

태도, 환경행동에 대한 태도, 환경보전태도, 환경관심, 환경에 대한 가치, 환경의식,

환경인식, 환경세계관, 환경관, 환경에 대한 신념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고 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에서 행동, 의도, 태도, 지식의 모

든 영역이 고르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주혜은, 이은아, 고희령, 신동희, 이문남(2005)은 환경 태도는 환경감수성과 환경문

제를 인식하고 선택하는 태도, 환경보호와 개선에 적극 참여하는 태도라고 하였다.

정경주(2003)는 환경 태도란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일정한 안정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지속하여 미래의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으로 정의하며 주변의 환

경에 대한 바른 지식, 관심, 책임감을 인식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실

천하고 노력하는 태도라고 하였다.

남궁은미(2006, p. 3)는 환경 태도란 올바른 환경의식 형성에 의해 나타나는, 환경

을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가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환

경 태도 형성에 의해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을 능동적으로 습득

하고, 자발적으로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데 참여한다고 하였다.

김지윤(2012)은 환경 태도, 환경 태도의 구성요소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종합해 환경 태도를 ‘환경 및 환경 관련 행동에 대해 인지적·정의적·행동적인

면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환경

태도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환경 태도의 인지적 요소는 환경과 환경 관련 행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 사

상, 신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적 지식이나 개인의 신념으로 개념화 될 수 있

다. 환경 태도의 정의적 요소는 환경과 환경 관련 행동에 대한 개인의 평가, 감정적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적인 요소이다. 환경 태도의 행동적 요소는 환경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개인의 명백한 행동 반응의 경향 또는 행동의도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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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김지윤, 2012, p. 17).

이를 종합하여 봤을 때 환경 태도란 환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신념을 바탕으로 환

경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인식하며, 환경 개선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을 능동적으로

습득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적극 실천하며 참여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나. 환경 태도의 형성을 위한 환경교육 방안

환경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나 이해의 교육이 아닌 태도와 가치관의 교육이

며, 기능이나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습관의 형성에 의한 행동의 교육이다. 어린 시기

에 이루어질수록 그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서우석, 1999, p. 74).

환경교육이 생물학적, 물리학적 환경의 측면만을 강조하던 초기와 달리 점차 사회,

문화적 측면의 환경까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교육의 방향도 환경 및 환경 문

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획득에 중점을 두기보다 실천과 참여 중심, 가치관과 태도

의 함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환경부, 2015).

환경 태도의 형성은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환경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앞으로

자신의 행동이 환경 문제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형

성될 수 있다.

이선경 등(2020)의 연구에서는 사회, 과학, 실과, 도덕, 국어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내용 분석을 통해 환경교육이 반영된 정도와 접근 방식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르

면 각 교과에서 환경교육은 주로 환경 지식을 중심으로 접근되고 있으나 환경 태도·

가치, 환경역량, 환경실천과 참여 범주의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환

경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환경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지식을 갖추며 개

인적인 수준과 집단적 수준의 환경실천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환경 태도·가치, 환경

역량, 환경실천과 참여 등과 함께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서우석(1999, p. 87)은 초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용

면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방법 면에서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실제 체험 위주의 수업이 되어야 하며,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실과 교과는 교과의 특성상 생활 경험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생활 교과), 직접 체험을 통해 지식보다 태도나 실천을 중시한다는 점(노작 교육),

통합적·종합적으로 접근한다는 점(통합 교과)에서 실과를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교과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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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환경 태도의 형성을 위한 환경교육은 실과 교과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 실천과 참여를 높일 수 있으며 태도의 함양 및 가치를 내면화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환경 태도의 측정 방법

환경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관찰

법으로 이는 관심의 대상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방법인 자기 보고법은 관심의 대상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통해 정보를 얻

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태도 변화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자기 보고 측정을 사용하

는데 학교와 같은 상황에서도 관찰법보다는 자기 보고법을 주로 사용한다.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 관찰법보다는 자기 보고법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이 더 낫다고 하였

다(정은영, 1992; 최경란, 2007, p. 22에서 재인용).

4. 선행 연구 고찰

농업교육에 관련한 연구는 주로 교육의 효과를 구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고 학습의

장, 활동 방법, 학년 등에 따라 다르며, 이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도 다양하다.

정경주(2003)는 ‘자연생태체험활동이 학생의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등학교 3

학년 학생들이 생태공원 생태 탐사활동과 학교 주변 자연생태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따라

활동한 결과 학생들의 행동이 환경친화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최경란(2007)은 학교환경을 이용한 식물 가꾸기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친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교 환경(학교 숲, 화단, 실습지, 온실, 교재원 등)을

이용한 식물 가꾸기 프로그램 활동이 초등학생의 환경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

음을 밝혔다.

김성학(2007)은 6학년 초등교과서 내 원예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원예교육 내

용을 기반으로 한 주제 중심적 통합 형태의 교과내용을 추출한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를 수업에 반영한 원예 통합 교육이 학생의 수행평가능력 및 수업만

족도, 학업성취도 및 환경영향 태도에 미치는 결과를 분석하였다. 원예활동을 통한

주제 중심의 환경교육은 관련 교과 내에서 골고루 할 수 있으며 교육의 효과는 학교

밖보다 학교 환경 내에서 환경 시설을 갖추었을 때 교육적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밝혔다.

류홍진(2008)은 ‘학교환경교육장을 활용한 체험학습이 초등학생의 친환경적 태도에 미

치는 영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외학습장, 들꽃 화단, 학교 숲, 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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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을 경험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물을 기르면서 친밀감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친환경적인 생활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김미화(2012)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하였다. 자연친화적 태도의 하위 요인인 동물·식물에 대한 관심과 애호, 생명에 대

한 존중의식,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 자연보호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며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김한옥(2013)은 식물 가꾸기 주제통합 환경학습을 활용한 접근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환경친화적 태도 형성과 학습몰입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

다. 김한옥은 이 연구를 통해 환경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환경을 위한 태도를 내면화하는데 유용하다고 밝혔다.

이상원, 김종우(2014)는 학교 텃밭을 활용한 다양한 교양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적

용하여 농업 소양 함양, 생태 환경 소양 함양, 식생활 개선, 인성 함양 및 교사의 효

과 인식 등에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 학교 텃밭의 교양농업교

육 활용을 위해 학교 텃밭 공간 확보, 텃밭 운영 교사를 위한 연수나 교육 지원 확

대, 교과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행사, 돌봄 교실 등과 같이 학교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은혜(2017)는 친환경 농업교육의 중요성과 실과 교과 내 농업교육의 한계점을 제시

하며 그 대안으로 통합교육 방식의 수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친환경 농업교육을 효과

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활용, 녹색장터, 녹지화 3가지의 친환경 교육요소에

기반한 초등 농업교육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김지연(2019)은 2015 개정 통합교과와 연계한 생태환경교육을 위한 주제중심 통합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한 결과 환경소양 및

사회성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오현정(2019)은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에 관한 기본적 지식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농업

생명과학 영역 지도의 어려움과 실과 교과 내 농업영역의 내용 감소를 문제로 제기하였

다.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알아야 할 농업영역과 교육과정 내 농업영역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콘텐츠 및 활동을 제시하여 2015 개정 실과교육과정의 실행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

교육은 체험형 활동을 중심으로 가르치며 정서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의 선행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초등학교에서의 농업교육은 교실에서 강의식 교

수·학습 방법에서 벗어나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과 실습, 노작활동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에 매우 효과적이며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생기고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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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업교육을 5, 6학년에 한해 실과 교과 시간에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교과와

의 연계 활동으로 전 학년에 걸쳐 농업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

다. 농업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주제 중심의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

발을 통해 실과 교과 내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나 학생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여 체험

과 과정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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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의 친환경 요소를 분석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연

계 가능한 농업교육 주제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교과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방과후 시간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

여 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읍면에 위치한 S 초등학교 3-6학년 환경 동아

리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2020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

육 프로그램을 적용,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 방법을 사용하였

다. 분석 대상은 회수된 21부의 설문지(회수율 100%) 중에서 응답이 성실하게 작성

된 21부의 응답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구성 현황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 대상의 구성 현황 단위 : 명

구분

집단
학년

성별
총인원

남 여

단일집단

3 2 3

21

4 1 1

5 6 2

6 3 3

전체 12 9

2. 연구의 설계 및 절차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의 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 연구를 실행

하였다. 실험은 [그림 Ⅲ-1]과 같이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로 독립변인은 친

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이고 종속 변인은 환경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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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환경 태도 검사, =사후 환경 태도 검사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그림 Ⅲ-1] 연구의 설계

3. 측정 도구

가. 환경 태도 측정 검사지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환경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Hungerord와

Peyton에 의해서 개발된 친환경적 행태의 구성요소와 행위전략을 바탕으로 김대성

(1995)이 생태관리, 환경일반, 환경오염, 상호작용 등의 4가지 영역으로 수정하여 사용

한 설문지를 토대로 하여 <표 Ⅲ-2>와 같이 이루어졌다(김대성, 1995; 최경란, 2007,

pp. 28-29에서 재인용).

<표 Ⅲ-2> 환경 태도 관련 설문 영역 및 설문내용

최경란(2007)이 사용한 설문지는 내용과 수준, 이 연구의 특성에 맞는지를 연구자와

실과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초등학생의 수준과 관련 학습의 내용에 맞게 수정·검

토하였다. 총 23문항이며 영역별 설문내용은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표에 부합하는 환경 태도 변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동일한 설문지를 사전, 사

후 검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각 항목들은 <표 Ⅲ-3>과 같으며 5단계 Likert 척도로 조

사하였으며 검사지는 <부록 3>에 제시하였다.

영역 설문내용 문항수

생태관리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 및 야외, 텃밭 활동에 관한 내용 9

환경일반 환경에 대한 지식, 환경의 의미,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6

환경오염 우리 생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4

상호작용
물, 공기, 흙, 생물 등과 인간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 주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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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환경 태도 관련 설문내용 문항 구성

나. 검사 도구의 신뢰도 검사

이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인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i-Statistics 통계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통계 처리

결과 α=0.964의 신뢰성을 확인하였으며 친환경 태도에 대한 영역별 신뢰도 검사 결과

는 <표 Ⅲ-4>와 같다.

영역 문항번호 설문내용 문항수

생태
관리

1 학교에서 채소 씨앗이나 모종을 직접 뿌리고 가꾸고 싶다.

9

2 학교에서 자라는 나무와 꽃에 관심이 많다.

3
학교에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동아리 등)에서 활동을 해

보고 싶다.

4 학교에 있는 나무와 꽃을 관찰하고 관찰일기를 쓰게 되었다.

5
계절에 따라 학교나 주변의 식물의 변화모습을 관찰해 보고

싶다.

6 가정에서도 식물을 가꾸고 돌보는 습관이 있다.

7 텃밭이나 화단에서 김매기나 식물 관리하는 것이 즐겁다.

8 학교에 있는 식물의 소중함을 느낀다.

9 친구들이 화단을 밟고 다니는 것을 보면 타이른다.

환경

일반

10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학교 화단이나 텃밭에 나가서 식

물을 관찰하는 것이 좋다.

6

11 식물 가꾸기 활동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안다.

12
학교 화단이나 텃밭에 있는 나무나 꽃 등의 식물은 우리들에

게 중요한 환경이다.

13
학교에서 배우는 식물 가꾸기 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14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
고 싶다.

15 식물 가꾸기 활동은 환경교육에 필요하다.

환경

오염

16 학교의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을 조사해 보고 싶다.

4
17 식물이 자라는 토양오염에 관하여 조사해 보고 싶다.

18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공기오염에 관하여 조사해 보고 싶다.

19 TV, 인터넷, 신문 등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관심 있게 본다.

상호
작용

20 식물에게 물주기를 많이 하면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안다.

4

21 식물 가꾸기는 공기를 맑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안다.

22
학교 화단, 텃밭은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자라는 중요한 환경이

라는 것을 안다.

23
식물 가꾸기를 통해 환경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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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환경 태도 검사지의 영역별 신뢰도 검사 결과

영역 신뢰도

생태관리 .896

.964
환경일반 .892

환경오염 .929

상호작용 .893

4. 실험 처치

가. 사전 검사 실시

실험집단은 서귀포시 읍면에 위치한 S 초등학교 3-6학년 환경 동아리 학생 21명

(남 12명, 여 9명)이며, 단일집단으로 2020년 6월에 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기 위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나.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험집단 21명을 대상으로 2020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차시별 40분을 기준으로 총 24차시의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으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하였다.

기존의 연구 논문과 자료를 참고하여 학교 텃밭 및 실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다. 사후 검사 실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에 사

용했던 동일한 검사지를 사용하여 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사를 2020년 12

월에 실시하였다.

5. 자료의 수집

가. 양적 자료의 수집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기 위하여 24차시의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 학

생들을 대상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검

사지는 사전 검사와 동일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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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적 자료의 수집

초등학생의 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에 있어 검사지만으로는 변화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이 연구에서는 양적 자료 분석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학습과정

에서 나타나는 환경에 대한 태도 변화, 내면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각 프로그램 활동

시간에 작성한 활동지, 창작물, 소감문, 재배관찰일지를 분석하고 관찰 및 면담 등을 통

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활동한 결과를 기록한 활동지, 창작물, 소감문, 재배관찰일지

등을 분석하여 활동 내용에서 환경 태도의 변화 모습이 나타나 있는 부분을 찾아내었

다. 그리고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의 전반적인 활동 과정

과 식물을 대하는 태도, 학생과 학생 및 학생과 교사 간의 대화, 상호작용, 반응의 변화

등을 관찰·기록하였다. 수업 중에 자연이나 텃밭을 보며 친구와 선생님과 대화하는 내

용이나, 식물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하여 분석하고 학교 생활 속에서 환경 태도에 변화

가 있을 때에 기록한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수업 중 특이할 만한 일이 있을 때, 활동지

에 나타난 내용에 대해 점검하고 확인이 필요할 때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생 면담을

통해 그 의도나 생각을 기록하였다. 면담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수

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지식, 느낌, 수업 중 소감, 수업 전과 후에 느끼는 자신의 인

식 및 생각, 앞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떤 노력이나 다짐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 여부

등이다.

6. 자료의 분석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 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환경 태도 검사를 사전, 사후로 실험집단에 실시하였다. 프

로그램이 종료된 후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 표본 t 검정

을 실시하였다. i-Statistic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검사지의 응답은 ‘매우 그렇다’는 5점, ‘약간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약간 아니

다’는 2점, ‘전혀 아니다’는 1점으로 점수화하여 항목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양적 자료 분석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활동 모습과 언행,

태도 등을 관찰하였다. 활동 후 작성한 활동지나 창작물, 활동 소감 표현하기, 재배관찰

일지 등을 분석하였다. 이는 실험집단의 환경 태도 변화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

하기 위한 자료이며 정량적 분석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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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초등학생에

게 적용해 봄으로써 그들의 환경 태도와 농업교육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 내용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참여 전과 참여 후의 환경 태도 변화 결과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가.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그림 Ⅳ-1]과 같이 상자형 텃밭과 일반적인 형태의 텃밭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

영하였다. 학교 내의 텃밭만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가로 조립식 형태

의 텃밭 모듈을 구매하여 원하는 크기와 형태의 텃밭을 조성하였다. 상자형 텃밭의 경

우 초등학생이 사용하기에 용이한 형태로 특수제작된 경첩이 달려 있어 조립이 쉽고

원하는 장소에 설치가 간단하며 추후 간단하게 접어서 좁은 공간에 보관도 용이하다.

모듈 방식으로 자유롭게 텃밭 디자인을 원하는 대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하며 방부목이

아닌 천연 원목으로 제작하여 친환경 농업교육에 적합하다. 또한 배수판을 설치하여

보습, 배수, 통기성에도 신경을 썼다.

상자형 형태의 텃밭의 크기는 1200mm*800mm로 면적은 0.96㎡정도이다. 1단형 4개,

2단형 6개로 조립을 하여 사용했고 총 10개의 상자형 텃밭을 배치하여 재배 면적은 9.6

상자형 텃밭 밭을 일군 형태의 텃밭

[그림 Ⅳ-1] 조성한 텃밭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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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조성하였다, 밭을 일군 형태의 텃밭도 조성하였는데 면적은 12㎡이다. 상자형

텃밭에는 작물의 높이, 근채류, 잎채소, 열매작물 등의 작물의 종류에 따라 구별하여 단

의 높이를 달리하여 작물을 재배하였다. 밭을 일군 형태의 텃밭에는 번식 형태를 고려

하여 고구마, 감자와 같은 뿌리형 작물을 재배하였다. 또한 실외 공간의 한계를 보강하

기 위해 실내 공간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콩나물, 버섯, 허브 등

을 재배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작물로는 재배하기 쉽고 연중 수확하여 기쁨을 맛볼 수 있으

며, 작물의 여러 부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잎·줄기채소(엽채류)와

열매채소(과채류) 및 뿌리채소(근채류) 등을 고루 심어서 가꿀 수 있도록 하였다. 텃밭

작물은 <표 Ⅳ-1>에 제시된 학기에 따라 심을 수 있는 작물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표 Ⅳ-1> 학기에 따라 심을 수 있는 작물

구분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1학기에 심고

1학기에

수확하는 작물

잎: 상추, 치커리, 쑥갓,

엔다이브, 청경채, 비타민
다채, 근대, 적근대, 아욱,

시금치 배추, 상추, 샐러리,

피망, 케일, 청경채,
뿌리: 적확무, 열무, 당근,

감자(땅속 줄기)
열매: 토마토, 고추, 가지,

호박, 오이
종자: 콩

1학기에 심고
2학기에(까지)

수확하는 작물)

잎: 부추, 잎들깨, 파
뿌리: 고구마, 생강, 땅콩(땅속 열매)
열매: 수세미, 오이, 호박
종자: 벼, 옥수수
허브: 라벤더, 레몬밤, 로즈마리, 민트, 바질, 오레가노, 차이브, 캐모마일,

타임, 파슬리
여름방학 전에

심어서 2학기에
수확하는 작물

잎: 치커리, 엔다이

브, 쪽파, 근대

2학기에 심고
2학기에

수확하는 작물

잎: 상추, 청경채, 다

채, 치커리, 쑥갓, 시금

치, 근대, 적근대, 아

욱, 파
뿌리: 당근
김치: 배추, 무, 쪽파,

갓
2학기에 심고

다음해 1학기에

수확하는 작물

뿌리: 마늘

종자: 보리

출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2014),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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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선호도와 <표 Ⅳ-1>에 제시된 학기에 따라 심을 수 있는 작물을 참고하여

조성한 텃밭의 환경과 재배한 작물의 종류는 <표 Ⅳ-2>이며 실제 재배 모습은 [그림

Ⅳ-2]와 같다. 수확한 채소는 학교나 집에서 요리하여 먹음으로써 수확의 기쁨과 식습

관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표 Ⅳ-2> 텃밭 환경과 재배한 작물의 종류

구분 높이(면적) 작물의 종류

1단 재배 상자 20㎝ 배추, 상추, 샐러리, 피망, 케일, 청경채

2단 재배 상자 40㎝ 바질,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애호박

텃밭 12㎡ 고구마, 감자, 유채

화분 30㎝ 블루베리

실내 - 콩나물, 버섯, 허브, 선인장, 방울토마토

1단 재배 상자-상추 1단 재배 상자-샐러리

2단 재배 상자-바질 2단 재배 상자-방울토마토

[그림 Ⅳ-2] 상자형 텃밭 재배 작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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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5 개정 교육과정 내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관련 내용 선정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 내에 이루어지는 농업 관련 교육은 대부분 실과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외에도 과학, 사회, 국어, 도덕 교과 등에서도 농업교육의 내

용을 찾을 수 있다. 과학 교과에는 동식물에 대한 이해, 유기농, 유전학과 과학 기술,

기후와 농업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며, 사회 교과에는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환경

보호, 시설재배, 농촌 생활의 모습과 농경문화의 이해, 농업정책, 무역, 세계의 농업

등의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국어 교과에는 동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농촌 문화

의 이해, 환경오염과 보호 등에 관한 내용, 도덕 교과는 환경 보호와 필요성, 농업의

중요성, 일의 보람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나승일, 1999, p. 14). 황동국, 김

영은, 이건남(2017)은 초등학교 농업교육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

석을 실시한 결과 농업교육의 다양한 적용가능성에 비하여 실과교육에 편중되어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등학교 농업교육의 다양한 적용을 위해서는 여러 교과와

시간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교육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정향용(2011)은 초등교사 8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실과의 원예교육을 전 학

년에서 체계적으로 지도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43.7%로 나타났으며, 원예

교육이 과학이나 사회 등 타 교과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설문에도 필요하다는 응답률

이 85.2%로 나타나 타 교과와의 연계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향후 초등원

예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창의적 재량시간에 환경교육과 연

계, 다양한 원예교육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37.5%, ‘타 교과

내용과의 연계를 고려, 재구성하여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29.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농업교육은 전 학년에 걸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타

교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2015 개정 실과교육과정에서는 기술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였는데 기

술 시스템 영역은 기술이 투입-과정-산출-되먹임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하고 체험활동을 통해 기술적 문제해결능력 및 기술 시스템 설계능력을 함양하

는 것을 성취기준으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과 유의사항으로는 생명 기술

시스템으로서 가꾸기와 기르기에 대한 학습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며, 획득한 지식을 직접 활용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

시되어 있다. 또한 평가 방법과 유의사항으로는 재배 일지나 사육 일지를 활용하는

평가를 통해 식물이나 동물을 가꾸고 기르면서 경험한 일의 소중함, 책임감, 생명존

중, 배려 등의 인성 및 정의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가꾸기와 기

르기의 교수 학습방법은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프로젝트 학습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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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일회성이 아닌 관련 교과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할 수 있

겠다.

또한 2015 개정 실과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사회 교육

과정 역시 지구촌 환경문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

으며 과학 교육과정도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를 아우르

며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주제 통

합 농업교육 관련 연계 내용은 <표 Ⅳ-3>과 같다.

<표 Ⅳ-3> 2015 개정 교육과정 내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관련 연계 내용 분석표

학년
연계

교과
학습주제 활동 내용 연계 내용

3 국어

마음을 담아 편
지 쓰기

자신의 마음을 담아 편지
쓰기

ž식물에게 편지쓰기 활동

인상 깊은 일로
글쓰기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기 ž식물 관찰일지 쓰기

5 국어
지식이나 경험

활용하기

지식이나 경험 활용해 현

장체험학습 계획하기

ž식물 재배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식물 재배 및 활용 계획 세우기

6 국어

타당한 근거로

글쓰기

상황에 알맞은 자료를 활

용해 논설문 쓰기

ž로컬 푸드 이용, 기후변화대응을

주제로 글쓰기

효과적으로 발

표하기

주제에 맞는 매체 자료로

발표하기

ž친환경 농업을 홍보하는 매체 자

료 만들기

3 도덕

물건을 아껴 써

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

물건을 아껴 써야 하는 이

유와 중요성을 알고 절약

하는 생활 실천하기

ž아나바다 운동 실천을 통한 환경

오염 줄이기

생명 존중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까

닭과 실천하기
ž생명 존중 일기(관찰 일지) 쓰기

6 도덕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지구촌 문제 해결하기

ž지구촌 식량위기로 인한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

3 사회

우리 고장의

환경과 생활 모

습

우리 고장을 둘러싼 환경

알아보기
ž우리 학교의 생태 환경 알아보기

땅의 생김새에 따른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

ž학교 환경에 따라 텃밭 조성 계획

세우기

계절에 따른 고장 사람들

의 생활 모습
ž기후, 기온, 강수량의 특징을 알고

계절별로 가꿀 수 있는 식물 찾아

보기

ž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를 예방

하기 위한 방법
5 사회

국토와 우리 생

활

우리나라의 기후 특징

기온과 강수량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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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발달의 특
징

도시 농업의 종류와 실천
방안

ž도시 농업의 종류와 친환경 농법
알아보기

6 사회

우리나라의 경
제 발전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

화와 문제점 해결 노력 알

아보기

ž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친환경

미래 농업의 필요성

ž로컬 푸드 이용하기

세계 여러 나라

의 자연과 문화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

활 모습

ž기후의 특징에 따라 재배되는 농

산물

지속 가능한 지

구촌

지구촌에 나타나는 다양

한 환경 문제

ž친환경 농산물 생산 아이디어 구

상하기

ž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과정

알기

3 과학

과학자의 탐구

오감과 간단한 관찰 도구
를 사용하여 관찰하기

ž식물 관찰시 오감과 관찰 도구를

사용하여 관찰하기

ž관찰한 내용 정리하기

측정 도구를 사용해 대상

의 길이 측정하기

ž식물의 자람 측정하고 내용 정리

하기

지표의 변화

운동장 흙과 화단 흙 비교

하기

식물이잘자라는흙의특징

ž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토양의

조건 및 토양의 정화 기능

ž텃밭 만들기

4 과학

식물의 한살이

여러 가지 씨 관찰하기

ž식물 이름 말하기 게임하기

ž씨와 모종을 보고 이름 알아맞히기

ž씨와 모종의 크기, 색깔, 특징 관

찰하기

식물의 한 살이

ž씨와 모종 심는 방법 알아보고 심

어보기

ž식물 가꾸기 및 관찰 계획 세우기

씨가 싹트는 조건과 과정

ž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조건

ž식물이 자라는 과정
ž식물 관찰일지 쓰기

잎과 줄기의 변화

ž식물이 자란 정도 관찰하고 측정

하기
ž관찰일지 작성하기

식물의 생활

환경에 따른 식물
ž환경에 따라 다른 식물의 분포와
특징

식물의 특징 활용
ž식물의 특징을 파악하여 생활 속

에서 식물 활용하기

물의 여행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실

내 정원

ž플라스틱 컵을 활용한 실내 정원

꾸미기
ž수경재배, 테라리움 꾸미기

물 부족 현상 해결방법
ž식물이 자라는 데 물의 중요성

ž물 오염 증가에 따른 생태계 파괴

5 과학 다양한 생물과 곰팡이 버섯의 특징 ž곰팡이와 버섯 같은 균류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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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

과 사는 환경 알고 재배하기

첨단 생명 과학

ž미래농업(스마트팜, 식물공장,

IoT 등)의 필요성 알기

ž식물을 생활에 활용하기

생물과 환경
생태계의 의미, 유지, 보

전

ž우리 학교의 생태 환경 알아보기
ž농약이나 비료로 인한 환경오염

ž친환경 농업과 그 중요성을 알리

는 UCC 만들기

날씨와 우리 생

활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
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

향

ž계절별로 재배할 수 있는 식물의

종류 알아보기

산과 염기
생활 속에서 산과 염기 이

용하기

ž산과 염기의 특징을 파악하여 친

환경 농약 만들기

6 과학

식물의 구조와
기능

뿌리, 줄기, 잎, 꽃의 구조
와 기능

ž씨앗과 모종의 특징 관찰하기
ž식물의 자람 관찰하기

계절의 변화
계절에 따른 태양의 남중
고도와 낮의 갈이

ž식물의 재배 환경

5 실과

가꾸기와 기르
기

가꾸기와 기르기의 의미

를 생명 기술 시스템을 통

해 이해하기

ž식물을 가꾸어 본 경험과 좋은 점

ž가꾸기의 의미
ž생명 기술 시스템 이해하기(투입

-과정-산출-되먹임)

식물 자원의 중

요성

식물 자원의 중요성을 알

고 생활 속에서 식물 자원

활용하기

ž우리 주위의 식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제안하기

식물의 활용
생활 속 식물을 목적에 따
라 분류하기

ž좋아하는 식물, 기르고 싶은 식물

찾아보기

ž식량 작물, 원예 작물, 특용 작물

분류하기

ž식물의 특징 및 쓰임새

식물 가꾸기

상황에 맞는 식물 선택하

고 가꾸기의 과정을 익혀

식물 가꾸기

ž텃밭 환경에 맞는 식물 선택하여

가꾸기

균형 잡힌 식생

활
건강 간식 만들기 ž수확한 작물로 건강 간식 만들기

6 실과
친환경 미래 농

업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중

요성과 실천 방안

ž친환경 농산물 이용 경험, 재배 경

험, 구입 경험

ž친환경 농업의 장점

ž친환경 농법의 종류와 특징

ž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
ž탄소 배출 줄이기

ž미래농업(스마트팜, 식물공장,

Io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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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요소를 교육과정 내에서 추출하고 재구성하여 초등학

교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3-6학년을 대상으로 실과 교육 전문가

의 검토를 받아 차시당 40분을 기준으로 총 24차시로 구성하였으며 관련 교과 시간

을 활용하여 2020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되었다. 각 차시별 학

습주제와 주요 활동 내용은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차시별 학습주제 및 주요 활동 내용

친환경 농업 체

험하기

생활 속에서 다양한 친환

경 농업 체험하기

ž생활 속에서 다양한 친환경 농업
체험(준비하기-가꾸기-가공하기)

계획하고 체험하기

단계 차시 학습주제 주요 활동 내용
환경

영역

계획
및

준비

하기

1 환경을 아껴요(1)

•동영상 시청을 통해 환경이 파괴되는 원

인 알기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

환경
오염

1-2 준비를 해요

•기르고 싶은 작물 검색하기
•계절별, 월별 재배 가능한 작물 분류하기

•재배 계획 세우기

•역할 분담하기

환경

일반

1

건강한 흙이

필요해요

•토양의 구성 요소 알아보기

•토양의 중요성

환경

일반

1

•실험을 통해 토양의 역할과 중요성 알아

보기

•농약이 인간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 알아

보기

•토양을 주제로 2행시 짓기

환경
오염

실행

하기
(텃밭

환경

조성

하기)

1-2

나는 텃밭 디자이너

•학교 안 자투리 공간 찾기

•상자형 텃밭 배치하기

•상자 텃밭 페인트 칠하고 꾸미기
•상자 텃밭에 상토 넣기

생태

관리

1
•텃밭 일구기

•돌 골라내기, 잡초 제거하기

생태

관리

실행
하기

(씨와

모종

심기)

1-2
새 친구가 이사

왔어요

•씨앗과 모종의 종류와 특징
•씨앗과 모종 심는 법

•씨앗과 모종이 자라는 과정

•씨뿌리기와 모종 심기

•물 주는 방법 알아보기

생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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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 및

구성하였다.

첫째, 프로그램은 ‘친환경 농업에 대해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 식물을 재배하고 생

활에 이용한다’는 목표 아래 친환경 농업을 위한 환경 활동을 포함하여 계획하였다.

계획 및 준비하기, 실행하기, 수확하기, 가공하기의 4단계로 구성되었으며 실행하기는

가꾸기에 해당하는 단계로 텃밭 환경 조성하기, 씨와 모종 심기, 작물 가꾸기 및 관

1 •고구마 심기
생태
관리

1 •감자 심기
생태

관리

실행

하기
(관리

하기)

1 너의 이름은? •식물 이름표 팻말 꾸미기
생태
관리

실행

하기

(작물

가꾸

기)

1 내 친구와의 만남!

•재배하는 식물 관찰하기

•식물이 자라는 과정 들여다보기

•물주기 및 잡초 제거하기

•관찰일지 쓰기

생태

관리

1-2
우리 교실에 자연이

찾아왔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실내 식물 재배하기

-버섯 가꾸기, 콩나물 가꾸기

생태

관리

실행

하기
1

달걀 껍데기로 천연

비료를 만들어 봐요

•달걀 껍데기를 이용한 천연 칼슘비료 만

들기

•친환경 비료 텃밭에 뿌려주기

상호

작용

수확

하기
1-2

수확의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수확하는 방법 알아보기

•고구마, 배추, 상추, 바질, 토마토, 콩나물,

버섯 등 재배한 작물 수확하기

•수확한 작물 이용 방법 계획하기

생태

관리

수확

하기
1

지구를 위한 나의

선택

•판매되는 농산물과 직접 키운 농산물 비

교하기

•친환경 마크의 종류와 의미 알기

•친환경 농법 알아보기

환경

일반

가공

하기
1 환경을 아껴요(2)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과정 살펴보기

•탄소 배출에 대해 알아보기

상호

작용

가공

하기
1 나는 크리에이터

•친환경 농업(텃밭 작물)을 주제로 한 문예

활동

•친환경 농업 UCC 만들기

상호

작용

가공

하기
1-2 친구의 변신은 무죄

•재배한 농산물 활용한 건강 음식 만들기

•요리 방법 알아보기

•고구마 맛탕 만들기

상호

작용



- 32 -

리하기의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본교 학생들이 활동하기에 용이한 활동, 학교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활동,

텃밭 뿐 아니라 교실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 직접 체험이 가능한 활동으로 계획하

였다.

셋째, 시수, 내용, 체험 활동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교과와 연계하여 주제

중심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해당 교과 시간 및 쉬는 시간에 수행하며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

였다. 5, 6학년의 실과 교육내용을 기본 틀로 하여 관련 교과와의 계열성 및 연계성

을 고려하여 활동 내용을 선정하였다.

넷째, 일 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재배 교육의 특성상 파종 시기

를 조절해야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의 적용 순서나 시수, 재배 작물의 종류는 학교나

학급의 상황에 맞춰 조정이 가능하게 구성하였다.

라.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과정안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 과정안은 ‘교사를 위한 초등교과

연계형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2013)’, ‘텃밭채소 언제 심어서 언제 먹을 수

있나?(2013)’, ‘교사를 위한 스쿨가드닝 매뉴얼 스쿨가든 A to Z(2014)’, ‘텃밭과 함께

자라는 미래세대(2018)’ 등의 재배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계획 및 준비하기,

텃밭 환경 조성하기, 씨와 모종 심기, 재배 및 관리하기, 수확하기, 가공하기 및 생활

에 이용하기 등의 단계에 맞추어 총 24차시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여 6개월간

실험집단에 수업을 적용하며 실습을 병행하였다. <표 Ⅳ-5>는 교수·학습 과정안 예

시로 각 차시별 수업은 학습주제, 환경 영역, 연계 가능한 관련 교과, 핵심 역량, 학

습 목표, 학습 자료, 학습 단계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학습 단계는 도입, 전개, 정리로

구분하고 각 수업은 교수-학습 활동과 단계별 자료와 유의점을 명시하였다.

<표 Ⅳ-5> 교수·학습과정안

학습 주제 준비를 해요
영역 생태관리

차시 1-2

관련 교과
과학5: 생물과 환경, 날씨와 우리 생활/국어5: 지식이나 경험 활용하기/사회3: 우리

고장의 환경과 생활 모습/실과5: 가꾸기와 기르기, 식물의 활용

핵심 역량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þ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기술 활용 능력

학습 목표 § 친환경 농산물을 기르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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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영화 ‘마션’ 영상, 친환경 농법 동영상, 태블릿 PC, 식물도감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영화‘마션’ 속 주인공 살펴보기

-화성에 혼자 살게 된 주인공의 직업은 무엇이었나

요?

-주인공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토양과 변을 거름으로 재배하는데 등장한 또 하나

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식물 재배에 필요한 물을 어떻게 얻었나요?

-주인공이 재배하여 얻은 식물은 무엇인가요?

• 학교 환경을 이용한 식물 기르기 아이디어 생각해

보기

◎ 학습목표 확인

친환경 농산물을 기르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10

*영화 ‘마션’ 영

상
https://www.yo

utube.com/watc

h?v=u8_CFQ2Y

b8w

전개

• 친환경 작물 기르기 계획 세우기

-계절별, 월별 재배 가능하고 우리 학교의 환경에

맞는 작물을 알아보고 어떤 작물을 기를지 정한다.
-가꾸는 방법, 잘 자라는 환경 요소, 물을 주는 주기

등을 조사한다.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준비물과 유의사항, 역할 분

담 등을 이야기 나눈다.

-재배하려는 식물의 특성과 크기에 맞게 학교 환경

중 어떤 장소를 이용할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생각한다.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실천해야할지 생각한다.

• 친환경 작물 가꾸기 계획 발표하기

-친환경 재배 방법을 적용한 작물 기르기 계획을

발표한다.

-재배할 작물의 종류, 재배 방법, 재배할 장소, 역할
나누기 등을 모둠별로 발표한다.

65

*태블릿 PC, 식

물도감
※계절과 학교

상황에 맞는 작

물과 재배 방법

을 선택하도록

한다.

※심는 방법, 재
배 장소, 준비물

등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한

다.

정리
•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농산물을 기를 때 필요한 것을 말해봅시다.

• 앞으로의 활동 중 기대되는 점을 발표해 봅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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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정중심 평가계획

프로그램의 평가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적절히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프로그램의 평가계획은 <표 Ⅳ-6>과 같다.

<표 Ⅳ-6> 평가계획

2. 정량적 분석 결과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에 실시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실험집

단의 환경 태도에 대한 사후 검사 점수 전체의 평균은 4.61로 사전 검사 점수 전체

의 평균 3.47에 비하여 1.14점 높게 나타났다.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의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초등

학생들의 환경 태도 사전·사후 검사는 유의 수준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p < .05). 따라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은 환경 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된다.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방법

이해

및

인지

∙기르고자 하는 식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 요소를 알고 있는가?

∙식물의 종류와 다양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가?

∙텃밭 가꾸기를 할 때 도구의 사용법과 주의할 점을 알고 있는

가?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가?

실습

관찰

자기평가

실행

및

행동

∙계획에 따라 식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가?

∙도구의 사용법과 주의할 점을 알고 텃밭을 가꾸는가?

∙텃밭에 기를 작물의 종류를 알고 모종을 심으며 장난치지 않고

조심하며 가꾸는가?

∙식물을 가꾸는 과정과 방법을 알고 잘 심었는가?

∙친환경 농업 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텃밭의 식물을 살피며 다양한 생태계를 이해하려 노력하는가?

∙생활 속 농업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을 실천했는가?

실습

관찰

자기평가

인성

및

협업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동하는가?
∙책임감 있게 꾸준히 관리하며 가꾸기 일지를 작성하는가?

∙식물을 아끼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친구들과 텃밭 식물을 꾸준히 가꾸며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지는가?

∙생명존중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고 소중히 가꾸려는 마음을 배

우고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가?

자기평가

관찰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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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환경 태도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

구분 전-후 M SD n t p

환경 태도
사전

사후

3.47

4.61

0.74

0.31

21

21
-8.23 .000***

***p < .001

환경 태도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후 검사 결과는 <표 Ⅳ-8>과 같으며 남학

생과 여학생 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표 Ⅳ-8> 환경 태도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후 검사 결과

구분 집단 M SD n t p

환경 태도
남학생

여학생

4.54

4.70

0.36

0.22

12

9
-1.18 .126***

***p < .001

실험집단의 환경 태도 영역별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후 검사 평균은 <표 Ⅳ-9>

와 같이 사전 검사에 비해 향상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Ⅳ-9> 환경 태도의 영역별 사전·사후 검사 결과

영역 전-후 M SD n t p

생태관리
사전

사후

3.40

4.48

0.72

0.42

21

21
-8.16 .000***

환경일반
사전

사후

3.63

4.64

0.80

0.39

21

21
-6.68 .000***

환경오염
사전
사후

3.21
4.58

0.96
0.49

21
21

-7.61 .000***

상호작용
사전

사후

3.60

4.78

0.91

0.24

21

21
-6.29 .000***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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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리 영역의 검사 결과 사후 검사의 평균은 4.48로 사전 검사의 평균 3.4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도는 .000이므로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환경일반 영역의 검사 결과 사후 검사의 평균은 4.64로 사전 검사의 평균

3.63보다 향상되었으며 통계적 유의도는 .000이므로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 영역의 검사 결과 사후 검사의 평균은 4.58로 사전 검사의

평균 3.2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도는 .000이므로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영역의 검사 결과 사후 검사의 평균은 4.78로 사전

검사의 평균 3.6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도는 .000이므로 유의 수준 .05에

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실험집단의 사후 환경 태도 평균이 사전 환경 태도 평균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태도의 각 영역인 생태관리, 환경일반,

환경오염, 상호작용 모든 영역에서도 사후 검사 평균이 사전 검사 평균보다 높게 나

와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환경 태도를 기르는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적용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긍정적일 것이며 초등학생의 환경 태도 함양에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3. 정성적 분석 결과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은 계획 및 준비하기, 실행하기, 수확하기, 가

공하기의 4단계로 구성되었으며 실행하기는 가꾸기에 해당하는 단계로 텃밭 환경 조

성하기, 씨와 모종 심기, 작물 가꾸기 및 관리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단계별 활동에서는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다

양한 활동을 마련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계획 및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닥친 환경위기 상황을 이해하고 토양의 중

요성과 건강한 텃밭이 필요함을 인지하여 텃밭에 심을 식물 계획 및 준비, 역할 분

담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실행하기 단계에서는 텃밭을 일구어 환경을 조성하고

씨와 모종 심기, 각종 작물을 가꾸고 관리하며 관찰하기, 이름표 만들기, 농기구 사용

법 익히기, 친환경 비료 만들기, 다양한 재배 방법 알아보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수확하기 단계에서는 기른 식물 수확하기, 수확한 친환경 농산물의 좋은 점을 알아

보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

다. 가공하기 단계에서는 수확한 농작물을 이용해 건강 간식 만들기, 친환경 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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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점과 중요성을 알리는 UCC 만들기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학생들의 환경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

로그램 수업을 적용하고 차시별로 그 수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느낌, 알게 된

점을 자유롭게 발표하거나 소감문을 쓰게 하였다.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

그램이 학생들의 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의 활동 모습, 결

과물, 활동 소감 및 반응 관찰 결과를 각 영역별로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체의 활동 모습 및 결과물은 <부록 2>

에 제시하였다.

가. 생태관리 영역 분석 결과

생태관리 영역의 구체적인 활동 모습과 결과물은 [그림 Ⅳ-3], 활동 소감 및 반응,

발표 내용 관찰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주제 활동 모습 및 결과물

새 친구가

이사 왔어요

활동내용
상추가 자라면 커질 것을 예상하고

간격을 두며 상추 모종 심는 모습

고추 모종 심고 흙을 꾹꾹

눌러주는 모습

새 친구가

이사 왔어요

활동내용
포트에서 모종 조심히 빼내고

심는 방법 배우기
씨앗 심는 방법 배우고 씨앗 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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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생태관리 영역 활동 소감 및 반응, 발표 내용 관찰 결과

<생태관리-텃밭 일구기 및 관리하기>

S1
텃밭에 있는 잡초와 돌을 골라냈다. 여름이라 햇볕이 너무 뜨겁고 땀도 많이 났다.

그래도 텃밭이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았다.

S2
잡초를 뽑았다. 잡초는 식물이 자라는 걸 어렵게 하고 너무 잘 자라서 보이면 뽑아

줘야 한다고 했다. 감자가 잘 자랄 수 있게 잡초를 열심히 뽑아야겠다.

S3
김매기를 처음 해봤다. 김매기가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다. 농부 아저씨에게 고마

운 마음을 가져야겠다.

S4
텃밭에서 잡초 뽑기를 했다. 우리 아빠도 오늘 농사 지으러 밭에 가셨는데 많이 힘

드실 것 같다. 나도 다음엔 도와드려야겠다.

S5
텃밭에 돌을 골라냈다. 돌을 골라내야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다고 했다. 큰 삽으로

땅도 평평하게 해줬다. 돌을 꼼꼼하게 골라 내는게 좀 귀찮기는 했지만 재미있었다.

S6
호미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손으로 잡초를 뽑는 것보다 호미를 사용하니 흙도

잘 파졌다.

S7

텃밭 상자에 페인트 칠을 했다. 페인트 칠을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처음
에는 잘못 칠할까봐 걱정했는데 칠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다 칠하고 나니까 뿌듯하

기도 했다.

S8
텃밭 상자를 설치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고 밑에 판도 깔고 흙을 가득 채웠

다. 이제 식물만 심으면 될 것 같다.

S9
페인트 칠한 텃밭상자를 설치했다. 색깔도 여러 가지라 예뻐 보이고 식물도 잘 자
랄 것 같은 기분이다.

<생태관리-모종 심기, 텃밭 관리하기>

S1
오늘은 텃밭에 채소 모종을 심었다. 상추, 고추, 배추, 방울토마토, 피망을 심었다.

모종이 정말 작았다. 이 작은 모종이 자라서 열매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S2

모종을 심고 물주는 방법을 배웠다. 그냥 막 줬더니 식물 심은 곳이 패여 버렸다.

선생님이 식물이 있는 곳에 직접 뿌리지 말고 식물 옆에서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줘야 한다고 했다. 선생님의 시범을 보고 따라 했더니 식물도 안전해진 것 같다.

새 친구가
이사 왔어요

활동내용 감자, 고구마 심기 위한 두둑 만들기 간격 두고 고구마 줄기 심기

[그림 Ⅳ-3] 생태관리 영역 활동 모습 및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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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모종 심는 방법을 배웠다. 흙을 모종삽으로 파서 구멍을 만들고 모종을 그 안에 넣
었다. 흙으로 덮어주고 손으로 꽉꽉 눌러주면 된다. 처음에 흙만 덮어주고 눌러주지

않아서 선생님이 다시 하라고 하셨다. 다시 눌러주었더니 더 튼튼해진 것 같다. 모

종아 빨리 빨리 잘 자라라.

S4
친구들이랑 텃밭에 감자를 심었다. 감자에 싹눈이 있는데 그게 위로 오게 해서 심

어야 한다고 했다. 구멍을 파고 감자를 집어넣고 흙을 덮어줬다. 잘 자랐으면 좋겠다.

S5

감자 심기를 했다. 감자를 잘라서 심으면 된다고 하는데 조금 신기했다. 선생님이

곡괭이로 땅을 파고 고랑을 만들어줬다. 고랑에 모종삽으로 구멍을 파고 자른 감자

를 쏙 넣었다. 잘 넣었는지 궁금해서 선생님에게 물어봤더니 조금 더 깊게 심자고

하셨다. 다시 꺼내서 구멍을 조금 더 깊게 파서 감자를 넣고 흙을 덮어줬다. 감자가

빨리 잘 자랐으면 좋겠다.

S6

텃밭에 고구마 줄기를 심었다. 고랑을 만들고 고구마 줄기를 옆으로 눕혀서 흙을

덮어 주었다. 뿌리도 없는데 정말 고구마가 열릴까 걱정이 되었다. 줄기가 너무 얇

아서 잘 자랄지 걱정이 된다. 고구마가 무럭무럭 자라야 할 텐데

S7
버섯 키우기를 하기로 했다. 버섯 배지에다 우산도 씌워주고 비닐로 싸 주고 물을

뿌려주었다. 아무 것도 없는데 버섯이 자랄까 궁금하다.

<생태관리-텃밭 관리하기>

S1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상자 텃밭에 있는 상추, 방울토마토, 바질, 배추, 블루베리에

물을 주었다. 내가 물주기 담당이라서 물뿌리개에 물을 몇 번씩 담아와서 친구와
함께 물을 주는데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힘들었다.

S2

선생님이 식물한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하셨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다. 화분에는 물을 줘 봤는데 텃밭은 처음이라 얼마나 줘야

할지 잘 모르겠다.

S3
바질이 너무 잘 자라고 있다. 우리 텃밭 식물 중에서 제일 빨리 자라는 것 같다. 향

기도 좋은 것 같다. 약간 특이한 냄새가 나는데 허브 종류라서 그렇다고 했다.

S4
블루베리 열매를 새들이 전부 먹어버렸다. 다 익으면 먹으려고 했는데... 새들도 맛

있는 건 잘 아나 보다.

S5
오늘도 버섯에 물을 주었다. 하루에 3-4번 물을 줘야 한다고 해서 부지런히 주고

있다. 주말에는 집에 갖고 가서 물을 주기로 했다.

S6

어제 심은 감자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오늘 비가 올 거라서 감자를 어제

잘 심었다고 하셨다. 감자가 잘 자라라고 물뿌리개에 물을 담아 감자밭에 뿌려주었

다. 나 혼자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와서 같이 도와줬다.

S7
고구마 줄기가 많이 자랐다. 흙 속에 있는 고구마는 잘 열리고 있을까? 빨리 수확

할 때가 됐으면 좋겠다.

S8

오늘은 감자 밭에 흙을 더 올려줬다. 감자가 잘 자라게 하려면 흙을 위에 잘 덮어

줘야 한다고 했다. 흙을 올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쓱싹쓱싹 몇 번 하니까
모래놀이 하는 것처럼 재미있었다.

S9

감자 꽃이 피었다. 하얗고 조그만 꽃이었다. 잎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다. 지난번

보다 잎 개수도 많아지고 잎 크기도 커졌다. 줄기랑 잎이 자라고 꽃이 피는 걸 보

니 땅 속에서 감자도 잘 자라고 있을 것 같다. 너무 기대된다.

S10
점심시간에 이를 닦으면서 텃밭을 보면 기분이 좋다. 고구마랑 감자, 상추, 방울토

마토도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된다.

S11
고구마 줄기를 심었을 때는 잎이 몇 개 없었는데 이제는 잎도 많아지고 커졌다. 고

구마도 흙 속에 잘 자라고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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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리-수확하기>

S1

오늘 처음으로 텃밭에 있는 식물을 수확했다. 배추를 수확했는데 좀 작았다. 그리고

배추잎에 벌레가 먹어서 구멍도 나 있었다. 선생님이 친환경으로 키운 거라 농약을

뿌리지 않아서 벌레가 먹었다고 하셨다.

S2

배추를 수확했다. 모종으로 심었을 때는 아주 작았는데 그새 꽤 큰 것 같다. 잎이

뜯어지지 않게 뿌리를 뽑으려고 하니 좀 걱정됐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배추

밑을 잡고 살살 뽑으니 배추가 쉽게 뽑혔다. 내 얼굴만하다.

S3

텃밭에서 배추를 뽑았다. 손으로 뽑으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대로 했더니 쑥쑥 잘 뽑혔다. 배추가 잘 자라서 좋았다. 집에 갖고 가서 배추된장국

을 끓여 먹기로 했다.

S4

텃밭에서 상추를 땄다. 잎이 아주 많이 자라고 개수도 많아졌다. 잎 2∼3개만 남기

고 따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땄다. 오늘 저녁엔 엄마에게 삼겹살을 먹자고 해야겠
다. 양이 많아서 우리 가족 모두 잘 먹을 것 같다.

S5

오늘 상추를 수확했다. 상추를 뿌리 채로 뽑으면 안 되는지도 궁금하고 상추잎을

남겨야 하는 이유도 궁금했다. 선생님 설명을 듣고 상추를 뜯는데 잎이 자꾸 뜯어
져서 조심조심 땄다.

S6
상추를 많이 땄다. 줄기 하나에서 잎이 많이 나와서 한참을 따야 했다. 봉지 안에
가득 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S7
버섯을 잘랐는데 물을 주니까 버섯이 또 자라고 있다. 된장찌개에 버섯을 넣어 먹

으니 맛있었고 계속해서 자라니까 신기했다.

S8
고구마를 캐는 활동이 재미있었는데 벌레가 조금 무서웠다. 고구마로 무엇을 해 먹

을지 기대가 된다.

S9
고구마와 감자를 캤는데 좀 작은 것 같다. 고구마는 그래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

도 있는데 감자는 정말 작았다. 미니감자라서 아쉽기도 했지만 귀엽기도 했다.

S10

감자랑 고구마를 캐는 날이다. 헉 그런데 감자를 캤더니 구슬처럼 조그만 감자가

달려있다. 너무 아쉬웠다. 선생님이 감자를 너무 늦게 심어서 열매가 잘 안 달린 것

같다고 하셨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늦게 나와서 기르고 싶었던 식물도 못 기르
고. 감자 기르기도 망하고. 그래도 잘라서 심은 감자에서 뿌리도 나오고 줄기랑 잎

도 나오는 걸 보니 신기하기는 했다. 고구마가 잘 자라서 다행이다.

S11

드디어 고구마를 캤다. 그런데 고구마가 모두 크기가 달랐다. 너무 조그만 것도 있
었는데 그래도 길쭉길쭉 모두 잘 자란 것 같다. 줄기만 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

구마가 되는지 신기하다.

S12
고구마 캐기가 너무 힘들었다. 뽑는데 꺽어진 것도 있어서 속상했다. 그리고 너무

작아서 아쉬웠다.

S13

고구마를 캐는데 땅 속 깊이 있어서 찾아내는 것도 힘들고 캐는 것도 힘들었다. 없
는 줄 알았는데 모종삽으로 파보면 또 나오기도 했다. 그래도 고구마로 음식을 만

들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다.

S14

고구마 줄기를 모두 치웠다. 고구마 줄기도 그냥 버리는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치운 고구마 줄기를 손수레에 모두 모아뒀다. 드디어 호미로

고구마를 캤다. 고구마가 찍힐까 봐 조심조심 했다.

S15
고구마가 캤는데 너무 작았다. 조금 속상했지만 선생님이 친환경으로 키워서 마트

에 파는 고구마처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해주셨다. 건강한 고구마니까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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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환경 동아리 활동에 막연한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한

학생, 식물 기르기를 해 보고 싶어서 참여했다는 학생, 또는 친구가 한다고 해서 같

이 활동에 참여했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작물 재배를 전혀 해 보지 않았던 학생도

있었고 학급에서 화분에 방울토마토, 강낭콩, 다육이 기르기 정도를 해 본 학생들도

있는 등 생태관리 경험이 다소 차이가 있었고 텃밭을 이용한 작물을 재배해 본 경험

도 부족했다.

프로그램 적용 초반에는 모종 심기를 위해 화분에서 꺼내는 것도 힘들어 하고 모

종 심기를 하고 나서 눌러주지 않아 다시 심기도 했다. 물주기를 잘못하다 식물이

쓰러지기도 하고 잡초와 작물을 구별하지 못 해 뽑아버리기도 하는 등 많은 시행착

오를 거치기도 했다. 텃밭 활동하기에 불편하거나 더러워질 수 있는 옷을 입고 오기

도 했고 손에 흙이 묻는 걸 싫어해서 바로 털어내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진행해 갈수록 농기구 사용법, 씨앗과 모종 심는 법, 물주는 법,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환경 등을 체험과 실습으로 익혀가며 점차 활동에 관심을 가

지고 생태관리 능력을 함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점심시간에 교사가 텃밭을 돌보며

잡초를 뽑고 있으면 어느새 다가와 같이 잡초를 뽑는데 열심히 참여하기도 했다. 텃

밭 활동이 있는 날이면 움직이기 편하고 더러워져도 괜찮은 옷과 신발을 스스로 갖

춰 입고 젖은 흙이어서 손에 더 잘 묻어도 개의치 않고 식물을 관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텃밭 돌 일궈내기와 김매기 활동을 하면서 김매기의 어려움을 표현하기는 했으나

농부 아저씨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

다. 특히 가정에서 농사를 짓는 학생들의 경우 부모님이 대단하고 고생하시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고 자신도 돕겠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농업의 어려움과 소중함을

이해하며 생태관리에 참여하는 자세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자신들이 재배한 작물을 수확하면서 재미와 보

람, 생명의 신기함을 느끼는 모습을 표현하고 점차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텃밭

관리에 대한 책임감으로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행동에서 작물 수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텃밭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생명을 존중하게 되었고, 텃밭을 가꾸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으며,

생태관리가 중요함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나. 환경일반 영역 분석 결과

환경일반 영역의 구체적인 활동 모습과 결과물은 [그림 Ⅳ-4], 활동 소감 및 반응,

발표 내용 관찰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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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활동 모습 및 결과물

준비를 해요

활동내용
기르고 싶은 작물 검색하기-모둠별로 의견 모으고 그 중 계절별, 월별 재배

가능한 작물 분류하기-재배 계획 세우기-역할 분담하기

건강한 흙이

필요해요

활동내용 토양의 구성요소 알아보고 토양 단면 모형 만들어 보며 그 중요성 이해하기

건강한 흙이

필요해요

활동내용
토양에 대한 생각 마인드맵으로 나타내기, 토양의 쓰임새,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과 토양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노력 알아보기

[그림 Ⅳ-4] 환경일반 영역 활동 모습 및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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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환경일반 영역 활동 소감 및 반응, 발표 내용 관찰 결과

<환경일반-생태환경에 대한 지식 및 태도>

S1
텃밭에 심을 식물을 정했다. 여름이 다 돼서 딸기는 기르지 못한다. 조금 아쉽다.

내년에는 꼭 딸기를 심었으면 좋겠다.

S2

우리가 텃밭에 기르고 싶은 식물을 찾아봤다. 태블릿으로 검색하고 심고 싶은 식물

을 찾는데 텃밭에 심고 싶은 식물이 너무 많았다. 선생님께서는 열매 채소보다는
잎채소 같은 것들이 키우기 쉽다고 하셨다. 빨리 텃밭에 식물을 기르고 싶다.

S3

오늘은 태블릿으로 텃밭에 기르고 싶은 식물을 찾아봤다. 찾다 보니 기르고 싶은

식물이 너무 많았다. 딸기도 심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여름이 다 되어 딸기는 힘들

다고 말씀하셨다. 좀 실망이었지만 블루베리 나무를 키워보기로 했다. 내 손으로 빨

리 식물들을 기르고 싶다.

S4
처음에는 친구가 환경동아리 한다고 해서 그냥 같이 했는데 식물을 키우다 보니 재
미도 있고 환경에 대해 배우는 기회도 되었다.

S5
환경동아리 활동을 해서 식물도 기르고 환경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올해 환경동아

리 신청 못 한 아이들은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같이 하자고 했다.

S6
토양이 쓰레기를 분해해주고 생물이 서식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토양을

지키기 위해 생활하면서 세제 사용을 줄여야 하겠다.

S7

맨날 보던 흙이라 별 생각을 안 했는데 토양의 구성을 공부하게 되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토양을 지키기 위해서 세제 덜 쓰기, 쓰레기 분리수거하기를 실

천해야겠다.

S8

식물은 그냥 잘 자라는 걸로만 알았는데 흙과 물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식물이 있어야 흙도 좋아지고 사람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

었다.

S9

바질이 심어진 상자 텃밭에서 사마귀를 발견했다. 잎 색깔이랑 똑같아서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잎 끝에 가만히 매달려 있는게 보였다. 너무 신기해서 주변에 있는 친

구들을 불렀다. 앞다리가 조금 날카로워 보이기는 했지만 좀 귀여운 것도 같다. 저

번에는 굼벵이도 봤는데 우리 텃밭이 친환경이니 곤충들도 많이 있나 보다.

S10

고구마를 전부 캐고 텃밭을 정리하는데 도마뱀이 있었다. 처음에는 지렁이인줄 알

았는데 지렁이보다는 짧고 뚱뚱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마뱀을 봐서 기분이 좋

았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도마뱀은 크고 징그러웠는데 이 도마뱀은 정말 작고 귀여
웠다. 선생님이 도마뱀 어떻게 할까 물었더니 친구들이 모두 그냥 놔주자고 했다.

도마뱀도 살려고 계속 꼬물꼬물 움직이는 걸 보니 괴롭히지 말고 놔주는 게 좋을

것 같았다.

S11
우리 텃밭에 도마뱀이 나타났다. 선생님이 도마뱀이야 하고 친구들을 불렀다. 작아

서 귀엽기는 했는데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해서 만져보지는 못 했다.

S12

환경동아리가 아닌 친구들이랑 텃밭에 물을 주러 갔다. 텃밭에 싹이 난 걸 보고 친

구들에게 감자 싹이라고 얘기해줬다. 친구들이 신기해했다. 친구들이 조금 부러워
하는 것 같았다.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S13
태풍 때문에 텃밭에 있는 식물들이 전부 쓰러져 버렸다. 선생님이 식물들을 전부

정리해버렸다. 이럴 수가.... 우리가 열심히 기르던 것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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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등을 이용해 계절별로 기를 수 있는 식물을 검색하면서 식물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였다. 처음에는 재배하고 싶은 작물을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무작정 얘기

하다 계절별로 심을 수 있는 식물이 다르며 자라는 기간이 다르고 재배하는 장소와

환경에 따라 달라짐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재배하고 싶은 작물을 어디에 심어야 할

지 적절한 곳을 선택하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챙길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토양의 구성요소를 직접 눈으로 살피며 모형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토양의 쓰임새와 중요성을 알고 토양의 오염을 막고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하며 자신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요소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그 시스템을 이해하게 됐음을 알 수 있었다.

텃밭에서 다양한 생명을 만나고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식물 뿐만 아니라 텃밭에 살고 있는 곤충의 이름을 알게 되고 벌레나 곤충을 무서워

하기보다는 신기해하고 살려주려는 태도를 보이며 생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

성하였다. 상자 텃밭에서 굼벵이가 꽤 많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징그러워하다 6학년 남학생이 굼벵이를 귀여워하며 집에서 키우겠다고 먹이로 텃밭의

상추도 챙기는 모습에 덩달아 자신도 같이 기르고 싶다는 학생들도 나오기도 했다.

또한 식물이 그냥 놔두어도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주기와 잡초 매주기 등의 노력

과 정성이 들어가야 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수확한 배추가 크기도 작고 구멍이 나

있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실망하였으나 판매되는 배추와 우리가 재배한 배추의 차이

점을 공부해 보면서 친환경 농업의 소중함에 대해 이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식물을 키우며 재미를 느끼고 앞으로 체험할 활동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점, 지금

까지는 식물 가꾸기에 관심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주변 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

겠다는 다짐 등을 보면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환경 태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다. 환경오염 영역 분석 결과

환경오염 영역의 구체적인 활동 모습과 결과물은 [그림 Ⅳ-5], 활동 소감 및 반응,

발표 내용 관찰 결과는 <표 Ⅳ-12>과 같다.

S14
청경채를 심었는데 너무 추워져서 싹만 나고 잘 자라지 않는다. 햇볕이 쨍쨍 나서

빨리 자라면 좋겠는데 아쉽다.

S15

추워져서 텃밭 식물 기르기를 못 하게 됐다. 교실에서 허브를 기르고 허브식초랑

허브차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선생님이 허브차는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셨다. 기대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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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활동 모습 및 결과물

건강한 흙이

필요해요

활동내용 실험을 통해 토양의 정화 능력 알아보기

건강한 흙이

필요해요

활동내용
토양의 종류에 따라 토양의 정화 능력이 차이가 남을 알아보고 농약이 인간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건강한 흙이

필요해요

활동내용
토양이 하는 일 알아보기, 토양으로 2행시 짓기,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알아보고 토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점 다짐하기

[그림 Ⅳ-5] 환경오염 영역 활동 모습 및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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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환경오염 영역 활동 소감 및 반응, 발표 내용 관찰 결과

인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환경 파괴 사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지

구를 망치는 3분’이라는 동영상을 시청하며 처음에는 웃으면서 보던 아이들의 반응

은 이내 조용해졌다. ‘무섭다’, ‘잔인하다’, ‘보호해줘야겠다’ 등의 표현과 동영상을 시

청하며 숙연해지는 분위기를 보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지구의 구성

원으로 환경 문제가 일부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토양의 정화 작용 실험을 하면서 직접 눈으로 그 기능을 관찰하고 스스로 그 중요

성을 깨닫는 활동이 되기도 했다. 실험 후 ‘토양’ 하면 떠오르는 말에 대해 마인드맵

으로 표현하기 활동과 토양으로 2행시 짓기 활동을 통해 평상시 단순하게 생각했던

토양의 쓰임새에 주목하여 자세히 들여다보며 토양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사고를

확장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통해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 파괴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태도, 해결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라. 상호작용 영역 분석 결과

상호작용 영역의 구체적인 활동 모습과 결과물은 [그림 Ⅳ-6], 활동 소감 및 반응,

발표 내용 관찰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환경오염-환경 위기 및 환경오염>

S1
인간이 지구를 망치는 3분 동영상을 봤다. 처음엔 웃겼는데 나중에 가니까 좀 무서
웠다. 사람들이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아끼고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S2
인간은 좀 잔인한 것 같다. 나도 같은 사람이지만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너무 한

것 같다. 하지만 나도 지구를 오염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고민해 봤다.

S3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다. 지구가 미래에는 정말 살기 힘든 곳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두렵기도 했다.

S4

오늘은 텃밭 가꾸기를 하지 않고 과학실에서 실험을 했다. 모래, 흙, 황토에 색소

탄 물을 넣어봤는데 신기하게 색소가 걸러지는 걸 관찰했다. 아무것도 안 넣은 비

커는 색소가 그대로 나왔다. 토양이 자연적인 거름장치 역할을 해서 더러운 걸 걸

러준다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다. 토양이 왜 오염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 생
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S5
토양이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실험을 했다. 정말 신기했다. 어떻게 더러운 물이 깨

끗하게 되는지. 좋은 흙으로 농사를 지어서 건강한 식물을 키워야겠다.

S6
토양은 식물을 잘 자라게 해주고 무엇인가 살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터전이다. 쓰
레기를 버리지 말고 토양을 지켜야 하겠다.

S7
토양은 보관 탱크이다. 왜냐하면 물과 영양분을 보관해주기 때문이다. 토양을 지키

기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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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활동 모습 및 결과물

달걀 껍데기로

천연 비료를

만들어 봐요

활동내용
천연 비료를 만들기 위해

달걀 속껍질 벗겨내기
속껍질 벗겨낸 달걀 껍데기 잘 말리기

달걀 껍데기로

천연 비료를

만들어 봐요

활동내용
잘 말린 달걀 껍데기 막자사발에 넣어

잘게 부수기

잘게 부순 달걀 껍데기와 식초를 분무

기에 넣고 그늘에서 1주일 정도 보관

하고 숙성이 되면 텃밭에 뿌려주기

나는

크리
에이터

활동내용 스톱모션 앱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주제의 UCC 캡쳐 장면

[그림 Ⅳ-6] 상호작용 영역 활동 모습 및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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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상호작용 영역 활동 소감 및 반응, 발표 내용 관찰 결과

친환경 비료를 만들기 위해 달걀 껍질 안의 속껍질을 벗겨내는 활동을 힘들어 했

다. 옆 친구들을 다독이며 껍질을 벗겨 말리고 막자사발을 이용해 잘게 부수는 활동

은 모두 즐겁게 참여했다. 분무기 통에 넣어 식초를 부을 때는 들뜬 모습들을 보여

주기도 했다. 비료라는 것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신들이 직접

비료를 만들어 보며 뿌듯해 하였다. 친구들과 함께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환경오

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직접 해 보고 실천으로 옮겼다는 점에 만족해 하였다.

‘나는 크리에이터’ 활동에서 친환경 농업을 주제로 UCC 만들기를 할 때는 텃밭 가

꾸기, 우리 농산물 애용하기, 탄소 발자국 줄이기,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하기 등 모둠

마다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소개하기도 하였다.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

<상호작용-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소감>

S1
농사를 지으며 농사를 짓는 사람의 마음을 알겠다. 아쉬웠던 점은 고구마를 많이

못 키운 점이었다.

S2
고구마 길러 맛탕 만들기, 친환경 보드게임을 해서 재미있었고 고구마 캐기와 잡초

뽑는 것이 힘들었다.

S3

식물 키우기, 밭 가꾸기, 농약 만들기, 비료 만들기, 음식 만들기, 친환경 몬스터 게

임을 해서 이겼을 때가 재미있었고, 고구마 캐기가 좀 힘들었고 결석을 해서 고구

마 맛탕을 만들지 못해서 아쉬웠다.

S4

제일 재미있었던 일은 고구마를 직접 키운 것이다. 사서 먹는 고구마보다 직접 키

워서 먹은 게 더 맛있는 것 같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수박을 키워서

여름에 먹으면 맛있고 시원할 것 같다.

S5 고구마를 정성껏 키워서 재미있었다. 그리고 직접 키워서 먹으니깐 더 맛있었다.

S6

고구마를 이용한 요리가 재미있었다. 실제로 에어프라이기 말고 진짜 불을 사용해
서 요리를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밭에서 보는 것처럼 뼈대

를 세워서 비닐도 씌우고 농사를 지어보면 좋을 것 같다.

S7
고구마, 배추, 상추를 정성들여 직접 키워서 재미있었고 우리가 캐낸 고구마로 직접

맛탕을 해 먹어서 더 맛있었다.

S8

친환경 텃밭 가꾸기를 해서 기분이 좋았고 재미있었다. 친환경이어서 안심하고 먹
을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키운 고구마를 요리해서 먹으니까

뿌듯했다.

S9

고구마 껍질을 벗기고 자를 때 칼에 베일까 봐 조금 무서웠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

르게 즐겁게 잘 잘라서 기분이 좋았다. 친구들이랑 같이 고구마를 캐고 같이 음식

을 만드니 재미있었고 고구마에서 벌레가 나와 친구가 놀란게 좀 웃겼다.

S10
우리가 직접 키워서 상추, 고구마를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키우면서 뿌듯

했다. 고구마를 캘 때는 우리가 직접 키워서 아쉽기도 하고 좋은 기분이 들었다.

S11

바질도 키우고 감자도 키우고 고구마도 캤는데 다른 식물들은 태풍 때문에 수확하

지 못 한 게 너무 많아 아쉬웠다. 농약도 많이 만들었는데 조금밖에 사용하지 못

한 점도 아쉬웠다. 나중에 더 많은 식물 친구를 키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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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경험하며 다져온 농업에 대한 기초 소양, 환경 소양 및 지식을 동원해 자신들

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함께 해 보자는 의미를 담아내어 제작하였다. 우리

를 둘러싼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이해함과 동시에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환경 실천에 대한 의지와 방법을 표현해 낸 것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여름부터 시작하게 되어 봄에 심어야 할 모종을 심

지 못 한 점, 태풍으로 인해 기르던 식물들을 수확하지 못한 점 등을 아쉬워했다. 힘

든 부분도 있었지만 재미있었다는 표현과 농사 짓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표현

도 보였다. 식물을 직접 키워봤다는 점을 뿌듯해 하는 것과 사서 먹는 고구마보다

자신들이 수확한 고구마가 더 맛있었다는 표현 등을 보면 땀의 의미와 수확의 기쁨

을 학생들이 알게 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해서 즐거웠던 점, 식물을 심고 그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수확하여 활용 계획을 세워 조리를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느낀 점, 앞으로의

기대를 표현한 점 등을 보면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활용 방법을 실천으로 옮기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논의

이 연구는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생의 환경 태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농업소양교육은 초등학생의 환경 태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에 대하

여 다른 선행 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각 교과의 성취기준 분석을 통해 친환경 요소를 추출하

고 통합 및 재구성하여 친환경 농업교육을 위한 주제 중심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환경 태도의 생태관리, 환경일반, 환경오염, 상호작용 영역에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학교

의 환경과 여건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적용하여 환경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실과 교과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교육을 주제와 내용으로 하여 다른 교과의 요소들

을 통합 및 재구성하고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충

분한 시간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주제 통합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실천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실행하였고 긍정적인 환경 태도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 이

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적용함으로써 환경교육 시간을 충분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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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할 수 있었고,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환경교육이 가능했으며 환경소양을 함양하는데 효

과적이었다는 김지연(2019)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원예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원예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제 중심적 통합 환경 교육프로그램 적용 결과 환경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김성학(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초

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 내용과 목표를 분석하여 실과 교과를 통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때 환경친화력 함양의 범위가 가장 크며 도덕, 사회, 과학 교과와 실과 교과를

연계하여 지도할 시 환경친화력 함양의 범위가 확장됨을 밝힌 김성헌, 이정수(2004)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명 위주의 분

절된 농업교육에서 벗어나 실과를 중심으로 관련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주제 중심의 통

합과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한 체험·실천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환경 태도 함양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설문지 검사의 정량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환

경 태도의 생태관리 영역, 환경일반 영역, 환경오염 영역, 상호작용 영역 모두에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5, 6학년 실과 교육과정의 꽃과 채소 가꾸기, 아름다운 환경 가꾸기 단원의

내용을 학교 환경을 이용한 식물 가꾸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

한 결과 생태관리 영역, 환경일반 영역, 환경오염 영역, 상호작용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이며 학생들의 환경 태도 형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최

경란(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학생들은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식물과 텃밭에서 볼 수 있는 환

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텃밭 활동이 익숙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거치다 점

차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며 생태관리 능력을 함양하고 식물 관리 및 생

태 환경 관리에 대해 자신감 획득 및 농업 지식 및 기술 소양을 증진하게 되었다.

이는 학교 텃밭을 활용한 다양한 교양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농업 소양 함

양, 생태 환경 소양 함양에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힌 이상원, 김종우(2014)의 연

구결과와 일치한다.

작물의 재배 시기나 재배 환경에 대해 알아가고 텃밭의 환경과 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동·식물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며 식물 재배를 통해 주변 환경과 식물에도 관심

을 확장시켜 가는 등 점차 생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에 대해 실상을 인지하고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 51 -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자

연 친화적 태도 중 동물·식물에 대한 관심과 애호,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 자연환경

에 대한 선호, 자연을 보호하는 태도가 향상되었다는 김미화(2012)의 연구결과와 유

사하다.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 창작물, 소감문, 재배관찰일지와 관찰 및 면담 결과를 분

석한 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환경에 대한 지식, 생태관리 능력 증대,

환경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을

통해 농업소양을 기르고 환경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가치를 내면화하는

학생들의 변화는 식물 가꾸기 주제통합 환경학습을 활용한 접근을 통해 환경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환경을 위한 태도를 내면화하는

데 유용하다고 밝힌 김한옥(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특정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1-2 학년군의 통합 교과 내에서 주제 중심의

통합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단기간에 걸쳐 원

예 또는 식물 기르기를 수행한 연구는 많다. 하지만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을 분석하여 친환경 요소를 추출하고 실과 교과를 중심으로 통합 및 재구성하여 농

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시수, 활동 및 체험 시간을 확보할 수 있

었으며 3-6학년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학교 내의 다양한 환경을 활용해 체험과

실천 중심으로 폭넓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환경 태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또한 텃밭 또는 실내 식물 기르기 중 제한된 환경만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던 다

른 연구와는 달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학교 내외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

여 재배 작물과 재배 환경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흥미 또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본 후 환경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결과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활동은 초등학생의 환경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환경 태도의 긍정적인 발달과 그

내면화에 효과적인 교육적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52 -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S 초등학교

3-6학년 환경 동아리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내 교

과 교육과 연계 가능한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학교 환경을 분석하여 텃밭을 조성하고

이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실과, 과학,

사회, 국어, 도덕 등의 교과 교육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연계한 주제 중심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2020년 6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실험집단 학생들이 직접 텃밭에서 작물을 재배하며 나타난 환경 태도의 변화를 알아

내고자 하였다. 결과 검증을 위해 환경 태도 검사를 사전․사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i-Statisti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 수준

은 .05로 설정하였다. 또한 실험집단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

여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작성한 활동지, 소감문, 재배

관찰일지, 행동관찰 및 면담 등의 질적 자료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의 환경 태도 검사 결과 전반적인 환경 태도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 영역별로는 생태관리 영역, 환경일반 영역,

환경오염 영역, 상호작용 영역 모두 .05 수준으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의 활동지, 소감문, 재배관찰일지와 행동 관찰, 면담 결과를 분석한 결

과,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은 식물 관리 및 생태 환경 관리에 대한 자

신감 부여, 농업 지식 및 기술 소양 증진, 생태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친환경 먹거

리를 우리 생활에 이용하려는 태도 함양,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등 환경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옴을 알 수 있었다.

총 21명의 학생들이 24차시에 걸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

였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여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으며 친환경 주제 통

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생태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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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야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을 실시하다 6월 초에 등교를 하면서 초여름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밖에 없

었다. 이로 인해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의 한계, 생육 환경의 어려움 등이 있기는 했으

나 주변에서 접하기 쉬운 작물 재배 및 실내를 이용한 재배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주변 생태 환경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세심해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다.

2. 제언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연구결과의 활용과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제언하고자 하

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학교 환경을 이용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

학생의 환경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 소재한 S 초등학교 3-6학년 환경 동아리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다. 소규모 학교에서 연구를 실시하여 정성적, 정량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학생이 참여하여 장기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다양한 친환

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과 학습 자료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또한

5-6학년 교육과정 중 실과 시간만을 이용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은

진행은 사실상 어렵기에 실과 교과에 한정되지 않고 교과 내, 교과 간,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한 주제 중심의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체험과 과정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의 환경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앞으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에 많은 관심

을 갖고 다양한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학생들이 직접 관찰하고 만져보고, 심고, 가꾸고, 수확해 볼 수 있는 생태공간

을 만들어 학교생활을 하며 늘 가까이 접하고 자연스럽게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내에 조성되어 있는 생태 환경을 적극 활용하고 이

에 필요한 실습환경 구축 및 실습자료, 시설의 확보도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이 가능한 학교 텃밭과 유휴 공간이

있는 본교의 여건에 맞게 구성된 프로그램이므로 각 학교의 여건에 맞게 환경을 조

성하고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생들의 환

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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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n ecofriendly theme

intergration program in agricultural education on the formation of environmental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were 21 students from 3rd

to 6th grade environmental club at S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Seogwipo-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this end, we developed an ecofriendly theme intergration program in

agricultural education that can be applied to elementary school field by

intergrating and reorganizing related subjects based on ecofriendly elements.

From June 23 to December 18, 2020, a total of six months of experimental

group students were applied with an integration agr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ecofriendly theme, starting with making a crop cultivation plan and creat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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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ble gardens. To verify results, environmental attitudes test was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test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i-Statistics

program before matching sample t test and significance level was set at .05. In

addition, to analyze the changes in thought and attitudes in students of

experimental group, qualitative data including activity sheets prepared while

growing plants, observation log, review, behavior observation, and interview result

were also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esting the environmental attitudes in experimental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t the significant level of .05. In sub-categori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t the significant level of .05 for ecological

management area, .05 for general environmental area, .05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rea, and .05 for interaction area.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impact of an ecofriendly theme intergration program in agricultural

education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vironmental attitude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students’ activity sheets, observation log,

review, behavior observation, and interview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ecofriendly theme intergration program in agricultural education changed students’

attitudes toward environmental in a positive way.

Taken the above results together, it is judged that the ecofriendly theme

intergration program in agricultural educa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elementary

school leaners’ attitudes toward environmental. To foster desirable environmental

attitudes for the sustainable future society, a variety of researches are needed to

developed ecofriendly theme intergration program in agricultural education.

This study is the ecofriendly theme intergration program in agricultural

education data that are constructed based on cross-curricula contents that can be

applied to related subject classes and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and will be

applied at school settings. The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is appropriate for

middle to upper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and so it is proposed that

subspecialized programs for distinguishing between levels suitable to each

grader’s characteristics be operated. Furthermore, realistic support plans and

direction for practicing them should be prepared so that the ecofriendly theme

intergration agricultural education can be practical and systematic in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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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family, village, and community as well as school setting.

keywords: agricultural education, ecofriendly agricultural education, theme

intergration, vegetable garden, environmental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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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 과정안 및 수업자료

[부록 2]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활동 모습 및 결과물

[부록 3]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환경 태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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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 과정안 및 수업자료

학습 주제 환경을 아껴요(1)
영역 환경오염

차시 1

관련 교과
도덕6: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과학5: 생물과 환경,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사회5:

국토와 우리생활

핵심 역량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þ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기술 활용 능력

학습 목표
§ 농업에서의 환경 오염의 원인을 알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
는 일을 알 수 있다.

학습 자료 ‘인간이 지구를 망치는 3분’ 동영상, 영화 ‘인터스텔라’ 장면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인간이 지구를 망치는 3분’ 영상 시청하기

-등장인물은 누구인가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무엇을 했나요?

-지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 학습목표 확인

농업에서의 환경 오염의 원인을 알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알 수 있다.

7

*‘인간이 지구
를 망치는 3분’

영 상

https://www.y

outube.com/wa

tch?v=uhuHdo

myDf4

전개

• 미래의 지구 모습 상상해 보기

-타임머신을 타고 200년 후의 미래로 가 봅시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상상한 지구의 미래 모습은 어
떤가요?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농업에서의 환경 오염 원인 알아보기

-농업활동을 할 때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찾아봅시
다.

→ 농약과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땅이 오염됩

니다.

→ 농약을 너무 많이 써서 곤충도 죽을 수 있습니다.

→ 산성비가 내려서 땅이 오염됩니다.

-농약은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8

*영화 ‘인터스

텔라’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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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환경오염을막기위해우리가할수있는일찾아보기

-농업에서 나타나는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오염이 되지 않게 농업을 해야 합니다.

→ 친환경이나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미래 사회 변화에 맞는

농업을 해야 합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심
각하다는 인식

을 갖게 해주

는데 목표를

둔다.

정리

• 농업 활동을 할 때 나타나는 환경 오염의 원인 정리하

기
•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발표하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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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준비를 해요
영역 환경일반

차시 1-2

관련 교과
과학5: 생물과 환경, 날씨와 우리 생활/국어5: 지식이나 경험 활용하기/사회3: 우리

고장의 환경과 생활 모습/실과5: 가꾸기와 기르기, 식물의 활용

핵심 역량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þ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기술 활용 능력

학습 목표 § 친환경 농산물을 기르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학습 자료 영화 ‘마션’ 영상, 친환경 농법 동영상, 태블릿 PC, 식물도감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영화‘마션’ 속 주인공 살펴보기

-화성에 혼자 살게 된 주인공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주인공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토양과 변을 거름으로 재배하는데 등장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식물 재배에 필요한 물을 어떻게 얻었나요?

-주인공이 재배하여 얻은 식물은 무엇인가요?

• 학교 환경을 이용한 식물 기르기 아이디어 생각해
보기

◎ 학습목표 확인

친환경 농산물을 기르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

다.

10

*영화 ‘마션’

영상

https://www.y
outube.com/wa

tch?v=u8_CFQ

2Yb8w

전개

• 친환경 작물 기르기 계획 세우기

-계절별, 월별 재배 가능하고 우리 학교의 환경에 맞는

작물을 알아보고 어떤 작물을 기를지 정한다.
-가꾸는 방법, 잘 자라는 환경 요소, 물을 주는 주기

등을 조사한다.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준비물과 유의사항, 역할 분담

등을 이야기 나눈다.

-재배하려는 식물의 특성과 크기에 맞게 학교 환경 중

어떤 장소를 이용할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생각한
다.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실천해야할지 생각한다.

65 *태블릿 PC,

식물도감

※계절과 학교

상황에 맞는

작물과 재배

방법을 선택하

도록 한다.

※심는 방법,
재배 장소, 준

비물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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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작물 가꾸기 계획 발표하기

-친환경 재배 방법을 적용한 작물 기르기 계획을 발표한

다.

-재배할 작물의 종류, 재배 방법, 재배할 장소, 역할
나누기 등을 모둠별로 발표한다.

려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정리

•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이야기 해 봅시다.

• 농산물을 기를 때 필요한 것을 말해봅시다.
• 앞으로의 활동 중 기대되는 점을 발표해 봅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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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식물 가꾸기 계획         

이름 (            )

<1>  내가 기르고 싶은 식물은?

<2>  우리가 기르고 싶은 식물은?

모둠
원명

기르고 싶은 
식물

이유는?

<3>  우리가 기르고 싶은 식물 TOP3

1 2 3
식물 

기르고 싶은 
이유
<4>  식물 기르기를 위한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이름 역할

모두 관찰일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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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건강한 흙이 필요해요(1)
영역 환경일반

차시 1

관련 교과 과학3: 지표의 변화

핵심 역량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þ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기술 활용 능력

학습 목표 § 토양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고 토양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학습 자료
학습지, 각종 토양(화강암, 화강암 풍화토, 황토, 유기토, 이끼, 채집병, 이름표,

스티커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토양’하면 떠오르는 말

-‘토양’하면 떠오르는 말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그

물(마인드 맵)으로 표현해 봅시다.

◎ 학습목표 확인

토양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고 토양의 중요성을 이

해할 수 있다.

5 *학습지

전개

• 토양의 구성요소 알아보기

-토양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토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토양 모형을 만들어봅시다.

1. 채집병에 토양을 순서에 맞게 비율을 맞춰 채워 넣기

화강암
화강암

풍화토
황토 유기토 이끼

비율 30% 30% 20% 10% 10%

2. 채집병 뚜껑 닫고 고정시키기

3. 각각의 층에 이름이 붙어 있는 스티커 붙이기

4. 채집병 목에 이름표 달기

• 토양의 쓰임새 알기

-토양은 어떻게 쓰일까요?

-토양은 식물이 자라는 터전이 되고 생명체들이 살아가

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토양은 자원이 저장되어 있고 쓰레기를 분해하거나
정화해 줍니다.

30

*각종 토양(화

강암, 화강암

풍화토, 황토,

유기토, 이끼,

채집병, 이름표,
스티커

※채집병에 토

양을 꾹꾹 눌

러 담아야 정

확한 토양의

층 모형을 만
들 수 있다.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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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의 오염

-무엇이 토양을 오염시킬까요?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염을 줄이고 토양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리
• 토양의 구성요소 정리해보기
• 활동 소감 이야기 나누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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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에 대해 알아봐요  학년    반 (     )번
이름 (             )

◆ ‘토양’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마인드맵(생각그물)
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 ‘토양’은 어떻게 쓰일까요?

◆ 무엇이 ‘토양’을 오염시킬까요?

◆ ‘토양’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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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건강한 흙이 필요해요(2)
영역 환경오염

차시 1

관련 교과 과학3: 지표의 변화

핵심 역량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þ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기술 활용 능력

학습 목표 § 토양의 역할과 농약이 인간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학습 자료
강아지똥 애니메이션, 채집통, 돋보기, 토양(황토, 화단 흙, 모래, 자갈 등), 비커,
삼각 플라스크, 깔때기, 물, 식용색소, 유리 막대, 거름 종이, 모종삽, 학습지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강아지똥 애니메이션 시청하기
-소달구지에서 떨어진 흙을 농부가 소중하게 다룬 까닭

은 무엇일까요?

◎ 학습목표 확인

토양의 역할과 농약이 인간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

을 알 수 있다.

5

*강아지똥 애

니메이션

https://www.y
outube.com/wa

tch?v=WK_zY

_viKz8

전개

• 다양한 종류의 토양 채집해오기

-토양의 색깔, 모양, 특징 관찰하기

• 토양의 정화 작용 알아보기

1. 삼각 플라스크에 깔때기를 끼워 놓는다.

2. 깔때기에 거름종이를 접어 놓고 각각의 깔때기에
황토, 화단 흙, 모래를 2/3 넣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

것도 넣지 않는다.

3. 식용 색소를 물에 탄다.

4. 식용 색소를 탄 물을 각각의 깔때기에 조금씩 붓는

다.

• 결과 관찰하기

-삼각 플라스크 안의 액체 색깔을 순서대로 나열해 봅시

다.

-황토>화단 흙>모래>아무 것도 넣지 않은 비터 순으

로 식용색소의 색이 연해졌습니다.

-왜 색깔이 연해졌을까요? 왜 토양의 종류에 따라 옅어
지는 정도가 다를까요?

30 *채집통, 돋보

기

*토양(황토, 화

단 흙, 모래, 자

갈 등), 비커,
삼각 플라스크,

깔때기, 물, 식

용색소, 유리

막대, 거름 종

이, 모종삽

※토양은 오염

물질을 정화하

는 능력을 가

지고 있어 불

순물(오염물질)

이 토양이 입
자에 달라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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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이 식용색소라는 불순물(농약)을 정화해 주는 기

능을 가졌음을 이해한다.

-토양이 정화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염물질을 없

앨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정리
• 토양을 주제로 2행시 짓기

• 활동 소감 이야기 나누기

5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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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정화에 대해 알아봐요 학년   반 (   )번
이름 (           )

◆ ‘토양’은 무슨 일을 할까요?

◆ 무엇이 ‘토양’을 오염시킬까요?

◆ ‘토양’으로 2행시를 만들어 봅시다.

*‘토양’에 관한 2행시나 ‘토양은 ◯◯다. 왜냐하면 ◇◇기 때문이다’로 

표현해보기

◆ ‘토양’을 지키기 위해 나는 이런 노력을 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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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나는 텃밭 디자이너(1)

영역 생태관리

차시 1-2

관련 교과 사회3: 우리 고장의 환경과 생활모습/과학3: 지표의 변화/과학5: 생물과 환경

핵심 역량 þ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þ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기술 활용 능력

학습 목표 § 여러 종류의 텃밭을 알아보고 우리 학교에 어울리는 텃밭을 만들 수 있다.

학습 자료 다양한 형태의 텃밭 사진, 상자형 텃밭, 페인트, 붓, 상토, 모종삽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다양한 형태의 텃밭 모습 살펴보기

-옥상 정원, 베란다 텃밭, 생태텃밭, 벽면녹화, 수직
정원 등 다양한 형태 살펴보기

◎ 학습목표 확인

여러 종류의 텃밭을 알아보고 우리 학교에 어울리

는 텃밭을 만들 수 있다.

10

*다양한 형태

의 텃밭 사진

전개

• 학교 안 자투리 공간 찾기

-상자형 텃밭을 놓을 수 있는 공간 찾기

-이동과 물주기가 편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 찾기

• 상자형 텃밭의 구조 및 배치 계획하기
-상자형 텃밭의 모양을 관찰하고 일단과 이단으로 꾸

몄을 때심을수 있는 작물생각하며배치계획 세우기

-일단 상자형 텃밭에는 잎줄기 채소 심기

-이단 상자형 텃밭에는 뿌리 채소나 열매 채소 심기

-노지형 텃밭에는 고구마와 감자 심기

• 상자형 텃밭 페인트 칠하고 꾸미기

-모둠별로 상자형 텃밭의 외부를 친환경 페인트를 이

용해 칠하기

-페인트가 잘 건조되면 원하는 형태로 조립하기

-배치 계획에 맞게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상자 배치하기

• 흙 채워넣기

65

*상자형 텃밭,

페인트, 붓, 상

토

※뿌리 채소의

경우 뿌리 뻗

기가 용이하고

열매 채소는

맺히는 열매의

수를 생각하여
이단 상자에

심어야 함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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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상자 바닥에 부직포 깔고 흙을 넣어 일정한 높이

만큼 채워주고 평평하게 만들기

정리
• 상자형 텃밭에 가꿀 작물 발표해보기

• 활동 소감 이야기 나누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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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나는 텃밭 디자이너(2)
영역 생태관리

차시 1

관련 교과 사회3: 우리 고장의 환경과 생활 모습

핵심 역량 þ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þ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기술 활용 능력

학습 목표

§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제거하면서 텃밭을 일굴 수 있다.

§ 직접 흙을 만지며 식물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며 텃밭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

학습 자료 강아지똥 동화책, 모종삽, 장갑, 호미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식물의 뿌리라고 상상해보기

-식물의 뿌리가 땅 속에서 돌을 만났을 때 몸으로 표현
하기

• 식물의 뿌리가 잘 뻗기 위해 땅은 어떤 상태여야

할까요?

• 강아지똥 동화 함께 읽기
-강아지똥은 민들레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 흙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 학습목표 확인

§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제거하면서 텃밭을 일굴
수 있다.

§ 직접 흙을 만지며 식물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며

텃밭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

10

*강아지똥 동

화책

전개

• 식물을 더 잘 자라게 하는 흙

-식물이 건강하고 열매가 잘 자라려면 어떤 흙이 필요할

까요?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많은 흙은 어떤 흙일까요?
-건강한 흙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모종삽과 호미 사용방법 익히기

-모종삽으로 흙을 파는 방법 알아보기

25

*모종삽, 호미,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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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로 잡초 제거하는 방법 알아보기

-모종삽과 호미 사용시 주의 사항 알아보기

• 돌 고르기 및 잡초 제거하기
-모종삽과 호미로 땅을 파서 단단한 흙을 부드럽게 하고

돌 고르고 잡초 제거하기

-골라낸 돌과 잡초는 정해진 곳에 모으기

-흙을 손으로 만지고 감촉과 냄새 느껴보기

-돌 이외에 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

까요?

※ 잡초도 생

명이지만 텃밭

에서는 작물의

성장을 방해하
므로 뽑아야

함을 이해하게

한다.

정리

• 활동 소감 이야기 나누기

- 흙의 느낌과 냄새를 표현해 볼까요?

- 흙에 대해 새롭게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 흙이 식물에게 주는 도움은 무엇일까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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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새 친구가 이사 왔어요(1)
영역 생태관리

차시 1-2

관련 교과
과학4: 식물의 한 살이/과학5: 날씨와 우리 생활/과학6: 식물의 구조와 기능/실과5:

가꾸기와 기르기, 식물 가꾸기

핵심 역량 þ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þ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기술 활용 능력

학습 목표
§ 학교 텃밭에 기를 작물의 종류를 알고 씨앗과 모종을 바르게 심을 수 있
다.

학습 자료
돋보기, 배양토, 모종삽, 청경채·브로콜리 씨앗, 상추·방울토마토·고추·배추·파프
리카·피망 등의 채소 모종, 물뿌리개, 장갑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작물 이름 맞혀보기 스무고개 놀이

-문제를 출제하는 학생에게 질문하기
-출제하는 학생은 ‘예/아니오’로 대답하기

-대답을 들으며 작물의 이름 맞혀보기

◎ 학습목표 확인

학교 텃밭에 기를 작물의 종류를 알고 씨앗과 모종을

바르게 심을 수 있다.

10
*여러 종류의

씨앗과 모종

전개

• 씨앗 관찰하기

-돋보기를 이용하여 씨앗의 크기, 색, 모양, 촉감 등을

자세히 관찰해 봅시다.
-씨앗의 모양, 크기, 연상되는 것을 말해봅시다.

• 모종 관찰하기

-잎의 색과 모양, 개수, 크기, 특징 알아보기

-포트에서 모종을 뽑고 뿌리 모양 관찰하기

-씨를 뿌리지 않고 모종을 심는 이유 생각해보기
→ 씨에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 어려워서, 씨를 뿌리면

재배 기간이 길어서

• 씨앗 심기

-씨를 뿌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모종삽으로 땅을 파고 씨앗의 3배 두께로 흙 덮어주기

• 모종 심기

65 *돋보기, 각종

씨앗과 모종

※씨앗과 모종
의 모양과 색

깔이 다양함을

알게 한다.

*각종 씨앗과

모종, 모종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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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와 뿌리 사이에 공간이 생길 수 있게 포트를 살짝

만지작거리며 뿌리가 상하지 않게 모종 빼내기

-뿌리의 크기 만큼 텃밭 흙에 구멍을 파고 땅의 높이와

수직이 되도록 모종을 넣어주고 흙 덮어주기
-모종이 자랐을 때 크기를 고려해 모종의 간격을 적당

히 넓혀주기

-모종이 넘어지지 않게 중심에 있는 줄기 주변에 흙

돋아주기

• 물주기
-식물이 잘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 이해하기

-물을 주는 시간과 물을 주는 방법 및 양 등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물을 주고 싹이 틀 때까지 흙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

기

*물뿌리개

정리

• 텃밭 기구 정리하기

• 활동 소감 이야기 나누기

- 모종과 씨앗 심기를 해 본 느낌은 어떤가요?
- 모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어떤 점을 알게 되었나요? 더 알고 싶은 점은 없나요?

• 모종과 씨앗을 심고 가꿀 때의 주의 사항 및 해야

할 일 이야기 하기

-자주 가서 살피며 흙이 마르면 물주기
-잡초 뽑아 주며 자라는 모습 계속 관찰하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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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새 친구가 이사왔어요(2)
영역 생태관리

차시 1

관련 교과
과학4: 식물의 한 살이/과학5: 날씨와 우리 생활/실과5: 가꾸기와 기르기, 식물의

활용

핵심 역량 þ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þ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기술 활용 능력

학습 목표

§ 고구마의 번식 방법을 알아보고 고구마 줄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심을 수
있다.

§ 고구마를 기르는 재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

다.

학습 자료 ‘고구마 할아버지’ 동영상, 고구마 줄기, 괭이, 모종삽, 물뿌리개, 장갑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고구마 줄기 보여주며 어떤 작물일까 맞혀보기

• 고구마 할아버지 조엄 이야기 듣기

-조엄은 고구마를 재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

나요?

-식량자원으로서 고구마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학습목표 확인

§ 고구마의 번식 방법을 알아보고 고구마 줄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심을 수 있다.

7

*고구마 줄기

*‘고구마 할아

버지’ 동영상

https://www.y
outube.com/wa

tch?v=xdAbJd

9LvmM

전개

• 두둑과 고랑에 대해 알아보기

-두둑과 고랑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둑과 고랑은 어떻게 만들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 고구마 줄기 관찰하기
-잎은 몇 장인가요? 잎은 어떻게 생겼나요? 줄기의

생김새는 어떤가요?

• 고구마 밭 만들기

-고구마 두둑을 폭 50cm 이상 높이 30cm 높이로 만든

다.

• 고구마 줄기 심기

28

*괭이, 모종삽,

고구마 줄기,

물뿌리개, 장갑,

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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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줄기를 30cm 간격으로 잘라 25∼30cm 간격으

로 심는다.

-줄기의 두세 마디가 잎과 함께 땅 위로 나오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흙에 심는다.

• 고구마 줄기 심기 시범 보고 실습하기

-고구마는 줄기가 뻗어 나가기 때문에 공간의 여유

를 두면서 심는다.

-물이 부족하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말라 버리므

로 비 오기 전날 심거나 심은 후에 물관리를 잘
해 줘야 한다.

※ 고 구 마 를

가꾸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식물을 가꾸는

기쁨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

록 지도한다.

정리

• 고구마를 심고 가꿀 때의 주의 사항 정리하기

-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 고구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알맞은 조건으로 가

꾸기

• 활동 소감 이야기 나누기

- 개인 또는 모둠별로 계획하여 관리하기

5 ※ 개인 또는

모둠별로 계획

을 세워 틈틈

이 김매기와

물주기를 하도
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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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새 친구가 이사왔어요(3)
영역 생태관리

차시 1

관련 교과
과학4: 식물의 한 살이/과학5: 날씨와 우리 생활/실과5: 가꾸기와 기르기, 식물의

활용

핵심 역량 þ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þ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기술 활용 능력

학습 목표
§ 감자의 번식 방법을 알아보고 씨감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심을 수 있다.

§ 감자를 기르는 재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감자, 칼, 모종삽, 물뿌리개, 장갑, 음원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씨감자’ 노래 부르기

• 감자에 대한 퀴즈 맞히기
-감자는 뿌리식물일까?(덩이줄기)

-감자는 씨앗으로 번식한다?(무성색식, 영양생식)

-영양생식을 하는 이유는?(형질보존)

◎ 학습목표 확인

§ 감자의 번식 방법을 알아보고 씨감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심을 수 있다.

5

*씨감자 노래

음원

전개

• 씨 감자 관찰하기

-감자의 표면 관찰하기

-감자 싹 찾아보기

• 감자 칼로 쪼개기

-소독한 칼로 감자를 토막낸다.
-최소 싹 난 눈이 3개 이상 붙어 있도록 자른다.

-자른 면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늘에 두고 말려준다.

• 감자 심기

-30cm 높이의 감자 두둑을 만든다.

-만든 두둑에 10cm 정도 구멍을 뚫어 준다.
-20-25cm 간격으로 씨감자를 심는다. 이때 싹눈이

위로, 자른 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아 준다.

-감자 위에 흙을 덮어준다.

30

*모종삽, 감자,

칼, 물뿌리개,
장갑, 흙 등

※감자를 키우

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식물

을 가꾸는 기쁨

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

한다.

정리 • 감자를 심고 가꿀 때의 주의 사항 정리하기 5 ※개인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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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 감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알맞은 조건으로
가꾸기

• 활동 소감 이야기 나누기

- 개인 또는 모둠별로 계획하여 관리하기

모둠별로 계획

을 세워 틈틈

이 김매기와

물주기를 하도

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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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너의 이름은?
영역 생태관리

차시 1

관련 교과 과학4: 식물의 한 살이/과학5: 날씨와 우리 생활/실과5: 가꾸기와 기르기

핵심 역량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þ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þ기술 활용 능력

학습 목표 § 식물 이름표를 만들어 텃밭에 세울 수 있다.

학습 자료 팻말, 네임펜, 싸인펜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꽃집이나 화분에 있는 여러 가지 팻말 사진 보기
-우리 텃밭 식물에게도 이름이 있으면 좋겠죠?

-식물마다 특징이 드러나는 이름표를 만들어 봅시다.

◎ 학습목표 확인

식물 이름표를 만들어 텃밭에 세울 수 있다.

5

*팻말 사진

전개

• 모둠별 팻말 만들기

-재배할 작물 숫자에 맞게 팻말을 준비한다.

-모둠별로 팻말을 분배한다.

-팻말에 들어가면 좋을 내용을 선정한다.
→재배할 식물의 이름, 식물의 그림, 특징, 강조하고

싶은 점 등

-팻말에 그림과 글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의논한다.

-모둠별로 협력하여 자신들만의 텃밭 팻말을 꾸미고

완성한다.

-완성했으면 처음에 계획했던 데로 들어가야 할 내용
이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각 모둠에서 만든 팻말의 디자인과 의미를 발표한다.

-만든 팻말을 재배 식물에 맞게 세운다.

30 *팻말, 네임펜,

싸인펜 등

정리

• 활동 소감 이야기 나누기

-우리가 재배할 식물의 특징 이야기 하기

-식물 팻말에서 잘 표현한 점과 그렇지 못한 점 이야기

나누기

-팻말 만들기를 하고 텃밭에 세워 준 소감 이야기 나누
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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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내 친구와의 만남!
영역 생태관리

차시 1

관련 교과
과학5: 날씨와 우리 생활, 식물의 세계/국어3: 인상 깊은 일로 글쓰기/도덕3: 생명존

중/실과5: 가꾸기와 기르기

핵심 역량 þ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þ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기술 활용 능력

학습 목표 §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고 가꾸기를 할 수 있다.

학습 자료 식물 모종, 물뿌리개, 지지대, 빵끈, 가위, 관찰일지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학교 텃밭 둘러보기
-텃밭에 심은 채소의 종류 알아보기

• 텃밭 채소를 가꾸기 위해 해야 할 일

-잡초 뽑아주기, 지지대 세워주기, 곁순따기, 물주

기 등

◎ 학습목표 확인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고 가꾸기를 할 수

있다.

5

전개

• 물주는 방법 익히기

• 솎아내기 뜻과 이유, 방법 알아보기
-솎아내기는 식물이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 튼튼한

것을 남기고 뽑아주는 일입니다.

-식물이 너무 촘촘하게 모여 있으면 잘 못 자라기 때문

에 솎아내기가 필요합니다.

-잎 모양이 나쁘거나 약해 보이는 식물을 뿌리부터

뽑거나 뿌리목에서 잘라 주어야 합니다.

• 솎아내기가 필요한 식물 직접 솎아내기 하기

• 곁순따기의 뜻과 이유, 방법 알아보기

-곁순따기는 원가지에 새로 난 곁순이나 곁가지를 따

주는 일입니다.
-새로운 곁순이 너무 많이 생기면 영양분을 많이 빼앗

길 수 있어서 곁순따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곁순따기

25 *식물 모종, 물

뿌리개, 지지대,

빵끈, 가위
※솎아낸 상추

싹도 먹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울토마토

와 고추의 곁

순따기는 수시
로 해야 함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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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지 않으면 밀림처럼 우거져 잘 자자리 않습니다.

-원가지와 곁순을 구분하고 잘 따줍니다.

• 직접 방울토마토, 고추 곁순따기

• 지지대 세우는 이유와 방법 알아보기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고, 열매가 많이 열리면 줄기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지지대로 지탱해서 잘 자라게 하

기 위해 지지대를 세워야 합니다.

-휘어지지 않는 재료로 방울토마토가 나중에 어느 정
도 커질지 예상해서 크기를 정합니다.

-중심이 되는 줄기 옆에 지지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박아주고 줄기와 지지대를 빵끈으로 묶어줍니다.

• 방울토마토 지지대 순서에 맞게 직접 세워보기

• 관찰하기

-작물의 자람과 변화에 주목하여 관찰하기

※식물의 자람

과 관찰, 관리

는 수업 시간

외에도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리

• 텃밭에 심은 채소를 관찰하고 관찰일지에 기록하기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고 변화에 대해 느낌
정리하기

5
*관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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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관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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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우리 교실에 자연이 찾아왔어요
영역 생태관리

차시 1-2

관련 교과

과학4: 식물의 한 살이, 식물의 생활, 물의 여행/과학5: 날씨와 우리 생활, 식물의

세계,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사회5: 도시 발달의 특징/실과5: 가꾸기와 기르기,

식물의 활용, 식물 가꾸기

핵심 역량 þ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þ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기술 활용 능력

학습 목표 § 다양한 방법으로 실내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학습 자료
미래형 농업 스마트팜 동영상, 콩나물 콩, 플라스틱 용기 2개, 송곳, 검은 암막

덮개, 버섯배지, 이쑤시개, 종이빨대, 나무집게, 둥근 종이, 비닐, 빵끈, 이름표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미래형 농업 스마트팜 동영상 시청

-동영상에 등장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식물공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채소를 재배하고 있었
나요?

◎ 학습목표 확인

다양한 방법으로 실내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10

*미래형 농업
스마트팜

https://www.y

outube.com/wa

tch?v=A9YTL

UsjkjQ

전개

• 콩나물 기르기
1. 콩나물 콩을 물에 4∼5시간 불려준다.

2. 플라스틱 용기 바닥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준다.

3. 구멍을 뚫은 플라스틱 용기에 불린 콩나물 콩을 바닥

에 골고루 펴 준다.

4. 3번의 용기 밑에 플라스틱 용기를 끼워준다.

5. 4번을 검은 암막 덮개로 덮어준다.
6. 콩이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에 5∼7번

정도 물을 준다.

7. 플라스틱 용기에 물이 차면 자주 버려준다.

• 버섯 기르기

1. 버섯 배지의 윗부분을 숟가락 등으로 2cm 정도 파내
어 준다.

2. 배지의 구멍을 뚫어 준 곳에 이쑤시개를 꽂아 준다.

65 *콩나물 콩, 플
라스틱 용기 2

개, 송곳, 검은

암막 덮개

※콩나물 콩이

너무 건조하면

뿌리가 약해져
서 쓰러질 수

있음을 알게

한다.

*버섯배지, 이

쑤시개, 종이빨
대, 나무집게,

둥근 종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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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멍이 뚫린 곳에 찰랑일 정도만 물을 채워준다.

4. 이쑤시개 위에 종이빨대를 꽂고 종이빨대에 나무집게

를 고정해준다. 나무집게 위로 둥근 종이를 씌워준다.

5. 비닐의 끝을 빵끈으로 묶어서 배지를 전체적으로
감싸주며 씌워준다. 이때 비닐 구멍 사이로 종이빨대

가 나오게 씌워준다.

6. 하루 2∼3번 분무기로 가볍게 물을 주면 3∼4일후

버섯이 올라온다. 버섯이 올라오면 매일 2∼3회 가볍

게 물을 준다.

닐, 빵끈, 이름

표

※버섯 키우기

는 햇볕이 아
닌 그늘에서

하도록 하며

버섯이 나오고

1주일 이내 수

확하는 것이

좋다. 재배환경
에 따라 크기

나 모양이 달

라질 수 있음

을 알게 한다.

정리 • 콩나물과 버섯을 심고 가꿀 때의 주의 사항 정리하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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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기르기

(1) 콩나물을 기를 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2) 콩나물을 기르는 과정을 적어봅시다.

(3) 콩나물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콩나물 콩의 모습 콩나물 기르기 전체 모습

콩나물 콩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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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달걀 껍데기로 천연 비료를 만들어 봐요
영역 상호작용

차시 1

관련 교과 과학4: 식물의 한 살이/과학5: 생물과 환경, 산과 염기/사회6: 지속가능한 지구촌

핵심 역량 þ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þ기술 활용 능력

학습 목표
§ 가정에서 버려지는 달걀 껍데기를 이용하여 천연 칼슘 비료를 만들 수 있

다.

학습 자료 달걀 껍데기, 막자사발, 식초, 분무기, 네임펜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칼슘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 알아보기

-칼슘이 부족하면 사람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칼슘이 부족하면 식물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 학습목표 확인

달걀 껍데기로 천연 비료를 만들어 보고 작물에 필요한
영양소를 알 수 있다.

5

전개

•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법

-음식물을 남겨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 껍질이나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요?

• 달걀 껍데기로 천연 비료 만들기

-잘 말린 달걀 껍데기를 절구를 이용해 잘게 부순다.

-잘게 부순 달걀 껍데기와 식초를 분무기에 넣는다.

-분무기 표면을 네임펜으로 꾸며준다.

-기포 발생이 끝나면 뚜껑을 닫고 그늘에서 1주일간
보관한다.

-500배의 물에 희석해서 작물의 잎 앞뒷면에 뿌려 준

다.

30 *달걀 껍데기,

막자사발, 식초,

분무기, 네임펜

※ 달걀 껍데
기 속 칼슘이

산성인 식초를

만나 녹는 성

질을 이용한

것임을 이해하

게 한다.

※만들어진 칼

슘비료는 1주

일 후 텃밭에

뿌리도록 안내

한다.

정리
• 활동 소감 이야기 나누기

-음식물 재활용 재료를 모으면서 알게 된 점이 있나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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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및 자료

• 비료의 3요소

-질소: 잎사귀 거름(깻묵과 똥거름)

-인산:열매 거름(쌀겨, 피와 살)

-칼륨: 뿌리 거름(숯가루, 재, 석회가루 등)
-그 외 칼슘, 마그네슘 등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다. 작물이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적기에 적절한 비료를 공급해야 한다.

• 달걀 껍데기를 이용한 천연 비료 만들기 원리: 달걀 껍데기 속의 칼슘이 식초인

산에 녹는 성질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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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수확의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영역 생태관리

차시 1-2

관련 교과 과학5: 식물의 구조와 기능/과학4: 식물의 한살이

핵심 역량 þ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기술 활용 능력

학습 목표
§ 텃밭의 작물을 수확하며 식물 가꾸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수확한 작물을 친구, 가족과 나누어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학습 자료 가위, 모종삽, 호미, 비닐봉지, 바구니, 장갑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식물의 열매를 따 본 경험 말하기

• 텃밭채소의 변화 이야기 하기

-꽃이 피고 진 자리에 열매가 달림

-크기가 커지고 색깔이 변함

• ‘스파이가 사랑한 딸기’ 동영상 보기

-동영상에서 볼 수 있는 열매는?
-딸기는 처음에는 먹는 용도가 아니라 어떤 용도로 사용

되었나요?

-현재 여러분이 먹는 딸기는 어떤 맛인가요?

◎ 학습목표 확인

텃밭의 작물을 수확하며 식물 가꾸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10

*스파이가 사

랑한 딸기 동
영상

http://primary.

ebs.co.kr/cours

e/naver/preVie

w?courseId=10

023173&stepId
=STEP1002603

9&lectId=LS00

00000010519190

전개

• 잎줄기 채소류 수확 방법

-재배한 작물의 잎과 줄기를 관찰해 봅시다. 어떤 변화

가 생겼나요?

-작물의 잎줄기를 따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봅시다.
1. 크게 자란 잎들만 주로 젖혀 따거나 줄기의 끝을

가위로 잘라 따 준다.

2. 상추, 쑥갓, 깻잎 등의 잎채소는 일주일에 한번 잎을

수확하는 것이 적당하다.

• 열매 채소류 수확하는 방법

65 *가위, 호미,

모종삽, 고구마,

장갑 등

※잎줄기 채소
나 열매 채소

류는 여러번

수확할 수 있

고 뿌리 채소

류는 한번만

수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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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한 작물의 열매를 관찰해 봅시다.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작물의 열매를 따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봅시다.

1. 열매가 완전히 자란 열매의 꼭지 끝을 가위나 손으로
따준다.

2. 과채류 열매는 익는 대로 바로 수확하는 것이 좋다.

• 뿌리 채소 수확하는 방법

-재배한 작물의 뿌리를 관찰해 봅시다.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작물의 뿌리를 캐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봅시다.

-뿌리 열매가 다치지 않도록 손이나 호미로 흙을 살살

파가며 수확합니다.

• 작물 수확하기

-작물의 종류별 수확하는 방법을 시범을 보고 학생들
이 수확한다.

-가위나 호미, 손을 이용하여 바르게 수확한다.

-수확한 작물은 비닐봉지나 바구니에 담는다.

음을 알게 한

다.

※다 자라지

않은 작물은
수확하지 않고

더 자란 후 수

확해야 함을

설명해 준다.

※작물 수확의

경우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

는 경우도 있

어 상황에 맞

게 수시로 이

루어질 수 있

도록 한다.

정리

• 활동 소감 이야기 나누기

- 농산물을 수확해 본 느낌은 어땠나요?
- 농산물을 수확하면서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더

알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 농산물의 냄새, 맛은 어떤가요?

- 수확하면서 재미있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5

참고사항

및 자료

• 상추 수확하는 방법

-상추는 아랫잎을 수확하고 윗잎을 4-5장 남겨놓는다.

-잎을 딸 때는 줄기에서 바짝 따주어 줄기에 붙어 있는 상춧잎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줄기에 덜 딴 잎이 있으면 병이나 벌레가 생기기 쉽다.

• 고추 수확하는 방법

-고추의 윗부분을 한 손으로 잘 잡는다.

-아래쪽에서 위로 꺽어 올리면 쉽게 따진다.

• 고구마 수확하는 방법
-호미로 고구마 줄기를 제거한다.

-고구마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흙에서 고구마를 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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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지구를 위한 나의 선택
영역 환경일반

차시 1

관련 교과
과학5: 생물과 환경/사회5: 도시 발달의 특징/사회6: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실과6:

친환경 미래농업

핵심 역량 þ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þ기술 활용 능력

학습 목표
§ 친환경 마크의 종류와 의미를 알고 실생활에서 친환경 농축산물을 이용하

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학습 자료
어린이 초록나라 동영상 시청, 친환경 마크, 친환경 농산물, 일반 농산물, 태블릿
PC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친환경 장보기 동영상 시청(어린이 초록나라)

-친환경 마크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무엇을 의미할까

요?

-친환경이란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마크를 농산물에 표시할까요?

◎ 학습목표 확인

친환경 마크의 종류와 의미를 알고 실생활에서 친
환경 농축산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5

*환경교육포털

https://www.k

eep.go.kr/
*친환경 마크

전개

• 친환경 농산물과 농약과 비료로 가꾼 농산물 비교하

기

-마트에서 구입한 배추와 우리 텃밭에서 재배한 배추

를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두 농산물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
나요?

-어떤 농산물을 선택해서 먹으면 좋을까요?

•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과 좋은 점

-친환경 농업 UCC공모전 동영상 시청하기

-친환경 농업이 왜 필요할까요?
-친환경 농산물을 먹으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요?

30 *친환경 농산

물, 일반 농산

물

*딸기, 그리고

상쾌한 아침

https://www.y
outube.com/wa

tch?v=b99vXw

https://www.keep.go.kr/
https://www.ke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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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 친환경 농법의 종류와 특징

-우렁이 농법: 우렁이가 잡초를 제거
-오리농업: 오리가 잡초와 해충을 제거해 주고, 배설물

은 비료가 됨.

-천적을 이용한 농업: 진딧물과 응애 제거

• 친환경 마크 찾아보기

-우리 일상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친환경 마크를 찾아봅
시다.

AzFdk

※일상생활 속

에서 친환경
식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시

간을 넉넉히

준다.

*태블릿 PC

정리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정리하기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새롭게 알게 되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없나요?

5

참고사항

및 자료

• 친환경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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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환경을 아껴요(2)
영역 상호작용

차시 1

관련 교과
도덕6: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사회6: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지속 가능한 지구촌/실과6: 친환경 미래농업

핵심 역량 þ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þ기술 활용 능력

학습 목표 § 탄소 발자국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역 농산물이 좋은 이유를 알 수 있다.

학습 자료 지식채널 동영상, 음식카드, 세계 지도, 탄소시계 뉴스 영상, 태블릿 PC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사라져 가는 아마존 밀림에 대해 알아보기

• 가까운 음식, 먼 음식
-여러 음식 카드를 보고 식품의 원산지를 생각해봅시

다.

-음식 카드를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차례로 놓아봅시다.

◎ 학습목표 확인

탄소 발자국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역 농산물이 좋

은 이유를 알 수 있다.

10

*지식 채널 - e

사라진 숲

*음식카드, 세
계 지도

전개

• 탄소시계 알아보기

-탄소시계가 무엇일까요?

-탄소시계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탄소시계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알아보기

• 모둠 밥상 차리기

-음식 카드 중 몇 가지를 골라 모둠 밥상을 차려 봅시다.

-어떤 기준으로 밥상을 차렸나요?

• 탄소 발자국 알아보기

-음식의 탄소발자국이란 식재료를 생산, 운송, 소비,
조리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에너지입니다.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이용해 우리 모둠이 차린 밥상의

25 *‘탄소시계’ 관

련 뉴스

https://www.y

outube.com/wa

tch?v=bwEpY

CnGZl0
*음식카드

*태블릿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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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량을 알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봅시다.

-탄소 배출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 탄소 발자국을 고려한 밥상 차리기

-탄소 발자국을 고려해 모둠 밥상을 다시 차려 봅시다.

-어떤 식품을 골라야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까요?

• 탄소 발자국 줄이는 방법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합니다.

-제철에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이용합니다.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합니다

*스마트그린푸

드 밥상의 탄

소 발자국

http://smartgre
enfood.org에서

계산해보기

*음식카드

※탄소 배출량

을 줄이면 환

경과 건강, 농

촌 경제에 도

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한

다.

정리

• EBS 지식채널 e-일주일 3km 다이어트 영상 시청하

기

• 영상 시청하고 느낀점 발표하기

• 지역 농산물이 좋은 이유 발표하기

5 *지식채널 e-

일주일 3km 다

이어트

http://smartgreenfood.org
http://smartgreenfoo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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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나는 크리에이터
영역 상호작용

차시 1

관련 교과
국어6: 타당한 근거로 글쓰기, 효과적으로 발표하기/도덕6: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과학5: 생물과 환경/실과6: 친환경 미래농업

핵심 역량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þ기술 활용 능력

학습 목표
§ 텃밭의 이로움과 텃밭을 주제로 한 홍보물을 만들 수 있다.

§ 생태계와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갖는다.

학습 자료 친환경 농업 공모전 영상, 태블릿 PC, 필기도구, 스토리보드, 채색도구, 종이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친환경으로 텃밭을 가꾸면 어떤 점에서 생태계와

환경을 위해 좋을까?

• 친환경 농업 UCC 공모전 감상하기

◎ 학습목표 확인

친환경 농업을 주제로 한 UCC를 만들 수 있다.

5 *친환경 농업

UCC 공모전

샌 드 아 트
https://www.y

outube.com/wa

tch?v=j3GwPV

3yhKQ&t=144s

전개

• 제작할 UCC 주제 정하기

-텃밭 가꾸기, 천연 농약을 이용하는 텃밭, 우리 농산물

애용하기, 탄소발자국 줄이기, 친환경 농법, 친환경
밥상 차리기 등 다양한 친환경 농업 관련 주제 정하기

• 스토리 구성하기

-등장인물, 장면 설정, 멘트,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

준비물, 역할 분담 등을 협의하기

-스토리 보드 작성하기

• 스톱 모션 앱을 활용하여 촬영하기
-역할 분담하여 촬영하기

• 자막 및 음악 넣기

30

*스 토리보드 ,

채색도구, 필기

도구

*스톱 모션 앱,
태블릿 PC

정리

• 발표 및 감상하기

-다른 모둠의 작품을 감상하고 주제와 표현이 잘 된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활동 소감 이야기 나누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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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친구의 변신은 무죄
영역 상호작용

차시 1-2

관련 교과 실과5: 균형 잡힌 식생활

핵심 역량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 þ기술 활용 능력

학습 목표 § 고구마의 영양성분을 알고 건강 음식 만들기를 해 볼 수 있다.

학습 자료 고구마, 꿀, 냄비, 버너, 주걱, 칼, 도마, 에어프라이어

학습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말해보기

• 인스턴트 음식의 해로운 점

-지방함량이 높은 인스턴트 음식은 각종 성인병을 유

발하고 비만의 원인이 됨.

◎ 학습목표 확인

고구마의 영양성분을 알고 건강 음식 만들기를 해
볼 수 있다.

5

전개

• 고구마의 영양 성분 알아보기

-감자에 비해 당질과 비타민 C가 많고 칼로리가 낮으

며 식이섬유가 많다.

• 고구마 요리법 알아보기
-삶기, 굽기, 맛탕, 샐러드, 버터구이, 파이 등

• 고구마를 활용해 하고 싶은 활동 발표해보기

• 고구마를 이용한 건강 간식 만들기

-고구마를 깨끗이 씻기

-칼로 고구마 껍질 벗기기

-맛탕을 만들 크기로 고구마를 썰기
-에어프라이어에 고구마 굽기

-구워진 고구마에 꿀을 넣고 섞기

-견과류 뿌리기

• 고구마 맛탕 친구와 함께 맛있게 먹기

70 *고구마, 조리

도구

※영양 성분

용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히 쉽게

설명한다.

※요리활동을

할 때는 안전
수칙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키

며 참여한다.

정리
• 고구가 맛탕 만드는 방법 정리하기

• 건강 간식을 만들면서 느낀 점 발표하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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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수확한 고구마 활용하기         

이름 (            )

<1>  텃밭에 기른 고구마를 수확해 봅시다. 
수확하기 전 모습 수확 후 모습

우리가 기른 고구마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방법 1

방법 2

방법 3

고구마를 활용해 활동을 해 보고 느낀 점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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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한살이              

이름 (         )  

<1>
내가 키운 식물의 한살이를 정리하여 그림이나 글로 나타내 봅

시다. 

<2>
 텃밭에서 식물을 가꾸고 친환경 농업활동을 하면서 재미있었

던 일이나 느낌을 글로 써 봅시다. 



- 101 -

[부록 2]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활동 모습 및 결과물

주제 활동 모습 및 결과물

나는 텃밭

디자이너

활동내용
텃밭 상자 디자인하고 페인트 칠한 후

쓰임새에 맞게 공간 배치하기

텃밭 상자에 상토 채워 넣고

흙 평평하게 다져주기

나는 텃밭

디자이너

활동내용 텃밭 일구기, 돌 골라내기, 잡초 제거하기

새 친구가

이사 왔어요

활동내용
학생들이 재배 계획 세우고

구입한 식물 모종
케일 씨앗의 모습 관찰

[그림 Ⅳ-3] 생태관리 영역 활동 모습 및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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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활동 모습 및 결과물

새 친구가

이사 왔어요

활동내용
상추가 자라면 커질 것을 예상하고
간격을 두며 상추 모종 심는 모습

고추 모종 심고 흙을 꾹꾹
눌러주는 모습

새 친구가

이사 왔어요

활동내용
포트에서 모종 조심히 빼내고

심는 방법 배우기
씨앗 심는 방법 배우고 씨앗 심기

새 친구가
이사 왔어요

활동내용 감자, 고구마 심기 위한 두둑 만들기 간격 두고 고구마 줄기 심기

[그림 Ⅳ-3] 생태관리 영역 활동 모습 및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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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활동 모습 및 결과물

새 친구가

이사 왔어요

활동내용
선생님이 썰어주신 감자 심고

흙 덮어주기
열심히 감자 심기

너의 이름은?

활동내용 식물 이름표 팻말 꾸미고 달아주기 식물 이름표 팻말 꾸미고 달아주기

내 친구와의
만남

활동내용
재배하는 식물 관찰하고 자라는 과정

들여다보며 관찰일지 쓰기

식물에게 물주기는 정성스럽게

부지런히!

[그림 Ⅳ-3] 생태관리 영역 활동 모습 및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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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활동 모습 및 결과물

내 친구와의

만남

활동내용 학생들의 관찰일지 표지 방울토마토 관찰일지

내 친구와의

만남

활동내용 블루베리 관찰일지 파프리카, 바질 관찰일지

내 친구와의

만남

활동내용 블루베리 관찰일지 감자 기르기 관찰일지

[그림 Ⅳ-3] 생태관리 영역 활동 모습 및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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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활동 모습 및 결과물

우리 교실에

자연이 찾아
왔어요

활동내용 교실에서 느타리 버섯 재배하기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애기궁뎅이

노루버섯 재배하기, 여기는 버섯 농장

우리 교실에

자연이 찾아

왔어요

활동내용
햇볕이 들지 않게 검은 암막 비닐

씌워 물 자주 주며 콩나물 가꾸기
드디어 콩나물이 자랐어요

우리 교실에

자연이 찾아
왔어요

활동내용
콩나물 기르기 계획하기

(콩나물 기르기를 위한 준비물, 과정, 콩의 모습, 특징, 기르는 모습 표현하기)

[그림 Ⅳ-3] 생태관리 영역 활동 모습 및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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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활동 모습 및 결과물

우리 교실에

자연이 찾아

왔어요

활동내용 콩나물 기르기 결과

수확의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활동내용 배추를 뿌리 채 조심히 수확하기 배추 수확의 기쁨 표현

수확의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활동내용
상추가 뽑히지 않게 잎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수확
오늘도 상추와 배추를 품 안 가득히!

[그림 Ⅳ-3] 생태관리 영역 활동 모습 및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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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활동 모습 및 결과물

수확의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활동내용
무럭무럭 자란 고구마 줄기 걷어내고 고구마가

잘리지 않게 조심해서 고구마 수확하기

수확의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활동내용 조심스럽게 호미를 사용해 고구마 캐내기

[그림 Ⅳ-3] 생태관리 영역 활동 모습 및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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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활동 모습 및 결과물

준비를 해요

활동내용
기르고 싶은 작물 검색하기-모둠별로 의견 모으고 그 중 계절별, 월별 재배

가능한 작물 분류하기-재배 계획 세우기-역할 분담하기

건강한 흙이
필요해요

활동내용 토양의 구성 요소 알아보고 토양 단면 모형 만들어 보며 그 중요성 이해하기

건강한 흙이

필요해요

활동내용
토양에 대한 생각 마인드맵으로 나타내기, 토양의 쓰임새,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과 토양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노력 알아보기

[그림 Ⅳ-4] 환경일반 영역 활동 모습 및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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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활동 모습 및 결과물

건강한 흙이

필요해요

활동내용 실험을 통해 토양의 정화 능력 알아보기

건강한 흙이

필요해요

활동내용
토양의 종류에 따라 토양의 정화 능력이 차이가 남을 알아보고 농약이 인간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건강한 흙이

필요해요

활동내용
토양이 하는 일 알아보기, 토양으로 2행시 짓기,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알아보고 토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점 다짐하기

[그림 Ⅳ-5] 환경오염 영역 활동 모습 및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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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활동 모습 및 결과물

달걀 껍데기로

천연 비료를

만들어 봐요

활동내용
천연 비료를 만들기 위해
달걀 속껍질 벗겨내기

속껍질 벗겨낸 달걀 껍데기 잘 말리기

달걀 껍데기로
천연 비료를

만들어 봐요

활동내용
잘 말린 달걀 껍데기 막자사발에 넣어

잘게 부수기

잘게 부순 달걀 껍데기와 식초를 분무

기에 넣고 그늘에서 1주일 정도 보관

하고 숙성이 되면 텃밭에 뿌려주기

나는

크리

에이터

활동내용 스톱모션 앱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주제의 UCC 캡쳐 장면

[그림 Ⅳ-6] 상호작용 영역 활동 모습 및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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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활동 모습 및 결과물

친구의 변신은
무죄

활동내용
수확한 고구마 껍질 벗겨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기
고구마를 구워 꿀과 섞어주기

친구의 변신은

무죄

활동내용 완성된 고구마 맛탕 시식하기 내가 수확한 고구마 활용하기

친구의 변신은

무죄

활동내용
텃밭에 기른 고구마의 수확하기 전 모습과 수확한 후의 모습 표현하기,

고구마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생각해 보기

[그림 Ⅳ-6] 상호작용 영역 활동 모습 및 결과물



- 112 -

주제 활동 모습 및 결과물

프로그램

마무리 활동

프로그램

마무리

활동

프로그램

마무리 활동

활동내용

텃밭에서 키운 식물의 한 살이를 정리해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 보고 일년 간의

활동을 되돌아 보며 텃밭에서 식물을 가꾸고 친환경 농업활동을 하면서 재미
있었던 일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그림 Ⅳ-6]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마무리 활동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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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 환경 태도 설문지

환경 태도 설문지

n 이름: 
n 성별: 남(    )  여(    )
n 학년: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n 아래 문항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 하나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내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학교에서 채소 씨앗이나 모종을 직접 뿌리고 가
꾸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2 학교에서 자라는 나무와 꽃에 관심이 많다. ⑤ ④ ③ ② ①

3
학교에서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동아리 등)에서 
활동을 해 보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4
학교에 있는 채소와 나무, 꽃 등의 식물을 관찰하
고 관찰일기를 쓴다.

⑤ ④ ③ ② ①

5 계절에 따라 학교나 주변의 식물의 변화모습을 ⑤ ④ ③ ② ①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식물 가꾸기 활동에 대한 관심과 환경문제에 대한 생각을 알
아보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 편안한 마음으로 잘 생각해 보고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 설문 조사의 내용이나 결과는 여러분의 환경교육 체
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조사하는 것입니다.  
*문항을 읽고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모습이나 생각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생각한 후 “매우 그렇다” ~ “전혀 아니다”의 다섯 가지 응답 중에서 가장 내 생각과 가
까운 응답 하나만 선택하여 체크(∨)표시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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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 보고 싶다.
6 가정에서도 식물을 가꾸고 돌보는 습관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7
텃밭이나 화단에서 김매기나 식물 관리하는 것이 
즐겁다.

⑤ ④ ③ ② ①

8 학교에 있는 식물의 소중함을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9 친구들이 화단을 밟고 다니는 것을 보면 타이른다. ⑤ ④ ③ ② ①

10
점심 시간이나 쉬는 쉬간에 학교 화단이나 텃밭에 
나가서 식물을 관찰하는 것이 좋다.

⑤ ④ ③ ② ①

11
식물 가꾸기 활동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안다.

⑤ ④ ③ ② ①

12
학교 화단이나 텃밭에 있는 나무나 꽃 등의 식물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환경이다.

⑤ ④ ③ ② ①

13
학교에서 배우는 식물 가꾸기 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14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15 식물 가꾸기 활동은 환경교육에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16 학교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을 조사해 보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17
식물이 자라는 토양오염에 관하여 조사해 보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18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공기오염에 관하여 
조사해 보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19
TV, 인터넷, 신문 등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관심 있게 본다.

⑤ ④ ③ ② ①

20
식물에게 물주기를 많이 하면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안다. 

⑤ ④ ③ ② ①

21
식물 가꾸기는 공기를 맑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안다.

⑤ ④ ③ ② ①

22
학교 화단, 텃밭은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자라는 
중요한 환경이라는 것을 안다.

⑤ ④ ③ ② ①

23
식물 가꾸기를 통해 환경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자신있게 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의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1. 친환경 농업교육 
	2. 주제 통합 학습
	3. 환경 태도
	4. 선행 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2. 연구의 설계 및 절차
	3. 측정 도구
	4. 실험 처치
	5. 자료의 수집
	6. 자료의 분석

	Ⅳ. 연구결과
	1.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2. 정량적 분석 결과
	3. 정성적 분석 결과
	4.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startpage>11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의 제한점 3
Ⅱ. 이론적 배경 5
 1. 친환경 농업교육  5
 2. 주제 통합 학습 11
 3. 환경 태도 13
 4. 선행 연구 고찰 15
Ⅲ. 연구방법 18
 1. 연구 대상 18
 2. 연구의 설계 및 절차 18
 3. 측정 도구 19
 4. 실험 처치 21
 5. 자료의 수집 21
 6. 자료의 분석 22
Ⅳ. 연구결과 23
 1. 친환경 주제 통합 농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23
 2. 정량적 분석 결과 34
 3. 정성적 분석 결과 36
 4. 논의 49
Ⅴ. 결론 및 제언 52
 1. 결론 52
 2. 제언 53
참고문헌 54
ABSTRACT 57
부 록 60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