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SDG 13

❑ 수업의 개요
주

제

관 련

S D G s

기후변화와 에너지, 제로에너지 하우스, 에너지 자립 마을
13. 기후변화 대응
13. 기후변화 대응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관 련

K – S DGs

역량을 강화한다.
‣ 2030 목표치
⁕ (신규)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 : 63.2(‘18) >> 85

관

련

교

과

사회, 국어, 실과
사회•정치•문화

환경

경제

‣ 안전, 건강

‣ 환경 문제, 지속가능한 마을

‣ 친환경 에너지 전환

E S D 내용요소

인지•기능
E S D 중 점 역 량

태도
‣ 자아성찰적 태도 : 반성적 태도

‣ 창의적 사고

‣ 비판적 사고력

‣ 타자지향적 태도 : 협동, 갈등, 관리, 공감, 감수성

‣ 문제해결력

‣ 의사소통능력

‣ 민주시민적 태도 : 책임감, 도덕성
‣ 국제문화적 태도 : 다양성, 글로벌 공동체 의식

S DGs - E S D 성취기준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축 및 조기 경보 등 기후변화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주요 활동 : 기후변화와 자신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점을 찾아보기

자기관리 역량

지 생산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2 01 5

개

‣ 역량신장 내용 :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소비 행동 및 사용하는 곳을 이해할 수 있으며 에너

지식정보 처리 역량

-

정
‣ 주요 활동 : 에너지 자립마을의 사례를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디자인하기

교
육

창의적 사고 역량

과

‣ 역량신장 내용 :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마을 시선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스캠퍼 기법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우리 마을에 가장 적합하고 실행가능성 높은 아이디어를
선택할 수 있다.
‣ 주요 활동 : 제로하우스 설계하기

정
심미적 감성 역량
핵

‣ 역량신장 내용 :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특징과 의미, 적용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이 살 미래의
집을 아름답게 꾸며볼 수 있다.

심
역

의사소통 역량

-

공동체 역량

-

량

❑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안)
●

제로에너지 하우스에 대한 기본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의 내가 살 집에 대한 디자인 활동 과정 및
국어, 사회, 실과 교과 내용과 관련한 성취기준 도달정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이해, 계획, 실행 과정의 전 과정에 대
한 구체적인 관찰 및 동료 평가 내용을 워크북 작성 내용을 참고하여 본 활동 내용 및 교과 내용을
결부시켜 학생의 노력을 포함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

ESD 평가지의 ‘자기평가를 해보자.’의 생활기록부에 위의 역량별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

교사의 관찰평가와 동료평가를 통해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교수목적에 도달
했는지의 정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예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소비 행동 및 사용하는 곳을 이해할 수 있으
자기관리 역량

며 나의 행동 변화와 에너지 생산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다양한 방법과 표현 능력으로 에너지 자립마을과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창의적으
로 디자인함.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특징과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되는 기술을 접목시켜 미래의
내가 거주할 집을 아름답게 꾸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에너지 자립 마을로
차시 프로그램
평가 내용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함. 우리 마을의 에너지 자립도를 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녹색 생태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음.

❑ 수업 지도안
전체 지도상 유의점 및 TIP

▸활동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13
번

목표와 세부목표에 부합될 수 있

도록 교수활동을 진행한다.
▸도입단계는 물입도가 높게, 전개단계는
창의적 사고와 표현이 가능할 수 있도
록 지도하고 정리단계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개별활동 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
출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한 눈에 보는 수업
SDGs

구분
제목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주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제로에너지 하우스, 에너지 자립 마을

[생각열기-흥미유발]

에너지절약 공익광고를 보고 물음에 답하기

[생각키우기 – 활동 1]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내용

[생각만들기 – 활동 2]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해 탐구(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그
림 찾기, 에너지와 인물의 행동 및 기후변화를 연관지어 설명글 쓰기)
제로에너지 하우스 알아보기
(제로에너지하우스의 장점을 알고 미래의 우리집 꾸미기)

[생각만들기 – 활동 3]

국내외 에너지 자립마을 탐구하기
(각 사례별 기반에너지 및 에너지 자립의 이유 알아보기)

[생각정리하기-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

[보충자료]

독일 에너지 자립 마을, 펠트하임(Feldheim)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 예시자료

지도상 유의점 및 TIP

▸제시된 영상을 보면서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한
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과 목적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과 자신의 삶과 에너지
사용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

관

심을 갖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자연스럽게 내가 활용하는 에너지 절
약 방법을 소개해보고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참고자료
1. 에너지: 에너지(영어: energy, 문화어: 에네르기, 독일어: energie)는 물리학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에 크게 벗어나
지 않게, 일반적으로 '석유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와 같이 '에너지원'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2.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Energy conservation)은 효율적 사용 또는 소비의 절감 등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에너지의 절약을 통해 재정 절약, 환경의 가치, 인류의 편의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에너지의 직접적인 소비자인 개인이나 단체는
에너지 비용의 절감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려 한다. 산업과 상업의 소비자는 효율을 개선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3. 참고사이트
https://ko.wikipedia.org/wiki/%EC%97%90%EB%84%88%EC%A7%80_%EC%A0%88%EC%95%BD
[공익광고협의회] 2012 에너지절약 - 5천만개의 발전소(https://www.youtube.com/watch?v=5W37VyovjS8)
[공익광고협의회] 2014 에너지절약 - 발명보다 위대한 발견(https://www.youtube.com/watch?v=riDfOnjiLjI)

지도상 유의점 및 TIP

▸기후변화와 에너지가 어떤 부분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
시된 그림을 자세히 관찰할 시간을 부
여한다.

▸개인학습지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
하는 활동이다.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아래 영상을 제시하
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https://www.youtube.com/watch?v=VG0ZGY1DABE)

▸너무 부정적인 분석만 나오지 않도록
긍정적 요인도 함께 살펴본다.

참고자료

❑ 기후변화(Climate Change)란 무엇일까요?
원래 의미는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
쳐 기후가 바뀌는 일이 진행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기후 체계가 바
뀌는 현상’을 뜻합니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너무 많이 방
출한 결과 지구의 평균 기온이 가파르게 올라
가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전에
없던 기상 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상
태의 범위를 벗어난 기후 체계의 변화가 일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환경개념사전(김희경 외)

지도상 유의점 및 TIP

▸자연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
하는 제로에너지 하우스에 대해 알아보
는 활동이다.

▸학생들이 보기의 에너지 생산 방식에
대해 경험했던 점을 발표하게 하여 제
로에너지 하우스가 우리 주변에 활용되
고 있음을 주지시킨다.

▸우리집 가스사용료와 전기요금을 미
리 조사해오도록 숙제를 내면 연간 얼
마만큼의 비용이 절약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참고자료
에너지는 적게 사용하면서 쾌적하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불
가능해 보이는 꿈이지만 최근 이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서 에너지 제로 주택이 지어지
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에너지를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일
까?
에너지제로 하우스의 비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watch?v=ED26G8pMxXc&t=750s
실내온도 25도 유지·난방비 0원…‘에너지 제로’ 주택 살아보니/KBS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w7rMeOWeCrI
[90초과학상식] 제로에너지빌딩의 모든 것
-https://www.youtube.com/watch?v=L1XKP4-0nno

지도상 유의점 및 TIP

▸생각만들기2의 집에서 마을로 확대된
개념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짚어준다.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월

평마을’ 얼핏 한적하고 평범해 보이
지만 이곳은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
에 받는 ‘에너지자립마을’이다.
147가구의 집과 마을회관, 그리고
공동창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햇볕☀으로 전기⚡를 만든
다.
(https://www.youtube.com/watch?v
=f6DZKp6MZOI)

참고자료
우리 동네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직접 사용한다면 어떤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을까? 석유나 석탄 산지가 아닌 다음에야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 땅속의 열, 농사를 짓고 남은 볏짚과 가축분뇨 같은 바이오매스
처럼 지역의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동네
에서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쓰는 상상 속의 일이 바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유진 지음

| 이매진 | 2008년 출간

지도상 유의점 및 TIP

▸에너지 자립마을을 그려보는 활동에
서는 정밀한 그림보다 다양한 가짓수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두도
록 지도한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영상으로 학
생들의 사고수준을 높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란 무엇인가? / YTN
사이언스(https://www.youtube.com/wat
ch?v=CIxhlYjgJZI)

참고자료
▸스캠퍼(SCAMPER)는 7가지 항목(대체하기, 조합하기, 적용하기, 수정·확대·축소하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제거하기, 재배치하기)에 해당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발명 기법으로, 기존의 형태나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발명 사고기법이다.
▸ 수업의 흐름
① 교사는 토의․토론 주제를 제시한다.(예: 내가 만들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
자립 마을의 모습)
② 스캠퍼 기법의 간단한 정의와 신속하게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에 대
해 설명한다.
③ 스캠퍼 7개 항목에 하나씩 접목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해본다. 7개 항목을 순차적
으로 접목할 필요는 없으며 시간이 지체된다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간다.
④ 제시된 아이디어를 다 같이 검토하여 실행가능성과 우리 마을에 가장 적합한 아이
디어를 선택하고 활동이 끝나면 학급 전체에 발표한다.

지도상 유의점 및 TIP

▸학생들의 자기 평가에서 객관적인 자
세로 자신의 학습활동을 돌이켜보고 자
기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기회란 것을
강조한다.

▸개인활동에 대한 느낀 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에너지 자립 마을,
제로에너지 하우스 등 새로 알게된 개
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체의 학습활
동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지도한다.

참고자료

▸학생 참여형 수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학습의 과정으로서 학생이 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됨은 자연
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교사는 평가를 교사가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 스
스로 자신의 성취 정도를 파악해 보는 자기평가가 진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자기평가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평가기준을 미리 살펴보도록 해 성공의 준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보는 단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기
평가에 의한 피드백은 학습결과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도상 유의점 및 TIP

▸에너지 자립 마을의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펠트하임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귀싱,
덴마크 삼쇠, 영국 베드제드, 독일 프라
이부르크, 미국 벌링턴 등 참고할 수 있
는 에너지 자립마을이 많이 있으며 서
울에서도 성대골, 새재미, 십자성, 산골,
긴고랑 등 현재 15개의 에너지 자립마
을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중부발전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prologue/Prologu
eList.nhn?blogId=komipo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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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립마을 자료
전환도시 서울과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서울정책아카이브 세계와도시 8호 특집3,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