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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초등환경교육 자료의 인간과 자연 관계에 대한 서술은 아직도 인간중

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대립적 서술에 멈추어 있다. 인간중심주의적 

서술은 초등학생들의 인간과 자연의 부정적 관계 인식에 영향을 주어 자

연의 도구적 가치를 당연시 여기게 할 여지가 있다. 또한 생태중심주의

적 서술은 비현실적인 사고로 실천으로의 연결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것이 

환경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안적 사고와 그 사고를 갖기 위한 방법

을 알아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살

펴보고, 기존 연구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수정된 인간중심주의의 선행 연

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인간중심

주의를 인간과 자연의 도구적 관계를 당연시하던 인식의 감소로 보고,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이 그러한 수정된 인간중심주의와 환경행동을 높이

는 방법임을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따라서 객체중

심의 감정이입이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이나 감정이입이 없는 경우보다 효

과가 있는지를 실험연구로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초등

학교 4학년 학생들로 총 240명(남: 128명, 여: 112명)이며, 사전에 가

진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과 환경행동의도가 감정이입의 유·무 혹은 

감정이입의 방향에 따라 사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과 환경행동의도의 사전·사

후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뒤,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로 규

명하였다. 또한 감정이입이 없는 방향과 객체 또는 주체중심 방향의 실

험처치용 자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례(Silverstein, 1964)와 4학

년 도덕 교과서의 인간·자연 관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로 사전검사를 진행한 후 연구 대상을 집단 동질성 검사를 

통해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사전검사 후 2주일 뒤에 감정이입의 유·무

와 방향에 따라 세 집단에게 각기 다른 실험처치를 하고 사후검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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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들은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을 한 경우에 인간·자

연 관계의 인식이 유의수준 .05에서 문항별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

화하고, 환경행동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초등환경교육 연구에서는 인간중심주의적 서술이나 교수의 문제에 대

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그 대안으로 생태중심주의적 방향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인 수정된 인간중

심주의의 초등환경교육적 서술과 교수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감정

이입의 환경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있어 왔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감정이입의 방향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객

체중심의 감정이입이 수정된 인간중심주의 방향인 인간·자연 관계의 부

정적인 인식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알아봄으로써 환경교육교재 서술이

나 교수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이 환경행동의도를 높이는지 

살펴본 결과, 환경교육의 최종 목표인 ‘환경행동으로의 연결’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익숙한 주체중심의 감정이입보다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을 

제시하여 당연시하던 사고에 변화를 줌으로써 환경교육적 효과를 얻었다

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기존의 초등

환경교육 자료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통용되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볼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그것을 찾아 효과적으로 수정하는 연구

에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주체중심 감정이입, 객체중심 감정이입,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

식, 수정된 인간중심주의, 환경행동의도

학  번 : 2013-2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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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환경관이란 자연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관점으로 자연환경

을 바라보는 태도, 방향, 틀을 의미한다(최혜숙 외, 2007). 산업사회에

서는 자연을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지배하려는 인간중심주의

(anthropocentrism) 환경관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환경위기가 

찾아왔다(이창휘, 2009; 조석영, 2005; Naess 1973). 환경위기의 극

복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적 세계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

하기에(진교훈, 1998; Orr, 1992),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바꾸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중심주의의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고 인식하

는 문제점 때문에 생물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

가 대안으로 등장했다(Naess, 1973). 그러나 이 관점은 녹색 이상주의

로 현 세계와 급진적으로 단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인간과 자

연의 이익이 충돌한 경우의 문제 해결에서는 인간혐오주의로 간주될 우

려가 있었다(DesJardins, 1997). 또한 일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인

간중심적이기 때문에 환경교육 방향을 생태중심주의로 지향하기에는 현

실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Bookchin, 1988; Norton, 1984).

이후 북친(Bookchin)의 사회생태주의(Social Ecology)1), 생태 

여성론(Ecofeminism)2) 등에서는 인간중심주의의 인간이 자연을 

1) 사회생태주의는 생태학에 사회적인 측면을 첨가하여 사회가 자연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Bookchin & Scalzone, 1987). 북친은 인간이 자

연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갈등이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 갈등이 확대되어 

발생했다고 본다(Bookchin, 1980). 따라서 그는 생태운동이 모든 측면에서의 

지배의 문제를 포괄하지 않는다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전혀 기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구승회, 2001).  
2) 생태 여성론은 자연이 인간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 여성이 남성에게 지배

당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며 여생 해방 이론에 생태적 영역과 실천적인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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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는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생태중심주의 외의 다양한 환경관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나 이 또한 모호함, 실천으로의 연결의 어려움, 

기존 환경관의 문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문제 등이 있으며(DesJardins, 

1997; 문순홍, 2006), 따라서 인간중심주의 문제의 해결책은 

생태중심주의로의 전이라고 보는 과거의 시각이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한다(Cheung, Luke, & Maio, 2014; Dunlap & Van Liere, 

1978; Dunlap et al., 2000; Naess, 1973). 

초등학교 환경교육 자료 역시 아직까지도 인간중심주의 환경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생태중심주의와 혼재된 방향인 두 

환경관으로만 서술되고 있다(맹은혜, 2011; 서울교육대학교 도덕 

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14). 교과서의 서술 방향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성격과 방향을 알 수 있다. 국어 교과서 내 환경 텍스트를 

보면, 교육과정 변천에 따라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로 변화하고 

있지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서술과 묘사는 아직도 

인간중심주의에 머물러 있다(맹은혜, 2011). 

교과서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환경도서에서는 

아직도 인간중심주의로 서술되는 경향이 있다(노경희, 2008; 

표순국·문채영, 2005; 허승회·임유진·원혜영, 2007; Silverstein, 

1964). Silverstein(1964)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The giving 

tree)’도 환경동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중심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연을 대표하는 나무가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베풀면서도 행복해하고 있다는 인식은 당연하게 

자연을 도구적 존재로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환경관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전체적인 

환경관은 생태중심주의에 가깝지만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과 같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인간중심주의를 나타냈으며(주형선·김종욱, 

2001), 초등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유치원생보다 오히려 더 

인간중심주의의 경향이 높았다(신동희·이동엽, 2000). 이는 여러 

확장시켰다(문순홍,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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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있겠지만, 초등학교 환경교육이 인간중심주의적 서술에 머물러 

있거나, 인간중심주의의 대안으로 생태중심주의를 제시하고 있어서 

수반되는 이분법적 가치관의 문제가 아닌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문제는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질문으로 

치환된다(박호성, 2012).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환경 태도에 영향을 미쳐 행동으로 연결된다(Corral & Armendriz, 

2000; Fishbein & Ajzen, 1975; Raudsepp, 2001; Scott & Willits, 

1994). 따라서 초등환경교육 자료에 내재된 인간중심주의적 서술을 

바른 방향으로 바꾸지 않고는 초등학생들에게 인간과 자연 관계의 

긍정적인 인식과 환경태도,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초등환경교육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중심주의 방향의 서술을 

대립적인 생태중심주의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고도 수정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윤순진(2013)은 이미 이러한 대립적인 논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연과 인간 또는 사회의 관계를 이분법적 인식 틀로 보지 

않고도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공유지 관리 방식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인간과 자연이 지속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현대사회가 전통적인 공유지 개념과는 달리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해져서 

공유지의 지속가능한 관리에서 도출한 자연관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초등환경교육에서 인간중심주의의 

인간과 자연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방향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인식시킬 수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그리고’의 논리에 따르는 방법이 제안되었다(Beck, 1993). 하지만 

‘인간중심주의’그리고‘생태중심주의’의 논리는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맞거나 혹은 둘 다 아니라는 모호한 해결책을 제시할 위험이 

있다. 인간중심주의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도구로 인식하여 ‘착취’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나, 인간만이 환경보호에 

책임을 느끼며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할 존재라고 본다는 관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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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주의가 환경 보호의 동인이 될 수 있다(김완구, 2007; 이창휘, 

2009). 또한 초등환경교육의 최상위 목적은 책임 있는 환경 행동이므로 

인간중심적 행동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Hungerford, 2001). 그러므로 인간중심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간중심주의를 버리고 생태중심주의로 가기에는 비현실적이며, 

‘둘 다’추구하기에는 모호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인간중심주의의 

문제점인 인간이 자연을 도구적 관계로 당연시하는 인간·자연의 

부정적인 관계 인식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인간중심주의를 

수정하는 것이 새로운 환경관을 추구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며 지속적인 

초등환경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김완구, 2007; 윤영돈, 2012; 

Norton, 1984). 더불어 인간중심주의를 수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초등환경교육의 최종 목표인 환경행동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인간·자연의 부정적 관계 인식을 수정하고, 환경행동을 높

이기 위해서는 초등환경교육 교재의 서술 및 교수에 적용할 구체적인 방

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인간중심주의의 부정적인 관계 인식 중 대표적

인 도구적 관계는 인간·자연의 관계를 지배·피지배로 바라보는 관점으

로 설명된다. 주체·객체가 지배·피지배적인 관계인 주체중심의 관계를 

극복하려면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 놓아야 한다(Buber, 1971). 한편, 지

금까지의 환경교육에서는 인간이 자연 환경을 대하는 자세에만 문제제기

를 끊임없이 해왔으며 반대로 ‘자연 환경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창휘, 

2009). 따라서 ‘자연’ 의 감정을 인간에게 이입하여 ‘자연’이 되어

보는 방향의 서술인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은 인간·자연의 지배·피지배

적인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감정이입은 감정이입 대상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거나, 반대로 이

입 대상의 감정을 자신 속에 받아들이는 작용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

다(김한종, 1994). 그러나 실제 교과서나 동화책의 환경교재 내 인간·

자연 관계의 감정이입 자료들은 대부분 전자인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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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만 서술되어 있어 감정이입의 주체인 인간중심적 감정이입을 하

게 한다(노경희, 2008; 서울교육대학교 도덕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14; 

표순국·문채영, 2005; 허승회·임유진·원혜영, 2007; Silverstein, 

1964). 즉 인간 중심의 감정이입은 인간이 자연의 혜택을 받아 기쁜 감

정을 자연에도 그대로 투사한 감정이입으로 ‘주는’ 쪽에서는 ‘희생’

일 수 있다는 인식은 간과되어 있다. 이러한 감정이입에 익숙해진다면 

자연에서 혜택을 얻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고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다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베푸는 혜택으로도 슬플 수 있다는 자연중심의 감정

이입이 필요하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동등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도구적 수단으로 당연시하는 사고를 줄이자는 방향

에서 더 나아가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수정하고, 자연의 

한계를 인식하여 긍정적인 인간·자연의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자연중심의 객체중심 감정이입을 한다면, 인간·자연의 관

계를 지배·피지배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수정하여 환경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이입이 인간중심주의의 문제점인 인간·자

연의 부정적 관계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더불어 변화

된 사고가 실제로 환경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조사해 볼 필

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간중심주의의 문제점인 

인간·자연의 부정적 관계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의 

감정이입이 효과적인지를 밝히고, 그것을 매개로 변화된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이 환경 행동을 예측하는 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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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연에 감정이입하는 것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식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ⅰ) 감정이입하지 않은 경우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ⅲ)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자연에 감정이입하는 것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환경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ⅰ) 감정이입하지 않은 경우는 환경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은 환경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ⅲ)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은 환경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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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연구가설

연구목적과 연구문제를 토대로 세운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에 감정이입하는 것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다.

ⅰ) 감정이입하지 않은 경우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다.

ⅱ)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다.

ⅲ)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다.  

둘째, 자연에 감정이입하는 것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환경행동의도를 높일 것이다.

ⅰ) 감정이입하지 않은 경우는 환경행동의도를 높이지 못할 것이다.

ⅱ)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은 환경행동의도를 높이지 못할 것이다.

ⅲ)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은 환경행동의도를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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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감정이입을 하지 않은 경우와 두 방향의 감정이입

을 한 경우의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

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사후검사 방법으로 감정이입이 없는 활동지와 

감정이입의 방향에 맞게 제작한 두 가지 활동지에 따라 실험집단을 세 

집단으로 나뉘어 감정이입을 경험하지 않거나 주체·객체 중심의 감정이

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실험처치용 자료는 4학년 2014 개

정 도덕 교과서 6단원 1차시 내용과 Silverstein(1964)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참고하여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나무의 

상황을 네 컷 만화로 개발하였다. 

 주체중심 감정이입 방향의 활동지에서는 나무에 웃는 표정을 그려 

넣고, 기쁜 감정에 이입할 수 있도록 나무의 생각을 말풍선에 적게 하였

다. 반면, 객체중심 감정이입 방향의 활동지에는 나무에 슬퍼하는 표정

을 그려 넣고 나무의 생각을 말풍선에 적게 하여 나무의 슬픈 감정에 이

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감정이입이 없는 집단의 활동지에는 두 

실험 집단과 같은 만화를 제공하되, 나무에 감정이 있음을 느끼게 하는 

말풍선은 넣지 않았다. 한편 가외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감정이입을 하는 

실험 집단들처럼 만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화 내용에 빈 칸 적기 활동

을 추가하였다. 

각기 다른 실험처치에 따른 결과를 사전·사후 분석하여 사전에 비해 

인간·자연 관계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사후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었다면 인간·자연 관계의 부정적 인식이 줄었다고 해석하고, 사전에 

비해 환경행동의도의 사후 점수가 높아졌다면 환경행동의도가 높아졌다

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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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식

산업사회에서는 인간이 자연 환경에 과연 어떤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즉, ‘왜 우리가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인간

이 자연보다 더 중요하며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인간중심주의 환경관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보호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연은 인간과 동등하며, 자연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이 등장하였다. 두 관

점에는 인간중심주의의 자연을 도구적 관계로 인식하는 데서 오는 문제

점과 생태중심주의의 자연과 인간을 동등하게 인식하여 수반된 비현실적

인 문제점이 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식하는 방식은 환경태도, 환경행동의도, 더 

나아가 환경행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원론적인 관계 

인식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수정된 인간중심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간중심주의에서의 도구적 관계 인식

인간중심주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와 도덕적 권리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합당한 규범윤리에 의해 자연을 인식한다. 따라서 자연은 

오직 인간에 의해서만 통제될 수 있고 예방될 수 있다고 본다(황경식, 

1995). 또한 인간중심주의에서는 인간 이외의 존재들이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그 존재 가치를 인식하며, 인간이 모든 가치의 

원천이자 기준이라는 견해를 취하게 함으로써 자연을 원자재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한면희, 1997). 이처럼 인간에게만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의 가치상실을 정당화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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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인간중심주의의의 이러한 배타성은 인간이 아닌 모든 자연 

존재들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여 이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중심주의 관점은 결국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의무나 책임을 

이론적으로 근거 지우는 데에 취약하거나 그러한 여지 자체가 없게 

된다(김양현, 2004). 또한 인간중심주의는‘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domination)’로부터 나왔다고 보며(조석영, 2005). 인간 이외의 

모든 가치는 인간의 욕망과 목적에 비추어 도구적이고 외재적이며 

상대적일 뿐이기에 이 관점에서는 인간 이외의 존재인 자연을 착취, 

파괴하는 인간의 행위는 정당화 된다(박이문, 2002). 즉, 인간의 풍요를 

위해서는 자연은 늘 착취의 대상으로서 여겨졌다. 

인간중심주의 사고를 갖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면 자연은 

인간이 지배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그 결과 인간을 자연의 

일부가 아닌 자연을 조절하고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인식하기 

쉽다(최석진 외, 2014). 이처럼 인간중심주의의 자연을 인간의 쾌락과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 것이 산업화를 거치면서 생태학적 위기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신랄한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환경윤리의 

담론은 자연스럽게 자연을 도구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인간중심주의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윤영돈, 2012).

그러나 인간중심주의가 보다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재구성될 경우에는 

비인간중심주의의 비현실적인 문제점인 실천적 적용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관점이다(Norton, 1984). 또한 인간중심주의에는 

미래 세대의 인간을 고려한다면 현 세대가 자연 환경을 무분별하게 

도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이 있다(Stone, 1987). 이러한 

현존하는 자연 종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존할 의무는 후손들이 

자연미를 감상하고 경험할 기회를 현 세대의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받기 

위함이다. 이처럼 인간 중심주의 가치관에서도 자연과의 관계를 

‘도구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도 더 나아가‘공존’의 관계로 인식할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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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태중심주의에서의 비현실적 관계 인식

생태중심주의의 대표적인 관점인 근본생태주의(Deep ecology)는 

개발주의의 폐해를 가져온 인간 중심의 지배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인간과 자연을 관계적이고 전일적이며 시스템적인 것으로 

조망하였다(이재형, 2012). 생태중심주의에서의 자연환경이란 그것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의존적이며 섬세한 균형 관계를 통해 유지되는 

전체론적 실체이다(Naess, 1973). 여기서 각 생물체의 삶은 저마다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유용성의 가치와 

구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재적 가치는 생물체의 다양성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반면, 인간의 기본적 필요 수준을 넘어 자연환경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박탈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인간의 인구를 줄여나가고, 나아가 경제적, 기술적, 이념적 

구조를 개정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Naess, 1973).

이러한 근본생태주의는 생태주의의 비인간중심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점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생태계의 현실을 외면하는 

비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수반하였다. 먼저, 생물 평등성을 지나치게 

확장시켜 때로는 극단적인 인간 혐오의 모습을 보였다(Bookchin, 

1980). 둘째,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목적적 가치가 있다는 

가치관은 ‘모든 생물이 생명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과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면 우리의 삶이 가능할까’에 대한 비현실적인 의문이 

제기되며 비판을 받았다(DesJardins, 1997). 셋째, 인간과 인간 외 

환경의 이익이 부딪히는 문제에 대하여 생태중심주의자들은 애매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의식주를 위해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것은 

기본적(basic) 필요이기에 정당하지만, 쾌락을 위해 자연 생명체를 

해치는 것은 부수적(nonbasic) 필요이기에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요를 나누는 기준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애매한 문제가 있다(김완구, 2007; 이상헌, 2013). 

또한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이론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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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현재의 문제 해결에 약하다. 즉, 

인간중심주의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대립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는 대안이 있지만, 생태중심주의에서는 인간과 

자연은 동등하므로 두 관계에서 대립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보기에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그러므로 현실 세계에서의 다양한 인간과 

자연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대안이 시급하다. 

생태중심주의의 내용은 생태계의 보존에 있어서 긍정적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인간중심주의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생태계의 보존에 대한 노력은 순수한 자연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닌, 환경파괴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인간의 삶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이창휘, 2009). 또한 모든 

가치 판단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인간적 가치를 넘어선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생태중심주의자는 자기모순을 범하게 될 우려가 

크다(이상헌, 2013). 

따라서 다수의 동의를 얻기 힘든 비현실적인 생태중심주의로 가는 것

보다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수정된 인간중심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는 윤리가 제기되었다(김양현, 2004; 윤용택, 2006; Hargrove, 1989; 

Norton, 1984; Stone, 1987). 

   3. 수정된 인간중심주의에서의 대안적 관계 인식

전통적 윤리에 기반하여 환경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철학적 노력들

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DesJardins, 1997). 그러나 어느 것이든 인

간중심적 윤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이론들이 많으며, 근본생태주의

같이 극단적인 신비주의 사고로 현실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조영승, 2001). 근본생태주의에서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인간의 

이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반인간주의를 통해 인간의 이성을 불필요

한 것으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을 동등하게 보아 자

연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생태중심주의적 사고보다는 인간의 이성

을 따뜻하고, 생명권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살아 있는 합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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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려는 관점이 필요하다(구승회, 2001). 그러므로 인간중심주의에 

문제가 있으니 생태중심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대립적인 구도보다는 인

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중심적이기에 인간중심주의에 문제가 되는 도구적 

이성을 줄여 타자를 승인하고 긍정하는 이성으로 대치하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구승회, 2001). 그러므로 인간중심주의를 수정한 논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본 연구에 적합한 수정된 인간중심주의 이론에 

대해 조작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Norton(1984)은 인간중심주의를 “강한 인간중심주의(strong an-

thropocentrism)”와 “약한 인간중심주의(weak anthropocentrism)”

로 구분하면서 전자를 폐기하고, 후자를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자

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폐기해야 할 강한 인간중심주의를 감정적 선호(felt preference)에 근거

하여 자신의 이해관심을 위해 자연을 착취하며, 모든 가치를 인간 자신

의 감정적 선호의 만족으로 본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강한 인간중심주

의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경제적 척도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개인들의 선

호들을 억제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의 생산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

는 원재료로 자연을 이용하는 개인이 비판 받지 않는다. 이에 반해 약한 

인간중심주의는 숙고된 선호(considered preference)에 근거하여 도덕

적인 세계관을 지향하고, 인간종과 다른 생물종 간의 친밀한 관계(close 

relationship)를 추구한다(박찬구, 2010). 이에 감정적 선호들이 합리적

일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약한 인간중심

주의에서는 자연에 대해 순전히 착취적인 경제적 가치와 같은 가치체계

들에 대한 비판의 기초를 마련한다. 자연은 경제적 가치 이상의 미적 가

치, 문화적 가치, 치유적 가치, 여가를 위한 가치 등의 다양한 가치를 가

진다고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약한 인간중심주의에 따르면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가치가 알려지고 형성될 수 있다(윤영돈, 2012). 따라서 

Norton은 약한 인간중심주의에 의해 비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의 내재적 

가치 개념을 거부하고 실용주의적 환경관을 주장하며 인간중심주의의 한

계 틀 내에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이유들을 발전시킬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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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고 보았다(김완구, 2007). 하지만 이러한 약한 인간중심주의도 

경제적 가치는 분명한 데 반해 자연적 가치인 미적, 치유적, 정서적 가

치는 불분명하기에 결국 가치들이 충돌했을 때 그 선택에서 실질적인 위

력을 발휘하지 못할 한계가 있다(이상헌, 2013). 

Hargrove(1989)는 인간중심주의를 엄격한 인간중심주의와 약한 

인간중심주의로 구분했다. 엄격한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이 인간에게 

유용한지에 따라 수단적인 가치가 있으며, 인간만이 내재가치를 

갖는다고 보는 시각으로 기존의 인간중심주의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약한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진보된 사회이념과 합리적이며 감정적인 선택에 기초한다면 

비인간중심주의의 내재가치 이론을 전개할 필요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관점이다. 이는 Norton의 이론과 비슷하지만 모든 가치가 

가치를 부여하는 인간으로부터 비롯하므로 자연 또한 다른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따라서 Hargrove의 이론 또한 Norton의 

이론처럼 내재적 가치의 모호함과 가치 선택에 비판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다. 

Stone(1987)은 인간중심주의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 대신 

인간의 개념을 넓히는 방법을 택했다. 그는 인간중심주의를 인간 중심적 

이상주의(anthropocentric idealism)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 중심적 이상주의에서는 인간의 범위를 현 

세대에서 미래 세대까지 넓혀서 보기 때문에 인간에게 수단이 되므로 

자연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보존의 행동 방식에 따른 불편함이 당장 우리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아 

인간중심주의를 옹호했다. 인간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간단한 

논리만으로도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그의 의도는 

좋으나, 현재 세대의 다수가 미래 세대의 인간을 고려하려는 태도를 

갖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문성학(1998)의 개방적 인간중심주의에서는 개념을 확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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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기보다는 생태중심주의와의 변증법적인 일치를 도모하였다. 그는 

인간 존재가 인간 이외의 존재들보다 본질적으로 더 가치가 있지만, 

적어도 비인간적 존재들이 단순히 현 세대의 인간만을 위한 도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은 자연에 종속적인 존재도 

초월적인 존재도 아니며, 기계적인 존재도 유기체적인 존재도 아니고, 

전지하지도 무지하지도 않다고 보았다. 이 이론 역시 이원론적인 시각을 

비판하며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합치점을 찾으려 하였으나,  

‘이것’ 아니면 ‘저것’ 대신 다른 대안을 찾기보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둘 다’임을 강조하여 모호한 문제가 있다.

김양현(2004) 또한 생태적 인간중심주의를 주장하며 윤리학의 

인간중심주의적 기초가 반드시 포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중심주의의 틀 내에 머물면서도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의무와 도덕적 책임을 충분히 근거 지울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보면 

인간은 자연의 보호를 위해 딛고 넘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 상황에서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대립적인 시각에서가 아니라 상보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음미해야 할 문제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인간중심주의의 변화에 

보수적인 시각인 이 이론도 생태중심주의의 비현실적인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인간중심주의의 변화에 더욱 보수적인 시각을 제시한 

윤용택(2006)은 환경관이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으며 

상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대중들을 생태적 책무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며 생태중심주의를 비판했다. 

따라서 비인간중심주의로 갈 수 있는 신비주의보다는 분석적, 도구적 

이성주의를 넘어선 확장된 인간중심주의가 환경파괴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중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자연은 인간의 

생존과 안녕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나, 그러한 인간의 

생존과 안녕이 자연에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들의 

무분별한 파괴는 인간 자신에게도 치명적이라고 했다. 따라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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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으로 보더라도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자연을 보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확장된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을 도구적 가치로 

보는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며, 인간이 자연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인간중심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위에서 살펴 본 수정된 인간중심주의 이론들에서는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둠으로 인해서 ‘인간 

외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인간중심주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모호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수정된 인간중심주의’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수정된 인간중심주의란, 인간 외의 생명권을 

도구적 수단으로 여기는 성향을 줄이고, 타자를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 유한성을 인식하여 상호 공존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환경관이다. 이처럼 자연을 도구로 인식하여 지배하려 하고, 자연의 

한계를 무한하다고 보는 것을 인간·자연 관계의 부정적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것을 수정된 인간중심주의 방향으로 줄인다면 환경행동을 

하려는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제 2 절. 객체중심의 감정이입

   1. 감정이입의 정의

감정이입은 Lipps의 용어로 “감정이입 대상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

하거나, 반대로 이입 대상의 감정을 자신 속에 받아들이는 작용”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김한종, 1994; Montag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정이입의 방향에 따라 감정을 이입하는 주체중심의 감정이

입과 반대로 감정이입을 당하는 객체중심의 감정이입 두 가지 종류로 나

누어 정의한다.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은 대개 감정이입의 주체가 되는 인간 중심의 감

정이입이다. 이때의 감정이입은 인간의 감정(feeling), 정서(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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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attitude)를 감정이입 대상에 투사함으로써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보

며, 대상과 인간의 정서적 상태를 통합하는 것이다(김한종, 1994).  

반면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은 그 대상이 자연이라면 자연 중심의 감정

이입으로 볼 수 있으며, Buber(1971)의 인간 존재의 인식에 따라 이 

감정이입을 자세히 정의할 수 있다. 그는 도구적 가치관에서 문제가 되

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극복하려면 ‘나’의 자리에 ‘너’를 옮겨서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 놓은 방식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

는 또한 인간과 생태계가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태계

를 도구적 대상으로 여긴다며,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 보는 방식은‘인

간’과 ‘생태계’를 합쳐서 놓은 ‘우리’라는 인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주체와 객체를 바꿔 보는 사고는 객체가 ‘되어보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객체인 자연 생태계의 감정을 받아 느껴

보는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은 주체와 

객체를 바꿔 객체의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받아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이입의 방법은 환경교육에 있어서 인간중심적인 사

고의 문제점인 인간이 자연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극

복할 수 있으므로, 인간이 자연 환경을 인식하는 사고와 자연 환경을 대

하는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실제 환경교육

에서 감정이입이 어떤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환경교육의 

최종 목적인 환경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감정이입의 방향을 

찾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감정이입의 환경교육적 적용 

환경교육에서는 자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환경 행동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환경 행동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론적 교육보다는 환경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감정중심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다(DesJardins, 1997). 

감정은 환경 교육과 지속가능성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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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으며(Rickinson, Lundholm, & Hopwood, 2009), 자연에 

연결성(connectedness)을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은 환경 행동에 중요한 

자극이 되어왔다(Ballantyne & Packer, 2005; Ernst & Theimer, 

2011; Schultz, 2002b). 또한 환경행동의도는 죄책감, 두려움 혹은 

자연에 대한 감정적 친밀감과 같은 감정의 힘을 고려하지 않고 이성적 

판단 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Kals, Schumacher, & 

Montada, 1999). 따라서 감정이입의 방법은 감정을 이용한 환경교육의 

대표적인 교육방법 중 하나이기에 감정이입을 환경교육에 적용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Attfield(1981)는 나무에 감정을 이입하여 나무도 이익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그것을 보호해 줄 의무가 없기에 나무의 가치와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Feinberg(1980)는 나무에 감정이입을 

한 결과 나무는 오히려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나무에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Gebhard, Nevers, & Billmann(2003)은 감정이입과 관련이 깊은 

의인화(Anthropomorphic) 실험을 통해 자연을 인식하는 도덕성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혀냈다. 나무에 의인화를 시킨 결과 실험 집단의 

아동들은 나뭇잎을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수액을 사람의 피로 비교하여 

벌목을 잔인한 행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의인화 과정을 통해 

나무가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을 체험하여 자연은 인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 

김미진 외(2006)는 환경감수성이 감정이입을 통해 길러질 수 있음을 

알아냈으며, 이밖에 국내 환경교육에서의 감정이입 방법의 교육적 

효과는 이미 다른 실험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김희경, 2007; 박미진, 

2013; 임경순 외, 2011; 최혜란·이상원, 2009). 

김희경(2007)은 초등학생 대상의 체험 환경교육에서 감정이입의 

전략을 쓰는 것은 환경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최혜란·이상원(2009)은 환경동화를 통해 환경 

감수성을 기르고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보는 감정이입의 과정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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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였다. 임경순 외(2011)는 학생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동안 등장인물에 감정이입함으로써 친환경적 환경 

인식과 환경 실천 의지가 유의하게 더 함양되었다고 하였으며, 

박미진(2013)은 환경교과에서 에너지 절약에 감정이입 능력이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환경 교육에서의 

감정이입은 환경 감수성을 늘려 환경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의 감정이입은 감정이입의 방향에 

대한 고려가 없거나, 주체중심의 감정이입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서 

인간중심주의의 인간·자연의 부정적인 관계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정이입 방법을 활용하여 

감정이입 주체의 감정과 상관없이 자연의 감정을 인간이 받아 자연을 

인식해보는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 3 절. 환경행동의도

   1. 환경행동의도의 정의 및 관련용어

환경행동의도(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는 환경행동에 대

한 개인의 기대이자(Anderson, 1983), 주관적인 가능성이며(Fishbein 

& Ajzen, 1975), 사람들이 환경 행동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그리

고 열심히 노력하는지를 나타내는 동기 요인들을 담고 있다(Ajzen, 

1991). 

환경행동의도는 환경교육 연구에서 환경실천의지, 환경행동의향 등의 

표현과 혼용하여 쓰이고 있다. 환경행동의도는 ‘행동의도’의 표현으로

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 영어 표현에서도 behavioral intention, 

intention to act, willingness to act 등으로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다. 

환경행동의도의 관련 용어를 살펴보는데 앞서 먼저 ‘의도’, ‘의향’, 

‘의지’의 정의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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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용어 영문 용어 용어 해설

의도, 의향 intention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의도
하고 계획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미래에 부분적으로 묶여있음

의지3) volition, willingness
의도적인 행동을 특징 지으려는 특

별한 약속의 순간

<표 2-1> '의도'와 '의지' 용어 해설(Bratman, 1984)  

의향(intention)과 의도(intention)는 동의어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의 뜻으로 자주 쓰이지만 의향보다는 의도가 더 많이 쓰이고 있

다. 의지(volition)와 의도는 다른 뜻을 갖고 있지만 환경행동으로 이어

지는 행동의 전 단계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혼용되는 용어이므로 두 용

어의 철학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지는 의도적인 행동

(intentional action)을 특징지으려는 특별한 약속(commitment)의 순간

을 나타낸다. 반면에 의도(intention)는 의도하고 계획한 것과 직접적으

로 관련 있는 미래에 부분적으로 묶여있다(Bratman, 1984). 즉, 의지와 

의도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지만 환경교육에서는 환경 행동의 바로 전 단

계를 환경행동의도 혹은 환경실천의지, 환경행동의향 등으로 혼용하고 

있다. 의도(의향)와 의지의 용어 정의는 <표 2-1>과 같다. 

두 개념은 분명 공통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학자들에 따라 의지가 의

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Audi, 1994), 반대의 포함관계로 

보기도 한다(Bratman, 1984). 그러나 용어에서 환경행동의 전 단계로

써 행동을 하려는 약속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미래에 환경행동을 하

3) 의지의 철학적인 영문 표현은 ‘volition’으로 의도의 영문표현인 

‘intention’과 비교할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이므로 의지의 개념을 논할 때는 

‘volition’으로 쓰기로 한다(Audi, 1994; Bratman, 1984). 그러나 환경 관

련 연구에서의 ‘의지’는 ‘willingness’로 자주 쓰이며, volition의 정의에 

‘약속’이 들어가므로 ‘commitment’가 들어간 표현을 ‘환경실천의지’의 

영문용어로 분류한다(<표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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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영문 용어 표현 연구자

환경행동의도

behavior(al) 

intention

Ajzen & Fishbein(1969), 
Brinberg(1979), Bagozzi(1981), 

Parcel(1984), Ajzen(1991), Stern 

& Dietz(1994), Dillon & 
Gayford(1997), Alp et al.(2008), 

금지헌(2011) 

intention to act

Hines, Hungerford, & 
Tomera(1987), Hungerford & 

Volk(1990), Liarakou, Kostelou, 
& Gavrilakis(2011)

Possibilities to act  
pro-environmentally

Fietkau & Kessel(1981)

환경(친화적)
행동의향

Intention to doing  
pro-environmental 

behavior

하경환(2006)

pro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

주형선·김종욱(2001)

환경실천의지

willingness to act

Kollmuss & Agyeman(2002), 
O'Connor, Bord, & Fisher(1999), 

김순식·최성봉(2010)

A personal 
commitment to   
issue resolution

Hungerford & Volk(1990)

<표 2-2> 환경행동의도 관련 용어(금지헌, 2011의 재구성) 

려고 하는 직접적인 마음’이 드러나야 하므로 환경행동의도가 더욱 적

합하다고 본다. 환경행동의도의 관련 용어는 <표 2-2>와 같다. 

또한 Ajzen(1991)은 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이론

인 ‘계획된 행동 이론(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개발하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를 언급하였다.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뒤 영어권 연

구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표현이 “behavioral intention”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 대한 행동의도임을 더욱 명확히 하여 환경

행동의도(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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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경행동의도와 환경행동

환경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환경지식, 환경태도, 통제 변인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환경행동의도는 직접적으로 환경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Fishbein & Ajzen, 1975). 또한 환경행동의도는 

환경지식 혹은 환경태도의 매개변수가 되어 간접적으로 환경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Ajzen, 1991; Bagozzi, 1981; Bamberg & 

Moser, 2007; fishbein, 1967; Hines et al., 1987). 사람이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하려고 의도하면, 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여 행동할 

기회가 증가되므로 의도는 행동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Hungerford & 

Volk, 1990; Norman, Clark, & Walker, 2005). 환경행동의도와 

환경행동의 밀접한 관계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뒷받침 해준다. 

Fishbein(1967)은 환경행동을 하고자 하는 환경행동의도가 있더라도 

환경행동의도를 보인 뒤 환경행동에 옮기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환경행동의도가 환경행동에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경행동을 예측하는 최고의 

요인은 환경행동의도이며 그것은 환경태도와 행동을 수행할 

동기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신념들로 인해 결정되는 개인의 주관적 

규범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Ajzen & Fishbein(1977)은 개인의 

주관적 규범이라는 용어를 규범적인 인식의 통제로 확장시켜 이것은 

태도와의 상관관계가 꽤 높기에, 환경태도가 환경행동의도와 환경행동의 

높은 상관관계를 매개로 환경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Ajzen(1985)의 후속 연구에서는 Fishbein이 제기한 환경행동의도가 

환경행동으로 연결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어려움을 보완하여 환경행동

의도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

째, 환경행동을 수행하기 바로 직전의 환경행동의도를 측정해야 환경행

동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예측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둘째, 환경

행동은 환경행동의도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Ajzen(1991)은 환경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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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획된 행동이론(TPB)을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는 환경행동을 하

려는‘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와, 개인의 신념들로 결정

되는‘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환경행동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환경행동의도를 매개로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

나 환경행동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

(perceived behavioral control)는 환경행동의도를 매개로 환경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환경행동의도의 매개 없이도 환경행동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Bamberg & Moser(2007)는 Ajzen의 TPB이론을 발전시켜서 문제 

인식, 상호 권한, 사회적 규범, 죄책감에 영향을 받은 인지된 행동 통제, 

태도, 도덕적 규범이 결국 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다양

한 사회심리학적 변인들 중에서도 환경행동의도가 행동으로 이어질 설명 

변수가(explained variance, R2=0.52)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환경

행동의도와 환경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이 밖에 Perugini & Bagozzi(2001)는 직접적인 행동-목표 이론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MGV)을 개발하여 태도, 

긍·부정의 기대 감정 등의 영향을 받은 개인의 욕구가 환경행동의도를 

매개로 환경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과거 환경행동 빈

도 또한 환경행동의도를 매개로 환경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

다. 

이처럼 환경행동의도와 환경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 따라서 

환경행동의도는 실험실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환경행동을 직접 측정하

기 어려움 점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Parcel, 1984), 환경행동의도를 측

정하여 환경행동을 유추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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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과 환경행동의도

환경교육에서는 교육이 환경에 대한 인식, 신념을 변화시켜서 

행동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Winston, 1974). 

따라서 신념과 행동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증거가 

제한적임에도 환경관은 종종 환경행동의 잠재적인 예측 변수로 

간주된다(Corral & Armendriz, 2000; Fishbein & Ajzen, 1975; 

Raudsepp, 2001; Scott & Willits, 1994). 그리고 이것은 사회학, 

철학, 심리학, 교육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다(Kearney, 1984; Raudsepp, 2001; Schultz, 2002a; Schultz, 

Unipan, & Gamba, 2000).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환경에 대한 태도’의 개념과 

관련이 있으며 환경 태도는 환경행동을 하려는 행동의도와 신념, 영향 

모두를 일컫는다(Schultz, Shriver, Tabanico, & Khazian, 2004).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환경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식과 같은 환경태도와 환경행동 간의 불일치성이 

나타남에 따라 환경행동의도가 환경태도의 매개가 되어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등장하였다. 그 뒤 환경태도가 환경행동의도를 

매개로 환경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은 이미 살펴본 대로 많이 

등장하였다(Ajzen, 1991; Bagozzi, 1981; Bamberg & Moser, 2007; 

fishbein, 1967; Hines et al., 1987). 따라서 환경행동의도는 

환경행동에 직접적이며 강력한 영향을 주는 변수이므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결과가 환경행동에 영향을 끼친 연구들로는 

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Hines et al.(1987)은 환경에 대해 보존해야 할 도덕적 의무감을 

느끼는 것과 환경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함(r=.33)을 알아냈다. 

Dunlap, Grieneeks, & Rokeach(1983)과 Neuman(1986)은 

환경태도를 결정하는 환경에 대한 가치가 환경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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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라고 하였다. 즉, 인간이 자연과 순응하고자 하는 가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가치가 환경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으며,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인간만의 성공과 안정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오히려 환경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간중심주의를 수정하여 인간·자연의 도구적

인 관계 인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더불어 인간이 자연을 지배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고를 줄이고, 자연의 한계를 인식하려는 태도를 인

간·자연 관계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보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

은 어떤 방향의 감정이입에 따라 변하는지, 더불어 변화된 가치관을 매

개로 혹은 어떤 방향의 감정이입이 직접적으로 환경행동의도를 높이는지

를 제 3 장의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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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실험방법의 개관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실험방법의 개관

감정이입의 유·무와 방향에 따른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 변화 및 

환경행동의도의 변화 측정을 목표로 한 본 연구는 실험연구로, 실험설계 

단계에서는 가설을 바탕으로 모형을 설정한 후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측

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때 예비 실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측정도구 

및 방법을 수정하였다. 실험절차 단계에서는 사전검사를 통해 변인을 설

문지로 측정하고 2주 뒤에 집단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감정이입에 따

른 처치를 한 후 동일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과정은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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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실험설계모형

 제 2 절. 실험설계 

   1. 실험설계모형 설정

감정이입은 환경교육의 목표인 환경행동으로의 연결에 중요한 자극이 

되어 왔다(Ballantyne & Packer, 2005; Ernst & Theimer, 2011; 

Schultz, 2002b). 자연의 감정을 느껴보는 감정이입은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를 인지하여 환경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선행 연구와 추

론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의 배경이 되는 연구의 가설은 자연에 감정이입

을 하는 것 중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을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

해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며, 그 변화를 매

개로 환경행동의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가설을 바탕으로 감정이입의 유·무와 감정이입의 방향에 따른 처치

가 인간·자연 관계 인식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또한 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주어 환경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실험설계

모형은 [그림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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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대상과 표집(sampling)

본 연구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하였

다. 표집대상은 경기도 소재의 초등학교 4학년 240명(남: 128명, 여: 

1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4학년 2학기의 도덕 ‘6-1. 자연과 함께하

는 우리’의 단원 목표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므로(서울교육대학교 도덕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14), 본 실험의 목적

과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을 4학년 학생들로 하여 2학기 도

덕 수업을 통해 자연스러운 수업의 상황에서 실험이 가능하였다.

감정이입의 특성은 인간의 고유한 본성이나, 연령에 따라 감정이입의 

차이가 존재한다(김도엽, 2013; 김선희, 2001; Hoffman, 1982). 

아동의 감정이입은 3~4세가 되면서 타인의 기쁨과 슬픔의 감정에 

이입할 수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서의 상징적 단서에서도 의미를 

추출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넓은 범위의 정서에 감정이입이 

가능하다(Hoffman, 1982).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중학년인 4학년은 

감정이입의 방향을 달리하여 효과를 측정한 본 연구의 대상으로도 

적합하였다.  

본 실험연구는 감정이입의 유・무 혹은 감정이입의 종류별로 제작한 

활동지를 풀고 설문에 답하는 형식이므로 인지능력이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규모가 유사

하고, 학업성취도 수준이 보통 이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학군의 두 학

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므로 집단은 학급별로 

나누었다.   

   3. 실험처치 방법 및 자료

본 연구의 목적은 감정이입을 하지 않은 경우와 두 방향의 감정이입

을 한 경우의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

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의 변화를 살펴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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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험처치 방법으로 사전·사후검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사

전·사후검사 방법으로 집단별 특성 요인을 통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험집단들은 감정이입이 없는 활동지와 감정이입의 방향에 맞게 제작한 

두 가지 활동지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뉘어 감정이입을 경험하지 않거나 

주체·객체 중심의 감정이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실제 교과서나 동화책의 환경 교재 내 인간·자연 관계의 자료들은   

자연을 도구로 당연시 여기는 상황으로 묘사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실험처치용 자료는 4학년 2014 개정 도덕 교과서 6단원 1차시 내용과 

Silverstein (1964)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참고하여 인간에게 일

방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나무의 상황을 네 컷 만화로 개발하였다. 실

험 집단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글로 서술

하지 않고 만화로 제시하였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교과서나 

어린이 환경동화에는 ‘나무’가 자연을 대표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에, 본 연구에서도 추상적인 ‘자연’ 대신 ‘나무’를 주인

공으로 표현하고, 설문 문항에서도 ‘나무’ 로 제시하였다. 

 인간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베풀고 있는 나무의 감정을 느껴봤을 

때, 인간의 기쁜 감정을 나무에게 이입하여 나무가 기뻐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많았다(노경희, 2008; 서울교육대학교 도덕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14; 표순국·문채영, 2005; 허승회·임유진·원혜영, 2007; 

Silverstein, 1964). 그러므로 주체중심 감정이입 방향의 활동지에서는 

나무에 웃는 표정을 그려 넣고, 기쁜 감정에 이입할 수 있도록 나무의 

생각을 말풍선에 적게 하였다. 반면, 객체중심 감정이입 방향의 활동지

에는 나무에 슬퍼하는 표정을 그려 넣고 나무의 생각을 말풍선에 적게 

하여 나무의 슬픈 감정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 두 집단은 

나무에 표정을 그린 만화를 보여준 뒤, 말풍선을 적게 하여 나무의 감정

을 경험해보는 감정이입 변인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감정이입이 없는 

집단의 활동지에는 두 실험 집단과 같은 만화를 제공하되, 나무에 감정

이 있음을 느끼게 하는 말풍선은 넣지 않았다. 한편 가외변인을 통제하

기 위해 감정이입을 하는 실험 집단들처럼 만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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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내용에 빈 칸 적기 활동을 추가하였다. 이 내용은 두 실험 집단의 활

동지에도 동일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그림을 보면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빈 칸 처리 하였다. 더불어 세 집단의 실험처치 시간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감정이입을 하지 않는 집단에게는 다른 두 실험 

집단들의 말풍선을 적는 시간과 같은 시간동안 만화를 집중해서 보도록 

하였다. 감정이입에 따른 실험처치용 자료는 부록 1~3에 제시하였다. 

   4. 예비 실험(Pilot Test) 

본 연구의 방법에 따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에 앞서 경기

도의 한 초등학교 4학년 64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

은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은 일곱 문항으로, 환경행동의도는 간접 측정

용 한 문항과 직접 측정용 한 문항인 총 두 개의 문항으로 설계되었다. 

인간·자연 관계 인식에 대한 예비 실험의 결과 감정이입이 없는 경

우와,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을 한 경우에는 사전·사후검사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을 한 경우에는 유의수준 .001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감정이입이 

없는 경우에는 t 값이 음수로4) 나와서, 인간·자연의 관계를 도구적으로 

보는 경향이 사전에 비해 사후에 오히려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비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 [그림 3-3]과 

같다. 

4) t값이 음수로 나왔다는 것은 실험 결과 사전·사후의 평균차이가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것으로 사전의 인간·자연의 도구적 인식이 사전에 비해 사후에 더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양수가 나온 것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성태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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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4, ***p <.001

[그림 3-3] 감정이입에 따른 인간·자연 관계 인식의 변화(예비 실험)  

환경행동의도에 대한 예비 실험은 헌 공책을 쓰지 않고 새 공책을 몇 

권이나 더 살 것인가를 물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비해 사후에 값이 

작아질수록 환경행동의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았다. 감정이입을 하지 않

은 경우와 주체중심 감정이입의 경우에는 사전에 비해 사후에 점수가 높

아졌으므로 t 값이 음수로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

면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을 한 경우에는 t 값이 양수로 유의수준 .05에서 

환경행동의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 결과는 [그림 3-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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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4, **p <.01

[그림 3-4] 감정이입에 따른 환경행동의도의 변화(예비 실험)  

예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자연 관계 인식 측정에서는 문항을 

일곱 문항에서 열한 개의 문항으로 늘리고 거짓말 척도 한 문항을 추가

하였으며, 긍정 방향의 문항을 추가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응답의 한계를 

해소하였다. 또한 도구적 인간·자연 관계 인식을 자연의 가치를 도구적

으로 인식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위치를 자연보다 높다고 보는

지, 자연의 한계를 무한하다고 인식하는지의 기준을 추가하여 부정적 인

간·자연 관계 인식으로 측정하고 문항별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예비 실

험 문항 5번의 ‘희생’과 문항 7번의 ‘쓸모없다’는 단어와 같은 극

단적인 표현으로 인한 편파적인 응답을 제거하기 위하여 문항 내의 단어

를 순화하였다. 예비 실험에서는 세 집단의 사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

났다. 따라서 사전검사 후, 집단 동질성 검사를 추가하여 사전 점수의 

차이로 인한 사후검사의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리커트 5점 척도의 순서를 점수가 높은 ‘매우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의 순서에서 점수가 낮은‘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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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순서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환경행동의도 측정에서는 직접적 측정 문항을 한 문항에서 열 문항으

로 늘려 환경행동의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측정을 하였다. 또한 측정 방

식의 동의하는 만큼 색칠하기가 실험 집단인 초등학교 4학년이 이해하

기에 어려움이 있어, 인간·자연 관계 인식 측정의 리커트(Lickertis 

scale) 5점 척도 방법으로 통일하였다. 예비 실험의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 측정 및 환경행동의도 측정 설문지는 부록 4와 부록 5에 제시하였

다. 

   5.  측정 도구 개발

 예비 실험으로 수정된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과 환경행동의도를 측

정하는 도구의 타당도(validity)5)를 높이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해 측

정도구를 개발한 후, 환경교육 전문가인 환경교육 박사 2인과 박사과정 

1인, 석사과정 4인,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2인인 총 9인의 

전문 지식에 의한 내용 타당도(검사내용에 기초한 근거; evidence 

based on test content)6) 검토를 하였다. 

신뢰도(reliability)7)는 문항내적일관성(Cronbach’s alpha)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검사도구인 문항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

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부정 문항들의 답변을 반대의 값으로 코딩하여 

전체 답변의 일관성을 갖춘 후 신뢰도를 <표 3-1>과 같이 측정하였다.  

5) 타당도란 검사도구가 측정하려는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측정하였는지를 나

타낸다(성태제, 2010).
6) 내용타당도(검사내용에 기초한 근거)란 검사내용 전문가에 의하여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검사이며, 

종전에는 이와 유사하게 검사문항들이 검사제작자나 피험자에게 친숙한 정도를 

말하는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 같은 개념은 학문

적으로 과학성을 상실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성태제, 2010). 
7) 신뢰도란 측정하려 하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지

를 나타내며, 검사도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 없이 측정하였는지에 따라 결정

된다(성태제, 2010)



- 34 -

분류 사전 신뢰도 사후 신뢰도
사전

환경행동의도

사후 

환경행동의도

감정이입 

없음
.644 .857 .754 .819

감정

이입 

주체 

중심 
.785 .772 .837 .856

객체 

중심
.797 .870 .843 .862

<표 3-1> 사전·사후 측정 신뢰도(Cronbach’s alpha)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0.6 이상의 값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에(송

지준, 2011), 본 연구의 사전·사후 측정 신뢰도는 모두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예비 실험 단계를 거쳐 측정도구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

였다. 측정방법은 연구 대상의 특성상 오지선다에 익숙한 초등학생들이

므로 5단계 리커트 척도(Lickertis scale)를 사용하였다. 

    1) 인간·자연 관계 인식의 문항

 인간·자연 관계 인식에 대한 문항은 Dunlap et al.(2000), 

Hawcroft & Milfont(2010)와 Milfont & Duckitt(2010)이 고찰한 

인간중심주의 측정 문항 중 인간·자연 관계 인식에 대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전·사후검사용으로 개발하였다. 

전체 문항은 맹은혜(2011)와 유희영 외(2012)의 환경관 분류 기준

을 참고하여 자연의 가치(문항1~6, 12), 인간의 위치(문항 7~9), 자연

의 한계(문항 10~11)의 세 가지 기준으로 총 12문제를 통해 리커트 척

도(Lickertis scale) 5단계로 측정하였다. 측정 문항에서는 활동지의 내

용에 맞게 나무가 자연을 대표하는 것으로 서술하였으며, ‘인간’은 추

상적 용어이므로, 측정 대상인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통상적으로 쓰이

는 표현인 ‘사람’이라고 서술하였다.   

세 가지 기준 중 먼저 ‘자연의 가치’ 기준은 인간이 자연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에 대한 기준으로, 도구적 가치, 내재적 가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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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중에서 활동지에서 묘사한 상황에 맞게 도구적 가치 관점으로 인

간·자연의 관계를 인식하는지에 대해 그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개발하

였다. 세부 항목으로는, 자연의 역할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며, 그래서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인간이 자연을 이

용하는 것과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 자연을 그대

로 두기보다는 활용해야 하며 그렇다면 자연이 기뻐할 것인지에 대해 동

의하는 정도를 묻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환경교육 자료를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 관점에서 살펴보면 자연이 인간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당연시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본 연구에서는‘자연의 가치’ 측정 문항을 가장 

비중을 두고 개발하였다. 

둘째, ‘인간의 위치’기준은 자연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에서 더 나아가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어떻게 여

기고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다. 즉,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측

정하는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세부항목으로는, 인간이 더 뛰어나기 때문

에 자연을 관리해주어야 하는지,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

는지, 그리고 인간은 자연이 없더라도 과학 기술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

각하는지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의 한계’기준은 인간이 자연의 한계를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자연의 한계를 무한하다고 인식하는지 

혹은 유한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세부항목으로

는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다보면 자연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추상적 상황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진위형 문항8)을 제작할 때는 부정문의 사용을 삼가야 하며, 정답의 

유형이 ‘그렇다’, ‘그렇지 않다’ 중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

다는 조건이 있다(성태제,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구적 가치나 

8) 진위형 문항이란 제시된 진술문에서 피험자가 옳은지 그른지를 응답하는 문

항 형태이다(성태제, 2010). 본 연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이루

어진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지만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응답

하는 진위형 문항의 제작 조건과 유사하기에 이 문항의 제작원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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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위치의 반대 기준은 정의하기 모호하므로 ‘자연을 도구적 가치

로 여기는가’, ‘인간의 위치를 자연보다 위대하다고 여기는가’ 방향

의 긍정문 위주로 문항을 제작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으로는 ‘그

렇다’ 쪽의 응답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 한편 자연의 한계 문항에서는 유/무에 대한 반대 기준이 명확하

므로 문항11번은 다른 문항들과 달리 ‘전혀 그렇지 않다’ 방향의 응

답이 인간·자연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즉, 문항 11

번과는 반대로 다른 열한 개의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 방향의 응답

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도구적으로 여기며, 인간이 자연보다 위대하다

고 인식하고, 자연의 한계가 무한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즉, 인간·자

연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해석하였다.  

문항 12번은 문항 1번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의 순서를 바꾼 동일한 

문장으로 거짓말 척도용으로 구성하였다. 활동지를 분석할 때, 문항 1번

과 12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답변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5단계 리커트 척도 중 1단계 차이까지는 

연구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에 따른 문항 분류는 

다음 <표 3-2>와 같으며, 실제 실험에 사용한 문항지는 부록 6에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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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기준 번호 문항 내용

자연의 

가치

인간이 자연의 가

치를 도구적으로 

인식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1 자연의 역할은 인간을 위한 도구임  

2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함  

3 자연의 활용성 강조함  

4 자연은 도구로 쓰기 위해 보호해야함

5 자연은 인간이 활용해주면 기뻐할 것임

6 자연이 인간의 도구인 것은 당연함

12
(문항 1 에 대한 거짓말 척도)

인간의 도구가 자연의 역할임

인간의 

위치

인간이 자연을 지

배하는 위치에 있

다고 인식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

가?

7 인간은 우월하므로 자연을 관리해야함 

8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함 

9 인간은 자연없이 과학기술로 살 수 있음

자연의 

한계

인간은 자연의 한

계를 무한/유한하

다고 인식하는가?

10 인간이 이용해도 자연은 계속 자라남

11 인간이 이용해도 자연은 없어지지 않음

<표 3-2>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에 따른 문항 분류 

    2) 환경행동의도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이 변화되어 환경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에 대한 측정은 직·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개발하였다. 간접적인 

측정은 가상 상황에서 실제로 자연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인지를 

상상하도록 하였다. 즉, 헌 공책 다섯 권이 있을 때 열 권의 공책이 필

요하다면 몇 권을 새로 사게 될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헌 공책을 고려하

지 않고 새 공책을 많이 산다고 응답할수록 환경행동의도가 낮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새 공책을 사는 수가 줄

어든다면 환경행동의도가 높아졌다고 보았다. 

직접적인 측정은 환경행동의도를 측정한 선행연구인 금지헌(2011)과 

김순식·최성봉(2010)을 참고로, 본 연구 주제인 인간·자연의 관계 인

식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전·사후검사용으로 개발하였다. 환경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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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기준 번호 문항 내용

소극적 

행동

의도

이미 주어진 상황

에서 약간의 노력

으로 자연을 배려

하는 환경행동을 

할 것인가 ? 

1 학습지로 이면지를 받을 것임

2
쓰레기통이 없다면 쓰레기는 숲 속에 버

려도 됨 

3
사용 중인 공책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용할 것임

4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 임

5
공책은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아껴

쓰지 않아도 됨 

적극적 

행동

의도

적극적으로 새로

운 상황을 조성하

여 자연을 배려하

는 환경행동을 할 

것인가?

6
환경오염 조사 및 자연보호 활동에 임할 

생각이 있음

7
환경보호를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재

활용품 가게를 이용할 것임

8
TV 나 책에 자연 환경 보호 내용이 나오

면 관심 있게 볼 것임

9
주변사람들에게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고 

이야기할 것임 

10
다른 사람이 쓰던 물건을 물려받아 쓸 

것임

  <표 3-3> 환경행동의도에 따른 문항 분류 

도의 직접적인 측정 문항은 총 열 문항으로 소극적 행동의도와 적극적 

행동의도로 나누어 개발한 뒤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 배열하였다. 소극적 

행동의도는 총 다섯 문항으로,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 약간의 노력을 기

울여 자연을 배려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문항이다. 반면 적

극적 행동의도는 총 다섯 문항으로, 스스로 새로운 상황을 조성하여 자

연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줄이고 배려하고자 하는지를 측정하

는 문항이다. 문항 내용 중 반(反)환경행동의도를 문항2와 문항5에 제

시하여 진위형 제작원리에 따라 부정문을 피하면서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의 응답을 적절히 섞어 제시하였다. 환경행동의도 분류표는 

다음 <표 3-3>과 같으며, 실제 실험용 환경행동의도 측정 문항지는 부

록 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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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실험절차

본 실험을 위해 표본 집단인 두 학교 아홉 학급의 4학년 학생 240명

은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과 환경행동의도에 관한 사전 설문지를 작성

한 뒤, 집단 동질성 검사를 통해 세 집단으로 나눠졌다. 이 때 세 집단

은 학급 단위로 나누었다. 첫 번째 집단은 감정이입이 없는 활동자료를 

받는 집단이며, 두 번째 집단은 주체중심의 감정이입 방향인 인간의 감

정을 자연에 이입한 활동자료를 받는 집단이고, 세 번째 집단은 객체중

심의 감정이입 방향인 자연의 감정을 인간이 이입한 활동자료를 받는 집

단이다. 

기억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전검사 후 2주일 뒤에 활동자

료를 통해 실험처치를 하였다. 실험처치 후 세 집단은 모두 동일한 인

간·자연 관계 인식의 측정 설문지와 환경행동의도 측정 설문지를 작성

하였다. 이 설문지는 2주 전에 작성한 사전 설문지와 같은 양식이었다. 

 제 4 절.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인간·자연 관계 인식의 사전검사 후에는 임의로 나눈 세 집단에 집

단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여 세 집단이 통계적으로 동질성을 갖는지를 일

원분산분석(one-way ANOVA)9)으로 조사하였다. 실험처치와 사후검

사 후에는 두 종속표본 t검정(matched pair t-test)10) 방법을 이용하

여 문항별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모두 리커트 5

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9)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은 독립변수

가 하나일 때 분산의 원인이 집단 간 차이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통계적인

기법이다(성태제, 2011).

10) 두 종속표본 t검정(two dependent samples t-test: matched pair t-test)은

알지 못하는 각기 다른 두 모집단의 속성인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모집단

으로부터 추출된 종속적인 표본들의 평균들을 비교함으로써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통계적 방법이다(성태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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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점수는 1점에서 5점으로 높아졌다. 문항별 분석을 통해 점수가 

낮을수록 인간·자연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자연을 도구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위치를 자연보다 높다고 보지 않

으며, 자연의 한계를 유한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대의 경우

는 인간·자연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점수의 높고 낮

은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문항별로 사전검사에 비해 통계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유의한 사후검사 점수의 변화였다. 문항 전체적으로 사후검

사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지면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수정된 인간중심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

다.

환경행동의도의 사전·사후검사 역시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과 동일

한 과정으로 분석하였으며, 직접 측정 문항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

행동을 할 의도가 높다고 보았다. 반대로 간접 측정 문항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행동을 할 의도가 낮다고 보았다. 설문지 검사에 의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SPSS 통계 프로그램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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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총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1.602 2 .801 .573 .565

2 8.608 2 4.304 2.509 .084

3 4.996 2 2.498 2.971 .053

4 2.423 2 1.212 .921 .400

5 1.698 2 .849 .720 .488

6 1.920 2 .960 1.025 .360

7 4.604 2 2.302 1.355 .260

8 .777 2 .389 .314 .731

9 5.777 2 2.888 2.788 .064

10 3.614 2 1.807 2.897 .057

11 3.838 2 1.919 2.164 .117
12 4.271 2 2.136 1.679 .189

<표 4-1>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에 대한 사전검사의 집단 동질성 검사 

제 4장. 연구결과

 제 1 절. 집단 동질성 검사

   1. 인간·자연 관계의 사전 인식에 따른 집단 동질성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에 대한 사전검사는 사후검사가 이뤄지기 2주 

전에 각 학급의 담임교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집단의 특성에 의한 사후

검사에서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전체 표본 집단을 학급 단위의 세 

집단으로 임의로 나누어 평균이 비슷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집단 간

의 특성에 차이가 없음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집단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집단이 세 개 이상이므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으며, 결과 분석 방향에 맞게 문항별로 분석하였다. 

<표 4-1>을 보면 세 집단의 인간·자연의 관계를 분석하는 전체 열두 

개의 문항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세 집단의 사전

검사 결과가 문항별로 모두 차이가 없어 세 집단의 인간·자연에 대한 

관계 인식이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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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총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간접 29.641 2 14.820 2.766 .065

1 1.217 2 .608 .665 .515

2 2.551 2 1.275 2.790 .063

3 1.424 2 .712 .994 .372

4 2.914 2 1.457 2.036 .133

5 2.695 2 1.347 2.922 .056

6 4.514 2 2.257 2.954 .054

7 3.000 2 1.500 1.918 .149

8 .274 2 .137 .144 .866

9 4.447 2 2.224 2.982 .053

10 1.114 2 .557 .527 .591

<표 4-2> 환경행동의도에 대한 사전검사의 집단 동질성 검사

   2. 환경행동의도의 사전검사에 따른 집단 동질성 

다음 <표 4-2>는 환경행동의도의 사전검사 결과를 집단별로 일원분

산분석한 결과이다. 위에서 살펴 본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 사전검사와 

마찬가지로 환경행동의도 사전검사 또한 집단 특성에 의한 차이 요인을 

배제해야 하므로 동일한 집단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4-2>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열 개의 문항 또한 유의수준 .05

에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환경행동의도 사전검사의 세 집단별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집단 동질성 검사에 따라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

통계 값으로 나누었던 구분대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 2 절. 방향에 따른 감정이입과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

집단 동질성 검사를 토대로 세 집단으로 구성된 표본 집단에 감정이

입 처치를 한 후 인간·자연 관계 인식에 대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사후검사의 결과는 두 종속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문항별로 분석

하였다. 응답 방향이 다른 문항 11번은 반대값으로 코딩하여 12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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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모두 동의하는 정도가 클수록 인간·자연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집단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감정이입이 없는 경우가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감정이입을 하지 않은 집단의 인간·자연 관계 인식의 사전·사후검

사 결과는 <표 4-3>과 같다. 감정이입 없이 자연을 도구적으로 이용하

고 있는 만화를 본 결과 자연에 대한 인간과의 관계 인식은 유의수준 

.05에서 대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문항3번의 ‘나무를 

그대로 두기보다는 나무를 활용해야한다’와 문항 10번의 ‘사람들이 

나무로 연필, 공책 등을 만들어도 나무는 다시 자라니까 괜찮다’의 t 

값이 음수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두 문항에서는 사

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인간·자연 관계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했

음이 유의했다. 

다른 문항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t 값이 나머지 10개의 문항

중 8개의 문항에서 음수가 나왔다. 이것은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전체적인 응답의 점수가 커지는 실제적 유의성(practical significance)

이 있었음을 뜻한다. 즉, 감정이입이 없는 활동지에서 도구적으로 이용

되는 자연의 모습은 오히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를 통해 가설에서 설정한 “감정이입이 없는 경우가 인간과 자연

의 관계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다.”가 일치하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는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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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t
사전 사후

1 자연의 역할은 인간을 위한 도구임  
2.896

(1.252)

2.844

(1.193)
   .390

2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함  
2.636

(1.317)

2.558

(1.352)
   .736

3 자연의 활용성 강조함  
2.169

(.801)

2.403

(1.067)
-2.111*

4 자연은 도구로 쓰기 위해 보호해야함
2.299

(1.182)

2.364

(1.169)
 -.422

5 자연은 인간이 활용해주면 기뻐할 것임
1.792

(1.080)

2.065

(1.174)
-1.442

6 자연이 인간의 도구인 것은 당연함
1.896

(.940)

1.974

(1.076)
 -.725

7 인간은 우월하므로 자연을 관리해야함 
3.182

(1.393)

3.260

(1.302)
 -.357

8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함 
2.026

(1.147)

2.209

(1.162)
-1.693

9 인간은 자연없이 과학기술로 살 수 있음
1.675

(.865)

1.831

(1.031)
-1.079

10 인간이 이용해도 자연은 계속 자라남
1.481

(.681)

1.675

(.834)
-2.026*

11 인간이 이용해도 자연은 없어지지 않음
1.507

(.788)

1.623

(1.052)
 -.913

12
(문항 1 에 대한 거짓말 척도)

인간의 도구가 자연의 역할임

2.610

(1.126)

2.753

(1.149)
-1.085

<표 4-3> 감정이입하지 않은 경우 인간·자연 관계 인식의 사전·사후 차이

 (N=77)

                    ＊p <.05

    

위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1]과 같다. 문항 7번

은 다른 문항들에 비해 인간·자연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전·

사후 점수가 높았다. 이것으로 초등학생들이 자연을 인간이 관리해야 하

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간·자연 관계

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항목 중 도구적 가치(문항 1~6, 문항 12)와 

인간의 위치(문항 7~9) 기준이 자연의 한계(문항10~11) 기준에 비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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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7, ＊p <.05

[그림 4-1] 감정이입하지 않은 경우 인간·자연 관계 인식의 사전·사후 차이
   

   2.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이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은 ‘감정이입 대상에게 이입 주체의 감정을 투

사하는 이입 방법’을 따른 것이다(김한종, 1994; Montag et al., 

2008). 이 방향의 감정이입은 대상이 무생물일 경우 취하기 쉬운 방향

이며, 환경교육 자료에서 익숙하게 해 오던 감정이입의 방법이다. 2장을 

통해 이 방법이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유

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체중심 감정이입을 한 집단의 인간·자연 관계에 대한 

인식 검사 또한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인간·자연 관계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문항은 없었다(유의수준

=.05). 그러나 네 개 문항에서 인간·자연 관계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변화가 실제적 유의성이 있었다. 반면, 문항 5번의 ‘사람들이 나무로 

연필, 공책 등을 만들어 사용한다면 나무는 기뻐할 것이다’의 문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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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t
사전 사후

1 자연의 역할은 인간을 위한 도구임  
3.095

(1.137)

2.905

(1.188)
  1.496

2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함  
3.095

(1.419)

2.905

(1.332)
  1.888

3 자연의 활용성 강조함  
2.441

(.986)

2.429

(.973)
   .104

4 자연은 도구로 쓰기 위해 보호해야함
2.512

(1.103)

2.452

(1.134)
   .422

5 자연은 인간이 활용해주면 기뻐할 것임
1.881

(1.034)

2.381

(1.086)
-4.196***  

6 자연이 인간의 도구인 것은 당연함
2.071

(1.039)

2.143

(.959)
 -.598

7 인간은 우월하므로 자연을 관리해야함 
3.476

(1.266)

3.464

(1.275)
   .098

8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함 
2.119

(1.023)

2.048

(.904)
   .610

9 인간은 자연없이 과학기술로 살 수 있음
1.750

(1.005)

1.631

(.915)
  1.000

10 인간이 이용해도 자연은 계속 자라남
1.643

(.688)

1.774

(.949)
-1.441

11 인간이 이용해도 자연은 없어지지 않음
4.500

(.898)

4.369

(1.062)
-1.045

12
(문항 1 에 대한 거짓말 척도)

인간의 도구가 자연의 역할임

2.905

(1.168)

2.691

(1.018)
  1.885

<표 4-4> 주체중심 감정이입에서 인간·자연 관계 인식의 사전·사후 차이   

                                                                (N=84)

는 오히려 인간·자연 관계에 대한 인식의 부정적 변화가 유의수준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문항 5번외에도 두 개의 문항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실제적 유의성이 있었다. 따라서 문항 전체적으로는 인간·자

연 관계 인식에 긍정적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감정이입이 

없는 집단과 비교해보면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인간·자연의 관

계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결과를 통해 가설에서 설정한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은 인간과 자연

의 관계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다.”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는 <표 4-4>와 같다.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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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84, ***p <.001 

[그림 4-2] 주체중심 감정이입에서 인간·자연 관계 인식의 사전·사후  차이

[그림 4-2]는 위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문항 1, 2, 9, 

12번에서 인간·자연 관계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변화가 실제적으로 유

의하게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자연 관계 인식의 부정적 

변화가 실제적으로 유의한 문항들은 5, 10, 11번 문항에서 찾을 수 있

다. 특별히 인간과 자연 관계의 부정적 인식이 다른 문항들에 비해 높게 

나온 문항은 도구적 가치에 대한 문항 1(문항 12)과 문항 2, 그리고 인

간의 위치에 대한 문항 7번이었다. 이것으로 초등학생들의 인간 자연 관

계에 대한 인식에서 자연의 역할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과 

인간이 자연을 관리해야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3.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이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은 ‘이입 대상의 감정을 자신 속에 받아들이는 

작용’을 따른 것으로(Montag et al., 2008; 김한종, 1994), 이입 대상

의 감정을 이입 주체의 감정과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감정이입이다. 이러

한 처치를 받은 집단의 인간·자연 관계 인식의 사전·사후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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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t
사전 사후

1 자연의 역할은 인간을 위한 도구임  
3.013

(1.160)

1.823

(.813)
  9.152***

2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함  
2.823

(1.174)

1.861

(.812)
  7.445***

3 자연의 활용성 강조함  
2.506

(.946)

2.228

(1.012)
  2.416*

4 자연은 도구로 쓰기 위해 보호해야함
2.304

(1.159)

2.076

(.997)
  1.691

5 자연은 인간이 활용해주면 기뻐할 것임
2.000

(1.144)

1.747

(.839)
  2.182*

6 자연이 인간의 도구인 것은 당연함
2.101

(.914)

1.684

(.651)
  4.191***

7 인간은 우월하므로 자연을 관리해야함 
3.190

(1.251)

2.659

(1.310)
  2.816**

8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함 
2.165

(1.170)

1.734

(.858)
  3.042**

9 인간은 자연없이 과학기술로 살 수 있음
2.039

(1.160)

1.772

(.960)
  1.942

10 인간이 이용해도 자연은 계속 자라남
1.785

(.970)

1.519

(.731)
  2.435*

11 인간이 이용해도 자연은 없어지지 않음
1.772

(1.109)

1.544

(.859)
  1.594

12
(문항 1 에 대한 거짓말 척도)

인간의 도구가 자연의 역할임

2.887

(1.086)

1.835

(.808)
  7.800***

<표 4-5> 객체중심 감정이입에서 인간·자연 관계 인식의 사전·사후 차이

 (N=79)

결과는 총 열두 문항 중 세 문항을 제외하고는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문항 4, 9, 11의 세 문항은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인간·자

연 관계 인식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하였지만 t 값이 양수로 인

간·자연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방향을 보였으며, 그 외의 아홉 

문항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과를 통해 가설에서 설정한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은 인간과 자연

의 관계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다.”가 일치함을 알 수 있었

다. 그 결과는 <표 4-5>와 같다.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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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9, ＊p <.05, **p <.01, ***p <.001

[그림 4-3] 객체중심 감정이입에서 인간·자연 관계 인식의 사전·사후 차이

[그림4-3]은 위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도구적 가치에 

대한 문항 1번(12번)과 2번이 다른 문항들에 비해 사전검사에 비해 사

후검사에서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 1번(12번)은 자연의 역

할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지를 묻는 것이며, 문항 2번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객체중심

의 감정이입 경험이 다른 문항에 비해 높았던 두 문항에 대한 인간·자

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다른 문항들과 비슷하거나 더 낮게 변화시킨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3 절. 방향에 따른 감정이입과 환경행동의도

환경행동의도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는 인간·자연 관계 인식의 검사 

후에 이루어졌으며, 검사의 결과는 인간·자연 관계 인식 변화와 마찬가

지로 두 종속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문항별로 분석하였다. 직접 측정에

서의 응답 방향이 다른 문항 2번과 5번은 반대값으로 코딩하여 열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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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모두 동의하는 정도가 클수록 환경행동을 할 의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양수의 t 값이 의미하는 것은 환경행동의도가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더 낮아졌음을 의미하며, 음수의 t 값은 사후

검사에서 사전보다 환경행동의도가 더욱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간접 측정 문항의 경우에는 주관식이므로 반대값 코딩을 할 수 없어 반

대로 양수의 t 값은 환경행동의도가 높아졌음을, 음수의 t 값은 환경행

동의도가 낮아졌음을 나타냈다. 집단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감정이입이 없는 경우가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감정이입이 없는 집단의 환경행동의도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를 분

석한 결과 네 개의 문항에서 모두 t 값이 양수로 유의수준 .05에서 환경

행동의도가 낮아지는 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열 개의 문항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들은 네 개뿐이므로 환경행동의도가 통계적으로 낮아졌

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음수의 t 값은 유의한 문항이 없었으므로, 감정을 

이입하지 않은 경우 환경행동의도를 오히려 낮추는 데 실제적 유의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행동의도가 낮아진 문항 3번은 소극적인 환경

행동에 대한 의도를 묻는 문항이었으며, 문항 6, 7, 9는 적극적인 환경

행동에 대한 의도를 묻는 문항으로 적극적 행동의도가 소극적인 행동의

도에 비교하여 더 유의하게 낮아졌다. 자세한 결과표는 <표 4-6>에 제

시하였다. 

결과를 통해 감정이입하지 않은 경우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줌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므로 가설에서 설정한“감정이입하지 않은 경우는 환경행동의

도를 높이지 못할 것이다.”가 일치하며 나아가“감정이입하지 않은 경

우는 환경행동의도를 낮출 것이다.”가 실제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

다. 그 결과는 <표 4-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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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t

사전 사후

간접
헌 공책을 끝까지 쓰기보다 새 공책을 

몇 권이나 더 살 것인가? 

3.688

(2.617)

4.013

(2.784)
-1.482

1 학습지로 이면지를 받을 것임
3.701

(.875)

3.558

(.896)
  1.587

2
쓰레기통이 없다면 쓰레기는 숲 속에 버

려도 됨 

4.558

(.769)

4.533

(.836)
   .214

3
사용 중인 공책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용할 것임

4.351

(.929)

3.883

(1.112)
  3.970***

4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 임
4.195

(.828)

4.078

(.870)
  1.155

5
공책은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아껴

쓰지 않아도 됨 

4.558

(.659)

4.416

(.801)
  1.495

6
환경오염 조사 및 자연보호 활동에 임할 

생각이 있음

3.753

(.962)

3.468

(1.033)
  2.928**

7
환경보호를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재

활용품 가게를 이용할 것임

3.935

(.894)

3.636

(1.087)
  2.521*

8
TV 나 책에 자연 환경 보호 내용이 나오

면 관심 있게 볼 것임

3.649

(1.023)

3.610

(1.002)
   .376

9
주변사람들에게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고 

이야기할 것임 

3.740

(.802)

3.507

(.941)
  2.643**

10
다른 사람이 쓰던 물건을 물려받아 쓸 

것임

3.416

(1.030)

3.195

(1.159)
  1.749

<표 4-6> 감정이입하지 않은 경우 환경행동의도의 사전·사후 차이 

(N=77)

＊p <.05, **p <.01, ***p <.001

위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4]와 같다. 그래프를 통

해 반(反)환경행동의도로 서술한 문항 2번과 5번이 환경행동의도로 서

술한 다른 문항들에 비해 사전·사후에서 모두 높게 측정된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소극적 행동의도(문항 1~5)가 적극적 행

동의도(문항 6~10)에 비해 높은 경향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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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7, ＊p <.05, **p <.01, ***p <.001

[그림 4-4] 감정이입하지 않은 경우 환경행동의도의 사전·사후 차이

   2.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이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을 한 집단의 환경행동의도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며, 하나의 문항인 

문항 2번에서만 유의수준 .001에서 t 값이 양수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문항 전체적으로는 간접·직접 측정의 열한 개의 문항 중 여덟 문항

의 환경행동의도가 사전에 비해 사후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변화의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실제적 유의성도 크게 유의하지 않았

다. 따라서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환경행

동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

중심의 감정이입은 환경행동의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를 통해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은 환경행동의도를 높이지 못할 

것이다.”의 가설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는 <표 4-7>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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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t

사전 사후

간접
헌 공책을 끝까지 쓰기보다 새 공책을 

몇 권이나 더 살 것인가? 

3.843

(2.345)

3.988

(2.069)
-1.136

1 학습지로 이면지를 받을 것임
3.714

(.964)

3.762

(.965)
 -.476

2
쓰레기통이 없다면 쓰레기는 숲 속에 버

려도 됨 (반대값 처리)

4.786

(.468)

4.500

(.720)
  3.632***

3
사용 중인 공책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용할 것임

4.452

(.870)

4.262

(.920)
  1.837

4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 임
4.393

(.807)

4.179

(1.020)
  1.705

5
공책은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아껴

쓰지 않아도 됨 

4.595

(.661)

4.548

(.701)
   .630

6
환경오염 조사 및 자연보호 활동에 임할 

생각이 있음

3.631

(.847)

3.679

(.959)
 -.532

7
환경보호를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재

활용품 가게를 이용할 것임

3.810

(.963)

3.750

(.955)
   .609

8
TV 나 책에 자연 환경 보호 내용이 나오

면 관심 있게 볼 것임

3.631

(1.039)

3.619

(1.097)
   .102

9
주변사람들에게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고 

이야기할 것임 

3.536

(.963)

3.595

(1.066)
 -.618

10
다른 사람이 쓰던 물건을 물려받아 쓸 

것임

3.274

(1.101)

3.250

(1.085)
   .228

<표 4-7> 주체중심 감정이입을 한 경우 환경행동의도의 사전·사후 차이 

(N=84)

***p <.001

위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5]와 같다. 그래프를 통

해 소극적 행동의도를 측정한 문항들 중 문항 2~5번이 문항 1번과 적

극적 행동의도(문항 6~10)에 비해 높은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

체적으로 사전·사후의 변화 폭이 작음으로 사전에 비해 사후에 변화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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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84, ***p <.001

[그림 4-5] 주체중심 감정이입을 한 경우 환경행동의도의 사전·사후 차이

   3.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이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을 한 집단의 환경행동의도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유의수준 .05에서 환경행동의도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적극적 환경행동의도를 측정한 문항들은 전체 다

섯 문항 중 네 개의 문항에서 환경행동의도가 높아졌다. 소극적 환경행

동의도는 간접적으로 측정한 문항을 포함한 여섯 개의 문항 중 두 문항

에서만 환경행동의도가 높아졌다. 소극적 환경행동의도는 적극적 환경행

동의도에 비해 사전검사의 평균 점수가 0.75점 차이로 더 높았다. 따라

서 소극적 환경행동의도의 사후검사에서의 차이가 적극적 환경행동의도

에서보다 더 적었다. 유의하게 변하지 않은 네 개의 문항들도 모두 환경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결과를 통해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식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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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t

사전 사후

간접
헌 공책을 끝까지 쓰기보다 새 공책을 

몇 권이나 더 살 것인가? 

4.513

(1.945)

4.167

(2.104)
  1.316

1 학습지로 이면지를 받을 것임
3.557

(1.022)

4.038

(1.031)
-5.058***

2
쓰레기통이 없다면 쓰레기는 숲 속에 버

려도 됨 

4.582

(.761)

4.684

(.631)
-1.423

3
사용 중인 공책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용할 것임

4.266

(.729)

4.430

(.827)
-1.580

4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 임
4.139

(.902)

4.443

(.729)
-3.061**

5
공책은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아껴

쓰지 않아도 됨 

4.354

(.717)

4.582

(.591)
-3.515**

6
환경오염 조사 및 자연보호 활동에 임할 

생각이 있음

3.418

(.810)

3.570

(.957)
-1.349

7
환경보호를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재

활용품 가게를 이용할 것임

3.658

(.783)

3.911

(.923)
-2.327*

8
TV 나 책에 자연 환경 보호 내용이 나오

면 관심 있게 볼 것임

3.570

(.858)

3.949

(.986)

  

-3.167**

  

-4.002***

3.899

(1.020)

3.405

(.809)
9

주변사람들에게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고 

이야기할 것임 

  

-2.713**

3.760

(1.135)

3.418

(.942)
10

다른 사람이 쓰던 물건을 물려받아 쓸 

것임

<표 4-8> 객체중심 감정이입을 한 경우 환경행동의도의 사전·사후 차이 

(N=79)

적인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은 환

경행동의도를 높일 것이다.”의 가설과 일치하였다. 그 결과는 <표 

4-8>에 제시하였다.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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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9, ＊p <.05, **p <.01, ***p <.001

[그림 4-6] 객체중심 감정이입을 한 경우 환경행동의도의 사전·사후 차이 

위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6]과 같다. 이 또한 다른 

방향의 감정이입 집단들처럼 소극적 행동의도를 측정한 문항이 적극적 

행동의도를 측정한 문항에 비해 높은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

으로 사전·사후의 변화 폭이 큼으로 사전에 비해 사후에 변화가 유의함

을 알 수 있었다.



- 57 -

제 5 장. 논의 

본 연구는 초등환경교육에서 긍정적인 인간·자연 관계의 인식 및 환

경행동의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실험연구로 진행되었다. 그 방

법으로 주체중심 감정이입과 객체중심 감정이입을 제시하였으며, 두 방

법과 비교하고자 감정이입이 없는 경우도 설정하였다. 그 후, 각 방법을 

문항별로 분석하였으며, 전체 문항들의 경향성으로 인간·자연 관계의 

인식에 대한 변화와 그에 따른 환경행동의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연구로 얻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집단별 결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세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제 1 절. 감정이입이 인간·자연 관계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먼저, 감정이입과 인간·자연 관계 인식의 연구에서 찾은 결과로 집단

별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이입을 하지 않은 집단은 인

간·자연 관계의 인식이 사전검사에 비해 오히려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 집단은 감정이입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활동지에 나

온 내용 그대로를 인지적으로 수용하였다. 따라서 이 활동지는 인간·자

연의 도구적 관계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을 

도구적 존재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정이입이 

없는 활동지는 기존에 학습하던 인간·자연 관계에 관한 학습 자료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서울교육대학교 도덕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14; 허

승회·임유진·원혜영, 2007), 기존 학습 자료의 자연을 당연히 도구적

으로 인식하는 서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을 한 집단은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에 유

의한 변화가 없었다. 전체적으로는 네 개의 문항을 제외한 여덟 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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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 또한 감정이입이 없는 경우

와 마찬가지로 나무의 표정이 웃고 있기에 활동지가 묘사한 인간·자연

의 도구적 관계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 자연을 도구적 존재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기존 환경교육 연구에서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감정이입의 효과가 있었으나(김희경, 2007; 박미

진, 2013; 임경순 외, 2011; 최혜란·이상원, 2009; Attfield, 1981; 

Feinberg, 1980; Gebhard, Nevers, & Billmann, 2003), 인간·자연

의 관계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체중심 방향의 감정

이입은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자연이 도구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기뻐할 것이라는 문항에서

는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동의하는 정도가 오히려 유의하게 높

아졌다. 이는 주체중심의 감정이입 활동지에서 나무는 행복할 것이라는 

인간중심의 감정을 이입하여 웃는 표정을 그려 넣어 감정이입이 되었기

에 당연한 결과로 보였다. 이러한 방향의 감정이입은 자연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더욱 당연시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초등환경교육 자료

에서는 이 방향의 서술이 아직도 인간·자연 관계의 서술에서는 남아 있

었다(노경희, 2008; 맹은혜, 2011; 표순국·문채영, 2005; Silverstein, 

1964). 그러나 감정이입하지 않은 집단처럼 전체적으로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은 이유는 무생물에 생명이 있음을 느

껴보는 감정이입의 경험이 대상을 도구적으로 여기거나 인간 주체가 자

연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최소한 강화시키지는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Rickinson, Lundholm, & Hopwood, 2009).  

셋째,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을 한 집단은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에서 

긍정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존 환경교육의 감정이입 연구들은 

방향을 고려한 감정이입의 효과를 본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방향을 고

려하려는 의도가 없었지만,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감정이입

의 상황을 조성한 경우도 있었다(박미진, 2013; Feinberg, 1980; 

Gebhard, Nevers, & Billmann, 2003). 본 연구의 객체중심 감정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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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는 당연함이 깨진 사고의 효과에 적용해 볼 수 

있다(Lipman, 2003). 예를 들어, 사회를 위험사회로 인식하고 나니 그 

동안 당연하게 보이던 것들과의 단절이 가능해진다고 본 이론에서는 인

간이 바라본 사회가 아니라 사회 입장에서 보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

회가 위험사회로 인식되는 것이다(Beck, 1993). 즉, 같은 논리를 적용

해보면 감정이입 주체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을 도구로 여겼던 것

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자연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인 희생일 수 있다. 

이 인식으로 자연에 대한 도구적 가치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하려는 

의지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은 기존의 환경교육 

자료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자연을 오염시키는 행동에만 자연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일상적인 행동으로도 

슬퍼할 수 있음을 인식시켜 사고의 전환을 통한 깨달음을 준 것으로 보

인다. 

다음으로, 세 집단 간의 차이를 보면 집단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인간과 자연 관계의 도구적 인식을 당연시하는 전

체 문항들의 결과로 그 평균값을 비교한 그래프는 다음 [그림 5-1]과 

같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문항에서도 객체중심의 감정이입

에서만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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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40, ＊p <.05

[그림 5-1] 감정이입에 따른 인간·자연 관계 인식의 변화

 제 2 절. 감정이입이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감정이입이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의 변화를 매개로 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준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이입을 

하지 않은 집단은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환경행동의도가 낮아졌

다. 이는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 영향으로, 특히 소

극적인 환경행동의도보다는 적극적인 환경행동의도가 더 유의하게 낮아

지는 경향을 보였다. 적극적인 환경행동의도는 새로운 상황을 조성하여 

환경행동을 할 의도인 반면, 소극적인 환경행동의도는 이미 주어진 상황

에서 환경행동을 할 의도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환경행동의도가 소극적

인 것에 비해 더 큰 노력과 결심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연을 당연하게 

도구적으로 대하는 상황이나 인간·자연의 부정적인 관계 인식이 적극적

인 노력과 결심을 할 계기를 마련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감

정이입이 없는 활동지는 기존 환경교육 자료에서 익숙하게 제시하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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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자연 관계에 대한 묘사이므로(서울교육대학교 도덕국정도서편찬위원

회, 2014; 허승회·임유진·원혜영, 2007), 이 실험의 결과는 이러한 

묘사 자체가 환경행동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둘째,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을 한 집단은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

서 환경행동의도에 차이가 없었다. 문항의 전체적인 경향성도 통일된 방

향을 보이지 않았다.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은 인간·자연 관계 인식의 긍

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기에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소극적 환경행동의도에 대한 하나의 문항에서만 환경행동의

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는데 그 문항은 사전 점수의 평균이 다

른 문항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기에 사후 점수가 높았지만 환경행동의도

가 낮아진 문항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아 쉽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환경행동의도는 주체중심 감정이입의 실험처치와 

같은 환경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감정이입이 없는 집단과 비교했을 때는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이라도 감

정이입을 한 경우가 환경행동의도를 낮추지는 않았다. 이것으로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감정이입이라도 환경행동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성

적 판단의 이론적 교육보다는 환경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감정중심 교

육이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DesJardins, 1997; Kals, 

Schumacher, & Montada, 1999). 또한 감정은 환경 교육과 지속가능

성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Rickinson, 

Lundholm, & Hopwood, 2009), 자연에 연결성(connectedness)을 느

끼는 개인적인 감정은 환경 행동에 중요한 자극이 되어왔기에

(Ballantyne & Packer, 2005; Ernst & Theimer, 2011; Schultz, 

2002b), 감정이입이 없는 경우에 비해 감정이입만으로도 환경행동의도

를 낮추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환경행동의도를 유의하게 높이

는 데는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이 효과적이지 못하였으므로 감정이입에 따

른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의 변화가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의 감정이입이 필요했다. 

셋째,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을 한 집단의 환경행동의도는 사전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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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사후검사에서 유의하게 높아졌다. 그 원인은 객체 중심의 감정이입

이 인간·자연 관계 인식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거나, 인간·

자연 관계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

인다. 환경행동의도가 높아진 원인이 객체 중심 감정이입이 간접적으로 

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자연이 인간을 위해 쓰이는 것을 

기쁘게 여길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던 틀이 깨지면서 자연이 슬퍼할 

수 있다는 새로운 생각에 자극을 받아 환경행동을 해야겠다는 적극적인 

결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Beck, 1993; Lipman, 2003). 한편, 

인간·자연 관계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이 원인이라면, 이 사고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환경행동의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객

체중심 감정이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경우도 있지만,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하지 못하였기에 예측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감정이입이 인간·자연 관계의 긍정적인 인식을 매개로 환경행동의도를 

높였다고 보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적극적 환경행동의도를 측정한 문항들은 소극적 환

경행동의도를 측정한 문항들에 비해 더 많은 문항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극적 환경행동의도는 적극적인 것에 비해 보다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에 적극적 환경행동의도와 비교하여 사전검사의 평균 점수

가 0.75점 차이로 더 높았다. 따라서 실험처치에 의해 생긴 새로운 자극

은 이미 높은 소극적인 환경행동의도보다 적극적인 환경행동의도에 더욱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유의하게 변하지 않은 세 개의 문항들도 환경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방향을 보였다. 한편, 간접적으로 측정한 문항에서

도 환경행동의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측정한 문항들

에 비해 그 변화가 미미했다. 환경행동의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은 가

상 상황에 적용해보는 방법으로 추론능력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추론 

능력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구체적 조작기인 4학년 아동들에게

는(Ginsburg, 1987), 간접 측정의 방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

져오지 못하였다. 본 연구가 실제적인 장기적 실험으로 진행되었다면 변

화된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 및 감정이입의 효과를 환경행동에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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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40, ＊p <.05

[그림 5-2] 감정이입에 따른 환경행동의도의 변화

여 보다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세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의 문항 전체적인 분석 또

한 문항별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전체 문항의 결

과로 환경행동의도의 평균값을 비교한 그래프는 다음 [그림 5-2]와 같

다. [그림 5-2]에서 볼 수 있듯이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에서만 사전검사

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환경행동의도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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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결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초등환경교육 자료의 인간·자연의 관계에 대한 서술은 아직도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당연시 여기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에 머물러 있거나 생

태중심주의적 서술을 추가한 인간·자연의 관계의 대립적인 이해에 멈추

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인간·자연의 부정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밝히고, 이 방법

이 환경행동을 예측하는 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분법적인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의 대안을 

찾기 위하여 두 환경관을 살펴보고 수정된 인간중심주의를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기존의 수정된 인간중심주의 선행 연구들

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수정된 인간중심주의로 인간과 자연의 도구적 

관계를 당연시하던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자

연의 부정적인 관계 인식은 구체적으로 인간·자연의 도구적 관계와 지

배·피지배의 관계를 당연시하는 사고이자 자연의 한계를 무한하다고 인

식하는 것으로 칭하였다. 따라서 그것을 줄이면서 환경교육의 최종 목표

인 환경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주체와 객체를 지배·피지배로 인식하는 문제의 대안인 

주체와 객체를 바꿔보는 것으로(Buber, 1971), 감정이입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환경교육에서의 감정이입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감정이입의 효과를 찾을 수 있었으나 감정이입의 방향에 대한 고

려가 없다는 문제를 인식하였다. 따라서 감정이입이 환경교육에서 인

간·자연의 긍정적인 관계 인식에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감정이입의 대상

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는 이입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이 아니라, 대상

의 감정을 이입의 주체가 받아들이는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두 가지 방향의 감정이입 활동지를 Silverstein(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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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례와 4학년 도덕 교과서의 인간·자연의 관

계에 대한 내용을 각 감정이입의 방향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감

정이입 효과의 유·무를 비교하기 위하여 감정이입이 없는 활동지 또한 

개발하였다. 문헌 및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를 통해 규명된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과 환경행동의도에 대한 설문지는 사전·사후용으로 개발하였

다. 

초등학교 4학년 240명(남: 128명, 여: 112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 

후에는 집단 동질성 검사를 통해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감정이입의 유·무

와 방향에 따른 활동지로 실험처치를 하고 사후검사를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자연에 감정이입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인간·자

연의 관계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 감정이입을 하지 않은 집단

의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그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데 실제적 유의성이 있었다. 반면, 감정이입을 한 

두 집단의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은 이입 방향에 따른 차이는 있었지

만, 감정이입이 없는 집단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을 한 경우보다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을 한 

경우가 인간·자연의 관계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 객체중심의 

집단은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도구적 관계 인식, 지배·피지배

적 관계 인식, 자연의 무한성 인식의 정도가 유의하게 줄었다. 반면 주

체중심의 감정이입을 한 집단은 사후검사의 결과, 실제적 유의성은 있었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한 문항이 없었으며 자연이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기뻐할 것이라는 문항에는 오히려 더욱 동의하는 

방향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셋째, 객체 중심의 감정이입을 한 집단은 인간·자연 관계 인식의 긍

정적인 변화를 매개로 환경행동의도가 높아졌으며, 감정이입을 하지 않



- 66 -

은 집단과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을 한 집단의 환경행동의도는 높아지지 

않았다. 감정이입이 없는 집단은 오히려 환경행동의도가 낮아지는 데 실

제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환경행동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제언

연구의 결과에 따른 환경교육에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환경교육 자료의 방향이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대

립적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초등환경교육 

자료의 인간·자연 관계에 대한 서술은 인간중심의 감정이입 방향으로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태중심주

의적 서술이 혼재되어 있어(맹은혜, 2011; 서울교육대학교 도덕국정도

서편찬위원회, 2014), 실제적인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환경교육 자료가 ‘수정된 인간중심주

의’방향인 인간과 자연의 부정적인 관계 인식을 줄이려는 쪽으로 서술

되어야 인간과 자연에 대한 바른 관계를 인식할 수 있으며, 더불어 환경

행동의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둘째, 초등환경교육 교재의 서술 및 교수방법에서 감정이입을 통한 감

정중심 교육인 환경감수성을 기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감정이입은 인

간·자연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환경행동의도를 낮

추지 않았다. 본 실험의 감정이입이 없는 경우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도

구적으로 여기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인간·자연의 관계를 부

정적으로 변화시키거나, 환경행동의도를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 주체중

심의 감정이입도 인간이 자연을 도구적으로 여기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

하지는 않았지만, 무생물에 생명을 느껴보는 감정이입의 경험이 인간·

자연의 관계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지는 않았다. 

셋째, 초등환경교육 교재의 서술 및 교수방법에서 감정이입의 방향을 



- 67 -

나누어 객체 중심의 감정이입을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기존 초등

환경교육 연구에서는 감정이입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유·무만을 

고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주체중심의 감정이입인 인간 주체의 감

정을 자연에 투사하는 감정이입 위주로 서술되어 있었다. 따라서 객체중

심의 자연이 되어보는 감정이입을 경험할 수 있게 서술되거나 교수한다

면, 기존에 당연시해오던 사고에 변화를 주어, 인간·자연 관계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더불어 환경행동의도를 높일 수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초등환경교육 자료에서 문제인식을 하지 못하고 

통용되는 또 다른 사고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 효과적으로 수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두 초등학교의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지역적 제한점이 있다. 이 같은 지역적 한계는 있지만, 모집단

을 초등학교 4학년으로 잡고 교육과정 순서에 따라 수업 목적에 적합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본 연구를 초등환경교육으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적

합하다. 또한 본 연구는 사전검사 후 2주 뒤에 교육 자료로써 실험처치

와 사후검사를 한 단기적인 실험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감정이입이 

인간·자연 관계 인식과 환경행동의도의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와 

지속성은 밝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단기적인 변화는 사고의 전환을 의미

하므로 이것은 반복적인 학습으로 새로운 사고를 형성할 수 있기에 초등

환경교육 교재의 서술과 교수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의의를 토대로 초등환경교육의 후속연구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이 올바른 환경관에 지속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 번의 실

험처치로 기존의 사고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사전·사후 연구를 통해 밝

히는 단기적인 연구로 설계되었다. 객체중심의 감정이입으로 변화된 인

간·자연의 관계 인식과 환경행동의도 등을 반복측정으로 조사하여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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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효과를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수정된 인간중심주의가 초등학생들의 인간·자연 관계 인식 및 

환경행동의도 외에 다른 요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초등환경교육 자료의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수

정된 인간중심주의의 방향인 기존의 인간·자연 관계의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대안을 밝히기 위하여 인간·자

연의 관계 인식 변화와 환경행동의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더 나아가 

환경관을 결정하는 다른 환경태도 및 환경지식 등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

는 지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초등환경교육 자료가 다른 환경관으로 서술될 경우의 효과에 대

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대립적 구도를 통한 기존의 초등환경교육 자료는 문제가 됨을 문헌연구

로 밝혀, 수정된 인간중심주의를 실험연구를 통해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밖에 다른 환경관으로 인간·자연의 관계를 서술할 경우에는 초등학생

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된

다면 초등환경교육 자료에서의 다양한 환경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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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ing perceptions of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nature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empath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MIN, AHYU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ructure of elementary school academics regarding the 

descriptions of anthropocentrism and ecocentrism is very 

antagonistic. An anthropocentric portrayal gives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 inauspicious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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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y and nature, which gives room for them to take the 

nature’s instrumental value as for granted. On the other hand, 

an ecocentric view of the world is often extremely unrealistic 

and thus incapable of real life application. Consequently, the 

study 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nature as positive 

and gives alternative environmental ideologies that allows for 

positive reinforcements of environmental behavior. 

Before moving onto the main study, the ideologies of 

anthropocentrism and ecocentrism will be critically reviewed, as 

well as the former studies on reformed anthropocentrism. 

Reformed anthropocentrism could help decrease the attitude of 

humanity that takes nature as for granted. Through literature and 

previous revisions, it was studied whether an object oriented 

view on nature increases its reformed anthropocentrism and 

environmental behavior. Moreover, it was also studied whether 

object oriented empathetic views are more progressive than 

subject oriented empathetic views or apathetic views through 

experimental research. The participants of this experimental 

study were 240 fourth grade students. The study tested the 

participants on their 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s and their 

perspectiv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and 

determined how putting an empathetic value on the relationship 

changed the post-test. 

The questionnaire on determining the students’ 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s were based on prior studies as well as 

evidences based on preceding test contents. Additionally, 

resources on object based and subject based experimental 

treatments were founded upon “The Giving Tree” (Silverstein, 

1964), and fourth grade textbooks on the environme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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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 was given to the students for a pre-test, and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three homogenic groups based on 

their answers. After two weeks of the pre-test, the students 

went through an experimental trial and were given a post-test 

to determine the outcome. The results showed that when the 

students had an object oriented empathetic view on nature, the 

level of signific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nature 

dramatically increased from .05 to positively significant. 

Moreover, their 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 increased as 

well. 

Environmental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s faced a lot of 

controversy with the anthropocentric view on nature and thus 

gave an ecocentric direction. However, there were little 

trustworthy studies on realistic and pertinent anthropocentrism 

that could be reformed for application. Moreover, there were 

several reasonable discussions on empathetic approach to the 

environmental studies, but little was actually applied. Thus, this 

study focuses on the object oriented, empathetic, reformed 

anthropocentrism and experiment whether such theory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nature. 

The conclusive answer can have an optimistic result on 

prospective environmental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tudy will also examine whether the positively 

changed perspectives will have increased the 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s. 

This study focuses on object oriented empathy rather than 

subject oriented empathy to transform the environmental 

ideologies of preceding studies where men took nature for 

granted. Therefore, this study will shed light on problem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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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quent researchers were unaware of in the existing 

elementary school environment education and suggest the need 

for reform. 

keywords : Subject oriented empathy, object oriented empathy, 

relationship between humanity and nature, 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 reformed anthropocentrism

Student Number : 2013-2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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