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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사회는 ‘책임(responsibility)’과 ‘정서(emotion)’라는 단어가 더

요해지고 있다.특히 환경문제에 있어 책임과 정서는 매우 요한 개념

이다.책임을 지려는 의식만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환경에 한

정 이고 주도 인 정서만이 극 으로 책임을 지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제 환경문제는 세계 으로 요한 사안으로 자리하고

있어,환경커뮤니 이션은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고,메시지,캠페인 등으

로 환경을 이슈화하여 주목하도록 제공된다.주목을 한 보도는 자극 인

정서를 통해 환경문제를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문제 도 가져왔다.

이제 환경문제를 다루는 커뮤니 이션의 정서 자극과 그에 따른 환경책

임행동의 계에 한 면 한 검토가 필요한 시 이다.환경교육에서도 환

경커뮤니 이션을 용한 교수·학습 방법이 요해지고 있으나,환경커뮤니

이션이 가지고 있는 설득장치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가 않다.

이에 커뮤니 이션의 주된 설득기제인 정서와 환경책임행동의 계를

악하고,환경커뮤니 이션에서의 올바른 정서 용에 해 논의해보고

자 하 다.논의를 해 환경과 련된 정서의 특징을 분석하고,환경정서

라 이른 후 환경정서와 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간 계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과 련된 정서를 분석하고자 두 차례의 설문조사

를 실시한 후 ‘정서’의 개념에 해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환경정서’를 정

의하 다. 한 두 차례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환경커뮤니 이션에서 정서

가 환경책임행동에 갖는 의미를 밝히고자 하 다. 과정의 연구에 참여

한 상은 등학교 5,6학년 학생들로 총 1278명(남:636명,여:647명)이

며,구체 인 연구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경과 련된 정서>연구에서는 서울시 2개 등학교의 5,6학년 98

명을 상으로 ‘환경에 한 일반 인 감정’과 ‘환경문제에 책임지고자

하는 환경책임의 감정’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그 결과 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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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환경과 련된 정서에는 다양한 정서들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이 밝

졌으며, 등학생들이 가장 큰 환경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후변

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등학생에게 있어 정서가 정 인지 밝히는 연구가 우선되

어야 했기 때문에 <정서의 향>연구를 실시하 다.실험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서울시 송 구에 치한 3개 등학교의 575명이다.실험을 진행

하기 해 세 차례의 비조사와 문가 검토를 거쳐 이성과 정서 유형

(사랑,공포)의 텍스트와 환경책임행동의 사 ·사후설문지를 구성하 다.

실험내용은 이성과 정서 유형의 텍스트를 읽은 후 환경책임행동의 사 ·사

후 변화를 비교하고,회귀분석을 통해 향력을 비교하는 것이다.정서 유

형에는 정 정서인 사랑과 부정 정서인 공포를 사용하 다.

그 결과 이성보다 정서 유형이 유의미하게 정 인 향을 미치고 있

다는 결과를 얻었다.그러나 환경책임행동의 실 에 이성 인 환경커뮤니

이션이 도움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환경을 주제로 한 설득커뮤

니 이션에 노출된다는 것은 유형에 계없이 환경책임행동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신 이성과 정서 유형의 환경커뮤니 이션을 환경책임행

동의 하 범주와의 향 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정서> 연구는 앞선 <환경과 련된 정서> 연구와 문헌연구를

토 로 하여 경외,동정,공포,죄책감으로 표 인 환경정서를 분류하

다.서울시 송 구에 치한 3개 등학교의 214명을 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 다.우선 환경정서는 경이로운

자연을 잃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공포를 느끼는 것,감사한 자연에

게 존경을 표하는 것,혹은 자연을 보 하지 못한 죄책감,아름다운 환경

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러한 다양한 정

서들이 포함되어있는 환경정서에는 기본 으로 사랑의 정서가 스며있다.

사랑의 감정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정서와 비교되는 환경정서의

특징이다.환경정서는 일반 인 정서와 달리 단히 복잡하고,다양한 의

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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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환경정서는 환경과 미래세 의 인간에 해 책임을 지고자 하는 감

정이며,책임행동의 실천을 수반하는 정서이다.환경책임행동은 환경을 경

이롭고,사랑스럽고,애틋하게 여기고,소 하게 여기는 감정을 바탕으로

두려움,안타까움,미안함,연민,죄책감 등의 환경정서를 느끼며 실 된다.

표 인 환경정서로는 경외,동정,공포,죄책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인

간과 환경을 존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서의 향> 연구에서는 서울시 송 구의 3개 등

학교의 399명을 상으로 환경정서인 경외,동정,공포,죄책감이 등학생

들의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에 하여 실험하 다.그 결과,각각의

환경정서에 따른 환경책임행동의 사후변화는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정

인 향을 미쳤으며,하 범주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결과

으로 정 정서가 부정 정서보다 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정

인 향을 미쳤다.성별차이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환경정서에 의해

정 인 향을 얻었으나,유의미한 차이는 죄책감에서만 드러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환경정서를 구체 으로 규명하

고,환경책임행동과의 상 계를 밝 환경커뮤니 이션과 환경교육에서

의 정서활용을 돕고자 하 다.환경커뮤니 이션에서 정서를 효과 인 설

득기제로 선택하기 해서는 환경정서와 환경책임행동의 하 범주별

향 계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단순한 지식의 이해보다는 감정

설득이 환경문제에 한 책임을 느끼고 실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환경정서의 바탕에는 생명존 에 한 사랑의 감정이 있었으

며, 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물론 환경정서

를 좋은 정서와 나쁜 정서로 분류하려는 것은 아니다.모든 환경정서는

환경책임행동의 실천을 증가시켜 수 있는 요한 기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커뮤니 이션에서 편향된 정서를 사용하는 것은 아동들에게

미칠 향을 충분히 고려한 뒤 제공되어야한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하 다.따라서 환경 교육에서 활용하는 환경커뮤니 이션은 단순히

주시 인 효과만을 생각한 활용보다,정서와 련된 깊이있는 고민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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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 교육 분야에서도 환경감수성과 환경책임행동의 향 계에 한

논의는 있어왔다.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서와 환경 교육의 계를

환경감수성으로 국한시킨 경우가 부분이었으며,환경감수성은 심리

측면에서 정확히 정의된 바도 아직은 없다.이에 환경감수성에 포함된 정

서가 구체 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부정 이고 정 인 정서는 어떻

게 구분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이론 인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이다.실증 인 연구가 없다보니 선행연구의 문헌연구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많았다.따라서 환경과 련된 정서를 구체화하고,환경정서와 일

반 인 정서의 차이를 밝 내는 것은 물론,환경책임행동과의 상 계를

실증 으로 입증한 본 연구는 환경교육에 있어 정서 인 측면의 연구를

발 시키는 데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한 환경커뮤니 이션이 이성,

정서 유형에 계없이 환경교육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

해주었으므로 환경교육에서 커뮤니 이션을 활용하는 것에 한 정 인

시야도 열어주었다.

나아가 연구 상과 연구기간,연구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정서와 환경책

임행동의 계를 다각 인 구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제언함으로써 후

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 다.본 연구의 결과가 환경교육이나 환경커뮤니

이션과 정서와의 계에 심을 둔 후속연구자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

을 수 있기를 바란다.

주요어 : 정서, 환경정서, 환경책임행동, 환경커뮤니 이션, 환경교육

학번 : 2011-3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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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배경 목

1.1 연구의 배경

오늘날 부신 과학의 발 은 인류에게 역사 으로 최고의 번 을 안

겨주었다.그러나 미문의 번 이면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포

함되어 있다.물질 풍요는 과잉소비를 부추겨 자원과 에 지의 낭비로

이어졌으며,환경오염을 유발하 다.이제 인류는 삶의 주체로서 사회를

주도 으로 이끌어가는 극 인 자세를 지닐 필요가 있다.시간이 지날

수록 산재해가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를 일

으킨 장본인인 인간일 것이다.이제 인간은 쌓여가는 사회문제의 심각성

을 인식하고,물질 으로 풍요로운 삶이 아닌 정신 으로 풍요로운 삶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사회에서 ‘책임(responsibility)’과 ‘정서(emotion)’라는 단어가

더 요해지고 있다.인간이 져야하는 책임을 통해 인류의 자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까닭이다.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에는 올바른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다.인간으로 하여 환경에 한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우선 환경의 소 함을 이해하며,사랑하고 아끼는 감정과

함께 자발 으로 책임지고자 하는 사회정서가 형성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책임과 정서의 요성은 우리 사회의 반에 걸쳐 그 요

성이 사회학,심리학,경 학,커뮤니 이션 등의 각 학문 분야에서 강조

되고 있다.그리고 책임감,책임의식이나 정서지능,나아가 정서교육 등

교육의 정서 인 측면과 윤리 인 측면을 강조하는 형태로 다양한 근

이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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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방식의 휴 화 시 를 넘어 무선 고속 랜(LAN)의 스마트

기기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는 오늘날의 Z세 에게1)타자와의 계맺음

은 삶이자 생활이다.책임은 타자에 한 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종의

태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이유택,2008).시·공간을 뛰어넘는 타인과의

계맺음이 일상생활인 사회의 인류에게 책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

니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한편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고,어떤 일에 왜 책

임을 져야 하는 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한 많은 경우 책임의 요

성을 개념 으로 강조할 뿐이지 행동으로 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거나,동기를 부여하지는 않는다.책임의식은 개념만을 인지하는 것이 아

니라 실천하는 것이다.책임을 느끼고,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의 문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이나 역이 범 하여,책임

져야 할 문제의 유발자가 정확하지 않다.특히 환경문제의 경우 모든 인

간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담하고 있다.자기

행 의 결과에 한 소 이며 과거지향 인 책임만으로는 더 이상 존

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행해져야 할 것에 한 미래지향 인

개념이 포함된 확장된 책임을 이제는 구나 져야만 한다(변순용,2005).

사회에서 감정과 정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감정코칭,감정

마 ,감정교육,정서순화,정서캠 ,정서지능 등 범 한 분야에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용어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오늘날의 사

회는 다양한 커뮤니 이션이 가능해졌다.과거에 이루어졌던 면 면의

커뮤니 이션을 넘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커뮤니 이션이 공존한다.

매체의 커뮤니 이션은 정치 ·사회 설득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언론매체는 의도된 감정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태도를 움직

이기도 한다.가끔 인간은 감정이입을 하여 자신이 드라마나 화의 주

인공이 된 듯한 감정에 빠지게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커뮤니 이션을

통한 설득의 심에는 감정 혹은 정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는

1)Z세 (GenerationZ)란 1990년 반부터 2009년 사이에 태어난 세 이다. 재 취학연령으로

등학생,청소년,스무살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에 해당한다(http;//en.wikipedia.org/,20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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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재의 감정은 개개인이 깨닫는 것이기도

하지만,매체가 의도한 감정인 경우도 있고,사회가 유도하는 정서일 때

도 있다.

환경문제에 있어 책임과 정서는 무엇보다 요한 개념이다.책임을 지

려는 의식만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환경에 한 정 이고 주

도 인 정서만이 극 으로 책임을 지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

다.2)이러한 이유로 정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행동을 실천하는 데 요한

설득의 기제로 여겨지고 있다.정서를 이용한 환경 련 고와 캠페인,

마 등이 환경책임행동을 발하고자 개되고 있는 이다.환경교

육은 머리가 알고,가슴이 느끼고,몸이 체험해야만 행동으로 실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환경교육에서도 환경에 한 지식

교육 뿐 아니라 감수성교육이 한창이다.3)그러나 환경책임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 인 방법에 한 연구는 많지가 않다.특히 최근 교육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한 커뮤니 이션을 통한 환경 설득에 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제 환경문제는 세계 으로 요한 사안으로 자리하고 있어,언론 보

도뿐만 아니라, 고,메시지,캠페인 등으로 환경을 이슈화하여 주목하도록

제공되고 있다.상징의 조작이나 인간의 가장 근본 인 감정을 조종하여 설

득하는 로 간다(propaganda)의 시 속에서(Pratkanis and Aronson,

2005)4)환경커뮤니 이션은 정서 자극을 통해 환경문제를 왜곡된 방향으

2)환경문제는 무엇보다 개인 스스로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많은 참여와 활동이 필요하다(최

희경,2013).하딘(Hardin,1968)이 제시한 ‘공유지의 비극’과 같이,공동 책임 내지 집단 책임이

복잡한 익명의 사회 안에서 쉽게 무책임이 될 수 있는(변순용,2007)환경문제는 개개인의 책

임의식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따라서 세 뿐 아니라 미래세 를 해 환경에 한

자발 인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환경교육의 요성이 더 실해지고 있다.지속 으로 발

생될 지 의 환경문제는 과학의 부신 발 이 아닌 인간행동의 소리없는 변화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3)일반 으로 환경교육은 환경 으로 책임있는 시민을 길러내고자 두 측면의 교육을 강조한다.

첫째,환경문제에 한 과학 인 지식과 기술, 리 해결을 시한다.둘째,자연환경에 한

심과 배려,보살핌,책임감 등 정서 인 측면을 고려한다.환경교육은 이처럼 세계를 지 ,

합리 으로 악하여 실천해야 할 행동의 방향성을 찾는다.아울러 주변 세계에 한 정서

느낌과 애착을 통해 유 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 본성에 깊이 여하여(이성덕

ㆍ김형균,2010),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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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끌기도 하는 문제 이 드러난다.따라서 환경커뮤니 이션의 정서

자극과 환경책임행동의 계에 한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5)

환경문제는 통찰과 민감성,감수성,공감 등의 정서 인 측면을 강조한

의식변화의 유도가 무엇보다 강조된다.이를 해 야외체험활동을 통한

정서교육이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국내인구의 90%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 지 ,6)환경책임행동을 향상시키기 한 새로운 시도

가 필요하다.더욱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세 는 친구와 직 면하는 것

보다 매체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소통에 길들여지고 있다.일반 인 소

통과 계 맺기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받아들일 기회도 매체를 통하는

경우도 많다.교육도 하나의 설득 행 이며(류재명,1999)실제로 특정 장

소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간 형성의 활동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환경교육과 환경커뮤

니 이션은 어떤 면에서는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7)

이에 본 연구는 커뮤니 이션에서 사용하는 정서와 미래세 인 등학

생들의 환경책임행동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4)우리나라도 1991년 페놀사건 이후 발생한 여러 차례의 환경오염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서 환경

문제가 공 인 논쟁이슈로 떠올랐다.이후 형식 ·비형식 환경교육 외에 언론 한 환경 험

보도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환경문제에 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환경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 교육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한국언론재단,2005).언론은 환경문제의 복합성을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올바르게 제시하여 환경문제에 한 개인 ,사회 책임을 이끌어내

는 견인차역할을 하고 있다.지 우리는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난무하는 고,메시지,캠페

인을 통해 상징의 조작이나 인간의 가장 근본 인 감정을 조종하여 설득하는 로 간다의 시

속에서 살고 있다(PratkanisandAronson,2001).

5)일단 정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평가 경향성이 생겨나서 뒤이어 일어나는 사건들도 동일한 방

식으로 해석되기 쉬워진다고 한다.인지의 감정 주입 모델(AffectInfusionModel)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에 한 의사결정을 한 정보로서 자신의 정서 상태를 사용한다(Forgas,1995).

비록 그 상이 정서를 환기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주제로 한 커뮤니 이션이 편향

된 정서로 이루어진다면,지속 으로 각인된 정서가 미칠 향은 분명히 클 것이다.

6) 국토교통부는 2012년 말 기 우리나라 체 인구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91.04%라고 발

표하 다(국토교통부,2012).

7) 교육의 본질은 교육의 장소나 교육의 소재,교육의 시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교육의 본질

은 학습자가 학습을 주도 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며 학습의 내용이 체득될 때 수반되

는 정서에 의한 것이다(윤여각,2002).환경교육은 다양한 학문의 연결고리 안에서,정형화된

교육과정보다 비형식 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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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목

재의 환경교육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책임행동을 실천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그 본질에는 환경을 느끼고 사회의 환경문

제를 이해하고,환경과 인간의 공생 계에 한 인식에 따른 감정인 공감

이 있다.공감을 이끌어내기 해 환경교육에서는 다양한 커뮤니 이션

수단을 사용한다.커뮤니 이션의 범 는 작게는 화와 텍스트를 통한

소통에서 크게는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까지도 포함한다.최근환경교육 교

수학습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하나가 매체의 환경 련

고,다큐멘터리,뉴스 등 환경커뮤니 이션이다.이는 Z세 아이들이

소통하는 방식을 환경교육에서도 이해하게 된 것은 물론,실내의 환경교

육이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등환경교육에서는 환경감수성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이 가장 요한

환경교육의 목표이다.이에 부분의 교사들은 환경교육하면 야외로 나

가 환경을 체험하는 것으로 환경감수성을 키워주는 데 몰두하곤 한다.

하지만 최근의 환경교육은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교

실에서의 다양한 커뮤니 이션을 이용한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이제

야외환경교육을 넘어서 매체의 커뮤니 이션을 통한 환경문제의 소통에

한 연구도 필요한 시 이 된 것이다. 등학교의 환경교육에서 가장

시되고 있는 환경감수성이란 환경에 한 공감을 요시하는 개념이

다.환경감수성은 환경체험에서의 신체 자극과 자연이 주는 정 인

정서에 의해 효과 으로 향상될 수 있다.그러나 야외활동이 아닌 실내

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커뮤니 이션에서는 다양한 정서를 이용하여 환경

과 련된 내용을 제시하게 된다.

아동기에 정서교육은 요한 치를 차지한다.지속 으로 인간의 인지,

느낌,행동에 향을 주는 정서는 희로애락은 물론 집 ,흥미,만족 등의

목록까지도 범 하게 포함되기 때문이다.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인지

발달뿐 아니라 정서발달에 있어서도 가소성이 풍부한 시기로 정서자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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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요하다.성인기의 뇌를 형성하는 망 안에 아동기에 경험한 정 ,

부정 정서의 향이 존재한다(김경희,2004;Davis,1997)는 것은 아동기

의 풍부한 정서교육이 매우 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환경교육에서도 교육방법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와 같은 여러

연구결과를 반 하여 아동이 경험할 정서 자극을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물론 오감을 자극하는 장체험활동 심의 환

경교육이 요하다는 사실은 매우 당연하다.그 지만 야외체험활동을

통한 환경교육은 시·공간 제약이 있어 어려운 형편인 경우가 많이 있

다.이러한 경우 실내교육으로 환경커뮤니 이션을 통해 환경 설득을

제공받곤 한다.이에 체험 심의 환경교육이 어려운 교육여건에 있거나,

실내교육을 한 올바른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특히 스마트

기기와 매체를 통해 주로 소통하는 세 들을 해 바람직한 환경커

뮤니 이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 이다.이를 해서는 환

경커뮤니 이션의 요한 설득수단이 될 수 있는 정서에 해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미디어와 매체의 환경커뮤니 이션에 포함된 정서

와 환경책임행동의 계를 확인하고,환경과 련된 정서에 한 깊은 고

민이 이루어진다면,환경교육과 환경커뮤니 이션을 정서 으로 근할

수 있도록 연구의 장을 넓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과 커뮤니 이션의

계를 환경정서를 매개요인으로 하여 밝히고자 한다.이를 해 우선 등

학생 5,6학년을 상으로 환경과 련된 감정을 밝히고,정서유형의 텍

스트가 환경책임행동의 변화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후 표 인 환경정서를 추출하여 환경정서를 구체화하고, 표 인 환

경정서가 환경책임행동에 주는 향을 실험연구를 통해 살펴보겠다.

궁극 으로 본 연구는 등학생들에게 있어 정서와 환경책임행동의

향 계를 제시하여,환경교육에서의 정서 근에 한 함의를 살펴보고

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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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들이 환경책임행동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수 있는 정서를

확인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환경과 련된 정서를 분석하여 구체화하고, 표 인 환경정서를

추출한다.

둘째,환경커뮤니 이션의 환경정서가 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다.

연구목 을 해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환경과 련된 정서는 구체화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환경커뮤니 이션의 정서는 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표 환경정서와 그에 따른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환경커뮤니 이션의 환경정서가 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

동에 미치는 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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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방법 논문구성

2.1연구방법

본 연구의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문헌연구를 통해 연구의 틀을 마련한다.둘째,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환경과 련된 정서가 무엇인지 구체화 한다.다음으로,실험연구를

통해 정서가 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정 향을 살펴본

다.넷째, 표 환경정서를 추출한다.마지막으로 표 으로 추출된

환경정서를 통해 환경정서가 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주는 향을

정량 으로 밝히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의 주된 목 은 정서와 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의

계를 밝 ,정서를 환경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이를

해서는 실증 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양 연구방법이 효과

이라고 보았다.따라서 일차 으로 정서가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이 정 인지를 실험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정서가 환경책임행동을

정 으로 변화시킨다면 범주화된 환경정서에 따라 환경정서의 유형별

로 텍스트를 만들고,환경책임행동과의 계를 실험을 통해 밝히고자 한

다.이를 해 환경책임행동의 변화여부를 사 ·사후의 차이로 비교하고,

향력을 검증하도록 할 정이다.

다만,정서를 다루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범 하기 때문에 환경과

련된 정서를 구체화하기 한 두 차례의 설문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결

과 으로 일반 인 정서와 환경정서의 차이 을 발견하고,환경정서가 갖

는 특징을 도출하여 환경정서에 한 개념을 명료화하고자 한다.본 연구

의 차와 그에 따른 연구방법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환경과 련된 정서 연구>에서는 ‘환경에 한 정서’를 설문조

사를 통해 살펴보고 일반 인 정서와 비교해본다.<정서의 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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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정서의 정 인 향을 환경책임행동의 사 ·사후 변화를 통해

알아본다.실험은 비조사를 통해 제작된 유형별 텍스트와 선행연구의

환경책임행동에 련한 설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환경정서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정서’의 특징을 분석하

여,일반 인 정서와는 다른 환경정서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한 환경

정서를 구체화하여, 표 인 정서로 범주화한다.마지막으로 <환경정서

의 향 연구>에서는 ‘환경정서의 향’을 실증 으로 증명하기 하여

실험연구를 진행한다. 표 으로 범주화된 환경정서를 통해 환경책임행

동에 미치는 향을 구체 으로 악하도록 한다.환경책임행동은 물론

하 범주에의 향 계도 살펴본다. 한 정서의 최상 분류단계인

정 ,부정 정서로 분류하여 환경책임행동에의 향 계로 분석해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정서에 따른 심리학 향과 그에 따른 환경책임행동의

변화를 밝히기 한 연구 방법으로는 양 연구방법과 질 연구방법이

모두 하다고 본다.하우(Howe,1988)는 “양 -질 특성이 다양한

수 ,즉 자료,설계와 분석,결과의 해석,그리고 인식론 패러다임 등

에 용되는 (TashakkoriandTeddlie,1998)”통합연구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서의 향력은 그 범 가

매우 복잡하고 범 하여 다양한 변인이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 를 정서가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으로 제한하고,환경책임행동의 변화를 통한 차이를 밝히는 범 내

에서 양 연구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그것은 본 연구의 목 이 정서가

주는 심리학 향이 환경책임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밝히는 데 있기 때문이다.



- 10 -

2.2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차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 과 필요성을 밝히고,구체 인 연구

문제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이를 바탕으로 연구방법과 연구과정을

제시하 다.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정서의 개념정의와 일반 인 특징을 살펴

본 후,환경교육에서의 정서 근에 해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할

정이다.아울러 타 학문분야의 정서와 행동의 계를 환경교육에서의 환

경감수성과 환경책임행동의 계와 비교하도록 하겠다.이를 통해 환경

교육에서의 정서에 한 연구의 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3장에서는 연구를 4개의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한다.우선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 련 정서를 구체화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그리고 실험연

구를 통해 정서와 환경책임행동의 향 계를 실증 으로 살펴본 후,

표 환경정서를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화하고 환경정서가 환경책임행동

에 미치는 향을 실험연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할 것이다.

연구는 환경과 련된 정서와 환경정서의 특징을 밝히기 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도록 한다.그리고 정서나 환경정서와 등학생들의 환경책

임행동 간의 계를 설명하기 해 실험연구를 진행한다.본문에서는

연구과정을 설명하는데 용이하도록 <연구 1>,<연구 2>,<연구 3>,

<연구 4>로 구분하여 설명하 다.

4장에서는 본 연구가 환경교육에서 갖는 함의 의의를 살피고,논의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후속연구를 제

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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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연구방법 연구내용

Ⅱ장 문헌연구

∎ 정서와 정서의 특징에 한 문헌고찰

∎ 환경감수성과 환경책임행동에 한 선행연구

분석

Ⅲ장

연구 1 ∎ 환경과 련된 정서의 일반 인 특징 분석

↓ ↓

연구 2

(실험연구)

∎ 이성과 정서 유형의 텍스트가 등학생의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 비교

↓ ↓

연구 3
∎ 표 환경정서의 구체화

∎ 환경정서의 특징 분석

↓ ↓

연구 4

(실험연구)

∎ 환경정서가 등학생의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 도출

∎ 정 환경정서와 부정 환경정서의 향 비교

Ⅳ장 논의
∎ 환경정서와 환경책임행동의 계에 한 해석

∎ 연구의 의의 환경교육 함의

Ⅴ장
결론

제언

∎ 요약 결론

∎ 제언 연구의 한계

<표 1>연구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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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연구의 설계

1.정서

1.1정서의 개념

먼 ‘정서’의 개념을 사 으로 살펴보면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

러 가지 감정 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 기이며,심리학계

에서는 ‘정동(情動)’으로도 사용한다(국립국어원,2014).정서는 어로는

‘emotion’이다.8)emotion은 보통 우리말로 정서,감정,감성,기분 등 다

양하게 번역하여 혼용하고 있으며,때로는 모호하게 기술되고 곳곳에서

복되어 사용하기도 한다.이 연구에서는 환경과 련된 정서를 구체화

하고, 표 환경정서를 밝히는 연구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따라서 환

경과 련된 정서라는 의미로 ‘환경정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 에 정

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정서와 유사한 개념과의 차이 을 밝히는 것

이 필요하겠다.

최 석(2011)에 따르면 역사 으로 emotion이란 말이 처음 일상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는 소락( 落:a slightfall) 혹은 소요(騷擾:

disturbance)를 의미했고, 기의 emotion은 천둥을,사람들이 느끼는 요

동치는 경험까지도 emotion이라고 하 다고 한다. 한 emotion은 1650

년 에는 ‘strongfeeling’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1800년

에는 ‘anyfeeling’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정서(emotion)는 라

틴어 e+movere으로부터 생되었으며,‘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

동하거나 바 는 것’을 의미한다(김경희,1995).‘움직이다’를 의미하는

‘movere’에 ‘물러나다’를 의미하는 두사 ‘e-’가 붙어있어,정서는 행동으

8)정서로 번역되는 어 ‘emotion’은 불어 ‘émotion’에서 왔고,이는 다시 라틴어 ‘emouere’에서 유

래했다.어원의 이 같은 흐름은 ‘정서’를 정신의 동요 내지 흥분상태와 연 시켜 이해했음을 보

여 다(최 석,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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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emotion이라는 말 자체는

일종의 운동(motion)으로,밖으로(e-,out)향하는 운동을 의미한다.즉

정서는 ‘밖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인간의 마음과 몸

양쪽으로 반응하여 어떤 상이나 상황을 지각하고,그에 따르는 생리

변화를 수반하는 복잡한 상태이다(Goleman,1996).다시 말해 “정서는 자

극에 한 복합 인 반응들의 연쇄로서 인지 평가,주 변화,자율체

계 신경세포의 각성,행동 충동성 그리고 복합 인 연쇄를 유발시킨 자

극에 향을 주도록 고안된 행동을 포함한다(Plutchik,1983).”

다음으로 정서의 개념을 다루는 몇몇 국내 학계에서 정의한 ‘정서’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심리학계에서는 의미가 다양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할지에 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는데, 개 특정 상황에 의

해 유발되는 정 혹은 부 감정을 가리킨다(곽호환 외,2008). 한 정

서는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의해서 생체 내에 야기되는 일과성 심신의

감정반응상태로 심리 상임과 동시에 신체 생리 상까지도 수반

한다( 한간호학회,1996).교육학용어로 정서는 감정의 격한 정도와 계

없이 정 인 의식을 수분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기도 한다(서울 학교

교육연구소,1995).그러나 정서에 한 개념 정의는 연구 방법에 따라

을 달리하고 있어서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처럼 명확한 개념화

가 어려운 이유는 정서가 생물학 ,기능 ,주 ,사회 인 다차원의

구성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신재철,2008).

정서인 emotion과 유사한 문용어에는 sensitivity,feeling,mood,

affect가 있지만 한 과 어의 일 일 번역은 분명치 않다.9)특히 feeling

은 느낌으로,mood는 기분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부분 일치하지만

emotion과 affect는 서로 혼용되어 번역된다(최 석,2011).우리나라 학

계의 경우 한국심리학회는 emotion을 정서로,affect를 감정으로 번역하는

반면, 한의사 회는 emotion을 감정으로,affect는 정동으로 번역한다.

9)정서와 유사한 개념 정념(passion)도 있다.정념은 보통 어떤 상을 목격하고 공포에 떨거나,

군가를 떠올리며 증오할 때처럼 외부 상에 해 수동 인 정서를 말한다(국립국어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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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계에서는 정서지능을 EmotionalIntelligence(Goleman,1996),정서

교육을 AffectEducation으로 사용하고 있어 감정과 정서를 분명하게 나

어 사용하지 않는다.그러나 감정이 아닌 정서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에는 정서가 가진 특징을 주목하여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정서와 유사하게는 감성이 쓰인다.감정의 능력(facultyoffeeling)으로

철학과 심리학에서 사용되던 용어인 감성(感性)은 감성지수로 번역될 때

는 emotionalquotient의 어를 사용하며,이성(理性)에 응되는 개념

으로 사용된다.유럽에서는 철학 인 문맥 안에서 사용되며,감성

(sensitivity)은 일반 으로 감각을 매개로 하여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정

의된다(Dylan,2001).따라서 감성은 이성에 반 되는 개념으로 사용되

는 경우가 많다.

그에 반해 감정(感情)은 감각이나 념에 따라 일어나는 주 활동

으로 심리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고(신용일,1997)특정 상에 한

정․부정의 유인가(valence)평가와 그 차원에 따라 이분화되는 반응

만을 뜻한다(Plutchik,1980;Ekman,1984).기분은 정서와 많은 공통

이 있기는 하나,우리가 기분을 이야기할 때의 의미는 특정 사건에

한 반응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시 경험에 국한되는 것이다(Kalatand

Shiota,2007).

정서는 환경 자극에 한 복합 이고 연쇄 인 반응이며,감정과는 달

리 정․부정에 한 평가뿐만 아니라 세분화된 인지평가와 그 평가에

따르는 정서 의식,정서 느낌,행동성향 행동까지 포함하는 다

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심리학자인 벤슨(Levenson,1994)은 감정,

감성,기분과는 달리 “환경에 한 우리의 입장을 갖게 하고,특정한 사람,

상,행동 그리고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거나 다른 것으로부터 어내는

것”이 정서라고 했다(LopezandSnyder,2008).정서는 기분(mood), 반

감정(globalaffect)이나 기질(temperament)과는 달리 인지(cognition)와

느낌(feeling),행동(behavior)의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정서는 단정지어

하나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부분’정서로도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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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다(KalatandShiota,2007;Plutchik,1980;Ekman,1971).

이처럼 정서와 감정이 혼용되고 있기는 하나 분명한 차이 은 존재한다.

한 정서는 일시 인 감정과는 달리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설득을 탐구하는 심리학,철학,교육학,언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서와 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물론 감정도 행동에 미치는

향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다마지오(Damasio,2003)에 따르면 정서라는

말의 의미는 감정을 아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심리학,철학,교육학 분야에서 정의되는 정서의 개념은 일정한 틀 안

에서 특징지어지고 있다.우선 통 으로 이성과 상반되는 개념이었던

정서는 갈등사례가 빈번한 시 에서는 오히려 이성을 돕고 합리 인

단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한 일시 인 감정이나

기분과는 달리 지속성을 지니며,인지하고 행동하게끔 하는 향력을 지

닌다.정서는 기쁨,슬픔, 오,놀람뿐 아니라 공감,수치심,죄책감 등으

로 다양하게 존재하며,인간을 사회 이고,도덕 으로 만들어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이러한 이유로 정서는 환경에 해 심을

가지고 환경에 한 책임을 느껴,실천 인 책임행동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환경교육에서도 더없이 요

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환경책임행동의 향요인을 정서로 두고 있다.이성과 반

의 개념에 을 맞추지 않고,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사용

되는 용어이기에 감성이나 감정보다는 정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할 것이다.감정은 정서와는 달리 인간만의 특성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10)그리고 환경에 한 책임은 인간만이 질 수 있는 것이다.

요나스(Jonas,1984)에 의하면 “인간은 어떤 것에 해서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인간이 지닌 책임의 능력은 언제나 책임의 당 를 수

10)인간이 아닌 동물들 한 인간처럼 고통과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동물의 권리에

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Dylan,2001)는 것과 다 (Darwin,1872)의 『인간과 동물

의 감정표 (TheExpressionofEmotioninManandAnimals)』이라는 책의 제목을 통해 인간

과 동물 모두 감정 상태를 지니고,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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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야 한다. 한 책임의 가능조건은 자유와 가치에서 온다.”고 한다(김

종국,2008).환경에 한 책임을 져야 할 인간의 감정은 동물과 인간 모

두에게 해당되는 ‘감정’이라는 단어보다는 ‘정서’라는 용어가 하다.

그러나 일반 으로 명확한 개념정의를 요하지 않는 많은 분야에서 정서

와 감정,감성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

서와 감정 혹은 감성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문맥에 맞는 용어를 빌

어 히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통상 으로 ‘emtion’을 ‘감성’ 는 ‘정서’로 번역하며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조주연,2001).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주된 흐름은 정서

가 책임행동의 심리 매제가 되어 바람직한 행동을 발한다는 사

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심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용어

emotion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1.2정서의 분류

(1) 정 정서

정서는 가장 상 범주로 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분류된다.

정 정서에서 표 으로 제시되는 경외와 사랑,동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경외(reverence)

국립국어원(2014)에 따르면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는 reverence로 단독으로는 우리말인 숭배로 번역되기도

한다.숭배는 우러러 공경함이나 신이나 부처 따 의 종교 상을 우

러러 신앙한다(국립국어원,2014)는 의미가 있다.반면 경외는 존경과

두려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개념이 다르다.11)

슈바이처(Schweitzer,1976)의 책 『ReverenceforLife』는 국내에서

11)숭고는 sublime으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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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의 경외’로 번역되고 있다.독일어로 ‘생명에의 경외(Ehrfurcht

vordem Leben)’에서 ‘ehrfurcht’는 ‘놀라움’과 ‘두려움’의 태도를 의미한

다.‘ehrfurcht’의 어원에는 존경과 두려움의 태도가 혼합되어 있다.산꼭

기에서 장엄한 경을 바라보거나,격렬한 폭풍을 볼 때 느끼는 태도

와 같은 가 해당된다.이처럼 생명에 한 경외는 우리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 정서(DesJardins,1997)로 환경과 련된 정서에서 요한

의미를 지닌다.환경정서로 경외를 포함한다면 경외의 정서에는 환경을

고맙고,아름답고,편안하고,소 하게 여기는 사랑의 감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사랑의 감정을 지니지 않고서는 나 이외의 생명에 해 경

외의 마음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2)사랑

사랑은 어떤 사물이나 상을 아끼고 소 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이

다(국립국어원,2014).사랑(love)은 자신의 본 인 입장을 버리고,소

망을 포기하는 것으로 서로 애착을 갖게 하고 유 를 맺도록 동기를 부

여한다.사랑의 감정은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감추지 않고,이

해하며 상 방을 수용함으로써 신뢰 계가 형성되고,그 계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다(Fromm,1956).사랑은 수동 인 마음상태가 아니라

능동 인 것으로 우리 인간이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거나 더 깊은 가치를

알도록 도와 다(김 술,1994).사랑이라는 감정 안에서 보호,책임,존

경,지식 등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Fromm,1956).스턴버그(Sternberg,

1984)는 사랑의 삼각이론(triangulartheoryoflove)에서 사랑은 친 감

(intimacy),열정(passion),약속과 책임감(commitment)으로 구성된다고

하 다.사랑의 크기는 이 세 요소의 크기로 결정되며,세 부분이 같은

크기일 때 가장 완 한 사랑이라고 설명한다.약속과 책임감,친 감,열

정이 많을수록 삼각형은 더욱 커질 수 있다.이처럼 사랑과 책임은 깊은

연 성을 지니고 있으며,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책임을 지고자 하는 행

동 한 유발되지 않을 것이다.환경책임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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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정은 모든 환경정서에 포함되는 실질 인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동정

동정은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 으로나 물질 으로 도움을

베푸는(국립국어원,2014)따뜻한 마음이다. 어로는 sympathy로 번역된

다.12)sympathy는 타인의 감정(pathos)을 본인이 같이 sym-,together느

낀다는 의미로 empathy와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empathy와 구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sympathy를 동정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최 석,2011).그

러나 우리말 공감은 동정과는 다르다.남의 감정,의견,주장 따 에 하

여 자기도 그 다고 느낌. 는 그 게 느끼는 기분이 공감이라면,동정은

딱한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공감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동정(sympathy)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갖는 감정이입

인 슬픔,주의 염려로 정의된다(Eisenbergetal.,1989).동정과 비슷

한 의미로 쓰이는 감정에는 연민이 있다.연민(compassion)은 타인의 안

녕을 높이고자 하는 정서 욕망으로 정의되는 정서이다(Shiotaetal.,

2004재인용).동정은 고통을 겪는 사람에 한 반응으로 슬픔의 감정에

서 비롯되는 것이지만,연민은 언제나 고통에 한 반응은 아니다.루소

(Rousseau,1755)는 본래 compassion을 사용하여 동정을 설명하 다.루

소(1755)에 따르면 compassion인 동정은 타인과의 계를 이끌어내는 도

덕성의 기 를 형성하는 정의 인 특성 의 하나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고 깊이 생각지 않고,그를 도우려고 나서는 마음”으로 설명한다.즉 동

정과 연민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다.정서심리

12)sympathy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는 pity,compassion,empathy,commiseration,

condolence가 있다.특히 pity는 sympathy와 비슷한 감정으로 여겨지고는 하는데 라틴어

‘pietas’에서 연유한 말이다.아리스토텔 스의 수사학에 따르면 pity는 깊은 슬픔으로 고통을 느

낄 정도의 감정으로 단히 깊은 계에서 느껴질 수 있다고 한다(http;//en.wikipedia.org,

2013.12.3). 사회에 들어와서는 sympathy,empathy를 주로 사용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동정은 공감에 가까운 측은지심의 감정이므로 sympathy를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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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는 연민을 부정 정서로 동정은 정 정서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동정심은 모든 반성에 앞서는 것으로 보편 이고 인간에게 유용한 덕이

며,자연스러운 것이다(Rousseau,1755).따라서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동정은,불 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연민의

지시 의미보다 상 단계라고 볼 수 있겠다.동정은 보통 정 정서와

도덕 정서로 분류되고 연민은 부정 정서로 분류된다.13)환경과 련

된 문제에서 불 하다고 말한다면 환경정서로는 연민이 아닌 동정을 포함

하여야 한다.보통 환경과 련된 문제에서 드러나는 불 히 여기는 마음

은 환경문제를 내 일처럼 여기는 ‘속상하고,안타깝고,아 마음’이며,나

와 타자를 동등한 계로 여기는 사랑의 감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2)부정 정서

정 정서와 반 되는 개념인 부정 정서는 이 웅 외(2008)의 연

구처럼 ‘공포’,‘분노’,‘연민’,‘수치’,‘좌 ’.‘슬픔’등으로 표 될 수 있다.

부정 정서로 표 인 공포와 죄책감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공포

공포는 두렵고 무서운 감정(국립국어원,2014)으로 표 부정정서로

사용된다.차동필(2006)에 따르면 테(Witte,1998)는 공포(fear)란 인간

의 기본 인 감정의 하나라고 했다.심각하고,개인 으로 련이 있는

이 지각될 때 환기되는 심리로 구성된 내 감정반응이라고 정의한

것이다.공포와 불안은 유사한 경험이나 자는 ‘험이나 무서움을 느끼

는 것’과 후자는 ‘ 을 받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공포란 자신이나 자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험하다고 지각했을 때 나타나지만, 험이 사라

지면 반응은 재빨리 가라앉는다.하지만 불안이란 특정한 상이 없이

막연히 나타나는 불쾌한 정서 상태로 안도감이나 확신이 상실된 심리

13)동정은 타인의 감정과 감정을 유발한 원인을 공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이 이미 경험한 감

정에 해 동정심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최 석,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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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의미한다(국립국어원,2014).우리는 흔히 공포를 경험할 때

불쾌하고 혼란스러워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2)죄책감

죄책감은 지른 잘못에 해 책임을 느끼는 마음(국립국어원,2014)이

다.죄책감(guilt)은 무언가에 실패했거나 도덕 으로 잘못을 지르긴

했지만,이를 바로잡고 앞으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에

을 맞추었을 때 느끼는 부정 인 정서이다(KalatandShiote,2007).

죄책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형 으로 논의의 성이나 제안된 행동

을 온통 죄책감을 없애는 방향으로 모아,결국 우리의 행동은 조종당하

게 된다.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는 장기 으로 자존심이

손상을 입고,심지어 자유마 박탈당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에 해 미안한 동정(sympathy),자신이 잘못

한 일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보상(restitution),일반화된 죄책감

(generalizedguilt)에 의해 효과 으로 행동을 유발하는 감정이 되기도

한다(PratkanisandAronson,2001).특히 책임을 느끼는 마음상태인 죄

책감은 환경에 한 책임을 지려는 행동에 도움을 수 있다.

재 많은 연구자들이 정서의 일반 인 특징들에 해 어느 정도 합의

를 하고 있다. 드릭슨(Fredrickson,2001)에 따르면 정서는 우선 근육

긴장도,호르몬 방출정도,심박수,표정,주의(attention),인지를 포함한

다양한 반응에 한 자각 혹은 느낌(Thdguswn,2008;Diener,1999;

EkmanandDavidson,1994)이라고 한다.장기 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

니며 상 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는 심리 상태이다(Fredrickson

etal.,2008).심리학자들은 기쁨,슬픔,공포,분노, 오,경멸,놀람,희망,

당혹,수치,자부심,사랑,미움,질투,흥미,집 ,혼동,걱정,만족,경외

등을 가능한 정서 목록으로 포함시킨다(Rozin and Cohen, 2003;

Fredickson,2001;Hejmadi,Davidson and Rozin,2000;Keltnerand

Buswell,1997;Shaver,MorganandWu,1996;Ekman,1994재인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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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부 혹은 내부의 자극에 한 주 반응으로 신체 ·생리 반응을

동반하는 정서와는 달리 감정은 그 지 않다(최승희ㆍ김수욱,1995).정서

는 일시 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분보다 장기 인 의미를 내포한다.

다음은 정서에 련된 선행연구이다.선행연구에서 드러난 다양한 정서

상태를 바탕으로 정서목록을 구성하고,환경정서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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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도) 연구내용

Bush(1972)

2186개의 형용사를 기 단어로 ‘행동,성격,감정,

그 외’의 네 가지 범주로 264개의 감정단어 목록

마련하 다.

Cloreetal.(1987)

‘느끼게 되는 것’과 ‘되는 것’으로 맥락을 나 었

을 때 감정단어로 인식되는 것을 응답하는 설문지

를 통해 585개의 감정단어의 성을 측정하 다.

StormandStorm(1987)

상황을 주고 답하게 하여,실제로 일반인들이 표

상하는 감정단어 786개를 수집하여 목록을 작성하

다.

안신호ㆍ이승혜ㆍ권오

식(1993,1994)

국어사 을 이용하여 3582개의 단어를 수집,

성 여부를 단하여 213개의 감정단어를 선별하 다.

한덕웅ㆍ강혜자(2000)

일상생활,국어 사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1515개의 목록 작성 후 유사하거나, 복된 것을

선별 후 유학사상의 감정단어를 추가하여 834개의

단어 목록을 마련하 다.

박인조ㆍ민경환(2005)

한국어의 어휘 빈도 자료집을 기 로 434개

의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 후,원형성과 친

숙성을 조사하여 표감정 87개로 구성하 다.

이 웅 외 3인(2008)
115개의 정서목록을 기반으로 한국인의 표정서

를 9개로 범주화하 다.

<표 2>정서 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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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정서의 특징

정서의 개념은 시 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정서의 개념이 변화하고,

차 확 되어가며 요해지는 이유는 정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

에 있다.

첫째,도덕 행 와의 연 성이다.모든 행 는 아니더라도 많은 도덕

행 의 바탕에는 감정이 있다.도덕 행 와 련이 되는 사랑,죄책

감,수치,당황함,자부심,질투,시기 등 몇 가지 기본 인 감정들은 도덕

단을 한 고등한 인지 감정으로,사회 기능을 해 함께 선택

될 수 있다.감정은 사회를 좀 더 공정하게 만드는 매로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이와 같은 사실은 과거에도 논의되던 것이었다.

아리스토텔 스(Aristoteles)에서 애덤스미스(Adam Smith)까지 많은 사

상가들은 도덕 행 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감정이 수행하는 근본 역할

을 강조해왔다.딜런(Dylan,2001)에 의하면 아리스토텔 스가 ‘감정은 우

리가 지닌 생각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향을 받기도 한다’는 을 지

했다고 한다.감정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덕의 능력이 없을 것이다.

한 애덤 스미스는 몇몇 감정들이 우리의 도덕 행 를 돕기 해 특수

하게 고안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며,이러한 감정을 도덕 감정(moral

emotion)이라고 불 다.죄책감이나 분노를 느끼는 것 그 자체가 도덕

단을 형성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양심,양심의 가책,죄책감,그리고 분

노가 도덕성과 도덕 행동에 깊은 련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유구한

통을 가지고 있다(Dylan,2001).

환경에 한 인간의 책임을 느끼는 정서는 기본 으로 도덕 인 마음

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도덕 인 행동을 하도록 돕는 도덕 정서는 학

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를 들어 데몬(Damon,1990)은 도덕

정서로 공감,공정심,자아존 ,분노,죄책감,수치심 등을 이야기했으며,

리코나(Lickona,1999)는 도덕 정서로 양심,자 심,감정이입,선에

한 사랑,자기통제,겸양을 들었다.아이젠버그(Eisenberg,2000)는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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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죄책감,수치심,공감과 같은 정서들이 도덕 행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기 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 다.이처럼 다양한 도덕

정서가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공감,죄책감,수치심은 다양한 학자들에게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김경희,2002)도덕 정서이다.우리는 살아가

면서 끊임없이 정서를 경험하고,상황에 따라 정서의 도움을 받아 도덕

으로 행동하게 된다.도덕 으로 좋거나 나쁜 정서들은 없을 수도 있

다.이러한 도덕 정서는 환경책임행동을 실천하게 하는 환경정서와 연

이 있을 것이다.

둘째,정서는 교육 으로 요한 치에 있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사례를 합리 이고 도덕 으로 해결하기 해서는 이성 하나

만으로는 부족하다.통찰과 민감성,감수성,공감 등 정서로 상이나 사

실에 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가져야 객 이고 보편 으로 문제

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김경희(2002)에 따르면 아리스토텔 스(Aristotle)

와 스토아학 (Stoics)이후 1000여 년간 서구사고의 근원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서는 근 철학자들의 심과제 속에서 심신 이원론과 더불어 이

성과 감정의 계가 연구되고 있었으며,이성은 인지,감정은 정서의 개념

으로 도입되어 각각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고 한다.이제 정서는 이성과

의 립 이고 이분법 인 계에서 벗어나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

는데 도움을 주는 보편 특성으로 발 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교

육에서 정서를 활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구체 인 행

동 삶의 양식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이성과 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을 옹호하는 것이다(정명화,2005).

교육학 역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사회문제의 근본 인 원인이 도덕

정서의 부재와 깊은 련이 있다고 본다.도덕 인 정서가 부족하여 환

경뿐만 아니라 타인에 해 배려하거나 동정심을 갖는 태도가 부족하고,

피해를 주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다.잘못된 정서를 활용한 교육이나 도덕 정서의 결여를 불러일으키는

교육은 개인의 안녕은 물론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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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교육에서 시하는 도덕 정서는 사회공동체 안에서 여러

유형의 도덕 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추론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 도덕

인 행 로 이될 수 있도록 돕는 심리 기제이다(심성보,1995).

셋째,정서는 설득의 기제로 사용된다.고 철학자 아리스토텔 스는

토스(pathos)를 언 했다. 토스는 정서와 감각,사유,욕망 등이 포함

되는 정신 속성으로 정신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비이성 인 부분에 속

한다(강진 ,1995). 드릭슨(Fredeicksonetal.,2000)외 많은 연구자

들(Aristotle,1941;Solomon,1993)이 정서와 련한 연구에서 아리스토

텔 스의 서 수사학(rhetoric)의 내용을 발 으로 삼는다.수사학에서

“정서란 개인의 상태를 변형시켜 그의 단에 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고,이는 기쁨과 고통을 수반한다.정서의 로는 분노,공포,동정(pity)

이 있고 이와 반 되는 것이 있다(Fredeicksonetal.,2000).”고 정서와

련된 내용이 정확히 언 되어 있기 때문이다.14)일반 으로 설득의 주

된 목 은 피설득자의 행동변화이다.이에 개인의 단에 향을 미치는

정서는 설득의 매우 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재의 설득커뮤니 이션은 과거의 로 간다(propaganda)가15)가진

정치 이고 사회 이라는 선동을 한 설득과는 달리 개인 인 소통,

계 맺기가 포함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설득커뮤니 이션의

의미가 시 를 거치며 변화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정서를 설득의 요

한 기제로 사용한다는 은 과거와 유사하다.

와 같은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정서가 도덕 ,교육 ,설득 수단으

로 시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로 귀결된다.그것은 바로 정서가 행동

을 변화시키는 데 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다마지오(2003)

14)아리스토텔 스는 정서 상에 한 귀납 근을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수사학이나 윤리학,

그리고 희곡 등에 한 논평에서 정서에 한 을 보여주었다.

15) 로 간다는 라틴어인 propagare에서 유래하 으며 ‘퍼뜨리다, 하다’의 뜻이다.19세기

반부터는 정치 세력에 한 경멸 인 함축어로 쓰이고 있다.즉 기 카톨릭 교회의 도활

동부터 정치 설득까지 로 간다는 주로 커뮤니 이터의 목 있는 설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재는 약간의 이유를 들어 태도나 생각을 변화시키는 커뮤니 이션을 의미하기도 한

다. 한 이성 인 설득보다는 정서 인 메시지를 이용하기도 하며,상업 인 설득도 포함한다

(http;//en.wikipedia.org,20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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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스피노자(Spinoza,1677)의 affectus는16)“그것을 통해 신체의

활동 역량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고,도움을 받거나 방해받는 신체의 변용

들인 동시에 그 변용들의 념들”로 정의되었다고 한다.이 정의는 정서

가 신체의 활동 역량의 증감의 상태와 련되며,신체와 정신 모두와

련하여 이 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감정 혹은 정서란

외부 환경에 한 인간의 반응이면서 인간의 활동력에 향을 미치는 작

용(affect)인 것이다(최 석,2011).따라서 정서와 행동의 연 성은 매우

깊고,이러한 계가 제가 되어 도덕 ,교육 ,설득 수단으로서 정

서는 매우 요한 치에 설 수 있다.

1.4정서와 행동

워드(Ward,2007)에 따르면 듀이(Dewey)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 규모의 제안의 홍수 속에 노출되어 있

고,감정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나 의를 해 생산될 수 있다’고 했다.

결과 으로 사회는 언론이 의 생각을 통제하는 획기 인 수단

이 되었으며,그 심에는 감정이 있다는 것이다.언론의 힘이 강해지면

서 더 들의 개인 이고 독립 인 단은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부터 보수 지식인들은 의 두려움을 감정이라는 기제를 통해

부채질하곤 했다.이는 정서와 행동의 계를 잘 알고 있는 까닭이다.가

치 단의 행 는 이성 인 데서 비롯될 것 같지만 인간이 객 인 기

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합리 인 행동이 아닌 경우가 많다. 부분의

행동은 우리의 이해 계,감정,선입견과 같은 주 요인들에 의해 결

정된다.심리학 으로도 내가 가치를 단하는 것은 이성이나 객 인

사고에 기반을 두지 않은 감정 는 이기 태도의 결과라고 알려져 왔

다(Ward,2007).이처럼 행동을 실천하는 데 바탕이 되는 가치 단은

16)스피노자가 사용한 라틴어 affectus(감정,정서)는 해서 흔 을 남긴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

로,지 의 어 affect와 같다(최 석,2011).



- 27 -

감정의 산물이므로 정서와 행동의 깊은 련성을 알 수 있다.

가치 단은 일반 인 행 에서도 필요하지만,도덕 인 단에서는

더욱 요해진다.개인이 경험으로 느껴졌던 상황에서의 기분과는 달리

정서는 실천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어 도덕 정서는 도움 행동으로 이어

질 수 있는 것이다.다마지오(Damagio,2003)에 따르면 정서와 느낌은

연속 인 차 속에서 서로 무나 하게 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둘을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정서 부분은 과학 탐지수

단이나 육안으로 찰이 가능하다고 했다.정서와 유사한 다양한 개념들

과는 달리 정서는 몸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다.17)정서는 찰되는 것

만이 아니라 추론될 수 있으며,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성은 아니라고 알려

져 있다(Kalatetal.,2007).그러나 주목해 야 할 은 정서가 개인을

움직이는 힘이며,모든 행동을 일으키고 동기화하는 근원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생활을 풍부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훌륭한 인간성을 갖게도 한다(최승희ㆍ김수욱,1995).이러한 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커뮤니 이션에서도 정서는 매우 요

한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

감정에 한 표 인 이론으로는 제임스-랑게(James-Lange,1884)이

론,18)캐 -바드(Canon–Bard,1931)이론,19)샤흐터-싱어(Schachter-Singer,

1962)이론이20)있다.제임스-랑게 이론은 사건에 직면하여 발생한 내장기

의 반응과 외 행동에 한 지각을 정서로 보는 이론이다.샤흐터-싱어

이론은 인지심리학으로 신체반응이 먼 일어나고,정서가 일어난다는 것이

다(강 식,2006).캐논-바드 이론은 정서와 행동의 계를 잘 표 한 것

17)느낌은 그 소유자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생물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사 인

상이다(Damagio,2003).

18)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James)와 덴마크의 생리학자 랑게(Lange)에 의해서 제창된 정동이론

(情動理論)( 한간호학회,1996)이다.제임스는 최 로 감정에 한 학설을 체계화하 다.울기

때문에 슬 고 도망하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낀다는 것이라는 이론이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캐 -바드 이론과는 달리 지각과 감정이 순차 으로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19)캐 -바드 이론은 정서와 지각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주장으로 가장 요한 이론이라고 일컬어

진다(Plutchika,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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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상하부(hypothalamus)가 정서를 매개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고 보았다(한국교육심리학회,2000).최 석(2011)에 따르면 를 들어 제

임스-랑게 이론은 “내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보니 나는 두려움을 느끼

는 것이 틀림없어.”라고 사고하는 것이다.샤흐터-싱어 이론은 “나는 두

려운게 틀림없어.그래서 심장이 쿵쿵 뛰는 거야.”이다.캐 -바드 이론은

두려움과 심장이 뛰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이론이다.캐 은 자율신

경계를 차단하여도 정서가 경험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서는 시상

(thalamus)이라는 뇌가 매개한다고 보았다.캐 -바드 이론처럼 정서의

자극은 정서반응을 유발하여,종래에는 운동 감각신경으로 달된다고

볼 수 있다.이는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정서가 환경책임행동으로

이행되는 데 요한 향을 수 있다’는 가설의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캐논-바드 이론을 환경책임행동과 련지어 수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캐 -바드(Canon–Bard)이론(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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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으로는 이성과 상반되는 개념이었던 정서가,갈등사례가 빈번한

시 에서는 오히려 이성을 돕고 합리 인 단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

인으로써 요해졌다.인간행동의 변화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21)정

서는 일시 인 감정이나 기분보다는 지속성을 지니며,인지하고 행동하

게끔 하는 향력을 지닌다.정서는 기쁨,슬픔, 오,놀람뿐 아니라 공

감,수치심,죄책감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며,인간을 사회 이고,도덕

으로 만들어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이러한 이유로 정

서는 환경에 해 책임을 느끼는 실천 인 책임행동을 이끌 수 있다.정

서 자극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감성의 시 에서 요

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을 설득하는 커뮤니 이션은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교정

역할을 하기도 한다.이와 같은 행동의 교정 설득을 해 커뮤니

이션은 문화 이고 교육 인 다양한 로그램들로 에게 근하기도

한다.매체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가치,감정,태도 등을 내포하며(최양목,

2004), 사회에서의 커뮤니 이션은 교육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이다.정서를 활용한 매체의 커뮤니 이션이 시도하는 교육 근은 앞으

로 더욱 다양한 형태로 보 될 것이다.

이성을 옹호하는 정서의 발달은 인지능력의 발달이나 지식의 확 와

더불어 거의 자동 으로 이루어진다.그러나 인지능력의 발달과 지식의

확 가 곧 정서 성숙의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올바른 정서를 환경커뮤

니 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21)철학의 역사는 이성의 발달과 그 역사라고 한다.소크라테스(Socrates)는 감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스토아학 의 철학자들은 감정의 노 상태에서 벗어나 이성 인 삶,즉

격정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재훈,1999).많은 고 의 철학자들이 정서 행동

이 혼란을 가져오거나 험하다고 생각했다.그러나 철학의 역사가 이성의 발달과 그 개에

한 것이라 해도 철학의 역사에서 정서를 완 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드릭슨(2000)에 따

르면 아리스토텔 스의 경우 인간이 본질 으로 이성 동물이라는 견해를 옹호했지만,동시에

올바른 감정을 갖는 일도 요하다고 하 다. 한 18세기 경험주의 철학자 흄(Hume)은 이성

이 열정의 노 라고 주장하 고,헤겔(Hegel)은 한 어떤 일도 열정 없이 이루어진 이 없

다고 주장하 다(Solomon,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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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서와 환경교육

2.1환경감수성

환경교육은 과거에는 인지 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비 도 있었으나 한편

으로는 ‘정서’를 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다루어,정의 인 측면에 해서도

고려되었다.특히 환경교육에서 주로 다루는 정서의 개념으로는 ‘환경감수성’

이 있다.피터슨(Peterson,1982)은 환경감수성(EnvironmentalSensitivity:

ES)을 ‘공감의 으로부터 환경을 바라보는 개인 해석에의 정서 인 특징

(Asetofaffectivecharacteristicsthatresultinanindividualviewingthe

environmentfrom anempatheticperspective)’이라고 정의한다.환경에 한

감정이입 (empatheticperspective)을 환경감수성이라고 본 것이다.

환경감수성의 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감(empathy)의 어원은 19세

기 말 독일어 ‘einfühlen’이다.최 석(2011)에 따르면 ein(안에)과 fühlen

(느끼다)가 결합된 말로,미학에서 ‘들어와 느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독일어 einfühlen에서 그리스어 empatheia로 번역되었다가 나 에는 어

empathy로 바 었다.empatheia는 안을 뜻하는 en과 고통이나 감정을 뜻

하는 pathos의 합성어로,문자 그 로는 안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감정을

의미한다.다시 말해 공감은 다른 사람에게서 ‘감정을 이입한다(feeling

into)’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느끼

는 것을 통해서 지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공감은 동감(sympathy)과도

비교될 수 있는데,동감은 ‘함께 느낀다(feelingwith)’는 뜻으로 차이가 있

다(한국심리치료연구소,2002).

최 석(2011)에 따르면 철학 으로 공감의 개념을 분석해봤을 때,『인

간지성의 탐구(InquiryconcerningHumanUnderstanding)』의 자 흄

(Hume,1748)은 자신의 도덕철학에서 도덕 민감성,즉 공감을 강조했

다고 한다.흄은 공감(sympathy)을 인간 본성의 보편 특성이고 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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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의 기 라고 보았다.공감과 같은 정서는 인간의 혼을 거스르는

것이라기보다 인간을 사회 ,도덕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다.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공감을 통해 이타 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뿐

아니라 공감을 나 상과의 친 한 유 감도 형성시켜 수 있다고

설명한다.공감은 타인을 해치지 않고 이타 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

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감을 통한 감정이입의 을 시하는 환경감수성은 환경과 련한

상이 지닐법한 느낌,감정,사고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이해된 바를

감정을 통해 상과 나 도록 도울 수 있다.환경감수성에는 공감을 수

반하는 데 해당되는 다양한 감정들이 포함될 수 있다.분노,공포,슬픔,

기쁨 등의 기본 감정들뿐만 아니라 죄책감,당황,사랑 등 인간의 감정

공감에 사용될 수 있는 감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환경감수성은 용어의 심리학 는 정의 차원을 확인하거나 측정하

기가 어려웠기 때문에,상 으로 최근에 연구가 이루어졌다. 재,환

경감수성과 련된 심리학 구인에 한 연구에 기 해서 내린 환경감

수성의 정의는 없다(HungerfordandHarold.2001).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경감수성은 지식과 기능과는 구별되고,환경책임행동을 이끄는 가장

요한 변수이며,인식보다는 개인이 갖게 되는 정서와 연 이 깊다는

것이다.이처럼 환경감수성은 환경 으로 책임있는 행동에 계되는 주

요변인이며 환경에 한 감정이입 에서 정서와 연 이 깊다.환경감

수성의 심개념인 공감에는 경외나 사랑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

서들이 녹아들 수 있다.철학자 헤어(Hare,1963)는 타인의 치에서 우

리 자신을 이입시키려는 동정 상상력이 없다면,감정이 도덕 행동과

연 이 있다는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한 바 있다.인지주의 입장에서 동정이 도덕 행동과 련이 있다는

주장은 환경에 한 책임을 지는 도덕 행 가 공감의 정서와 연 이

깊다는 것과 연 지을 수 있다.

정서는 개인을 움직이는 힘이며,모든 행동을 일으키고 동기화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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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역할을 하고,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생활을 풍부하고 건강하게 한

다고 평가되어진다.환경심리학(EnvironmentalPsychology)에서도22)정

서에 한 논의는 많다.비닝(Vining)과 에 오(Ebreo,2002)는 친환경

행동으로부터 감정의 역할이 부재한다는 것을 제안했으나,카루스와 동

료들(Carrusetal.,2008)의 연구에서는 감정의 역할이 있다는 바를 실험

을 통해 입증하 다(PerrinandJeffrey,2011).환경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정서와 환경교육에서 요시하는 환경감수성의 정서는 차이가 있

다.환경심리학에서 행해진 부분의 감정연구는 부정 감정에 한 것

이었으나 환경교육에서 요하게 다루어지는 환경감수성은 자연을 경이

롭게 바라보는 마음과 같은 정 감정이 심이라고 볼 수 있다.환경

감수성은 일반 인 학문에서 다루는 정서와는 달리 감정 그 자체보다는

감정이입과 공감에 을 맞추고 있어 도덕 이고, 정 인 정서가

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물론 환경감수성에는 경외,동정,사랑의 공

감 는 도덕 정서만 해당된다는 것은 아니다.

핑거(Finger,1993)가 사용한 용어인 환경감수화(EnvironmentalSentsitization)

는 환경감수성이 포함해야할 공감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환경감수화는

선행연구와 행연구에서 사용되는 환경감수성(EnvironmentalSensitivity)과

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핑거는 환경감수화를 시민이 환경문제나 쟁 을 민

감하게 느끼거나 심각하게 알고 있을 때 생긴다고 하 다.핑거의 연구는 직

으로 환경감수성을 자연환경을 바라보는 감정이입 견해로 지칭하지는 않

았다.하지만,환경과 련된 감정의 문제에 환경문제와 쟁 의 심각한 인식과

두려움의 차원이 추가되어야 함을 발견하 다.이후 멕코니(McConney,

1995)는 핑거(1993)로부터 형성된 환경감수성을 통해 쟁 문제 심으로 환

경감수성을 표 하 다.그들은 교육이 학생의 감수성 수 에 많은 향을

주었으며,두려움은 책임있는 환경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두 번째로 강력한

측변인임을 확인하 다(HungerfordandHarold,2001).환경문제에 한

22)환경심리학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한 학제간 연구 분야이다.환경심리학에서 사용

되는 환경은 자연 환경,사회 환경,기본 환경,학습 환경 정보 환경을 포 하는 범 한

환경을 의미한다(http;//en.wikipedia.org,20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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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에의 두려움이나 공포 등의 다양한 감정도 환경감수성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처럼 환경교육에 있어 환경감수성의 개념은 정

정서뿐만 아니라 부정 정서도 포함되어있다.이것은 환경교육에서 다루

는 환경의 범주가 자연과 인간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자연 그 로

의 환경과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환경문제에 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정서

가 포함될 수 있는 까닭이다.

이제 환경책임행동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인 환경감수성은 도덕 감

정으로의 공감과 같은 일반 인 정서를 넘어서서 연구되어져야 한다.환

경감수성을 포 인 감정이입과 공감의 정서로 표 하는 것은 환경과

련된 특정한 정서를 설명해주기가 어렵다.일반 정서와 차이를 밝

환경과 련된 정서로 ‘환경정서’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명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환경감수성 안에 존재할 수 있는 환경정서는 환경문제를

공감할 때 드러나는 다양하고 복합 인 정 ․부정 감정이 포함되어

야 한다.하지만 그 감정은 일반 인 감정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

다.정서가 교육 으로 요해지고 있는 지 ,환경교육에서의 정서

근에 한 연구를 확 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이를 해

복합 인 환경의 문제 혹은 환경 그 자체를 바라보는 정서를 포 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환경정서를 구체화해야 한다.환경정서를 구체 으로 규

명하고,실험 연구를 통해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환경정서의 계를

살펴본다면 환경커뮤니 이션과 환경교육에서 정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책임문제는 인간과 인간의 계에 한 책임을

의미하는 통 인 개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범 해졌다.

의 기술이 산출한 행 들의 규모는 무 크고,그 상과 결과가 기존

과 달라 행 자,행 ,결과는 더 이상 근 역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환경책임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정

서를 분석하고 구체화한다면,환경책임행동의 실천을 도울 수 있는 설득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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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환경책임행동

책임인 ‘responsibility’는 ‘respond( 응)+ability(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다시 말해 책임은 우리의 응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내리

는 선택이다.책임은 세상에 해 미리 책을 강구하고,상호 연결된 부

분에 신 을 기하고,무언가 건설 인 일을 할 의지를 갖는 것이다

(Visser,2011).책임(責任)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의미한다(국

립국어원,2013).23) 살코 스키(Salkovskis),래치만(Rachman), 두설

(Ladouceur)과 리스톰(Freestom)의 사 인 화(1992년)이후 책임은 “주

으로 요한 부정 결과를 유발하거나 방할 수 있는 추 능력

(pivotalpower)을 소유하고 있다는 신념(thebeliefthatonepossesses

pivotalpowerto provoke orpreventsubjectively crucialnegative

outcomes)”으로 정의되고 있다.오늘날 책임은 우리들이 가치 단을 통해

행동을 할 때 미래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 심을 기울일지,가난한 사람

들의 곤경을 배려할지,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환경과 다른 생명체에 미치

는 을 고려할지에 한 사회 인 선택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

되었다.개인 으로 가까운 타자와 계하는 것만으로 삶이 유지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계해야 하는 타자의 범 가 범 해진 탓이다.이제

타자는 내가 아닌 모든 상을 지칭하는 개념이 되었으며,이에 책임의

상이 되는 타자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으로도 확 되었다.

책임은 도덕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개념이 되었다.24)책임의 개

23)많은 연구에서 책임과 책임감,책임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의미의 차이는 있다.같은

분야의 연구에서라도 ‘responsibility’를 책임,책임감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거나 책임성은

‘accountability’로도 사용되기도 한다.책임감(責任感)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히 여

기는 마음을 뜻한다(국립국어원,2013).책임성(accountability)은 행정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

며 감독기 에 해 책임이 있는 상태로 클라이언트에게 실행자들의 능력이 분명한 기 을 충

족시킨다는 확신을 주는 문가의 의무라고 정의된다(이철수,2013).

24)오늘날 책임윤리는 실천윤리 분야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인간의 힘이 기술을 통

해 커지고 사회구조들이 복잡해짐에 따라 행 의 복잡한 인과 계 속에서 원인을

찾거나 책임자를 규정하는 일이 어려워지는 시 상황(김양 외,2005)이 나은 결과

이다. 한 자신과 계없는 먼 미래세 의 이익이나,인간과 다른 존재로 인식될 수도

있는 자연에 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인간 심 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책임윤리로는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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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언제부터 있어 왔는지는 일반 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다만 하이네

만(Heinemann,1953)이 “ 스폰데오 에르고 숨(Respondeo,ergosum)”이

라고 쓰고,“나는 (그 구에게)응답하고 있다.따라서 나는 존재한다.”라

는 말로 번역되는 것처럼 책임을 통해 자기 존재의 의의와 증거를 구한

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에서는 책임이 존재의 사유가 되었

을 정도로 요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뿐이다.25)도모노부(今道友

信,1993)에 따르면 서양에서의 responsibility, 랑스어 reponsabilité,독

일어의 verantwortung는 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나,과학기술이 발

된 와트의 시 에 실용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18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교통수단의 발달로 물자의 규모 수송이 가능해지면서,물물교환이 사라

지고 물자의 거래에서조차 상호간의 약정이 필요한 계약 사회가 성립하

여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에서의 책임은 오래 부터 요한 개념이었다.학습자가 본인의

삶과 행동에 있어 책임을 다하도록 돕는 목표로 책임을 사용해왔다.루

소(Rousseau)는 아이들이 모두 선하게 태어난 존재이며, 하게 교육

받는다면 자유롭고 사랑스럽게,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랄 것이라고 했

다.샤르트르(Chartres)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더 의식화되고 완 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간의 조건을 개선할 책임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는 책임 한 있다고 밝혔다.나딩스(Nodings,

2007)는『교육철학(PhilosophyofEducation)』에서 “학교는 민주 인 공

동체에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명료하게 이해하고,보

다 더 책임이 있는 개인을 사회가 길러내는 데 도움을 수 있다.”고

하기 어렵다.이에 책임개념은 새롭게 정의되고 숙고될 필요가 있어,환경과 미래세 를 고려

한 재정립된 책임윤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25)책임 개념에 한 철학 반성이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아리스토텔 스와 칸트

의 고 윤리학에서는 책임의 개념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으며,책임 개념이 철학 반성의

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비로소 20세기에 들어와서이다.책임개념은 의 윤리 인 담론들

속에서 베버,바이셰델(Weischedel),요나스(Jonas), 비나스(Levinas),렝크(Lenk),비른바허

(Birnbacher)등에 의해 직 인 이론 상이 되었으며(변순용,2007),이제 책임의 지구

확산에 한 논의가 시작되었다.책임의 상이 개인과 재 세 에서 자연과 미래세 로

확 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이유택,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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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나딩스는 ‘책임이 있는’,‘책임’등의 낱말을 사용하며,의무

(accountability)보다 더 다채로운 어휘인 책임(responsibility)을 썼다.

환경교육에서도 책임은 목표의 심개념으로 사용된다.환경책임행동의

실천은 환경교육의 요한 목표 하나이다.이러한 이유에서인지 교사

들은 학생들을 환경교육활동에 참여시키기 해,다른 어떤 단어보다도

존경심과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Hart,2003).환경교육에서

의 책임은 개인의 책임,사회의 책임,국가의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이다.최 의 환경 철학자라 회자되는 패스모어(Passmore,1974)는『자

연에 한 인간의 책임(Man'sResponsibilityforNature)』에서 세계에

한 새로운 ‘감수성 있는(sensuous)’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그는

라톤에서 아우구스티 스와 로테스탄트 교회를 거쳐 근 서양 세계

에 이르는 감수성에 한 공격이,자연의 미와 자연에 한 사랑을 부정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그의 윤리이론은 여 히 인간 심 이라는

비 을 받고 있다.‘인간이 자연을 사랑하고,자연을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연은 가치있는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이다(DesJardins,1999).

그러나 그가 주장한 자연에 한 미의 은 환경 기에 의해 요구되

는 ‘새로운 윤리’에서 심미 가치가 요한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는

타당성을 제공했다.패스모어가 주장했던 심미 가치의 의미는 발 하고

있다.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만 아니라,자신의 과 자연의

에서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의 바탕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나

아가 심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책임있는 환경행동을 이끄는 환경소

양으로의 바탕이 되었다.이제는 기존의 심미 가치를 넘어 생명체의 내

재 가치가 포함된 환경감수성이 심미 가치로 확장되었다.

지 까지 일반 인 책임과 환경에 한 책임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환경

교육에서의 환경책임행동에 해 구체 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환경교

육의 일차 목 은 환경 으로 소양있는 시민을 개발하고 책임있는 환경

행동(ResponsibleEnvironmentalBehavior:REB)을 증진시키는 것이다.26)

26)환경교육에서는 오해섭(1998),이태연(2000)이 ‘환경 책임성 행동’,이재 ㆍ김인호(2002),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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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제시한 제 7차 교육과정 여타 연구에서 등학교 환경교육

의 목표를 종합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등학교의 환경교육은 환경에 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감수성을 갖

고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일상생활에서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하는 기 인 능력을 기르며,환경보 을 한 기본 생활 습 을 기르

는데 을 둔다.인간은 생태계 안에 존재함을 바탕으로 환경의 기

가 인간 실존의 기와 련됨을 깨닫고,형식·비형식 교육의 모든 단계

에서 환경에 한 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분석,종합,의사소통, 용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환경에 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환경문

제에 용될 수 있는 해결책을 구안하고,친환경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책임있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다(김태경 외,2005).

환경책임행동은 환경교육의 주요목표이다.지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으로 발 되는 것은 여느 교육에서나 요하

다.알고,느끼고,깨닫는 데에서 교육의 효과가 멈춘다면 그것은 교육의

본질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환경교육에서의 책임있는 행동이

란 생태계 안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생태 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스

스로의 결단에 의해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환경교육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의 범 를 환경책임행동으로 규정하고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다.환

경책임행동을 시도하 는지 혹은 시도할 것인지 악하기 한 척도도

여러 연구를 통해 구성되었다.환경책임행동에 한 척도연구는 헝거포

드와 볼크(Hungerford and Volk,1990),세바스토와 다코스타(Sebasto

andD’Acosta,1995)의 연구가 표 이다.두 연구를 통해 구성된 책임

있는 환경행동의 범 는 6개의 하 범주를 갖고 많은 연구들의 설문문항

화ㆍ최돈형(2006)은 ‘책임있는 환경행동’,정정희(1999)는 ‘환경에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사용

하는데, 부분 ‘책임있는 환경행동’으로 쓴다.사용되는 용어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는 모두 ‘환

경에 한 책임있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환경에 한 책임있는 행

동을 ‘환경책임행동’으로 쓰고자 한다.



- 38 -

으로 구성되었다.메흐멧(Mehmet),아흐멧(Ahmet),토마스(Thomas,2012)

는 터키의 등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CREBS(Children’eResponsible

EnvironmentalBehaviorScale)을 개발하여 환경책임행동 측정도구를 새롭

게 개발하고,확산시키고자 하 다.국내에는 이재 과 김인호(2002),오해

섭(1998)이 세바스토와 다코스타(1995)그리고 헝거포드와 볼크(1990)가 제

시한 책임있는 환경행동 척도를 토 로 국내 학생들에게 맞도록 재구성

하여 사용한 연구가 있다.

책임있는 환경행동 척도의 하 범주는 교육 ,신체 ,설득 ,시민 ,

경제 역으로 구성되며,6개 범주에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시민 행동(civicaction):개인 는 그룹으로 투표,공청회의 참

여,민원,민주 불복종,항의 등을 통해 정치 활동을 통해 자연환경

보존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교육 행동(educationalaction):개인 는 그룹으로 환경에

한 구체 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행동으로,환경이슈와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텔 비 로그램을 보고,사설 는 책을 읽고,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등 교육과 련된 것을 포함한다.

● 경제 행동(financialaction):환경 행동을 원해 교환을 고려하

거나,개인 는 그룹의 돈에 해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매

혹은 환경우호 정도에 따른 제품구입의 보이콧,환경보존 조직체에의 기

부,조직,환경 행동에 책임지는 회사에의 투자,캠페인에 기여하는 경

제 인 행 와 련된 것을 포함한다.

● 신체 행동(physicalaction):개인이나 그룹으로 친환경 인 신

체 노력을 통해 자연환경보존을 돕는 행동으로,재정 인 교환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쓰 기 기,재활용 목 을 한 쓰 기 분류 등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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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거나 청소 로젝트,자원을 보존하기 해 집에 자원 보존 설치하는

등 친환경 인 신체 행동을 포함한다.

● 설득 행동(persuasiveaction):돈이 아닌 행동으로 편지 쓰기,

연설하기,비공식 담론,로비,개인이나 그룹으로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개인이나 그룹의 비즈니스,산업체 는 정부의 자연환경보

존활동을 독려하는 설득의 행동을 포함한다.

● 법 행동(legalaction):개인 는 조직의 행동으로 합법 ,사법

행동을 의미한다.환경법 강요 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 행동이

감지된 행 에 한 합법 구속과 소송,명령을 포함한다.

환경책임행동에 련된 연구로는 부분 청소년을 상으로 한 국내연

구가 진행되었으며,아동을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국내의 청소년을

상으로 했던 선행연구들은 하 범주 법 행동의 역은 학생들이

시도하기에 합하지 않다고 보아 제외되기도 하 다(오해섭,1998;

Mehmet,AhmetandThomas,2012).

일반 으로 책임은 돌 ,사랑,동정 같은 도덕 계들에 의해 결정

된다.그러나 도덕 인 애정 계에 의한 책임의 감정들은 가까운 미래에

는 도달할 수 있으나,먼 미래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

다(DesJardins,1997).이러한 이유로 일반 인 도덕 정서만을 포함하여

환경커뮤니 이션에서 사용한다면 우리의 책임을 가까운 미래에만 국한

할 수밖에 없다.먼 미래세 까지 책임져야 하는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책

임과 련된 일반 인 정서이상의 의미가 필요하다.이에 환경책임행동에

련된 다양한 정서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나아가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을 등학생들을 상으로 실증 으로 연구하여,자라나는 미

래 세 를 한 환경커뮤니 이션과 환경교육에 용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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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환경감수성과 환경책임행동

감정은 행동을 합리 인 방법으로 조 하는 것을 돕는다(Damagio,

1994).때문에 환경교육에서는 환경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환경

문제 해결을 한 정서 인 측면을 강조하 다.환경교육의 목표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하나는 환경문제에 한 과학 인 지식과

기술, 리 해결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자연환경에 한

심과 배려,보살핌,책임감 등 정서 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이

성덕ㆍ김형균,2010).환경교육의 두 가지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나와 환

경과의 계를 지 ,합리 으로 악하고 환경에 해 정 정서를

느끼며,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과 유 계를 맺고 환경에 책임

을 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27)

환경교육의 정서 측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진실된 감정이 풍

요롭지 않은 사회에서 더욱 요하게 여겨지고 있다.정서 인 측면

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과학 기술과 원인에 한 지식을 학습

할 수 있는 자와는 달리,환경문제를 방할 수 있는 데 을 둘 수

있기에 더욱 요하다.환경에 해 정 이고 바람직한 정서를 함양했

을 때 환경책임행동이 강화된다는 연구결과들로 인해 부분의 국내외

환경교육의 장에서는 학생들이 직 자연을 체험하도록 한다.환경과의

27)“인간의 성장과정은 자연환경과의 만남으로부터 이루어진다.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환경

에 둘러싸여 자라고 자연환경을 보고,듣고,느끼고,의문을 가지고,추구하면서 성장,발달해

간다.그러나 의 청소년들은 거의 자연환경을 하지 못하고 도시화,산업화된 인공 환경

속에서 자연환경에서 소외된 삶을 하게 되어 있다.따라서 환경교육은 자연 속에서 아름다

움을 느끼고,다른 생명들에 한 경외감과 사랑을 체험하며,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의 조화로움과 질서를 경험하도록 하기 한 것이어야 한다.그러기 하여 환경교육은 특

히 장체험 심으로 생태 으로 건강한 세계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새로운 심미 기 을 갖

도록 하고,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을 두어야 한다.환경

감수성을 한 교육은 자연환경에 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자

연환경에 흥미와 심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며,자연환경 속에서 그 향기를 맡게 하려는

것이다.자신이 사랑하고 즐기며,잃고 싶지 않은 어떤 세계가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 환경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말하는 환경 으로 감수성을 지니고,환경 으로 걱정된 청소년

을 길러내는 교육이어야 한다(남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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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을 통하여 자연에 한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깨닫고,환경에 한

감수성을 키우고자 노력하는 것이다.여기에는 자연에 한 정 사고

를 바탕으로 생태계의 연 성을 깨닫게 되면,다른 생명체를 존 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환경의식을 고취하여,환경책임행동을 하게 된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환경감수성의 바탕 에 형성된 환경책임행동이

장기 이고 지속 으로 생활습 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책임행동의 향상에 미치는 향요인에 해 많은 연구가 시도되었

다.환경책임행동에 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밝힌 헝거포드와 볼크

(1990)는 책임있는 환경행동을 이끌기 한 환경인식과 경향성에서 환경

감수성을 가장 요한 변수로 밝혔다.그 후 정서와 환경행동 사이의

계는 환경감수성과 환경책임행동을 심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었다.28)

유사한 연구결과로 시아(Sia,1984)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마신카우스키

(Marcinkowski,1988)는 책임있는 환경행동의 련변인과 측변인에

한 연구에서,책임있는 환경행동과의 련성과 설명력에 환경감수성이 2

번째로 높은 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캐슬린(Kathleen,2010)은

정 감정인 열정이 환경 측을 희망 으로 도왔으며,감정 호소가

친환경행동을 유도했다고 밝혔다.그롭(Grob,1995)의 경우 환경행동 모

델을 제안하며 환경 행동은 개인 철학 가치,인지 통제,환경 인

식,그리고 정서에 의해 향을 받아 실천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하 다.

그롭의 모델에서 환경행동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요인은 개인의 철학

가치와 정서이다.

28)캐슬린(2010)은 정 감정인 열정이 환경 측을 희망 으로 도왔으며,감정 호소가 친환경

행동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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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환경행동모델 (Grob,1995)

카이 (Kaiser)와 그의 동료들(1999)의 친환경모델을 통해 책임과 련

된 감정이 환경지식,환경가치와 함께 친환경 행동의도에 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친환경 행동의도는 친환경행동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하

고 있다.

<그림 3>친환경행동모델(Kaiser,1999)

친환경행동모델에는 책임감정에 해당하는 정서에 한 구체 인 언

은 없었다.환경책임행동이 환경감수성이라는 정서의 측면을 가장 주요

한 요인으로 꼽은 것과는 달리 정서에 해당하는 책임감정과 환경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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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가치를 동일한 향 요인으로 두었다.환경교육의 주된 목표가 환경

책임행동의 향상이라는 것은 동일하나,지식과 정서,가치가 동일 선상에

서 요 향요인이 된 것은 앞선 연구들과는 다른 이다.하지만,카이

의 친환경행동모델도 환경감수성과 같은 정서가 환경책임행동을 발

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제조건은 같다.아울러 책임의 정서가 환경

행동의도에 향을 주어 미래의 친환경행동을 유발한다는 결과는 의미가

크다.

본 연구는 환경책임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행동의 의지를 갖게

하는 환경교육을 한 설득수단으로 정서를 으로 살펴보고자 시작

되었다.이를 해 환경과 련된 정서를 다양한 정서 특징을 산출하

여 환경정서라고 규정짓고,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 환경정서와 환

경책임행동 간의 연 성에 한 특징을 찾고, 향 계를 밝히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환경교육에서 정서를 활용한다는 것은 분명 환경책임행

동을 실천하도록 도울 수 있으나 환경감수성이외의 실증 인 정서활용의

연구는 부족했다.따라서 사회에서 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차세 교육방법이 될 커뮤니 이션에서 정서를 어떻게 이용하 는

지에 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아울러 환경커뮤니 이션에서 정서를 활

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아 실제 인 연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다음 장의 과정은 환경커뮤니 이션에서 정서가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하는 본 연구의 근거를 마련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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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서와 사회

3.1정서와 커뮤니 이션

커뮤니 이션(communication)은 메시지를 통해 수용자의 행동이나 태

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학문으로 설득이 주된 목 이라고 볼 수 있다.

설득행 란 궁극 으로 상자의 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것이다.

일반 으로,설득하는 사람은 상 방으로 하여 특정한 태도를 취하게

하고 자신이 의도하는 특정한 행 를 하게 함으로써 설득행 의 성공여

부를 가름한다.

통 의미에서 설득은 말이나 을 통해 자신의 주의·주장을 다른

이에게 주입시키는 것으로서,그 상은 사람이고 궁극 인 목 은 태도

의 변화에 두고 있다. 한 설득자의 메시지가 피설득자로 이르는 선형

인 과정을 강조하 다(김 석,2005).과거 그리스에서 설득은 권력을

쟁취하고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요수단이었다.설득의 학문인 수사

학은 그리스인들의 교육에서 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매체의 시 가 도래하면서 설득의 개념도 약간씩 바 기 시작했

다.젠슨(Jensena,1959)에 따르면 커뮤니 이션 학자인 렘베크와

하웰(BrembeckandHowell,1953)은 설득을 ‘사 에 계획된 목 을 향

해 사람들의 동기를 조직함으로써,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는 의

식 인 시도’라고 기술하 다.고 시 와는 달리 설득의 개념이 논리의

사용에 치 하기보다는 수용자의 내 동기에 강조를 둠으로써 이 과는

다른 시각을 보인 것이다.이제 설득의 개념은 ‘선택에 향을 주기 한

의도된 커뮤니 이션’이라고 정의한다(Larson,1989). 기와 재의 설

득개념에는 감정을 이용하는 것과 설득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의 변

화를 목 으로 한다는 유사성이 있다.수사학(rhetoric)을29)최 로 깊이

29)아리스토텔 스(1948)는 수사학을 설득을 시도할 때마다 특정 공식에 따라 체계 으로 근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이라고 했다.수사학은 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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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연구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 스(1948)는 수사학을 ‘주어진 상

황에서 가능한 설득 수단을 인지할 아는 능력’이라고 언 하 다.그

에 따르면 공신력에 한 평 인 에토스(ethos,인격)에 토 를 두고,논

리 인 논증기술인 로고스(logos,논리)와 청자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

는 것으로 토스(pathos,감정)를 사용한다고 지 하 다.30) 의 설득

역시 수용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한 방편으로 감정을 요하게 생각한

다.유사한 용어로는 로 간다가 있다.31)우리의 편견이나 감성에 작용

하는 이미지,슬로건,상징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로 간다는 메시지

수용자로 하여 특정한 입장을 마치 자신의 입장인 양 자발 으로 수용

하게 만든다는 에서 커뮤니 이션과 같다(Pratkanisand Aronson,

2005). 로 간다는 과거에 교육 혹은 설교와 유사하다는 의미를 넘어

이제는 상징을 조작하거나 개인의 심리를 조종함으로써 에게 암시나

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발 하 으며,교육의 의미도 여 히 포함

되어 있다.교육의 궁극 인 목 은 시민의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하는

것이다. 로 간다,커뮤니 이션,교육은 수용자의 행동을 자발 으로

수용하게 한다는 에서 목 이 같다.

개념의 유사성을 넘어 이제 교육과 커뮤니 이션의 계는 설득을

한 것이라는 공통 은 물론,커뮤니 이션이 교육을 담당하는 시 로

근하는 이다.손에서 스마트 기기를 잠시도 놓지 않는 세 는 끊임

없는 매체와의 으로 정보를 얻고 설득당하고,감정을 통제받고,행동

으로의 실천을 다양한 커뮤니 이션을 통해 종용당할 수 있다.

수많은 갈등사례를 포함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경우는 더욱 더 감정을

이용하여,실천행동을 돕는 경우가 많다.이에 커뮤니 이션 분야의 정서

활용에 한 연구를 살펴본다면,환경책임행동 향상을 도움이 될 수 있

사상,문장,감정을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수단들을 선택하고 그 이용기법을 연구하

는 학문이다(http;//en.wikipedia.org/,2014.3.28).

30)이주행(2004)에 따르면 감성 설득방법인 토스는 듣는 이들의 심리상태를 의미하며,그들의

슬픔,분노,동정,행복감,향수,질투심,자 심,죄책감 등에 감정을 호소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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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지 은 새로운 환경교육의 장을 열어,환경책임행동을 실 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을 찾아야할 시기이다.커뮤니 이션은 환경교육

의 확 에도 기여할 수 있다.커뮤니 이션은 사회 설득 장치로,사회

인 동조를 이끌어 내거나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김

석,2005).커뮤니 이션은 형식 인 교육의 장에서 펼쳐지는 집단별 교

육보다 방 한 규모로 의식의 확장을 선도할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재 환경커뮤니 이션이 환경에 한 문제를 제시하여 사회 으로 큰 반

향을 불러일으키고,사회운동단체가 시민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데 있어

커뮤니 이션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서는 커뮤니 이션의 다양한 설득기제 하나이다.이를 고에 있어

소구(訴求:appeal)형식이라고 하는데,메시지 달자가 달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내용을 수용자가 받아들이도록 호소하는 방식을 말한다.다양한

소구형식은 고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요하게 연구된다.32)

달자가 메시지를 어떤 소구 유형으로 달하느냐에 따라 설득의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소구는 분류기 과 방법에 따라 다

양하게 구분되기도 한다.33)따라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정서(감정)소구는 그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유형이다. 를 들어 박

유식과 경종수(2002)가 메시지 이 ( 정/부정),소구유형(개인이익/공

32) 고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소구(appeal)의 어원은 하나의 사건,운동의 취지를

리 사회 계층에 알려 공감을 얻으려는 것으로,문서에 인쇄해 배부하는 것을 가리키거나 어

떤 선정된 주제를 어떻게 잘 표 하여 주제의 재 을 극 화하느냐 하는 일종의 표 기법이다

(최지 ,2008).

33)코틀러(Kotler,1997)는 인간의 이성,감정,양심의 3가지 어디에 을 두느냐에 따라 소

구 유형을 이성 소구(rationalappeal),정서 소구(emotionalappeal),도덕 소구(moral

appeals)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우선 이성 소구는 이성 소구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수용자의 생각하는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소구(BatraandRay,1986)로 수용자의 이성에 지

향된 소구이다.이성 소구는 커뮤니 이터가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을 주장할 때 그것을 뒷받

침해주는 실증 ·논리 자료들을 주로 그 메시지에서 제시해 으로써 수용자들로 하여 커뮤

니 이터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이다.반면 감성 소구는 정서 소구라고도

하며,태도와 행동에 향을 미치는 소비자들의 감성 는 정서에 소구하는 유형이다.도덕

소구는 도덕성에 호소하는 것으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다.세 소구

유형은 다양한 형태로 고와 마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그 정서 소구는 감정 ,

감성 소구라고도 사용되며 성 소구(sexappeal)는 유머 소구(humorappeal),공포 소구

(fearappeal)등을 표 인 소구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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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정보제공형/이미지형으로 조작된 8가지 수질오염 련 공익 고를

제작한 실험연구가 있다.결과로는 이 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공익 고에서 개인의 행동과 혜택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

의 행 나 혜택을 강조하는 것 보다 행동의도를 높일 수 있는 고유

형임을 밝혔다.김정 (2008)은 메시지 이 과 소구유형이 지구온난

화 경고,공익 고에 미치는 향을 살펴봤는데,개인소구 고보다 사

회소구 고에 한 수용자가 고에 한 태도와 행동의도가 높게 나

타났다.김찬년(1995)은 환경을 주제로 한 메시지 유형과 수용자 특성에

한 연구에서 공익 고를 정보 고와 정서 고로 구분한 후,수

용자의 특성에 따른 효과성을 살펴봤을 때 메시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거나,정서 일 때 더 효과 이고,성별의 차이도 있다고 했다.그러

나 소구(부정 감성소구)나 부정 메시지를 담는 공익 고는 수

용자의 주의를 집 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안 인 정 메시지가

없다면 수용자의 부정 태도를 유발 할 수도 있다(최지 ,2008).이와

같이 환경 련 연구에 있어서 소구유형에 따른 메시지의 효과는 다양

하게 나타날 수 있었으며,같은 주제나 같은 메시지 이 이라도 소구

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소구유형이 환경

커뮤니 이션에서 요하다는 것을 악할 수 있었다.

오래 부터 커뮤니 이션에 있어 정서는 요한 설득 략 하나로

사용되어 왔다.정서를 불러일으킨 다음 그 정서에 반응하는 방법을 제

시함으로써 원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

되었던 것이다.이런 상황에서는 청 이 부정 인 정서에서 벗어나거나

정 인 정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설득자(communicator)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인다고 한다(PratkanisandAronson,2005).

고주와 정치가들은 감정 기술에 강한 매력을 느낀다.감정이 우리

의 인지 능력에 미치는 향력 때문이다.느낌에 호소하면 충분한 논증

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상 가 스스로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다

(Dylan,2001).많은 심리학자들은 ‘정서의 시 ’가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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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brookandBatra,1987).정서는 고의 숨겨진 힘(HeathandHyder,

2005)이 되었으며,매체설득의 요한 수단이 되었다.커뮤니 이션 분야

의 정서연구 부분은 심리학의 인지평가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부분

언어 정치 메시지에 포함된 정서 어조,커뮤니 이션 채 특성

메시지의 특성을 정서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설정하고 이들의 효과

를 탐색하는 것이다(이강형,2006).정서를 정과 부정으로만 나 커뮤

니 이션학의 연구가 많다.34)

부분의 기본정서 연구가 정서를 나 는 상 개념인 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나 어 연구된다(Shaver,Schwartz,KirsonandO'Connor,

1987).국내에서도 정서가 커뮤니 이션의 효과성에 미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서 차원에서 정 ·부정 임(frame)으로35)나

어서 연구되어지고 있다(이승조ㆍ백혜림,2011;임소혜ㆍ김은미ㆍ함선혜,

2008).이처럼 정서를 정과 부정 정서로 나 후 설득의 향력을 살

펴보는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최근에는 정과 부

정정서의 차이를 살피는 연구를 넘어서,커뮤니 이션에 미치는 정서의 다

양한 향이 연구되는 이다.국내 커뮤니 이션 학계에서도 개인이 경

험하게 된 정서가 커뮤니 이션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 주제로 삼기 시작

했다(김주환 외,2009).정서를 단순히 두개의 잣 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

라,다양하게 분화한 정서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그 로는 정서의

계 범주화(이 웅 외,2008),뉴스의 정서 이 (나은경 외,2008),텔

비 ,라디오,인터넷 등 여러 미디어에서 정서 반응을 유발하는 내용

으로 작성된 뉴스 보도(이승조ㆍ심은정,2010),미디어 수용자의 개별정서

에 미치는 여론보도 기사(홍나 ,2011)등이 있다.

34)정서심리학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와 정 정서가 같은 범 에서 연구되고 있다(Watson,

ClarkandTellegen,1988).커뮤니 이션 연구에서도 정서가 정과 부정 정서로 나뉘어져

연구되는 경우가 부분이어서 이에 한 문제 이 제기되고 있다.

35) 이 이 주는 의미는 요한 문제의 한계를 정하는 한편,그 주요 요소들에 심을 집 시

키는 정보에 해 그려지는 ‘하나의 창’혹은 ‘사진 틀’이다(Tankard,etal.,1991; Hallahan,

1999;한균태 외,2011재인용).다양한 형태의 메시지 이 은 고학이나 리즘에서 많

이 다루어지는 소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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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어의 정서 단어를 바탕으로 군집 분석하여,한

국의 정서 범주를 만든 이 웅 외(2008)의 연구이다.36)물론 여기서도

정서의 계 구조의 최상 수 을 정 ·부정 정서로 두었으나,

이 연구는 처음으로 한국인의 기본 정서를 기쁨, 지,사랑,공포,분노,

연민,수치,좌 ,슬픔 등 아홉 가지로 구체 인 정서로 범주화하여 분

류한 것임에 의의가 있다.이처럼 커뮤니 이션 학계는 정서를 정과

부정으로 양분되는 감정의 덩어리가 아니라,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는

정서의 향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향력에 한 선행연구

를 통해 체 인 연구의 흐름을 만들도록 하겠다.그 에서 환경과

련된 정서를 세분화하여 환경정서로 구분하고, 표 환경정서와 환경

책임행동 간의 계를 풀어내고자 한다.커뮤니 이션에서 정과 부정

정서로 분류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이제는 다른 형태로

분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아직도 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 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된다.이는 다양한 정서들을 분류하고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결국은 정서의 최상 분류단계로 정 ·부정 정서

를 나 게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나 어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도 토 로 했을 때 정서의 여러 가지 향

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커뮤니 이션의 정 정서

이 웅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정 정서는 ‘기쁨’,‘

지’,‘사랑’등이 표 이라고 하 다. 정 정서는 인간에게 있어 좋

은 기분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정서이다.

36)이 웅 외(2008)는 연구를 통해 한국인이 정서 표 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기본 목록으로

삼아 개별 정서를 기본 범주화하고,정서의 기본 구성 차원을 계 으로 구조화하 다.정서

의 계 구조는 최상 수 에서는 정 정서와 부정 정서 2가지로 구분되지만,그 아래

기본 수 에서는 ‘기쁨’,‘지’,‘사랑’등의 정 정서들과 ‘공포’,‘분노’,‘연민’,‘수치’,‘좌 ’,

‘슬픔’과 같은 부정 정서들의 총 9개 정서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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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서는 커뮤니 이션에 있어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다양한

련 연구들이 실행되고 있다.37) 정 정서는 신체 /물리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지는 않지만,인지 수 의 변화 혹은 인지 변화에 이어 나타나는 신체

상태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연구가 있다(B.Fredrickson,Mancuso,Branigan,

andTugade,2000;B.L.L.Fredrickson,1998). 드릭슨(1998)은 자신이

주장한 ‘확장과 수립이론(thebroaden-and-buildtheory)’에38)따라 정 정

서는 순간 으로 생각과 행동의 퍼토리(thought-actionrepertoires)를 확장

시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원을 보다 속 으로 수립해 다고 했다. 정

정서는 특정 행동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성을 증가시켜 다.

우리는 즐거울 때 융통성이 생기고 창조 이 되며 쾌활해져 특정 사실

에만 집 하는 신 배경이나 주변문제들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여

유가 생긴다(Kalatetal.,2007).이런 이유로 정 정서에 해당하는

희망은 인 문학작품과 시에서 종종 망 인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신념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특별한 느낌의 정서로 다루어진다.

김주환 등(2009)은 커뮤니 이션에서는 정 정서에 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SchwarzandClore,1996;Kuykendalland

Keating,1990;MackieandWorth,1989; Isen,NygrenandAshby,

1988;SenandGeva,1987;CarnervaleandIsen,1986;Isen,1984,1987,

1993,2001). 정 정서의 경험은 커뮤니 이션 역의 가장 오래되고

요한 주제인 의사결정, 상과정,문제해결,설득 등의 상황에 정

향을 미친다. 표 인 정 정서 연구자인 아이젠(Isen)과 그의 동

료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정 감정이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37)심리학 역에서 정서이론은 통 으로 부정 정서에 한 연구들을 통해 발 되어왔다

(Fredeickson,1998).하지만 더 나은 삶에 한 학문 심으로 정 정서 연구 한 독자

인 학문 치를 갖게 되었다(RyffandSinger,1998;Fredrickson,1998;Csikszentmihalyi,

2006).정서와 련된 다양한 연구들은 심리학분야에서 여 히 진행 이다.심리학에서 정서는

지속 으로 인간의 인지,느낌,행동에 향을 주는 것이며,희로애락은 물론 집 ,흥미,만족

등의 목록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8) 정 정서에 한 확장 건설 모델(Broaden-and-buildmodel)으로도 번역되어 사용된다

(Kalatet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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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는 사실을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하기도 하 다(IsenandBaron,

1991;Kraiger,etal.,1989;Isen,etal,1987;IsenandIsen,etal.,1985;

Daubman,1984;IsenandMeans,1983). 한 정 정서의 경험은 순간

이고 일시 인 효과뿐만 아니라 축 되어 장기 으로도 지속 인 정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다(구재선ㆍ이아롱ㆍ서은

국,2009;Fredrickson,2005;Fredrickson,2001).뿐만 아니라 행복한 기분

은 자유로운 연상과 실험에서 요구하는 다양하고 창의 인 생각을 진시

킨다(Bolte,GoschkeandKuhl,2003). 정 정서는 의사결정과 설득에

한 하나의 독립변수로 기능하고 있으며, 정 정서의 경험은 인지

수 에도 향을 미쳐 태도의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정 정서는 교육활동에서도 요히 다루어진다.그 감사는 매일

감사 일기를 써온 학생들이 정 인 각성상태,열의,결단력,활력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로 보고되었다(Lopezetal.,2008).실증 연구 결과로

정 정서의 경험이 창의성과 신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신속하

게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효율 인 문제해결 방식을 진시킨다는 것도

밝 졌다.헤이슨(Hyson,1998)에 따르면 에릭슨(Erikson)은 로이드

(Freud)와 마찬가지로 정서가 인간행동의 기 가 되며 성장을 한 기본

인 자극이 된다고 생각하 으며 특히 정 인 정서와 련된 경향을

더 많이 강조하 다고 한다.

도덕 정서와 연 하여 한지 외(2012)는 아동과 청소년의 죄책감이

도움행동에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죄책감이 감사에 향을 미치고 감

사를 통해 도움행동에 간 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는 실증 인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아동과 청소년은 죄책감 성향을 갖는 것보다 감사성

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많은 도움행동을 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이

다.이는 감사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물론 더 나아가 제 3자의

복지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행동경향성을 갖게 된다(McCullough,etal,,

2001)는 연구결과와도 같다.부정 정서인 죄책감보다는, 정 정서인

감사가 도덕 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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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에서도 정 정서의 요성에 한 연구는 환경감수성과

련하여 꾸 히 이루어져왔다.강신익(2011)에 따르면 생태계와 환경보 을

해서는 철학 이론을 구성하는 것 못지않게 자연의 아름다움에 한

느낌을 향상시키는 교육,생태 ·미 감수성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환경감수성이 공감을 심으로 하는 개념이지만,주된 연구에서 다

루어지는 것은 정 정서인 것이다.

반면 정 정서가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 정서보다 효과 이라는 연

구결과와는 달리 정 정서의 경험이 지나치면,수행능력이 감소한다는

연구(FredricksonandLosada,2005;Diener,2004),개인 동기의 수 이

높을 경우에는 정 정서의 경험이 오히려 집 을 방해한다는 연구

(GableandHarmon-Jones,2008)등도 있어 정 정서와 환경책임행동

과의 계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2)커뮤니 이션에서의 부정 정서

정 정서와 반 되는 개념인 부정 정서는 이 웅 외(2008)의 연

구처럼 ‘공포’,‘분노’,‘연민’,‘수치’,‘좌 ’,‘슬픔’등으로 표 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정 정서와 유사하게 부정 정서의 효과 인 측면과

반하는 측면에 한 결과를 도출해왔다.

커뮤니 이션에서는 부정 정서 (fearappeal)에 해 매우 다

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많은 선행연구에서 소구의 강력한 설득력

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소구는 사람들에게 강한 공포를 느끼게

할 때,공포 유발 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 인 제안을 할 때,제안 받

은 행동이 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 인 것으로 지각될 때 그리고,메시

지 수용자들이 제안 받은 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고 믿을 때에 가장 효과

(KalatandShiote,2007)이라고 알려져 있다.정서의 종류 공포와 같

은 부정 정서를 사용하는 고가 사람들로 하여 고를 더 많이 기억

하고 회상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김재선ㆍ정진택,2001)공익 고에서도

정 정서가 아닌 부정 정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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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공익 고는 교육

과 가장 유사한 설득의 목 을 지니고 있다는 에서 환경책임행동과 정

서의 계를 찾는 본 연구에 의미를 다.권 록(2002)에 따르면 친환

경 행동을 돕고자 제작된 환경공익 고는 공익 고 주제의 가장 큰 부

분을 차지하며,이 한 부정 정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부분이라

고 했으므로 환경커뮤니 이션에서도 부정 정서를 주로 활용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양윤과 엄다솜(2008)의 연구에서는 공익 고에 해 유

발된 정서가 정 인 경우에 더 높은 행동의도를 나타냈다.

환경커뮤니 이션에 사용되는 정서는 주로 부정 정서 지만, 정 인

정서가 오히려 더 높은 행동의도를 가져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역설

인 면이 있다.이는 환경과 련된 정서에 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환

경커뮤니 이션의 정서와 환경책임행동의 계를 살피지 못한 것이 이유

가 될 수 있다.따라서 환경정서에 해 구체 으로 조사하고,실증 연

구를 통해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구에 해당하는 표 정서는 공포와 죄책감이 있다.

공포에 한 연구는 부분 사회심리학의 역에서 행해졌다.재니스

와 페슈바하(JanisandFeshbach,1953)의 논문을39)시작으로 공포와

련된 많은 논문과 모델들이 등장하 다(김상훈,1996).공포 소구에 한

향력에 있어서는 여러 이견이 있으며,공포를 자기 책임성이 낮은 정

서로 분류하기도 한다(양윤ㆍ백미희,2009).사람들은 공포를 느끼면 당

면 문제를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서 벗어날 계획에만 몰

두하게 되어,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에 지를 요인 제거에 쏟게 하여,

그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Pratkanisetal,2005). 드릭슨

(2001)에 의하면 부당한 공포의 사용은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요인의

39)미국의 심리학자 어빙 재니스(IrvingJanis)와 노마 페슈바하(NomaFeshbach)가 실시한 ‘구강

생에 한 실험’을 했다.슬라이드를 보여 직후의 반응에서 공포를 느끼면 느낄수록 자신

의 충치를 걱정하는 경향이 하게 많이 나타났다(JanisandFeshbach,1962).재니스와 페

슈바하(1953)는 공포-각성을 일으키는 정도가 가장 은 메시지가 가장 큰 설득효과를 나타냈

으며,공포-각성을 일으키는 정도가 가장 큰 메시지가 가장 낮은 설득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

하 다(김 석,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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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에 두게 하여,그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만을 조

장하기도 한다.물론 실재하는 험에 해 당한 공포를 가지는 것은 이

성 인 경계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장 도 있다(Rosenand

Schulkin,1998).설득의 커뮤니 이션에서 공포소구가 지향하는 태도의 변

화는 개인에게 있어 메시지의 권고를 따른다면 상황을 피할 수 있

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환경교육에서도 “많은 환경 험들에 직면하고 있는 사회에서 실재

하는 험에 해 당한 공포를 가지는 것은 이성 인 경계를 하게 한다

(RosenandSchulkin,1998).”는 연구는 여겨 볼만하다.그러나 제 리

(Jeffrey,1982)의 이론처럼 행동억제체제(BIS:TheBehavioralInhibition

System)를40)간과해서는 안된다(KalatandShiote,2007).환경정서안의

공포에는 불안하다,두렵다,무섭다,불편하다,싫다 등의 감정이 포함될

수 있다.이는 환경이라는 그 자체의 공포라기보다는 환경문제에 한 공

포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특히 등학생들에게 공포 정서를 사용한 환경

커뮤니 이션이 갖는 의미를 악해야 한다.아동기의 학생들에게 환경문

제에 한 극도의 공포와 이 느껴졌을 때 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

에 미치는 향은 무엇인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공포의 정서를 활용

하는 것은 각성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완 조 이 필요하다.지속

인 공포로 자극을 하거나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공포로

근할 경우에는 각성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결과로 발표되

었다.이에 환경의 커뮤니 이션에서 공포의 정서를 사용할 때에는 충분

한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할 것이다.

죄책감은 공포와 함께 형 인 부정 정서에 해당한다.죄책감은 해

당 정서에서 벗어나고자 우리를 합리화라는 함정에 빠지게 하여 결국 무

력화시킨다는 문제 도 있다.반면 사회 합일 이고 친사회 목 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 도 있다.사람들을 설득하고 확신시키는 데 있어

죄책감의 한 사용은 필요할 수 있으나,죄책감으로 인한 행동변화는

40)두뇌의 시스템은 감정과 인식의 조정을 받는다(Jeffrey,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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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이고 제한 이라는 연구결과를 고려하여야겠다.그러나 죄책감은

환경에 한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될 수 있어 선행연구(이재 ㆍ김인호,

2005)에서는 죄책감을 요한 기제로 다루기도 한다.환경문제는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한 책임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므로,환경문제에 한

인간의 잘못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을 죄책감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

결과 으로 정서에 한 논의는 정서가 행동에 미치는 향이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41) 정 정서나 부정 정서가 행동에 미치는 향

력과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들의 주된

목 이었기 때문이다.

홀 룩(Holbrook,1987)은 앞선 연구들의 커뮤니 이션 모델을 정리하

여 <그림 4>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그림 4>는 고에 의해 형성된

랜드태도의 계에 한 모델을 그린 것으로, 고로 인해 유발된 감

정 반응은 상표에 한 직 인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홀 룩에

따르면 커뮤니 이션을 통해 유발된 정서반응은 태도를 변화시키고,태

도의 변화가 랜드를 선택하는 개인의 행동에 변화를 다.

<그림 4>커뮤니 이션 모델(Holbrook,1987)

비슷한 맥락으로 맥과이어(McGuire,1968)는 설득에 의해 행동이 변

화하는 단계를 신념,태도,의도 행동의 선형 과정으로 보았다.수

41)여섯 달 된 유아까지도 겪는 평범한 종류의 정서 염은,비록 이차 이라 하더라도,마치

본래 이고 일차 인 정서가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향을 미친다(Larry,

MarilynandAndy,1996).자신의 정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커뮤니 이션을 통해 염된 정

서 역시 행동의 변화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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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설득메시지를 했을 때 가장 먼 향을 받는 것은 그 사안에

해당하는 신념체계이다.이를 통해 설득 메시지의 사안에 해 우호

는 비우호 으로 단하게 되는 정서 요소인 태도가 새롭게 형성하

거나 변화하게 된다.이 게 변화된 태도를 통해 정서는 그 사람의 의도

가 형성되는 데 있어 행 요소로,외 행동을 이끌어내는 심리 동

인으로 작용한다.이 에 따르면 태도는 행 에 향을 주며 결정

인 선행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김 석,2005).

커뮤니 이션 분야의 연구들은 체로 정서를 정과 부정의 유인가에

따라서만 나 어, 정·부정의 감정에 한 효과만을 비교한 까닭에 다양

한 감정의 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게다가 방법론 으로도 시각 인

요인의 정서유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이는 커뮤니 이션의 특성상

시청각을 활용하여 시청자의 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에 기인한다.그러나

텍스트만을 통해 실증연구를 하는 것이 정서가 행동에 향을 주는 직

인 요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42)

앞선 연구에서는 텍스트를 통한 정서효과를 비교한 경우라 해도 직

인 정서 단어의 사용여부에 집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나은경 외,

2008).따라서 환경커뮤니 이션에 있어 정서와 환경책임행동의 향 계

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시각 자료를 배제하고 텍스트만을

사용하여,텍스트가 담고 있는 정서에 한 실험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42)“ 로 하는 의사소통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소설,뉴스,보고서 등 다양한 형식을 띤다.텍

스트는 그 종류에 따라 담화문,이야기,기술문,설명문 등으로 나 수 있다.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이해자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텍스트의 이해와 기억의 근간을 이루는 응집성,기억

표상 등은 텍스트의 종류에 계없이 동일한 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된다(곽호환 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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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정서와 환경커뮤니 이션

최근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것 하나가 환경문제

이다.인쇄 방송매체를 포함하여,기업과 사회운동단체에게 환경은 핵

심화두가 된 것이다(Wilson,1991). 시 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나 다양한 환경문제를 가까이에서 하게 되었다.이제 일반 인 환

경문제뿐 아니라 지구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한 인식과 시민의 능

동 처가 필요한 시 이 된 것이다.

환경문제는 감정 인 측면이 많은 주제로(Clegg,2010),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사례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문제이다.수많은 갈등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합리 이고 도덕 으로 해결하기 해

서는 이성 하나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통찰과 민감성,감수성,공감 등

정서를 통해 상이나 사실에 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가져야만

극 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환경커뮤니 이션에서 정서는 요한 설득수단이 되곤 한다.

들의 시선을 주목시키기 해 언론매체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

끌 결정 인 요소를 정서와 련된 다양한 방법에서 찾아낸다.43)

사회에서 환경문제에 한 사회내의 다양한 반응을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상징 매개로 환경커뮤니 이션이 사용되고 있다.환경커뮤니

이션은 우리와 자연 세계의 계 뿐 아니라 환경에 한 우리의 이해

를 돕는 실용 이고,구성 인 매개라는 의미이다(Anderson,1997).환경

커뮤니 이션은 환경 사안의 요성에 한 인식 제고와 시민의 극

행동을 이끌어 내는 데 목표를 둔다(Lakoff,2010)는 에서 환경교육과

같은 설득의 목 을 갖는다. 한 공감을 통해 청자와 소통하고,환경에

43)개인에게 주어진 기존의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할 때,사람들은 미디어에 훨씬 더 큰 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Anderson,2001).환경문제의 경우 복잡다단한 이해 계가 얽 있는 경우가

많다.과학,철학,인문학 등의 다양한 학문을 통해 해결해야할 난제이기도 하다.이러한 까닭

에 들은 환경커뮤니 이션을 통해 동시 에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이해하고,문제를 해결하

는 데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환경책임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환경커뮤니 이션은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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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책임있는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다는 에서 목표

에 근하는 방법도 유사하다.

환경커뮤니 이션의 분야는 범 하지만 자연과 환경문제에 한 논

의에는 기본 으로 두 가지 기능을 제한다.우선 실용 인 기능으로

다른 이들을 교육하고,경고하며,동원하고,설득하는 기능이 있다.구성

인 기능에서는 환경커뮤니 이션에서의 언어와 기타 상징 그 자체가

환경문제의 본질과 실재에 한 우리의 인식을 구성한다.이러한 기능을

아우르는 환경커뮤니 이션은 인간과 자연 세계의 계뿐 아니라 환경에

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 실용 이고 구성 인 매개라고 정의할 수 있다

(Anderson,2001).환경사안에 한 이해 계를 조정하는 환경커뮤니

이션(McComas,2001)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득커뮤니 이션

의 역할이 기 된다(HartandNisbet,2012).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내외

연구들이 환경커뮤니 이션의 메시지로 수용자의 태도나 인식을 변화하

고,행동 변화를 견인하는지에 해 을 맞추곤 한다(김재범ㆍ이정

기,2012;김정 ,2008;Davis,1995).

환경에 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소통으로,환경책임행동의 실천

을 심에 두는 환경커뮤니 이션은 특히 정서 인 설득작업을 시한

다.환경문제는 단순히 사회 인 것이 아니다.기본 으로 심각한 사회·

도덕 문제로(Habermas,2002)이성 인 정보습득만으로는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44)많은 환경사회운동가와 단체들은 정서를 설득의 핵심방

편으로 사용하곤 한다.콕스(Cox,201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를 들어볼 수 있다고 한다.보존주의 운동지도자 뮤어(Muir)는,시에라

네바다의 바 투성이 산맥들과 계곡들을 묘사한 로 독자들로 하여

44)베일리(Bailey,2010)는 ‘편향됨은 인간 인 것이며,사람이 어떤 쪽으로건 편향되지 않게 만들

어야만 무기력하게 침묵하도록 만들지 않는다.편향성 자체를 곧바로 비 해서는 안 된다.다

른 집단, 심,아이디어의 성격을 그릇되게 지각하도록 유도하는 강한 편향성만을 비난해야

한다’고 했다. 립 인 정보의 달은 이성 인 사고를 도울 수는 있으나,진리를 깨닫는데 도

움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환경문제의 경우 오염의 상자인 자연은 말이 없다.그들의

변자이자 책임자가 인간이 되어야 한다면,그들의 입장에서 날선 논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인

간의 입장에서 그들을 변하려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민감한 감정이입의 자세,정서 인

공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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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인 경외와 환희의 감정을 일깨웠다.델루카와 데모(DeLucaand

Demo,2000)는 왓킨즈(Watkins,1861)가45)요세미티 계곡을 인간의 흔

이 없는 야생으로 그리면서 자연은 험하다는 정서를 갖게 함으로써

국가 신화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썼다.마이스 (Meisner,2005)는 캐나

다 미디어에 한 종합 인 연구에서 자연의 이미지를 조사하여,미디어

에서 발견되는 두드러진 자연표상을 피해자 자연,환자 자연, ·성가

심,자원으로의 자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다. 슨(Wilson,1991)

은 생태계를 둘러싸고 환경에 한 리,보호,약함,신성함,시장성 등

자연에 한 다양한 은유를 통해 사고를 진하는 고 캠페인 등이 진

행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환경커뮤니 이션에서의 환경은 인간보다 연약하고,인간의 보

호를 받아야 할 상으로 묘사되어 물샘을 자극하거나,환경문제로 인

해 벌어지고 있는 혹은 벌어질 망 인 상황을 보여줘서 내가 그 원인

제공자라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게도 한다.다양한 정서 상징들

을 통해 상징 길들임(symbolicdomesticationofnature)으로 인간들의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자연 혹은, 험하고 야생 인 자연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이다(Cox,2012).하지만 정서에의 상징화에 한 합의된 논

의는 없다.환경과 련된 정서에 한 심도깊은 논의가 없다보니,다양

한 정서에 따른 환경커뮤니 이션의 향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가 않다. 는 정서의 향에 한 합의된 연구가 없이 설득의 수단으로

정서가 활용되다보니,정서가 편 되어 사용되기도 한다.환경커뮤니 이

션에서의 감정 응집은 환경에 한 바람직한 인식의 퇴보와도 련이

있다(Grob,1995;McDaiels,AxelrodandSlovic,1995).몇 가지 정서에

치우쳐 환경을 그려낸다는 것은 매우 험한 일인 것이다.환경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특징 인 정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지

45)내셔 지오그라피(Nationalgeographic,2013)에 따르면 왓킨즈의 사진은 장엄하면서도 심오한

서부의 풍 ,즉 미국의 국립공원 체계를 사진에 담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재 미국은 서구사회의 최고의 사진작가로 회자되고 있는 왓킨즈의 사진작품들을

‘http;//www.carletonwatkins.org’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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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SearlesandKathlen,2010)정서와 환경커뮤니 이션간의 련성은

시간이 갈수록 요하게 여겨지고 있다.이제 환경과 련된 정서가 무

엇인지,그 정서들이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은 무엇인지 밝 야할

시 이 되었다.

환경커뮤니 이션과 련된 국내연구에서 윤일기(2011)는 이성 소구

보다 감성 소구 유형이 환경 고에서 더욱 효과 이라고 보고했다.사

회문제에 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 장치역할(김성훈,

2002)을 하는 환경공익 고와 정서간의 계에 한 다음과 같은 연구들

도 있다.부경희(2001)는 환경공익 고에서는 감성 소구가 이성 소

구보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환경행동의 경우에도 이성 소구보

다 감성 소구가 효과 이나 한계 으로 유의미하다고 하 다.환경감

수성이 환경에 한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 이라고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다.반면 조용석과 황장선(2007)의 연구에서

는 환경과 교통의 공익 고 모두 정보 메시지 략과 감성 메시지

략의 고 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따라서 환경정서를 밝히고,환경책임행동과의 계를 실증 으로 알

아보기 해서는 과학 사실이나 정보만을 제공하는 이성 환경커뮤니

이션보다는 정서를 통한 설득 략이 정 인 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루치크(2003)에 의하면 정서는 인간의 삶에 한 방식을 결정짓는 가

장 핵심 인 기제이며,인간행동을 결정짓는 요한 요소라고 한다.환경

책임행동의 변화를 강조하는 환경커뮤니 이션에서는 설득에 있어 다른

주제에 비해 정서 인 측면을 강조한다.하지만 정서와 련된 연구가 아

직까지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환경커뮤니 이션에서 정서와 련된 연

구가 필요한 이유는 설득의 효과를 보기 한 것 이외에도,잘못 사용될

경우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과하거나 부

한 정서를 사용할 경우 환경을 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인 이슈를 주된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 ‘지식채 e’를46)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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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D 김진 (2000)은 담담하게 표 하는 걸 원칙으로 삼는다고 한다.

흔히 소외된 이들을 다룰 때 제작진은 그들의 어려운 실만을 집 으

로 부각하는 것은 자칫 그들 역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우리와

같은’인간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혹은 ‘우리보다 못한’어떤 존재로

상화되기 때문이다.이는 환경을 주제로 한 커뮤니 이션에서도 마찬

가지이다.지나친 감정 자극을 통해 우리가 해결해야할 환경문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생명을 지녔다는 자체만으로도 인간과 등한

인간이외의 자연환경을 인간을 한 가치의 상으로 보거나,하 요소

로 폄하하는 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한 감정 자극이 환경과 환경문제에 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환경

책임행동을 실천하도록 한다고 해서 이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단

순히 자극 인 정서기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자극 인 정서

기제로 자연환경을 가엾고,인간보다 하 의 그 무엇으로 하도록 종

용당할 수도 있다.이로 인해 인간은 그들을 해 노력하는 우등한 존

재로 부각되는 상화의 함정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지나친 분

노나 망감을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일부 분노는 승화되지도

못하고 배설되지도 못한 채로 내면에 남는데 그건 일종의 무기력함이

되어,아무리 문제의식을 가져봤자 사회구조 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데서 느끼는 망(김진 ,2000)으로 환경책임행동의 실천을 방해할

수 있다.

환경커뮤니 이션뿐 아니라 환경교육에서도 정서는 설득의 기제로 활

용할 가치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 이고 부정 인 임의 향력에

한 논의가 부분이었다.환경과 련된 정서를 분석하거나,그 정서가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이제 환경문제는

46)‘지식채 e’는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를 제공하고자 한다.지식은 몰가치 (freevalue)일 수 없

다는 것,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가치 안에서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에 주목한 5분짜리 다큐

멘터리이다.지식은 완벽하게 객 일 수 없다는 제하에 개인의 다양한 가치 에 따라 지식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변화된 가치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는다(http;//home.ebs.co.kr/,

20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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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으로 요한 사안이 되었다.다양한 내용으로 환경커뮤니 이션

이 제작되고 있으며,환경교육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환경커뮤니

이션에서 주된 설득의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 정서가,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력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환경

정서를 구체화하고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논의한다

면,환경커뮤니 이션뿐 아니라 환경교육을 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

다.미래세 의 심이 될 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는 나아가야 할

미래 환경교육의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특히 등학생

들은 감정의 이가 빨라 래집단은 물론 매체를 통해서도 본인의 감

정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이에 환경커뮤니 이션에서 지속 으로 사

용하게 되는 정서가 있다면,그 정서가 민감한 등학생 시기에 어떠한

작용을 할 것인지에 해서 충분히 논의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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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의 설계

4.1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두 차례의 정서 범주화 환경 련 정서의 특

성 악에 련된 연구와 두 차례의 정서와 환경책임행동의 향 계에

한 실험연구로 구성되었다.정서와 환경정서의 범 특징을 연구할

때 사용한 설문문항은 개방형 질문으로 학생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

할 수 있도록 하 다.실험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신뢰도가

입증된 환경책임행동의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실험 상인 등학생에 맞

게 수정하여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설문형식으로 구성하 다.본 연구의

설문내용은 경험한 환경 행동과 실천하고자 하는 환경행동의 의지형식

의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졌다.따라서 실제 행동의 실천이라는 측면보

다는 의지와 인식의 변화를 측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앞선

연구에서 증명된 것처럼 환경행동의 의지는 실천과 한 연 을 지니

므로 바람직한 환경행동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향을 수 있을 것이

라고 본다.

본 연구는 정서와 환경감수성,커뮤니 이션과 환경커뮤니 이션에

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분석 으로 정

리하여,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실증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한 두 차례의 실험연구는 유형별로 제

공된 텍스트를 읽고,환경책임행동의 문항에 사 ․사후로 응답하는 것

으로 진행한다.이에 따른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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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조사

정 정서인 사랑과 부정 정서인 공포,이성 유형의 텍스트를 만

들고,환경책임행동에 한 등학교 5,6학년용 설문문항을 구성하기

해 3차례의 문가검토와 비조사를 실시하 다.

우선 1차 비조사는 2013년 7월 4일 송 구의 S 등학교 5,6학년

각 5개 학 을 상으로 실시되었다.47)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278명

(남:140명,여:138명)이었으며,텍스트를 읽고 환경책임행동에 한 설

문문항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사 검사를 실시하 다.1차 비조사에서

사용한 텍스트는 ‘자연’이라는 주제로 20 의 텍스트를 제공하 으며,설

문문항은 25문항이었다. 문가검토 결과 주제의 범 가 범 하다는 문

제 이 제기되었다. 한 사 조사 결과 문항수가 많아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이에 주제를 통일하고,문항을 이는 등으로 분석의 틀을 수정·

보완하 다.다양한 정서를 드러내는 텍스트 유형을 해서는 일반 인

자연환경보다는 환경문제를 주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더 요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차 비조사는 2013년 10월 1일 송 구의 S 등학교에서 실시되었다.

상은 총 162명(남:78명,여:84명)이다.텍스트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20 의 텍스트를 제공한 후 환경책임행동에 한 설문문항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 다. 문가 검토 결과,텍스트의 문장이 과학 사실

과 다르거나,닫힌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 이 있었다. 한 설문문항에

등학생들이 하기 힘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 다.설문의

척도가 어색하다는 문제 도 있었다.개인의 주 인 정서상태가 매우

미묘하고 주 이기 때문에 정서의 강도를 보다 정 하게 변별하기

하여 5 이상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는 경향이 있어(정명화,2005),

7 척도로 2차 비조사에서 사용했다.그러나 5,6학년 학생들에게는

47)동일한 등학교를 상으로 비조사가 이루어졌으나,1차 비조사와 2차 비조사는 각자

다른 반을 선택하여 타당도를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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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의견이 있어,5 척도로 수정하 다.이에 따라 설문문항의

척도와 설문문항의 난이도,텍스트의 문장 등에 한 내용을 수정하 다.

3차 비조사에서는 텍스트와 설문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내용

의 난이도,그리고 실험 상이 실천할 수 있는지에 한 가능성을 재탐색

하 다.이는 Y 등학교 방과 후 쓰기 반 학생 15명(남:6명,여:9명)

을 상으로 하 다.본 연구의 실험연구는 의 내용을 악하고,설문

에 응답하는 데 있어 기본 인 인지능력이 필요하다.따라서 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인지능력이 높지 않아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고자 4학년 학생들이 포함된 쓰기 반 학생

들을 통해 사 조사를 실시하 다.3차 비조사를 통해서는 등학생들

의 생활에 한 련이 있고,학습수 에 계없이 응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다.

세 차례의 비조사에는 S,Y 등학교 4,5,6학년 학생 445명

(남:224명,여:231명)이 참여하 으며,3회의 문가 검토를 통해 실

험에 사용할 텍스트와 환경책임행동에 한 설문문항을 수정하 다.

결과 으로 의도하는 정서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실험텍스트 유

형에 합한 제목을 큰 활자로 제공하고,18 내외의 문장과 12pt활

자로 실험에 사용할 텍스트를 수정하 다.환경책임행동 문항은 처음

의 25문항에서 5개를 제거,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게 되었다.학생

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항은 수정하거나 제거하 으며,설문문항은

5 척도로 구성하 다.

3차에 걸친 문가 검토와 비조사에 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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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간 상

1

차

문가

검토

2013.6.3

∼6.29

-지리교육 공 교수 (1인)

-심리학 공 교수 (1인)

- 등학교 교장 (1인)

-환경교육 공 박사과정 등교사 (3인)

- 등학교 교사 (2인)

비조사 2013.7.4 -S 등학교 5,6학년 각 다섯 반 (278명)

2

차

문가

검토

2013.7.8

∼8.2

-사회학 공 교수 (1인)

-환경교육 공 박사 (2인)

-교육경력 30년 이상의 등교사 (1인)

-교육경력 20년 이상의 등교사 (3인)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등교사 (3인)

비조사 2013.10.1 -S 등학교 5,6학년 각 두 반 (162명)

3

차

문가

검토

2013.10.7

∼11.1

-기후학 공 교수 (1인)

-생물교육 공 교수 (1인)

-지리교육 공 교수 (1인)

-문 창작 공의 교육학석사 아동작가 (1인)

-환경교육 공 교육학박사 (3인)

- 등학교 교장 (1인)

비조사 2013.11.4 -Y 등학교 쓰기 반 4,5,6학년 학생(15명)48)

종

합

∎ 기후변화를 주제로 18 이내의 이성과 경외,사랑,동정,공포의

정서 유형으로 5개의 실험 텍스트 설계

∎ 환경책임행동에 한 설문문항 20개

<표 3> 문가 검토와 비조사

48)Y 등학교의 쓰기 반 운 교사는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 교사로 재 동화작가로 활동하

고 있다.매주 계발활동시간을 활용하여 각 학년에서 선발된 15명의 학생들이 쓰기 활동을

하고 있다.이에 일반 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 의 텍스트를 구성하고,선별하는 작업

에 H교사와 함께 참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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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측정도구

(1)환경책임행동 설문

1)설문문항

환경책임행동을 측정하기 한 도구로는 세바스토와 다코스타(1995)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국내연구(오해섭,1998;이재 ㆍ김인호,2002)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등학교 5,6학년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앞선 연구에서 사용된 환경책임행동의 설문문항이 경험한 환경책임행동

을 묻는 경우가 부분이었다.그러나 환경책임행동에의 향 계를 살

펴보고자 한 본 연구에서는 사 ·사후의 환경책임행동의 변화를 입증해

야하므로 환경책임행동의 사 ·사후 측정 설문문항을 어미에 차이를 두

어 구성하 다.사 설문문항은 재의 환경책임행동을 측정하는 ‘～한

다’를,사후설문지의 응답문항은 ‘～할 것이다’를 사용한다.49)어미를 제

외한 사 과 사후설문문항의 내용은 동일하다.설문문항은 개수는 사 ·

사후 설문에서 각각 20문항이다.

비실험에서 학생들이 사 ·사후의 설문을 같은 문항으로 오해하고

응답하지 않거나,성의 없이 응답하게 되는 문제 을 발견하여 사 과

사후의 설문문항은 배열을 달리하는 차이를 두었다.설문 문항 5개는

부정형의 문항으로 구성하 으며,50)그 한 문항은 역코딩 문항으로

구성하여 무성의한 응답결과를 악하 다.51)각 역별 문항은 3∼4개

의 비슷한 설문개수로 이루어졌다.52)

49)카이 외(Kaiseret.al.,외(1999)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환경행동의지는,행동의 실

천과 상 계가 높으며,행동으로 드러난다.환경행동의지를 통해 환경책임행동이 변화할 것

이라는 측이 가능하다.실험의 특성상 텍스트를 읽고,응답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행동의지를

담은 어미 ‘～ 할 것이다’를 사용한다.

50)‘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물이나 기를 낭비하지 말라고,이야기할 것이다’,‘학교 밖의 환경 련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야생동물의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이

다’,‘가족들과 외식을 할 때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극 권유할 것이다’,‘가능하면 일회용품

은 사지 않을 것이다’

51)‘학교 밖의 환경 련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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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설문문항의 구성

세바스토와 다코스타(1995)의 설문문항에는 헝거포드와 페이톤

(HungerfordandPeyton,1976)이 제시한 법 행동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등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연구로 법 행동을 포함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아 제외하고 5개의 하 범주로 구성하 다.하

역에 따른 설문문항은 <표 4>와 같다.

하 역 사 문항 번호 사후문항 번호

설득 행동 1,7,9,11,17 3,8,12,17,20

교육 행동 2,4,6,13 2,6,13,16

신체 행동 3,5,16,20 4,5,7,18

경제 행동 8,12,15,18 1,9,11,15

시민 행동 10,14,19 10,14,19

<표 4>설문문항의 번호

설문문항의 수와 측정방법은 1차 비조사에서 29개의 문항을 리커트

(Likert)5 척도로,2차에서는 24개의 문항을 7 척도를 기 으로 설문

하고 문제 을 보완하 다.문항의 정성과 수 을 고려하는 3차의 비

조사를 거친 결과 총 20문항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설문에 한 응답은 리커트 5 척도의 ‘1 아니다,2 약간 아

니다,3 보통,4 그 다,5 매우 그 다’로 수를 주어 측정된

수를 합산하 다.총 수의 범 는 20∼100 이다.설문문항의 하 범주

별 내용은 <표 5>와 같다.

52)설득 행동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하기 해 사 (7번과 11번 문항 동일),사후(3번과 20

번 문항 동일)에 동일한 문항을 삽입하 다.따라서 설득 행동의 1개 문항을 제거하여 3∼4

개 문항으로 비슷한 비율로 문항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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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역
문항내용 개수

설득

행동

-다른 사람에게 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라고 이야기할 것

이다.

-친구들과 환경보 을 한 방법에 하여 화할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물이나 기를 약하도록 이야기할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물이나 기를 낭비하지 말라고,이

야기할 것이다.

-가족들과 외식을 할 때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극 권유할

것이다.

453)

교육

행동

-학교나 기타 단체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 수업에 극 으

로 참여할 것이다.

-학교 밖의 환경 련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교내외 환경 련 동아리나 창의 체험활동 수업에 극 참여할

것이다.

-TV,책,인터넷,신문기사 등에서 환경과 련된 내용을

심 있게 살펴볼 것이다.

4

신체

행동

-물을 아끼기 해,양치 컵을 사용할 것이다.

-환경보 을 해 식물을 심고,가꿀 것이다.

-학교,집,공원,체험활동학습장에서 생긴 쓰 기를 쓰 기

통에 버릴 것이다.

-종이,유리, 라스틱,캔 등을 분리하여 버릴 것이다.

4

경제

행동

-야생동물의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이다.

-가능하면 일회용품은 사지 않을 것이다.

-되도록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입할 것이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학교나 지역장터에서 교환하여 사용할

것이다.

4

시민

행동

-매연을 심하게 내뿜는 차량이나 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가게

를 보면,정부기 에 알릴 것이다.

-학교나 공공기 등이 주 하는 ‘환경보 을 한 활동’에

극 참여할 것이다.

-정부기 의 교통캠페인에 극 참여할 것이다.

3

체 20

<표 5>하 범주별 문항 내용

53)‘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물이나 기를 약하도록 이야기할 것이다’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물

이나 기를 낭비하지 말라고,이야기할 것이다’는 동일한 문항으로 처리한다.이에 총 20문항

이지만,통계처리를 하는 문항은 19문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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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텍스트

1)실험텍스트의 주제

재 지구의 기후변화가 세계 심사로 부각되어 국내외 으로

환경재난을 다룬 화나 다큐멘터리의 상 이 증가하고 있다.엘 고어

(AlGore)의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Truth)이나 투모로우(The

DayafterTomorrow),해운 ,북극의 물에 이은 물시리즈 등 다양

한 장르로 을 찾아 기후변화의 이해를 돕고 환경책임행동을 구하

고 있는 것이다.이런 이유인지 학생들이 기후변화와 련된 ‘지구온난

화’를 환경문제로 언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따라서 텍스트의 주제는

‘기후변화’로 동일하게 정하 다.

2)실험텍스트의 구성

실험에 사용된 정서 유형별 텍스트는 경외,동정,공포,죄책감의 4가

지유형으로 제작하 다.각 텍스트는 공통 으로 ‘기후변화’를 주제로 18

내외,12pt로 구성하 다.정서를 표할 수 있는 제목은 15pt로 진하

게 표시하여,텍스트의 가장 쪽에 배열하 다.구체 인 텍스트의 내용

은 각 연구의 실험내용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4.4실험 상

(1)일반 인 특징

피아제는 환경 ·내 향으로부터 가장 큰 해방을 얻는 시기가 바로

가장 향상된 지능을 갖는 형식 조작기로 보고 있어(고재희,2010),

등학교 고학년은 되어야 텍스트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학년별로 환경내용 역을 살펴보면 자연환경과 인공 환경

을 비롯한 부분의 환경 역의 내용이 6학년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최 분ㆍ노경임ㆍ민병미,2002).환경과 련된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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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실험연구는 등학교 5,6학년을

상으로 진행하 다.인식보다 정의 측면의 교육이 강조되는 등학

교의 교육목 은 바른 인성과 태도,의식함양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환경커뮤니 이션이 환경에 한 바람직한 행동의 향상을 유도하는 본

연구에 합한 학년이라고 보아 실험 상으로 구성하 다.54)

(2) 상의 특징

<연구 2>,<연구 3>,<연구 4>에서는 정서가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서울 송 구에 치한 M,J,S 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와 실험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 1>에서는 송 구의 G 등학교와 진구의 J 등학교를 선정하

여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송 구와 진구로 구만 다를 뿐 유사한

치에 학교규모와 학업성취도 수 이 흡사하다.그러나 실험연구로 진행

된 <연구 3>부터는 상의 동질성 확보가 가장 요한 건이므로 동일

한 송 구에 치한 M,J,S 등학교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연구 2>와 <연구 3>,<연구 4>에 실험 상자가 모두 다른 학생

들로 구성되도록 각 연구에서 다른 반을 선택하여 실험 상을 구성하여

객 성을 확보하 다.특히 본 실험연구는 유형별로 제작한 텍스트를 읽

고 설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

의 인지능력이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이에 교육여건이 유사하고,학

생들의 학업성취도 수 이 보통이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등학교

를 선정하여 실험 상으로 삼았다.M,J,S 등학교는 송 구에 치하

고 있고,학업성취도가 보통이상의 유사한 수 이므로 동질성 확보가 용

이하다고 본 까닭이다.

54)일반 으로 등학교 환경교육은 환경인식과 가치 ,태도,참여 등의 정의 인 목표에 강조를

두고 있는 까닭(최석진 외,1999)에 환경교육의 정서 인 측면과 련된 많은 연구가 등학교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등학교 학년 학생들은 서술형 평가문항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

롭게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뿐만 아니라 을 읽고 이해하는 학습능력의 수 편차가 고

학년보다 크다.이러한 이유로 지헌(2011)에 따르면 등학생을 상으로 한 조사 연구의

부분이 5,6학년을 상으로 실시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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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실험연구는 총 974명(5학년:492명,6학년:484명)의 학생을

상으로 수행한다.55)

(3)인구사회학 분석

<연구 2>와 <연구 4>의 실험연구 참여자를 상으로 환경과 련된

정보를 얻는 배경을 분석하 다.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경변인 구분 인원수 비율(%)

학년
5학년 492 50.5

6학년 484 49.5

성별
남학생 490 50.3

여학생 484 49.7

환경 련지식

학교수업 교내활동 254 26.1

TV 271 27.8

인터넷 151 15.5

친구와의 화 38 3.9

책 213 21.9

기타 47 4.8

계 974 100

<표 6>실험연구 상

55)M,J,S 등학교는 국가수 학업성취도의 국어, 어,수학과목에서 과목별 80%내외 ∼ 90%

이상이 보통 이상의 성취수 을 보 다.기 학력 수 에 미달된 학생은 체의 1% 이내로 타

지역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학생들의 거주지역인 송 구는 경제 수 이

산층 수 으로 부모와 학생의 교육기 수 이 상이며,자녀에 한 심과 애정이 매우 높은

편이다.학생 한 학습에의 의지가 강하다(학교알리미 http;//www.schoolinfo.go.kr,2014.1.27).

송 구의 M,J,S 등학교는 모두 1900년 에 지어진 학교로 J,S 등학교의 경우 총 학생 수

1154명과 1246명,학 수 47학 과 49학 으로 규모가 비슷하다.M 등학교는 총 학생 수 607

명,26학 으로 상 으로 작은 규모이다.그러나 세 학교 모두 두 정거장 이내에 치하고

있으며,학생들의 경제 인 여건이 매우 유사하다.이에 3개 학교를 선택하여 본 실험을 계획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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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은 492명(50.5%),6학년은 484명(49.5%)이고 그 남학생은 490

명(50.3%),여학생은 484명(49.7%)이었다.실험에 참여한 학생들 부분

(53.9%)은 TV(27.8%),학교수업 교내활동(26.1%)을 통해 알게 되었으

며,그 외 책(21.9%),인터넷(15.5%),기타(4.8%),친구와의 화(3.9%)순

으로 환경에 련된 지식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다.

<그림 5>환경지식 획득의 경로

분석결과로 도출할 수 있는 환경교육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환경지식의 습득경로가 등학생들이 가장 자주 하는 TV(27.8%)의 뒤

를 이어 학교수업 교내활동(26.1%)이라는 것은 매우 고무 인 일이다.

많은 선행연구자들의 노력으로,환경교육의 요성을 깨닫게 된 학교에서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재 등학교는 각 교과에 환경교육의 내용이 녹아들도록 구성되어 있기

는 하지만 직 으로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창의 체험활동의 경우,

교사의 재량으로 운 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환경과 련된

지식 습득의 경로를 학교교육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학교에서도 환경교육의

요성이 인식되어 교과교육 교내활동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이는 선행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환경교육의 요성이 많이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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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까닭일 것이다.그러나 TV,인터넷 등으로 구성된 매체의 환경커뮤니

이션을 통해 얻게 되는 환경지식과 비교(49.7%)한다면 아직은 미흡하다.

재 스마트기기가 으로 보 되고 있어, 등학생들이 환경커뮤니 이션

을 통해 얻게 되는 환경지식의 범 는 더욱 확 될 것이다.

이제 환경교육이 형식 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요하지만,매체의

환경커뮤니 이션을 통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용해야 할지에 한 논의가

필요한 시 이 성숙했음을 의미한다.이것이 본 연구가 환경커뮤니 이션에 있

어 환경정서가 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을 밝 야 할 근거라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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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의 실제

1.환경과 련된 정서

1.1분석틀과 가설 설정

(1)환경과 련된 정서의 분석틀

본 연구의 목 은 환경과 련된 정서를 구체화하고,환경정서가 환경

책임행동에 미치는 향과 의미를 악하는 것으로 환경정서를 분석하고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 련된 정서를 구체화하기 해 ‘일반 으로 갖게 되는 환경에

한 감정’과 ‘환경문제에 한 책임의 감정’을 조사하 다.환경커뮤니

이션의 정서는 포 으로 봤을 때 환경감수성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이

로움,아름다움,동정 등은 물론 핑거(1993)가 환경감수화 연구에서 제시

했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서도 포함되기 때문이다.56)

(2)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에서 출발하 다.

[연구문제 1]환경과 련된 정서는 구체화될 수 있는가?

<가설 1>환경에 한 일반 인 정서와 환경문제에 해 책임을 지고

자하는 정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56)환경감수성과 환경감수화에 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환경의 정서는 자연환경과 련

된 정서 뿐 아니라 환경문제와 련된 정서를 포함해야 한다.환경교육과 환경커뮤니 이션에

서 환경의 범 는 자연환경을 넘어서 모든 환경을 포함하며,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

행동의 실 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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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사도구 설정

(1)실험 상 기간

2013년 11월 7일 ∼ 14일에 걸쳐 연구자가 임의로 표집한 서울의 G

등학교와 J 등학교의57)5,6학년 각 2개 반 학생 95명(5학년:48명,6학

년:47명)을 상으로 진행되었다.95명 45명은 남학생이며,50명은

여학생이었다.

(2)연구내용

1)타당도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환경교육을 석사

혹은 박사과정에서 공한 문가 2인, 등학교 30년 이상의 재직교사 2

인, 등학교 10년 이상의 재직교사 2인의 총 6명의 문가들에게 검토를

의뢰하 다.이후 학생들이 이해하고,답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5학년 4

명(남:2명,여:2명),6학년 4명(남:2명,여:2명)에게 묻고,실제로 응답

하게 하여 설문지를 재구성하 다.

2)설문의 구성

환경정서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정서를 구체화하고,특징을 살펴보

고자 하는 <연구 1>은 개방형 질문인 서술형식의 3문항으로 이루어졌

다.58)설문문항의 내용과 연구자의 의도는 <표 7>과 같다.

57)송 구에 치하는 G 등학교와 진구에 치하는 J 등학교는 학교의 규모가 비슷하고(교

생 700∼ 800명),학교가 치한 지역의 경제 여건이 유사하다.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상

이다(http;//www.schoolinfo.go.kr,2014.12.6). 

58)서술형 문항은 학생의 생각이나 의견을 직 서술하도록 하는 것이다.서술형 문항 유형은 응

답자가 스스로가 답안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단답형이나 완성형보다는 비교 긴 답안을 요

구한다(박도순 외,2007).서술형 문항은 학생의 창의성,문제 해결력,비 력, 단력,통합력,

정보 수집력 분석력 등 고등 사고 능력을 쉽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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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의도

문항1) 환경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의도

환경문제에 한 책임을 떠올리기 이 의 감정을 악하고자 하

다.일반 으로 환경에 해 느끼는 감정이 환경감수성에서 드러

내었던 자연환경에 한 경이로움,아름다움 등을 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문항2) 환경에 해 책임을 느끼게 하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의도
앞선 문항과는 달리 환경에 한 정 인 감정을 제외하고 환

경문제에 한 감정을 확인하고자 설정되었다.

문항3) 환경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의도

학생들이 주로 생각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알아보고자 하 다.학

생들의 주된 심주제로 텍스트를 구성하는 것이 정서의 이를

일으키는 데 효과 이라고 보았다.

<표 7>연구 1의 설문문항 의도

1.3연구결과 해석

(1)설문문항별 결과

1)환경에 한 일반 인 감정

‘환경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에 한 응답의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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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 부정

안타깝다,불 하다,소 하다 죄책감이 든다,공포스럽다,불안하다,

쓸하다,무섭다,두렵다,슬 다

<표 9>환경에 한 책임의 감정

내용

정 부정

상쾌하다,아름답다,쾌 하다,시원하

다,맑다,싱그럽다,깨끗하다,만족스

럽다,푸르다,울창하다,고맙다,이롭

다,안정되다,멋지다,편안하다,따뜻

하다,조화롭다,포근하다,미안하다,

걱정된다,고요하다,하늘하늘하다,좋

다,신선하다,보호하고 싶다,자유롭

다,소 하다,청결하다,청정하다,밝

다,활기차다,고요하다,차분해진다,

편안하다,푸르고 맑다,안타깝다,불

하다

더럽다, 험하다,답답하다,아 한

다,기분이 안 좋다.무섭다,죄책감이

든다,어둡다

<표 8>환경에 한 일반 인 감정

아름다운 자연을 상상하여 경이,신비,감사 등의 정 인 감정을

느끼거나,오염된 자연환경을 상상하며 더럽다,미안하다,불 하다 등의

부정 감정을 느 다.환경에 한 이미지로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학생들이 많아서인지,많은 학생들이 일반 으로 환경을 떠올렸을 때 느

껴지는 감정이 ‘아름답다’고 었다.

2)환경책임의 감정

‘환경에 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끼게 하는 감정은 무엇인가요?’에

서 도출한 환경에 한 책임의 정서는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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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한 책임의 정서에는 도덕 정서에 해당되는 공감,동정,죄

책감,사랑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환경문제에 해 져야 할 책임을 떠올

리다 보니 부정 인 감정을 많이 었다.

3)환경문제

‘내가 생각하는 환경문제는 무엇이 있는가?’의 설문문항에서 추출한

등학교 5,6학년이 생각하는 주요 환경문제는 <표 10>과 같았다.

내용

지구온난화(30),쓰 기(19),동식물 멸종(7), 기오염(16),수질 오염(5),숲

괴(4),해수면 상승(2),태풍(5),지진(2),화산폭발(1)

<표 10>환경문제

( )=명

설문 참여자 다수는 지구온난화를 가장 많이 언 하여,교내외 환경

교육 활동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후변화와 련된 내용을 하고 있

음을 <그림 6>과 같이 알 수 있었다.59)

59)신문에서는 환경문제 일반에 한 기사의 비 이 차 증가하고 있으며 방송에서도 기후변화

를 다룬 뉴스보도나 다큐멘터리를 빈번하게 방 한다.문화방송(MBC)의 ‘지구의 물’시리즈는

다큐멘터리로는 이례 으로 최소 1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이종수,

2010),한국방송(KBS)과 서울방송(SBS)역시 수년에 걸쳐 지구기후변화 한 특별기획물을 방

해왔다(문종 ,2002).이런 이유인지 학생들이 기후변화와 련된 ‘지구온난화’를 환경문제로

언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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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환경문제

환경부(2007년)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13세 이상) 다수

(97.0%)는 기후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았으며,10 는 기후변화의 주

요 향과 원인에 한 인식도가 가장 낮다고 한다.60) 등학생들에게 지

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기 쉽다. 재 기후변화와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문제들을 제 로 다루지 못하고 일반 인 차원에

서의 쓰 기 분리와 음식쓰 기 이기,에 지 약 지역의 오염 방

지 활동들의 범주 안에서 환경교육 로그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윤순진,

2009) 한 환경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60) 트머쉬(Whitmarsh,2008)는 국인들을 상으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이해되

는지를 조사하 는데 기온상승의 의미를 지구온난화에서 더욱 강하게 느낀다고 결론지었다.이

는 기후 변화와 지구온난화가 일상생활이나 언론에서 동시에 사용되더라도 일반인들에게는 다

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노성종ㆍ이완수(2013)는 실제로 미국 환경보호국(EPA,2012)에

따르면 과학 정의가 서로 다르다.기후 변화는 기상패턴의 그 어떤 변화를 포 하는 개념이

며,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의 표면기온 상승을 의미한다고 하 다.최근의 기

후 변화는 자연변동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유

발하는 인간 활동을 이거나 자제한다면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추거나 제어할 수 있다.따라서

기후 변화에 명하게 응하기 해서는 기후 변화 교육이 필수 이다.기성세 들에 비해 어

린이와 청소년들이 향후 보다 심각하게 진행될 기후 변화 향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기후변화 교육이 무엇보다 시 하다(김은정ㆍ윤순진,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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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 환경의 감정

정

따뜻하다 ■■■■■(5)

고맙다 ■■■■(4)

소 하다 ■■■(3)

편안하다 ■■■■■■(6)

아름답다 ■■■■■■■■■■■■■■■■■■■■■■(22)

신비롭다 ■■■■■■(6)

멋지다 ■■■■■(5)

좋다 ■■■■■■■(7)

깨끗하다 ■■■■■■■■■■■(11)

불 하다 ■■■■■■(6)

안타깝다 ■■■(3)

미안하다 ■■(2)

상쾌하다 ■■■■■■■■(8)

밝다 ■■■(3)

활기차다 ■(1)

총합 92(79.3%)

부

정

죄책감 ■■■(3)

두렵다 ■■(2)

무섭다 ■■(2)

험하다

불안하다 ■(1)

걱정된다 ■(1)

어둡다 ■■(2)

불편하다

더럽다 ■■■■■■■■(8)

좋지 않다 ■■■■■(5)

화가 난다

슬 다

총합 24(20.7%)

<표 11>환경에 한 일반 인 감정 분석결과

(2)결과의 해석

<연구 1>의 결과에 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환경에 한 일반

인 정서와 환경에 한 책임의 정서는 <표 11>과 <표 12>와 같은 차

이가 있었다.

■=1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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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한 책임의 감정

정

따뜻하다 ■■(2)

고맙다 ■■■■■■■(7)

소 하다 ■■■■(4)

편안하다 ■(1)

아름답다 ■■■(3)

신비롭다

멋지다 ■(1)

좋다 ■(1)

깨끗하다

불 하다 ■■■■■■■(7)

안타깝다 ■■■■■■(6)

미안하다 ■(1)

상쾌하다

밝다 ■■(2)

활기차다

총합 35(38.9%)

부

정

죄책감 ■■■■■■■■■■■■■■■■■■(18)

두렵다 ■■■■■■■■■■■■■■■■■(17)

무섭다 ■■(2)

험하다 ■(1)

불안하다 ■■(2)

걱정된다 ■(1)

어둡다 ■(1)

불편하다 ■(1)

더럽다 ■■■■(4)

좋지 않다 ■■■■■■■(7)

화가 난다 ■(1)

슬 다 ■■■■(4)

총합 55(61.1%)

<표 12>환경에 한 책임의 감정 분석결과

■=1명,()=명



- 83 -

분석결과,설문에 참여한 등학교 5,6학년이 사용한 환경과 련된

정서단어는 총 27개( 정:15개,부정:12개)로 나타났다.환경을 떠올리

며 느끼는 일반 인 정서는 아름다움(22명,18.7%),깨끗함(11명,9.5%),

상쾌함(8명,6.9%),편안함(6명,5.2%)이 주를 이루었다.환경에 한 일

반 인 정서는 아름다움,깨끗함,상쾌함 등의 정 인 정서(47명,

79.3%)에 편 되었다.

환경문제에 한 책임의 정서는 죄책감(18명,20%),두려움(17명,

18.9%),고마움(7명,7.8%),불 함(7명,7.8%)등이 있었다.환경에 한

책임의 정서는 죄책감,두려움,불안함,안타까움,불 함,미안함 등의

정 정서(38.9%)와 부정 정서(61.1%)가 뒤섞여 나타났으나,부정

정서가 더 많이 드러났다.

환경과 련된 정서는 환경에 한 일반 인 감정과 환경문제에 한

책임의 감정을 포함하 을 때, 정 인 감정과 부정 인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환경과 환경문제에 한 정서를 모두

다루어야 할 환경정서는 환경감수성과 핑거(1993)가 제시한 환경감수화

에서 제시된 감정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었다.본 연구결과로 드러난

감정을 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분류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환경과 련된 정과 부정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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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이 웅 외(2008)가 제시한 일반 인 한국인의 표 정

서에는 정 정서(3개)보다 부정 정서(6개)가 더 많았던 것과는 달리

환경정서는 정 정서가 15개(61.6%),부정 정서가 12개(38.4%)로

정 정서가 더 많았다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 련된 다양한 정서를 악할 수 있도록 선택형

이 아닌 개방형 질문을 선택하 다.자유롭게 감정을 을 수 있도록 마

련된 3개의 서술형 설문문항에 5,6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감정을 사용하

여 본인의 정서를 표 하 다.설문의 참여자인 총 98명이 사용한 정서

단어는 복된 감정을 포함하여 총 210여개의 감정을 표 하 다.한 명

이 여러 가지 감정을 기도 하고,하나의 감정만을 기도 하 다.본

연구에서는 참여 학생들의 모든 설문 응답 내용의 감정을 통합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 다.

<연구 1>의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환경정서는 환경감수성에서 주로 다

루고 있는 공감의 정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들이 포함되

어 있었다. 한 한국인의 표정서가 환경정서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

일반 인 표정서로 환경정서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1.4소결

등학생의 환경정서를 알아보기 한 연구결과를 종합 으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학생들이 일반 으로 가지고 있었던 환경에 한 감정과 환경문

제에 한 책임의 감정은 차이가 있었다.환경에 한 일반 인 정서는

아름다움,경이로움,기분 좋은 등과 같은 정 인 정서가 부분이었으

나,환경에 한 책임의 정서는 두렵고,불안하고,죄책감 등을 느끼는 부

정 인 정서가 더 많았다.

둘째,환경정서는 도덕 정서와도 유사하다.61)고마움,동정,사랑 등

61)도덕 으로 좋은 혹은 나쁜 정서들은 없으며 우리는 끊임없는 정서를 경험하며,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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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죄책감,공포,두려움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환경정서가 다양한

정서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자연환경에 한 감정 뿐 아니라,환경문제

를 하는 책임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환경문제에 해서는 지구온난화가 가장 많이 언 되었다.

사회의 요한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한 내용이 미디어 매체,학교

수업,체험활동을 통해 많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연구문제 1]환경과 련된 정서는 구체화될 수 있는가?’에

따른 ‘<가설 1> 환경에 한 일반 인 정서와 환경문제에 해 책임을

지고자하는 정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연구결과에서 환경에 한 일

반 인 정서와 환경문제에 한 책임의 정서가 차이를 보 으므로 채택

되었다.

<연구 1>의 분석결과 환경과 련된 정서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정

서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큰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로 드러났다.하지만 정서를 통한 환경커뮤니 이션이 환경책임행동

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이에 환경정

서와 환경책임행동의 계를 밝히기에 앞서,이성 유형과 정서 유형의

환경커뮤니 이션이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설득효과를 비교해 보는 연

구가 필요하다고 본다.정서 유형의 환경커뮤니 이션이 이성 유형보다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 진다면,환경정서와 환경책임행동

의 계에 한 다음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정서의 도움을 받아 행동하게 된다.도덕 정서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를 들

어 데몬(Damon,1990)은 도덕 정서로 공감,공정심,자아존 ,분노,죄책감,수치심 등을 이

야기했으며,리코나(Lickona,1999)는 도덕 정서로 양심,자 심,감정이입,선에 한 사랑,

자기통제,겸양을 들었다.아이젠버그(Eisenberg,2000)는 도덕 정서 죄책감,수치심,공감

과 같은 정서들이 도덕 행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기 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 다.이처

럼 다양한 도덕 정서가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공감,죄책감,수치심은 다양한 학자들에게 가

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김경희,2002)도덕 정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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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서의 향

최 경(2010)에 따르면 소구유형에 한 국가 간 비교 연구로 뱅 외

(Bangetal.,2004)는 미국과 한국의 서비스 잡지 고에서 어떠한 소구

유형을 주로 사용하는가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연구내용은 맥락

문화권(low contextculture)인 미국에서는 이성소구를,고맥락 문화권

(highcontextculture)인62)한국에서는 감성소구를 주로 사용할 것이라

는 가설에 따른 비교연구 다.그 결과, 상과는 달리 미국과 한국 두

국가 모두에서 이성소구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최지

(2008)은 이성소구와 감성소구를 이용한 공익 고에서 인쇄된 매체를

이용할 경우,이성소구 방법이 감성소구 방법에 비하여 고효과가 뛰어

나다고 했다.생태지향집단과 사회지향집단의 고효과는 이성소구를 사

용했을 때 더욱 높았다고 했다. 한 환경을 주제로 한 인쇄 공익 고에

있어서 사회집단과 생태집단을 주 타깃으로 이성소구 방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효율 인 계몽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연구를 마

무리했다.반면 이성 인 정보습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

각한 많은 환경사회운동가와 단체들은 정서를 설득의 핵심방편으로 사용

하고 있다. 르겐 하버마스(2002)가 말한 것처럼 환경문제는 단순히 사

회 인 것이 아니라 기본 으로 심각한 사회·도덕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 인 설득만으로는 극 인 책임행동을 기 할 수 없는 것이다.

환경커뮤니 이션에 있어 효과 인 유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만약 환경커뮤니 이션에서 정서를 활용하는 것보다 정보제공이나 설명

62)홀(Hall,1977)은 의사소통과 련하여 ‘고맥락/ 맥락(highcontext/low context)’개념을 제시

하 다. 맥락 문화에서는 의사소통이 주로 표 된 내용( 화, )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표 은 직설 인 편인 반면,고맥락 문화에서는 의사소통은 표 된 내용으로부터 상 방의 진

의를 유추하는 단계를 요하게 여긴다(강 만,2005).정 숙 등(2007)에 따르면 홀과 화이트

(HallandWhyte,1979)는 일본, 국,한국과 같은 고맥락 문화권에서 언어 메시지는 가

부정 이고 결 인 언어 표 을 자제한다고 했다. 한 특정 단어나 문장의 의미보다는 상호

작용의 반 인 감성의 표 에 더 많은 심을 보인다.공손함이 종종 진실성보다 우선시되는

데 이는 사회 화합의 유지를 말의 가장 요한 기능으로 여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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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이성 인 유형이 환경책임행동에 더욱 정 인 향을 미친다

면,환경정서를 밝히는 것은 의미 없는 연구가 될 수 있다.이에 실험연

구를 통해 이성과 정서 유형 어떤 것이 환경책임행동에 정 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다음의 실험연구를 계획하

다.

기본 감정의 종류에 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공통 으로 많이

포함되는 감정은 공포,분노,슬픔,기쁨 등이다.감정은 무나 다양해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최 석,2011).이러한 이유로 환경과 련된 정서

를 보편 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이에 <연구 2>에서 제

시될 정서 유형을 <연구 1>의 결과를 통해 제시하기에 앞서,일반 인

정서와 련된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에서 정서목록을 분석하 다.

선행연구 한국인의 정서와 련된 박인조와 민경환(2005)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감정단어는 434개의 구성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그

표 인 정서단어는 87개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이 후 이 웅

(2008)은 박인조와 민경환(2005)의 연구에서 드러난 ‘한국인이 정서 표

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기본 목록으로 삼아 개별 정서의 기본 범주를

확인하고 정서의 기본 구성 차원을 밝혔다.

이 웅(2008)의 연구 결과로 정서의 계 구조는 최상 수 에서는

정 정서와 부정 정서 2가지로 구분되었으며,그 아래 기본 수 에

서는 기쁨, 지,사랑 등의 정 정서들과 공포,분노,연민,수치,좌

,슬픔과 같은 부정 정서들 등 총 9개의 정서범주로 구분하여 한국인

의 표정서를 구체화하 다.본 연구 한 한국인의 정서와 련이 깊은

것으로 보아,<연구 1>의 결과로 드러난 환경 련 정서를 바탕으로 정

정서인 ‘사랑’과 부정 정서인 ‘공포’로 정서유형의 텍스트를 설계하

다.편향되지 않은 정서유형 텍스트를 사용하여 이성과 정서 유형의 차

이를 발견하고자 하 다. 정 정서와 부정 정서,이성 유형의 실험

상을 유사한 비율로 각각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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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연구방법

본 실험연구는 이성과 정서가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자 하 다.<연구 1>의 결과로 분석된 사랑과 공포를 정 인 정서와

부정 인 정서의 표 인 정서로 이용하 다.

환경책임행동의 변화를 분석하기 해서 SPSS18.0의 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이용하 다.독립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교차분석,

응 t-test,더미를 이용한 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2.2연구가설

정서와 환경책임행동의 상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기 하여 설정

된 연구문제와 그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정서는 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정서 유형의 환경커뮤니 이션은 이성 유형보다 환경책

임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2.3연구내용

(1)연구 상

정서가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서울 송 구에

치한 M,J,S 등학교 5학년 283명(남:143명,여:140명)과 6학년

292명(남:153명,여:139명)의 학생을 상으로 실험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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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텍스트

실내에서 활용되는 환경커뮤니 이션 자료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고,향이 있는 식물을 이용하여 후각을 자극할 수도

있다.63)하지만 커뮤니 이션의 기본 인 구성은 텍스트에서 시작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읽기를 통한 정서인지를 제외한 감각에 의한 다른 자극을

모두 제거하 다.64)실험텍스트는 18 이내의 동일한 양으로 구성하

다.65)환경커뮤니 이션의 주된 환경문제로 등장하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설정하 다.독립변인인 이성,사랑,공포에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성

사유하는 능력을 감각 능력에 상 하여 이르는 말이다.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시켜 주는 인간의 본질 특성으로 진 나,선악을

식별하여 바르게 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국립국어 사 ,2014).

사랑

어떤 사물이나 상을 아끼고 소 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이다

(국립국어 사 ,2014).사랑의 감정 안에서 보호,책임,존경,지식

등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스턴버그(Sternberg,1984)는 ‘사랑의 삼각

이론’에서 사랑은 친 감,열정,약속과 책임감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 다. 세계 으로 표 정서이자 정 인 정서로 분류된다.

공포

차동필(2006)에 따르면 공포는 심각하고,개인 으로 련이 있는

이 지각 될 때 환기되는 심리로 구성된 내 감정반응이다

(Witte,1998).공포는 표 인 부정 인 정서에 해당한다.

63)청각이나 후각을 자극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을 변화시킴으로써 감정에 간 으로 향을 미치

며,직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각의 감정 효과는 더욱 강하게 달된다.이러한 이유로

환경책임행동을 향상시키기 해 많은 환경교육자들이 교육의 상과 함께 산으로 들로,바다로

향하곤 한다.그들은 그 곳에서 오감을 이용하며 자연환경의 모든 것을 습득할 수 있다.그러나

야외체험활동을 나가기 어려운 경우는 어떠한가?실내에서도 환경교육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으니,오감을 동원하지 않아도 환경책임행동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암묵 제가 있는 것이다.

64)환경교육을 한 웹 기반 멀티미디어 매체의 학습 자료 유형들도 결국은 텍스트 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니,일반 인 커뮤니 이션이나 환경커뮤니 이션 련 연구와는 달리 시각 효

과를 제외한 체 정서유발에의 효과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65)텍스트에 제시된 정서만으로도 환경책임행동에의 향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이후 다양한 매체활용까지도 의미를 확 할 수 있어 유용할 것이라는 제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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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이성

-날씨와 기후,기후변화 -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날씨’와 ‘기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

게 됩니다.가끔 우리는 두 낱말을 같이 쓰기도 하는데요.이

두 낱말의 뜻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를 들어,‘오늘은 덥고,비

가 많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날씨’를 말하는 것 이 요.그 지

만 ‘우리나라의 여름철은 덥고,비가 많이 온다.’라고 말한다면 이

것은 ‘기후’를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흔히

쓰는 ‘날씨’라는 말은 맑고,흐리고,덥고,춥고,비가 오고, 이

오는 것과 같이 매일매일 변하는 기의 상태를 의미합니다.그

리고 이러한 날씨가 한 지역에 수십 년 이상 되풀이되면서 나타

나게 되는,그 지역의 평균 날씨를 ‘기후’라고 하지요.

수십 년, 는 그 이상 오랫동안 반복되던 기후가 빠르게 변하

여 일정 기간 동안 이 과는 달리 새롭고 뚜렷한 기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이것은 ‘기후변화’라고해요.기후변화

는 태양에 지, 기의 변화,해양의 움직임 등과 같은 자연 상

에 의해 자연 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인간 활동이 원인인 경

우도 많이 있습니다.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 괴, 규모 산

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등이 그 라고

볼 수 있겠지요.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날 생활환경의 변화에 응하기 해,앞으

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표 13>이성과 정서유형의 텍스트

실험에 사용한 텍스트 내용은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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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서

사

랑

-사랑의 공동체인 지구 -

지 평화로웠던 생물들의 균형 계가 이 가고 있습니다.무

분별한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멸종 기종이 늘어나고,

생물들이 살아갈 터 을 잃게 되는가하면,가뭄과 홍수로 먹을

게 부족해지는 것처럼 말이죠.오래 부터 기후는 끊임없이 변화

했지만,자연스러운 기후변화 안에서 생물들 사이의 균형 잡힌

계는 지 까지 지속되었습니다.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조화로

운 계를 이어나갔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살

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래 부터 인간은 자연 속의 다른 동식물들과 사이좋게 어울리

고,나 며 살아왔습니다.아주 옛날,‘지구’에 ‘인간’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면서 말이죠.그 후 이 부터 살아온 다

른 생물들과 함께 즐거움을 찾고 어려움도 겪으면서,커다란 하

나의 세계를 발 시켜나간 것이랍니다.그리고 지 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지구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

다.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무 빠른 기후변화로 인간과 생물들 사이의 조화

와 균형이 깨진다면,지구의 생물 모두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거

요.지 까지 맺어왔던 도움 계가 깨질 수도 있겠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기 해,앞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

포

-지구가 마주한 공포 -

재 해마다 갑작스런 기후변화로 인해 생물들이 불 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높아지는 지구 온도와 가뭄으로 많은 식물들이 말라죽고,동

물들은 먹을 것과 살 곳을 잃어 갈 곳 없이 헤매기도 하지요.물론 기

후변화의 문제는 동식물들만 겪는 것은 아니에요.물이 귀했던 지역의

사람들은 가뭄이 계속되어,이제는 먹을 물조차 없습니다.물이 부족

하니 곡식을 심을 수 없어 굶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양실조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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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어린이들도 많아지고 있어요.그런가하면 투발루의 국민들은 나

라가 물에 잠겨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이 기막힌 일들에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지구가 아 하고 있답니다.이제 우

리는 물을 길어오기 해 뜨거운 태양 아래 수 십 킬로미터를 걷

는 아 리카 어린아이들의 슬 을 떠올려야 해요.변화된 기

후로 먹이가 어 굶어죽는 황제펭귄,쉴 곳이 없어 헤엄치다 죽

게 되는 북극곰의 모습도 떠올려야 합니다.최근의 기후변화로

수많은 생물들이 살 곳을 잃었습니다.아 하는 지구의 생물들을

해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보살펴야 합니다.힘겨워하는 지구에

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불 하고 안타까운 생명들을 구조하기 해 도와야 합니다.

힘없고,연약한 지구의 생물들,고통 받는 지구 가족들을 보호

하기 해 앞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보제공만을 제시한 이성 유형과 사랑,공포의 정서를 담은 3가지

종류의 텍스트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연구자가 3차의 비조사를 거쳐

고안하 다. 정 인 정서와 부정 인 정서를 동일하게 구성하여,정서

유형에 한 타당도를 높 다.

사랑과 공포의 정서실험자의 시각 선호를 배제하고자,사진이나 기

타의 장식 요소는 사용하지 않았다.66)3차에 걸친 비조사에서 학생

과 교사가 가장 하다고 응답했던 18 내외의 내용으로 구성하 으

며, 자크기(12p)로 하 다.텍스트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 개인

의 인지 수 차이가 요한 변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 다.

66)설득의 장치로서의 음악과 사진(김 석,2005)은 커뮤니 이션에서 텍스트만큼이나 요한 설

득의 장치로 사용되곤 한다.커뮤니 이션의 특성상 사진과 텍스트를 함께 제시하여 실험연구

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환경커뮤니 이션의 정서에 집 하고자 텍스

트 이외의 시각 인 모든 요소는 배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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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험설계

환경책임행동

사 측정
→

텍스트

→
환경책임행동

사후측정이성

정서

사랑 공포

<표 14>연구 2의 연구과정

1)변인

·종속변인:환경책임행동

연구가설을 증명하기 한 종속변인은 환경책임행동이다.환경책임행동

의 하 범주는 교육 ,신체 ,설득 ,시민 ,경제 역으로 5개로 나

었다.

·독립변인:이성,정서

이성과 정서가 환경커뮤니 이션에서 활용될 때 행동변화에 주는 향

에 한 연구결과가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이성과 정서가 환경책임행동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도록 한다.<연구 1>과 이 웅 외(2008)의 연구

결과로 드러난 한국인의 표정서를 통해 사랑과 공포를 정서에 포함되

는 감정으로 텍스트를 구성하 다.이것은 독립변수인 정서가 정 정

서나,부정 정서에 치우치지 않기 한 방편이기도 하다.

·통제변인:학생의 일반 특성

환경책임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특성과 련하여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이에 실험 상자를 2009개정 교육과정 이후 한

개의 군으로 묶여 구성되는 등학교 5,6학년을 선택하 다.유형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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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비슷한 성별의 인원,동일한 학군으로 경제 여건과 학습능력의

정도를 지닌 실험자들로 구성하기 하여 가까이 치한 M,J,S 등

학교를 선택하 다.실험연구에서 가장 요한 동질성 검사는 환경책임

행동의 사 검사결과를 비교하여 측정하 다.

2)실험설계와 표집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하여,기후변화문제에 한 텍스트를 이성과 정

서의 유형으로 설계하 다.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

여 실험텍스트를 읽기 과 후에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 다.환경책임행

동의 사후설문은 ‘∼할 것이다’로 행동의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67)

·실험 상 기간

실험 상은 서울시 송 구 소재의 M,J,S 등학교의 5·6학년 575명

(남:296명,여:279명)으로 실험학교의 반을 편의표집하여 설문지를 반

별로 무선 할당하 다.실험 처치 설문지 조사는 2013년 11월 11일부

터 15일까지 실시하 다.실험시간은 정규 교육과정 련교과 수업시

간을 활용하 다.배포한 총 설문지는 589부이며,회수된 설문은 582부

다.이 가운데 응답을 하지 않은 자료와 불성실하다고 추측되는 응답 7

부의 표집을 제외한,575명의 응답을 연구 자료로 분석하 다.

3)분석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 작성된 설문문항에 한 신뢰도 분석을 거

친 후 SPSS버 18.0의 통계 로그램을 통해 사 ·사후 응 t-test검

증을 실시하 다.우선 사 ·사후의 환경책임행동 수 을 각 유형별로 분

석하여,유효수 에 해당되는지를 밝힌다.이후 유형별 체 평균의 차를

비교하여 텍스트의 유형과 환경책임행동의 상 계를 살펴보았다.환경

67)행동의지(behavioralintention)는 감정평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유발된다(최승희ㆍ김수욱,

1995).따라서 행동의지를 표 하는 환경책임행동의 사후 설문문항은 본 연구가 목 으로 하는

정서로 인한 행동변화에 있어 요한 의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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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행동의 분석은 총합뿐 아니라 5개의 하 범주별로 분석하도록 하 다.

(4)연구결과 해석

본 연구는 ‘환경에 련된 정서가 등학생의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정 인 향’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실험 상은 서울시 송 구 소재의

동일한 학군 M,J,S 등학교의 5,6학년 학생 575명이었다.각 학교별

로 독립집단에 따른 실험인원을 2∼4개 반의 학생들로 지정하 으며,통

제집단은 설정하지 않았다.

1)신뢰도검증

환경책임행동을 사 ·사후로 측정하기 한 설문지의 신뢰도 분석결과

는 <표 15>와 같다.

텍스트 유형
사
신뢰도

사
환경책임행동

사후
신뢰도

사후
환경책임행동

설득 행동 .822

.874

.917

929

교육 행동 .849 .928

신체 행동 .876 .925

경제 행동 .894 .933

시민 행동 .871 .909

<표 15>연구 2의 사 ·사후 측정 신뢰도(Cronbach'salpha)

환경책임행동의 사 ·사후 설문의 신뢰도 분석결과 체문항의 내 일치

도(Cronbach'salpha)는 환경책임행동이 사 .874>이고,환경책임행동

이 사후 .929>으로 신뢰도가 입증되었다.68)각 역별 내 일치도도 신

68)크론박 알 계수란(Cronbach’salpha)란 흔히 일반화 계수(generalizabilitycoefficient)혹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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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할만한 수 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실험도구로 사용이 가능하다.

2)인구사회학 분석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다음과 같다.5학년은

296명(50.3%),6학년은 292명(49.7%)이고 그 남학생은 293(49.8%)명,

여학생은 295명(50.2%)이었다.각 유형별로 실험에 참여한 학생 수는 ‘이

성’에 197명(32.6%),‘사랑’에 198명(33.7%),‘공포’에 198명(33.7%),비슷

한 인원수로 각 독립집단이 구성되었다.

배경변인 구분 인원수 비율(%)

학생의

일반 배경

학년

5학년 283 49.2

6학년 292 50.89

성별

남학생 296 51.5

여학생 279 48.5

유형

이성 191 33.2

사랑 199 34.6

공포 185 32.2

계 575 100

<표 16>연구 2의 인구사회학 배경

항 내 일치도(inter-itemconsistency)라고 하는 것으로 이는 한 검사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

이 얼마나 서로 일치하고 있는가를 나타나는 계수(AnastasiandUrbina,1997;백순근,2004)이

다.일반 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송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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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질성 확보

실험처치 환경책임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독립표본 t검정

과 ANOVA를 실시한 결과 사 환경책임행동 하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69)따라서 성별,학년별,유형에 따른

집단별 환경책임행동과 하 범주에 한 동질성은 확보되었다.

4)유형별 결과 해석

본 실험연구에서는 SPSS 버 18.0의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동질성검사,독립 t-test,사 ·사후 응 t-test,ANOVA,더미변수를 이

용한 회귀분석 검사의 단계로 결과를 분석한다.

가.이성/정서의 환경책임행동

‘이성’유형의 텍스트를 읽은 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한 사 ·사후 차

이는 t값이 –6.513/p=.000으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정서’유형의 텍스트를 읽은 학생들의 환경책임

행동에 한 사 ·사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값이 –13.883/p=.000으

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 집단구분 N M SD t p

이성
사 191 2.57 0.56

-6.513*** .000
사후 191 2.90 0.71

정서
사 384 2.58 0.61

-13.883*** .000
사후 384 3.07 0.71

<표 17>이성/정서의 사 ·사후

69)환경책임행동 사 측정에 한 동질성 검사는 학년 t=-.218,성별 t=-.306,유형 F=1.376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하 범주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인구사회학 특징에 따른 환경책임

행동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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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이성/정서유형 환경책임행동 사 ·사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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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집단구분 N M SD t p

설득 행동
사 191 2.31 0.85

-8.520*** .000
사후 191 2.91 0.83

교육 행동
사 191 2.72 0.84

1.619 .107
사후 191 2.59 1.03

신체 행동
사 191 2.95 0.74

-3.017** .003
사후 191 3.12 0.77

시민 행동
사 191 2.22 0.91

-2.828** .005
사후 191 2.46 0.91

경제 행동
사 191 2.56 0.86

-5.773*** .000
사후 191 2.94 0.76

나.이성/정서의 환경책임행동의 하 범주

이성·정서 유형의 텍스트를 읽고 변화된 환경책임행동의 하 범주를 사

·사후 인식의 차이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성 유형의 설득 행동은 t값이 –8.520/p=.000,신체 행동은 t값이 –

3.017/p=.003,경제 행동은 t값이 –5.773/p=.000,시민 행동은 t값이 –

2.828/p=.005으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표 18>이성의 환경책임행동 하 범주 변화

**p〈.01,***p〈.001

이성 유형은 환경책임행동의 설득 행동,신체 행동,경제 행동,

시민 행동,환경책임행동 체에 한 인식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고 단할 수 있다.그러나 ‘교육 행동’ 역에서는 의미가 없었으므로,

일방 인 정보 혹은 환경에 련된 지식 달의 환경커뮤니 이션은 교육

행동을 향상시키기 한 환경교육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정서 유형의 설득 행동은 t값이 –14.332/p=.000,교육 행동은 t값이

–5.137/p=.019,신체 행동은 t값이 –8.852/p=.000,시민 행동은 t값 –

8.039/p=.000,경제 행동은 t값이 –11.026/p=.000으로 유의수 .0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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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서 유형의 텍스트를 읽은 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은 모든 범주에서 사

에 비해 사후에 정 으로 변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역 집단구분 N M SD t p

설득 행동
사 384 2.36 0.82

-14.332*** .000
사후 384 3.00 0.81

교육 행동
사 384 2.68 0.84

-5.137*** .000
사후 384 2.93 0.93

신체 행동
사 384 2.92 0.73

-8.852*** .000
사후 384 3.28 0.72

시민 행동
사 384 2.24 0.98

-8.039*** .000
사후 384 2.74 0.95

경제 행동
사 384 2.60 0.85

-11.026*** .000
사후 384 3.09 0.80

<표 19>정서(사랑ㆍ공포)의 하 범주별 사 ·사후

***p〈.001

정서 유형의 환경커뮤니 이션은 등학생의 환경책임행동을 향상시키

는 데 도움을 수 있다.특히 환경에 한 설득 행동과 경제 행동

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정서를 활용한 환경커뮤니 이션에 의해 환

경에 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환경이슈와 문제를 다루는 텔 비

로그램을 보고,사설 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환경책임행동을 형성시

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즉 등학생들에게 있어 환경과 함께 살

아가는 ‘공동체 삶’에 한 의미를 깨닫고 조화와 수평 인 계 맺음

의 바탕에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거나,환경문제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

은 바람직한 환경책임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정서 유형의 환경커뮤니 이션은 환경과 나와의 공동체 삶을

깨닫게 하고,조화로운 계의 바탕 에서 환경을 사랑하고 책임지려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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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성/정서의 향력

이성과 정서 유형의 환경커뮤니 이션이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

력을 비교하기 해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검사를 하 다.70)그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성 유형의 텍스트와 정서 유형의 텍스트가 환경책임행동의 사후측

정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한 결과 환경책임행동(F=6.407,p=.012)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확률 .05에서 모형에 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하 범주별로는 교육 행동(F=18.113,p=.000),신체 행동

(F=5.613,p=.018),시민 행동(F=3.326,p=.001)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수는 유의확률 .05에서 모형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정서 유형의 텍스트가 이성 유형의 텍스트보다 학생의 환경

책임행동의 사후측정에 더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속변인
독립
변인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R2
조정
R2

t F

B
표
오차

β

환경책임
행동

이성
·
정서

-.165 .065 -.107 .012 .010 -2.531* 6.407*

<표 20>이성/정서 유형의 향력

70)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은 회귀분석의 일종으로 독립변수가 명목척도 혹은 서열척도이고,

종속변수가 등간척도 는 비율척도로 구성되어 있을 때 사용한다.명목척도 는 서열척도로

구성된 독립변수는 더미변수로 환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해야 한다(송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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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
변인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R2
조정
R2 t F

B 표
오차

β

설득
행동

이성
·
정서

-.087 .073 -.050 .002 .001 -1.193 1.424

교육
행동 -.363 .085 -.175 .031 .029 -4.256*** 18.113***

신체
행동

-.156 .066 -.099 .010 .008 -2.369* 5.613*

시민
행동

-.279 .084 -.139 .019 .018 -3.326** 11.064**

경제
행동 -.137 .071 -.081 .007 .005 -1.136 3.748

<표 21>이성/정서 유형의 하 범주에 한 향력

(이성=1,정서=0) *p〈.05,**p〈.01,***p〈.001

정서 유형의 텍스트가 이성 유형의 텍스트보다 교육 행동,신체 행

동,시민 행동,환경책임행동에서 더 큰 향을 미친다고 단할 수 있

다.특히 교육 행동에는 정서가 이성보다 훨씬 큰 향력을 가진다.

정서를 활용하여 환경과 련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은 이성 인 자

극을 한 정보 달에만 의존하는 것보다,환경책임행동을 향상시키는

데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특히 등학생에게 있어 환경과 련

된 공익 고,캠페인,슬로건 등을 통한 환경커뮤니 이션은 정서를 활용

하는 것이 정치 ,경제 환경행동을 유발하기에 효과 이다.그러나 교

육 행동을 야기하기 한 환경커뮤니 이션은 이성 유형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등학생에게 있어 교육 행동이 정

으로 변화하는 것은 환경책임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이성보다는 정서유형이 환경책임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다고 단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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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별 환경책임행동의 변화

이성과 정서 유형의 텍스트별로 학년,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별

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71)그러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성별 차이와 그에 따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유형 집단구분 N M SD t p

남학생
사 96 2.50 0.54 -1.349 .179

사후 96 2.49 0.78 -2.387* .018*

여학생
사 94 2.61 0.56 -1.349 .179

사후 94 2.73 0.60 -2.387* .018*

<표 22>이성유형의 성별 사 ·사후

*p〈.00 *

  이성 텍스트를 읽은 집단의 성별에 따른 환경책임행동 사후 인식의 차

이를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환경책임행동은 유

의수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종속변인
독립

변인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R2
조정

R2
t F

B
표 오

차
β

설득 행동

성별

(남=1,

여=0)

-.199 .121 -.119 .014 .009 -1.644 2.704

교육 행동 -.053 .149 -.026 .001 -.005 -.353 .124

신체 행동 -.245 .111 -.160 .025 .020 -2.215* 4.908*

시민 행동 -.017 .134 -.009 .000 -.005 -.127 .016

경제 행동 -.237 .109 -.157 .025 .019 -2.165* 4.687*

환경책임행동 -.163 .104 -.116 .013 .008 -1.559 2.432

<표 23>성별에 따른 이성의 환경책임행동에 한 향력

*p〈.05

71)학년별,성별 동질성 검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성,정서유형별 실험

상자의 환경책임행동은 실험 에 동질하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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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사후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한 결과 교육

행동(F=4.908,p=.028),경제 행동(F=4.687,p=.032)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확률 .05에서 모형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여학생

이 남학생에 비해 환경책임행동에 더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 으로는 신체 행동에 한 인식의 차이는 t값=-2.215/p=.028,

경제 행동에 한 인식의 차이는 t값=-2.165/p=.032로 유의수 .05에

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분석되었다.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신체 행동,경제 행동 역에서 더 큰 향을 미친다고 단할 수

있다.

유형 집단구분 N M SD t p

남학생
사 96 2.50 0.54 -1.349 .179

사후 96 2.49 0.78 -2.387* .018*

여학생
사 94 2.61 0.56 -1.349 .179

사후 94 2.73 0.60 -2.387* .018*

<표 24>정서유형의 성별 사 ·사후

*p〈.05

이성 텍스트를 읽은 집단의 성별에 따른 사후 환경책임감 인식의 차이

를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환경책임행동은 유의

수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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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

변인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R2

조정

R2
t F

B
표

오차
β

설득 행동

성별

(남=1

,

여=0)

-.132 .083 -.081 .007 .004 -1.588 2.523

교육 행동 -.171 .094 -.092 .009 .006 -1.808 3.270

신체 행동 -.067 .075 -.046 .002 .000 -.902 .813

시민 행동 -.049 .098 -.026 .001 -.002 -.497 .247

경제 행동 -.197 .083 -.121 .015 .012 -2.382* 5.672*

환경책임행동 -.132 .075 -.091 .008 .006 -1.754 3.077

<표 25>성별에 따른 정서의 환경책임행동에 한 향력

*p〈.05

성별에 따라 사후 환경책임감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한 결과 경제

행동(F=5.672,p=.018)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확률 .05에서 모

형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사후환경책임

감에 더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 으로는 경제 행동에 한 인식의 차이는 t값=-2.382/p=.018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분석되었다.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경제 행동 역에서 더 많은 향을 미친다고 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성과 정서 유형의 환경커뮤니

이션을 통해 환경책임행동이 더욱 정 으로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특히 이성과 정서 유형에서 공통 으로 경제 행동이 유의미

한 차이를 보 다.이는 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소비패턴을 친환경 으로

변화시키는 데 여학생이 더욱 큰 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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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소결

본 연구의 결과로 이성 인 단이나 인지 인 사고에 의한 자극만으로

는 환경문제에 해 책임을 느끼고,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는데 있어 아

쉬운 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올바른 선택을 하고,행동을 변화시

키는 것은 감정과 같은 정서 인 직 에 의한 향이 크기 때문이다.

<연구 2>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연구문제 2]환경커뮤니 이션의 정서는 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정서 유형의 환경커뮤니 이션은 이성 유형보다 환경책

임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이성과 정서 유형의 텍스트를 통해 등학생 5,6학년 577명을 상으

로 실험연구를 한 결과,사랑이나 공포를 담은 정서 유형의 텍스트를 읽

은 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이 더 정 으로 변화되었다. 한 환경책임

행동의 하 범주인 설득 행동,교육 행동,신체 행동,시민 행동

에서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므로 가설은 채택되었다.이를 통해 이성에

만 의존하는 것보다 정서를 활용한 환경커뮤니 이션이 등학생들의 환

경책임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정 이라고 단할 수 있었다.기후변화를

어려운 과학 사실이나 추상 인 으로 받아들일 경우 학습자는 기후 변

화와 련한 문제를 자신과는 동떨어진 국가나 과학자의 일로 생각할 수 있

다(권주연ㆍ문윤섭,2009)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연 이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이성과 정서 유형은 모두 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을 향상

시켰다.유형에 계없이 환경커뮤니 이션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등

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은 정 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다

양한 형태의 환경커뮤니 이션이 개발되어 교육 으로 활용되어야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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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경정서

<연구 3>은 ‘[연구문제 3] 표 환경정서에 그에 따른 특징은 무엇

인가?’을 밝히고자 계획된 연구이다.이를 해 <연구 1>을 토 로 등

학생들이 주로 느끼는 환경에 련된 감정들을 범주화하고, 표 인 환

경정서의 특징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연구 3>를 계획하 다.

<연구 1>의 결과에 따라 우선 등학교 5,6학년 학생들에게 환경책

임을 느끼게 하는 주된 정서는 고마움,아름다움, 함,신비함,소

함,동일함,조화로움,사랑,불 함,미안함,안타까움,죄책감,두려움,

불안함,무서움, 험 등으로 구체 인 환경정서를 분류할 수 있었다.이

러한 환경정서는 정서를 구분하는 최상 단계인 정 정서와 부정

정서도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와 <연구 1>에서 드러난 다양한 환경정서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교육학,심리학에서 도덕 정서라고 일컬어지는 동

정,사랑,죄책감 등의 정서와 환경감수성에서 제시하는 경외,동정,고마

움의 정서 그리고 커뮤니 이션에서 제시하는 공포,죄책감 등으로 공통

된 정서를 <연구 1>의 정서와 연 시켰다.분석결과 드러난 다양한 정

서는 최상 단계인 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분류하여,결과 으로

경외,동정,공포,죄책감으로 표 환경정서로 <그림 9>와 같이 범주

화할 수 있었다.



- 108 -

<그림 9>환경정서의 범주화

3.1설문문항의 구성

<연구 3>의 목 은 환경과 련된 정서를 표 인 환경정서로 구체화

하고,환경정서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다.<연구 1>과 선행연구를 통해

분류된 경외,동정,공포,죄책감의 환경정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

문항을 구성하 다.설문문항은 총 4문항으로 객 식 문항이다.설문지의

상단에 경외,동정,공포,죄책감에 한 구체 인 감정을 제시하여,피실

험자의 이해를 도왔다.환경정서의 특징을 분석하기 한 설문문항의 내

용과 의도는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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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의도

-경외감:아름다움,신비함,소 함,고마움 등

-죄책감:죄의식이 느껴짐 등

-동정심:불 함,안타까움 등

-공포감:무서움,불안함,두려움 등

문항1)
평소에 ‘환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환경에 해 어떤 감정

이 드나요?

의도
<연구 1>의 문항을 토 로,일반 인 환경정서를 표 환경정

서를 심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 다.

문항2)
환경과 련된 자료(TV,인터넷,뉴스 등의 매체,책,수업)를

통해,주로 경험했던 환경에 한 감정은 무엇인가요?

의도
환경커뮤니 이션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환경정서는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 다.

문항3)
평소에 ‘환경문제에 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때 주로 경험

했던 환경에 한 나의 감정은 무엇인가요?

의도 환경문제에 한 책임의식을 느낄 때의 정서를 알아보고자 하 다.

문항4)
평소에 환경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때는 환경에

해 어떤 감정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나요?

의도 환경문제에 한 책임행동을 실천하게 하는 정서를 확인하고자 하 다.

<표 26>연구 3의 설문문항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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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연구결과 해석

<연구 3>은 서울시 송 구에 소재하는 M,J,S 등학교의 5,6학년

214명(남:101명,여:113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연구기간은 2014년

2월 4일 ～ 5일이다.

(1)빈도분석

연구에 참여한 학생 수는 총 214명이며,5학년 111명(51.9%),6학년

103명(48.1%)로 구성되었다.그 남학생은 101명(47.2%),여학생은 113

명(52.8%)이고,불성실한 응답자는 없었다.설문에 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배경변인 구분 인원수 비율(%)

학생의

일반 배경

학년

5학년 111 51.9

6학년 103 48.1

성별

남학생 101 47.2

여학생 113 52.8

계 214 100

<표 27>연구 3의 인구사회학 배경

1)환경에 한 일반 인 정서

일반 인 환경에 한 감정은 경외심 132명(61.7%),동정심 45명

(21%),죄책감 32명(15%),공포감 4명(1.9%)의 순이었다.



- 111 -

<그림 10>환경에 한 일반 인 정서

일반 으로 갖는 환경에 한 정서는 경외> 동정> 죄책감> 공포 순

이었다.환경에 한 일반 인 정서를 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분

류해본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환경에 한 일반 인 정서의 정/부정

등학생들은 일반 으로 환경에 해 정 인 정서를 경험하 다.구

체 으로 살펴보면 정 정서는 177명(83%),부정 정서는 36명(17%)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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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경커뮤니 이션의 주된 정서

등학생들이 환경커뮤니 이션을 통해 느껴졌던 감정은 주로 죄책감

79명(33.9%)이었으며,공포감 54명(25.2%),동정심 49명(22.9%),경외심 32

명(15%)가 뒤를 이었다.

<그림 12>환경커뮤니 이션의 정서

환경커뮤니 이션의 주된 정서는 죄책감> 공포> 동정> 경외의 순서

로 제시되고 있었다.환경커뮤니 이션을 통해 느 던 감정을 정 정

서와 부정 정서로 분류해본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환경커뮤니 이션 정서의 정/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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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들이 경험한 환경커뮤니 이션의 정서는 주로 부정 정서에

해당된다.구체 으로 살펴보면 정 정서 81명(38%)과 부정 정서

133명(62%)으로 나타났다.환경커뮤니 이션은 부정 정서를 통해 환경

이슈를 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환경에 한 책임의 정서

등학생들이 환경에 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때 들었던 환경책임

의 감정은 동정 64명(37.1%),경외 50명(28.9%),죄책감 50명(28.9%),공

포 9명(0.1%)순이었다.

<그림 14>환경에 한 책임의 정서

등학생들에게 환경책임의식을 느끼게 한 감정은 동정>죄책감 =경

외> 공포의 순이었다. 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분류해본 결과는

<그림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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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환경에 한 책임정서의 정/부정

환경에 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정서는 정 정서 114명(66%)과

부정 정서 59명(34%)으로 나타났다. 등학생들이 환경문제에 해 책

임의식을 갖게 하는 정서는 정 정서보다는 부정 정서가 향을 미

친다고 생각된다.

4)환경책임행동의 실천정서

책임의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져,환경에 한 도움행동을 할 때 느

던 감정은 경외감 116명(54.2%),동정심 63명(29.4%),죄책감 27명

(12.6%),공포감 7명(2.2%)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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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환경책임행동의 실천정서

등학생들은 본인이 환경책임행동을 실천할 때 도움을 줬다고 생각되

는 정서를 경외> 동정> 죄책감> 공포의 순서로 생각했다. 정 정서

와 부정 정서로 분류해본 결과는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환경책임행동 정서의 정/부정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과 책임행동을 실천하는 것에 향을 주는 정서

는 차이가 있었다. 등학생들이 경험한 환경책임행동의 실천에 향을

미친 정서는 정 정서 179명(84%)과 부정 정서 34명(1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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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서에 편 되게 드러났다. 등학생들이 환경책임행동을 실천하는

데는 의 공포 정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 환경문제가 나

의 잘못이라는 죄책감의 정서도 큰 향을 미치지 못했다. 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고마움이나 안타까운 감정에서 유

발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3.3소결

표 환경정서를 밝히고,환경정서의 특징을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마련한 <연구 3>을 종합 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생들이 환경에 해 느끼는 일반 인 정서는 경외> 동

정> 죄책감> 공포 순이었으며,주로 정 정서(83%)로 드러났다.환

경정서는 사랑의 정서를 바탕으로 한다.환경을 하는 마음에 애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 인 정서인 공포,두려움,죄책감,슬픔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환경정서는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환경

을 아끼고 보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시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본다.

따라서 환경에 한 일반 인 정서와 환경에 한 책임정서는 환경을 아

끼고 지키려는 감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공포와 죄책감의 부정 정

서라 할지라도 사랑이 포함되어있다.

둘째,환경커뮤니 이션은 주로 죄책감> 공포> 동정> 경외의 순서로

정서를 이용한다.좀 더 자극 인 정서의 역할을 고려하여,부정 인 정

서(62%)를 이용하여 설득하려는 것이다.이는 환경커뮤니 이션이 편

된 정서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환경에 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정서는 죄책감> 동정> 경

외>공포의 순서 다.환경커뮤니 이션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정서

공포는,환경에 한 책임의식을 자극하는 데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

다.환경문제에 한 책임의식을 갖게 할 때는 죄책감과 동정이 가장 도

움이 되었다.일반 으로 환경에 한 감정은 경이롭고,아름답고,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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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정인 경외의 감정이었으나,환경에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

과 마주하면 죄책감과 동정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환경정

서는 환경과 환경문제에 한 모든 감정을 포함하므로 정 정서와 부

정 정서가 비슷하게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환경책임행동을 돕는 실천의 정서는 경외> 동정> 죄책감>

공포의 순으로 나타났다.책임의식을 느끼도록 도왔던 정서와는 달리 환경을

고맙고,경이롭게 바라보는 정서가 행동의 실천에 가장 큰 도움을 것이

다.행동을 실천하게 하는 정서는 정 정서(84%)에 편 되어 드러났다.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연구 2>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1>의 결과를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연구 2>에서는

표 환경정서를 경외,동정,공포,죄책감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이는

모두 사랑의 감정이 바탕이 된 것이어서 일반 으로 느끼게 되는 경외,

동정,공포,죄책감의 정서와는 다르다.숭배하는 감정인 숭고,나보다 불

하다는 연민,나를 하고 겁을 주는 공포,나만의 잘못이라고 여겨

지는 죄책감과도 다르다.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함,안타

까움,두려움,미안함의 정서라고 볼 수 있다.여기에는 환경을 인간인

나와 같이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사랑의 감정이 우선되어 있다.

<연구 1>과 <연구 3>의 결과를 통해 환경정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었다.

“환경정서란 환경과 환경문제를 할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환경과

미래세 의 인간에 해 책임을 지고자 하는 감정이며 책임행동의 실천

을 수반하도록 돕는 정서이다.일반 으로 환경책임행동은 환경을 경이롭

고,애틋하게 여기고,소 하게 여기는 사랑의 감정을 바탕으로 하여,환경

문제에 해 두려움,안타까움,미안함을 느끼게 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표 인 환경정서는 경외,동정,공포,죄책감으로 볼 수 있으며,모든 환

경정서는 인간과 환경에 해 생명을 가진 소 한 존재라는 생명존 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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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경정서의 향

제 7차 등학교 교육과정 교과서의 환경 련 내용을 자연환경(21.9%),

환경오염(16.6%),보 책(16.4%)등의 역으로 분류하 을 때 오염과 보

책 역(33%)은 자연환경 역(21.9%)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최 분ㆍ노경임ㆍ민병미,2002).이는 오래 부터 환경교육 역에

한 문제 으로 지 된 ‘환경교육 역은 환경오염 환경보 과 책 역

에 치우쳐 지도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선경 외,2001)’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

은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등학생들에게 자연 그 로의 상이나 심미

인 측면을 깨닫게 하는 것 보다,환경문제를 제시하여 오염과 문제 상황

을 주로 교육한다는 것은 편 된 정서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환경커뮤니 이션에서는 환경문제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정서를 통해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환경과 련한 고의 메시지로

환경문제의 피해를 달하는 소구의 형태가 차 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재휘ㆍ신진석,2004)는 연구결과가 이를 반 한다.특히 환경을 주제로 한

공익 고에서는 부정 정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권 록,2002).

그러나 환경교육 분야에서 환경책임행동을 실천하게 하는 데 있어 환

경감수성은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 앞선 많은 연구에서 밝 졌다.환

경감수성의 심에는 공감이 있다.공감은 동정이나 경외와 같은 정

인 정서를 통해 감정이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등학교에서는 환

경오염에 련된 교육보다는 환경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감수

성교육이 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환경정서가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을 실험연구를 통해

실증 으로 밝 ,편 된 환경정서가 가져올 문제 을 고려해볼 기회를

갖고자 한다.환경커뮤니 이션이 갖는 정서의 요한 역할을 구체 으로

입증한다면 앞으로 정서를 활용하는 데 있어 자극 인 정서만을 고려하

지는 않을 것이다.따라서 <연구 4>에서는 <연구 1>과 <연구 3>의 결

과를 통해 드러난 표 환경정서를 통해 실험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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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의 결과로 정서 유형의 환경커뮤니 이션이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정 인 향은 확인되었다.<연구 4>에서는 표 인 환경정

서가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등학생을 상으로 하

는 환경커뮤니 이션의 바람직한 정서의 활용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4.1연구방법

사 에 환경책임행동을 조사한 후 환경정서 유형의 텍스트를 읽은 후의

환경책임행동의 차이를 비교하 다.

환경정서로는 <연구 1>과 <연구 3>의 결과로 드러난 경외,동정,공포,

죄책감을 사용한다.피실험자들의 환경책임행동을 분석하기 해 SPSS

18.0의 통계패키지 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 t-test와 ANOVA,교차분석,

응 t-test,더미를 이용한 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사용하 다.

4.2연구가설

본 실험연구 <연구 4>의 목 은 환경정서가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이다.이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4]환경커뮤니 이션의 환경정서가 등학생들의 환경책임

행동에 미치는 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72)

<가설 4-1> 환경정서에 따라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하 범주별

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정 환경정서가 부정 환경정서보다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이 정 일 것이다.

72)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서는 일반 인 정서에 한 분석 인 실험이 아니다.조사연구

를 통해 드러난 환경정서의 특징을 바탕으로 표 인 환경정서를 사용한 연구이다.4개의

표 환경정서는 단일 정서가 아닌 사랑의 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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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연구내용

측정도구와 정서 유형에 따른 텍스트는 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 다.환경커뮤니 이션의 환경정서와 환경책임행동의 계를 살

펴보기 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연구 상

송 구에 치하고 있는 M,J,S 등학교 5,6학년 399명(남:194명,

여:205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기간은 2014년 2월 10일∼14일이다.배포한 총 설문지는 426부이며,회

수된 설문은 415부 다.이 가운데 응답을 하지 않은 자료와 불성실하다

고 추측되는 응답 16부의 표집을 제외한 399명의 응답을 분석하 다.

(2)연구의 과정

<연구 2>와 <연구 3>으로 경외,동정,공포,죄책감이 표 인 환

경정서로 드러났다.세 차례의 비연구를 통해 경외,공포 유형의 실험

텍스트를 개발하 으나,동정 유형의 텍스트에 ‘동정과 죄책감’이라는 복

합 인 정서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따라서 4차 비조사를

통해 동정과 죄책감의 정서를 분리한 추가 인 텍스트를 개발하 다.

내용 기간 상

4

차

비조사 2014.1.29 -M 등학교 5,6학년 학생 (총 20명)

문가검토
2014.1.3.

∼18

- 등학교 30년 이상의 경력 교사 2인

- 등학교 10년 이상의 6학년 교사 2인

-경력 10년차 동화작가 1인

-환경교육을 공한 박사 박사수료생 2인

<표 28>4차 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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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텍스트

실험에 사용된 정서 유형별 텍스트는 경외,동정,공포,죄책감의 4가

지 유형이다.독립변인인 경외,동정,공포,죄책감, 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경외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의미로(국립국어원,2014)존경

과 두려움의 태도가 혼합되어 있다.산꼭 기에서 장엄한

경을 바라보거나,격렬한 폭풍을 볼 때 느끼는 태도와도

같다.생명에 한 경외는 우리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

는 정서이다(DesJardins,1999).

동정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갖는 감정이입 인 슬

픔,주의 염려로 정의된다(Eisenbergetal.,1989).

공포

차동필(2006)에 따르면 공포는 심각하고,개인 으로

련이 있는 이 지각 될 때 환기되는 심리로 구성된 내

감정반응이다(Witte,1998).공포는 표 인 부정 인 정

서에 해당한다.

죄책감

무언가에 실패했거나 도덕 으로 잘못을 지르긴 했지

만,이를 바로잡고 앞으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는 것에 을 맞추었을 때 느끼는 부정 인 정서이다

(KalatandShiote,2007).

정 정서

인간에게 있어 좋은 기분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정서를

의미한다.이 웅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정

정서는 ‘기쁨’,‘지’,‘사랑’등이 표 이다.

부정 정서

정 인 정서와 반 되는 개념으로 이 웅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부정 정서는 ‘공포’,‘분노’,‘연

민’,‘수치’,‘좌 ’,‘슬픔’등이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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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내용

정

정

서

경

외

-거 하고,아름다운 지구 -

재 지구에는 무분별한 인간 활동으로 심각한 기후변화 상

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빠르게 변한 기후환경으로 생물들은 살아

갈 터 을 잃게 되거나,먹을 게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구의 품에서 편안히 살아가던 인간과 동식물 모두에게 어려움

이 생기게 된 것이죠.원래 기후변화는 자연 으로 나타나는

상이었습니다.바다와 육지에 새로운 생명체도 탄생시키고,지

의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도 주었지요.화산이 폭

발하면서 뜨거운 용암이 분출되어 기후가 변화하고,용암이 서서

히 식어 굳어지며 암석과 산도 만들어졌거든요.그리고 그것이

큰 비와 바람으로 부서지고 깎이기도 하면서,새로운 자연환경도

만들어냈답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거 함과 아름다움에 놀라곤 합니다.온 세상

을 덮고 있는 높고 푸른 하늘과 끊임없이 변해가는 하얀 구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깊고 넓은 바다,키 큰 나무들로 울창한

숲,가도 가도 끝이 없이 펼쳐지는 모래사막 같은 자연 앞에서

우리는 작은 존재일 뿐이죠. 자연 앞에선 심각한 고민거리도

한 의 모래처럼 가볍게 털어지고,새로운 희망도 생깁니다.그

런데 이제 무 빠른 기후변화로,아름다운 지구 안에서 리고

있는 행복한 생활이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휴식을 주는 고마운 한 지구를 해,

앞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표 29>환경정서 유형별 텍스트

총 4차례의 비조사 문가검토를 통해 고안한 경외,동정,공포,

죄책감의 정서 유형 실험텍스트는 <표 29>와 같다.73)

73)공포 유형은 <연구 2>의 실험텍스트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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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흘리는 지구 -

동

정

재 인간은 이 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재앙을 경험하

고 있습니다.갑작스런 기후변화로 하루에도 수십 종의 생물들

이 멸종 기에 마주하게 되었고,아 리카와 같은 일부 지역은

아주 심한 가뭄으로 먹을 물조차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그런

가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정반 로 어마어마한 홍수나 폭설에

큰 피해를 입기도 하지요.지 지구를 하는 지구 온난화는

극지방의 얼음을 빠른 속도로 녹여,해수면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구 생태계에 큰 기를 가져오는 험한 존재

가 되었어요.기록 폭우로 일부 지역들은 물에 잠기고,겨울

에는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는 지역도 많아졌습니다.한여름의

살인 인 무더 로 수 백 명의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지 까

지 없었던 신종 바이러스가 퍼져 지구 곳곳에서 수 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지요. 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지

지구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도시들이 바닷물에 잠길 수도 있고,투발루처럼 나라

체가 물에 잠길 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산의 이 녹아,

흘러내린 흙에 묻히는 마을도 생길 수 있겠지요.앞으로 우리에

게 어떤 더 큰 험이 닥쳐,지구 체가 무서운 험에 빠지게

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를 하는 지구의 기를 해결하기 해,앞으로 여러

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

정

정

서

공

포

-지구가 마주한 공포 -

재 해마다 갑작스런 기후변화로 인해 생물들이 불 하게 죽어가

고 있습니다.높아지는 지구 온도와 가뭄으로 많은 식물들이 말라죽

고,동물들은 먹을 것과 살 곳을 잃어 갈 곳 없이 헤매기도 하지요.

물론 기후변화의 문제는 동식물들만 겪는 것은 아니에요.물이 귀했

던 지역의 사람들은 가뭄이 계속되어,이제는 먹을 물조차 없습니

다.물이 부족하니 곡식을 심을 수 없어 굶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들도 많아지고 있어요.그런가하면 투

발루의 국민들은 나라가 물에 잠겨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이 기막힌 일들에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우리

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지구가 아 하고 있답니다.이

제 우리는 물을 길어오기 해 뜨거운 태양 아래 수 십 킬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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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걷는 아 리카 어린아이들의 슬 을 떠올려야 해요.변

화된 기후로 먹이가 어 굶어죽는 황제펭귄,쉴 곳이 없어 헤

엄치다 죽게 되는 북극곰의 모습도 떠올려야 합니다.최근의 기

후변화로 수많은 생물들이 살 곳을 잃었습니다.아 하는 지구

의 생물들을 해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보살펴야 합니다.힘겨

워하는 지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불 하고 안타까운 생명들을 구조하기

해 도와야 합니다.

힘없고,연약한 지구의 생물들,고통 받는 지구 가족들을 보

호하기 해 앞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죄

책

감

-인간에 의한 지구의 비극 -

재 평화로웠던 생물들의 균형 계가 이 가고 있습니다.무

분별한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생물들이 살아갈 터 을

잃게 되는가하면,가뭄과 홍수로 인간과 동식물들의 물과 식량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오래 부터 기후

는 끊임없이 변화했지만,자연스러운 기후변화 안에서 모두가 각

자의 생활을 원래 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다른 생물들과 균형을 맞추려던

과는 달리 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하고,안락한 생활을 리

고자 지구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를 들어 편리함을

한 자동차 사용으로 끊임없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땅을 사

용하려고 벌이는 벌목으로 공기를 정화시켜 나무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규모로 사육되는 가축들의 배설물이 내뿜는 가스는

온실가스를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요. 한 가정과 산

업시설에서는 과다하게 에 지가 사용되기도 합니다.이와 같은

인간의 무분별한 지구 사용은 기후를 속도로 변화시켜,인간뿐

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답니다.높아진

기온으로 인해 생겨난 가뭄은 아 리카 사람들이 물을 찾으러 오

랜 시간을 걷도록 하거나,마실 물과 식량이 없어 죽게 할 수도

있어요.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다른 생물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원을 낭비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활동에 의한 속한 기후변화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앞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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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험설계

환경책임행동

사 측정
→

환경정서에 따른 텍스트

→
환경책임행동

사후측정

정 정서 부정 정서

경외 동정 공포 죄책감

<표 30>연구 4의 연구과정

1)변인

·종속변인:환경책임행동

연구가설을 증명하기 한 종속변인은 환경책임행동이다.환경책임행동

은 <연구 2>와 같이 교육 ,설득 ,경제 ,시민 ,신체 행동으로 5개

의 하 범주를 가진다.

·독립변인:경외,동정,공포,죄책감/ 정 정서,부정 정서

<연구 1>과 <연구 3>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외,동정,공포,죄책감의

4개 환경정서를 독립변인으로 삼아 연구한다. 한 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나 어,독립변인으로 삼아 추가 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도

록 한다.

·통제변인:학생의 일반 특성

실험연구에서 사 과 사후를 비교하는 데 가장 요한 제조건은 동

질성 검사를 통해 균등하게 맞추었다. 상은 <연구 2>과 같이 동일한

학교에서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 을 상으로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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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 상 기간

서울시 송 구 소재의 M,J,S 등학교의 5,6학년 20개 반을 상으

로 설문지를 배포하 다.실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련교과 수업시

간을 활용하 다.배포한 총 설문지는 426부이며,회수된 설문은 415부

다.이 응답을 하지 않은 자료와 불성실하다고 추측되는 응답 16부를

제외한 399명의 응답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 다.

(4)연구결과 해석

1)신뢰도검증

환경책임행동의 사 ·사후를 측정하기 한 설문지의 신뢰도 분석결과

는 <표 31>과 같다.

텍스트 유형
사

신뢰도
사 체

사후

신뢰도
사후 체

설득 행동 .822

.874

.917

929

교육 행동 .849 .928

신체 행동 .876 .925

경제 행동 .894 .933

시민 행동 .871 .909

<표 31>연구 4의 사 ·사후설문 신뢰도(Cronbach’salpha)

환경책임행동 사 ·사후설문의 신뢰도 분석결과 체문항의 내 일치도

(Cronbach'salpha)는 사 환경책임행동이 .874> 이고,사후 환경책임

행동이 .929>으로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각 역별 내 일치도도 신뢰할만한 수 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실험

도구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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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구사회학 분석

본 연구는 ‘환경정서가 등학생의 환경책임행동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을 주제로 서울시 송 구 소재의 동일한 학군 M,J,S 등학교의 5,

6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진행하 다.각 학교별로 독립집단에 따른 실험

인원은 6개 반 이내의 학생들로 지정하 으며,통제집단은 설정하지 않았

다.실험에 참여된 피실험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표 32>와 같다.

배경변인 구분 인원수 비율

학년

5학년 209 52.4

6학년 190 47.6

성별
남학생 194 48.6

여학생 205 51.4

유형

경외 95 23.8

동정 108 27.1

공포 90 22.6

죄책감 106 26.6

계 399 100

<표 32>연구 4의 인구사회학 배경

5학년은 209명(52.4%),6학년은 190명(47.6%)이고 그 남학생은 194

명(48.6%),여학생은 205명(51.4%)이었다.

각 유형별로 실험에 참여한 학생 수는 ‘경외’에 95명(23.8%),‘동정’에

108명(27.1%),‘공포’에 90명(22.6%),‘죄책감’에 106명(26.6%)으로 비슷한

인원수로 독립집단을 무작 로 편성하 다.



- 128 -

3)동질성 검사

실험연구에서 동질성 확보는 가장 요한 단계이다.특히 본 연구와

같이 사 ·사후측정을 비교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따라서 학년별,성

별,실험집단 유형별로 분석하 으며,환경책임행동의 하 역인 교육

,신체 ,경제 ,설득 ,시민 행동으로 범주화하여 동질성을 측정

하 다.5,6학년의 학년별,성별,정서의 유형별 사 환경책임행동의 차

이를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ANOVA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

한 차이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4)사후 환경책임행동

환경정서의 유형에 따른 사후 환경책임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경책임행동은 환경책임행동의 사후측정에서 F값이 42.666/p=.000으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구체 으로 설득

행동에서 F값이 33.290/p=.000,교육 역에서 F값이 24.897/p=.000,신

체 행동에서 F값이 26.199/p=.000,시민 행동에서 F값이 39.557/

p=.000,경제 행동에서 F값이 26.186/p=.000으로 모든 하 범주가 유의

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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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집단구분 N M SD F p

환경책임행동

경외(a) 95 3.47 0.44

42.666*** .000 d〈b,c〈a
동정(b) 108 2.86 0.59

공포(c) 90 2.70 0.76

죄책감(d) 106 2.53 0.65

하

범

주

설득

경외(a) 95 3.52 0.57

33.290*** .000 b,c,d〈a
동정(b) 108 2.84 0.73

공포(c) 90 2.76 0.77

죄책감(d) 106 2.58 0.72

교육

경외(a) 95 3.48 0.58

24.897*** .000 d〈b,c〈a
동정(b) 108 2.88 0.76

공포(c) 90 2.78 0.83

죄책감(d) 106 2.56 0.90

신체

경외(a) 95 3.64 0.44

26.199*** .000 d〈b,c〈a
동정(b) 108 3.15 0.66

공포(c) 90 2.86 0.90

죄책감(d) 106 2.82 0.82

시민

경외(a) 95 3.34 0.62

39.557*** .000 d〈b,c〈a
동정(b) 108 2.53 0.86

공포(c) 90 2.42 0.91

죄책감(d) 106 2.15 0.80

경제

경외(a) 95 3.38 0.55

26.186*** .000 d〈b,c〈a
동정(b) 108 2.90 0.66

공포(c) 90 2.71 0.87

죄책감(d) 106 2.53 0.72

<표 33>환경정서의 환경책임행동 변화

***p〈.001

이에 따라 환경정서에 따라 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의 변화는 차이

가 있었으므로 [연구문제4]‘환경커뮤니 이션의 환경정서가 등학생들

의 환경책임행동에 주는 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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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환경정서 유형별 환경책임행동 변화

가.경외

환경정서 ‘경외’유형의 텍스트를 읽은 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한 사 ·사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환경책임행동의 t값이 –19.595/

p=.000으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구체 으로 설득 행동은 t값이 –16.561/p=.000,교육 행동은 t

값이 –9.257/p=.000,신체 행동은 t값이 –11.343/p=.000,시민 행동은

t값이 –13.265/p=.000,경제 행동은 t값이 –11.449/p=.000으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따라서 경외 유형의 텍스트를

읽은 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은 정 으로 변했다고 단할 수 있다.

역 집단구분 N M SD t p

환경책임행동
사 95 2.51 0.56

-19.595*** .000
사후 95 3.47 0.44

하

범

주

설득
사 95 2.40 0.72

-16.561*** .000
사후 95 3.52 0.57

교육
사 95 2.66 0.84

-9.257*** .000
사후 95 3.48 0.58

신체
사 95 2.89 0.71

-11.343*** .000
사후 95 3.64 0.44

시민
사 95 2.00 0.90

-13.265*** .000
사후 95 3.34 0.62

경제
사 95 2.61 0.73

-11.449*** .000
사후 95 3.38 0.55

<표 34>경외의 환경책임행동 사 ·사후

***p〈.001

환경정서 경외는 환경책임행동의 설득 ,교육 ,신체 ,경제 ,

시민 행동에 정 인 변화를 유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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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경외의 환경책임행동변화

경외의 환경정서는 등학생들의 설득 ,시민 행동에서 가장 정

인 향을 보여주었다.즉 편지 쓰기,연설하기,비공식 담론,로비,개

인이나 그룹으로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개인이나 그룹의 비

즈니스,산업체 는 정부의 자연환경보존활동을 독려,공청회에 참석,

민원 등이 행동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동정

환경정서 ‘동정’유형의 텍스트를 읽은 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한

사 ·사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환경책임행동은 t값이 –8.364

/p=.000으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구체

으로 설득 행동은 t값이 –4.940/p=.000,교육 행동은 t값이 –5.867/

p=.000,신체 행동은 t값이 –5.707/p=.000,시민 행동은 t값이 –7.686/

p=.000,경제 행동은 t값이 –4.945/p=.000으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동정 유형의 텍스트를 읽은 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은 사 에 비

해 사후에 정 으로 변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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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집단구분 N M SD t p

환경책임행동
사 108 2.33 0.51

-8.364*** .000
사후 108 2.86 0.59

하

범

주

설득
사 108 2.33 0.74

-4.940*** .000
사후 108 2.84 0.73

교육
사 108 2.41 0.95

-5.867*** .000
사후 108 2.89 0.76

신체
사 108 2.67 0.78

-5.707*** .000
사후 108 3.15 0.66

시민
사 108 1.81 0.67

-7.686*** .000
사후 108 2.53 0.86

경제
사 108 2.44 0.80

-4.945*** .000
사후 108 2.90 0.66

<표 35>동정의 환경책임행동 사 ·사후

***p〈.001

환경정서 동정은 환경책임행동의 설득 ,교육 ,신체 ,경제 ,

시민 행동의 변화를 정 으로 유도할 수 있다.

<그림 19>동정의 환경책임행동 변화

동정의 환경정서는 등학생들의 시민 행동에서 가장 정 인 향을

보여주었다.즉 개인 는 그룹으로 투표에 참여하거나,공청회에 참석,항

의,민원 등이 행동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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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포

환경정서 ‘공포’유형의 텍스트를 읽은 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한

사 ·사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환경책임행동의 t값이 –2.634/

p=.010으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구체

으로 설득 행동은 t값이 –3.388/p=.001,교육 행동은 t값이 –2.426/

p=.017,시민 행동은 t값이 –4.234/p=.000으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공포 유형의 텍스트를 읽은 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은 사 에 비

해 사후에 정 으로 변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역 집단구분 N M SD t p

환경책임행동
사 90 2.42 0.79

-2.634* .010
사후 90 2.70 0.76

하

범

주

설득
사 90 2.41 0.80

-3.388** .001
사후 90 2.76 0.78

교육
사 90 2.48 0.95

-2.426* .017
사후 90 2.75 0.83

신체
사 90 2.75 0.79

-.891 .376
사후 90 2.86 0.90

시민
사 90 1.92 0.97

-4.234*** .000
사후 90 2.42 0.91

경제
사 90 2.54 0.91

-1.560 .122
사후 90 2.71 0.87

<표 36>공포의 환경책임행동 사 ·사후

*p〈.05,**p〈.01,***p〈.001

환경정서 공포는 환경책임행동의 설득 행동,교육 행동,시민

행동에 해 정 인 향을 주었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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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공포의 환경책임행동변화

공포의 환경정서는 일반 으로 공포라는 정서가 가지고 있는 효과 인

설득정서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그러나 환경책임행동을 정

으로 변화시켰다고 해서 공포만을 활용한 환경커뮤니 이션을 등학

생을 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려해야할 문제이다.어린 시 부터 공포

를 지속 으로 경험하게 되면 운명론에 치우치거나,용기를 갖기도 에

이미 포기하는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공포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환경을 인간생활에 한 박의 상으로 여기게도

할 수 있을 것이다.공포는 즉시 인 효과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지

속 인 행동의 실천에는 도움을 수 없는 정서이기도 하다.74)

74)어린 아이들의 교육과 행동변화에 정서가 미치는 향에 한 많은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그

공포를 이용한 실험이 있다.아이를 두 집단으로 나 어 상자를 하나씩 주고,한 집단의 아

이들에게는 “상자 안에 있는 것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다른 집단의 아

이들에게는 “상자 안에 있는 것을 만지면 혼난다.”라고 엄포를 한다.그 결과 처음 상자 안에

있는 것을 만진 아이는 두 집단 모두 30%로 비슷했지만 3개월 후에 같은 실험을 실시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엄포를 놓았던 집단의 아이들 70%가 상자 안에 있는 것을 만진

반면,부드럽게 이야기한 부류의 아이들 30%만 만진 것이다(신의진,2007).이처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즉시 인 효과는 있으나,시간이 흐르면 역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어 교육 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그러나 책임윤리학자로 환경과 미래세 에 한 책임을 강조했던 요

나스(Jonas,1984)의 경우 공포를 바람직한 행동을 돕는 정서로 여겼다.‘행 를 하도록 북돋우

는 공포가 바로 책임의 본질 속성이며,우리가 뜻하는 공포도 바로 그런 것이며,이것은

한 책임의 상에 한 공포이기도 하다’고 책임과 공포의 계를 설명한 것이다.환경정서 안

의 공포는 요나스가 주장하는 공포와 닿아있다.환경에 한 사랑의 감정을 바탕으로 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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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신체 ,경제 행동과 같은 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극

인 실천행동의 범주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자연환경보존을

해 쓰 기를 거나 재활용을 하고,청소를 하는 신체 행동과 자연환

경을 하는 단체에의 기부 등에 련된 경제 행동은 등학생들에게 많

이 용되는 환경책임행동이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공포를 통한 환경커

뮤니 이션의 한계를 읽을 수 있다.환경교육에서도 정 정서가 주로

포함된 환경감수성이 환경책임행동의 가장 큰 향요인임에 한 많은

연구결과가 있었으므로,환경커뮤니 이션에서 공포의 환경정서만을 사

용한 환경 설득은 고려해야 한다.

라.죄책감

환경정서 ‘죄책감’유형의 텍스트를 읽은 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한 사 ·사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환경책임행동의 t값이 –

3.088/p=.003으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 으로 설득 행동은 t값이 –3.049/p=.003,시민 행동은 t값이

–3.354/p=.001으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죄책감 유형의 텍스트를 읽은 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은 사 에

비해 사후에 정 으로 변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에,책임의 상을 잃게 되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본 연구결과를 통해 환경책임행동에 공

포가 정 인 향을 주었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보인다.



- 136 -

역 집단구분 N M SD t p

환경책임행동
사 106 2.36 0.60

-3.088** .003
사후 106 2.53 0.65

하

범

주

설득
사 106 2.31 0.76

-3.049** .003
사후 106 2.58 0.72

교육
사 106 2.46 1.14

-.955 .342
사후 106 2.56 0.90

신체
사 106 2.69 0.80

-1.754 .082
사후 106 2.82 0.82

시민
사 106 1.84 0.89

-3.354** .001
사후 106 2.15 0.80

경제
사 106 2.48 0.77

-.510 .611
사후 106 2.53 0.72

<표 37>죄책감의 환경책임행동 사 ·사후

**p〈.01

환경정서 죄책감은 환경책임행동의 설득 행동과 시민 행동에

정 인 향을 주었다고 단할 수 있다.

<그림 21>죄책감의 환경책임행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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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서 죄책감은 환경책임행동에 정 인 향을 주었다.이것

이 죄책감이 커뮤니 이션의 설득장치로 자주 사용되는 이유이다.그러

나 죄책감은 교육 ,신체 ,경제 행동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했다.공포의 환경정서와 마찬가지로 신체 ,경제 행동과 같은 극

인 행동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그러나 돈이 아닌

행동으로 타인을 설득하거나,정치 활동을 통해 자연환경의 보존에 참

여하는 등의 책임행동 역에는 도움을 주었다.

앞선 많은 연구들이 죄책감이 설득커뮤니 이션의 효과 인 기제로 사

용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은 부분의 연구가 상업 인 커뮤니

이션을 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아동은 객 책임을 믿는다.

집단 인 책임을 믿지 않으며 개별 인 책임을 지려고 한다(Piaget,1965).

하지만 죄책감을 통한 환경커뮤니 이션은 인간 활동에 의한 환경문제라

는 집단 인 책임을 묻게 된다.이에 등학생에게 있어 집단 인 책임을

묻는 죄책감을 환경커뮤니 이션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경책임행동을 유

발하기 어려울 수 있다.환경커뮤니 이션이 환경책임행동을 이끄는데 목

표를 둔다면,보다 극 인 실천을 한 환경정서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

할 것이다.

환경정서에 따른 환경책임행동의 하 범주의 사 ㆍ사후측정 변화를

종합 으로 나타내보면 <그림 22>와 같다. 반 으로 경외의 환경책임

행동이 가장 정 으로 변화하 다.죄책감은 신체 행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서로 드러났다.시민 행동에는 공포가 정 향이 가

장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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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환경정서에 따른 범주별 변화

마.환경정서의 향력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환경정서 유형별 환경책임행동에

의 향력을 분석하 다.경외,동정,공포,죄책감 유형의 텍스트가 학생들

의 사후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득 행동에서는 경외(t=9.431,p=.000)유형과 동정(t=2.685,p=.008)유형,

교육 행동에서는 경외(t=8.329,p=.000)유형과 동정(t=2.999,p=.003)유형,

신체 행동에서는 경외(t=7.997,p=.000)유형과 동정(t=3.339,p=.00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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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행동에서는 경외(t=10.472,p=.000)유형과 동정(t=3.504,p=.001)유형,

경제 행동에서는 경외(t=8.482,p=.000)유형과 동정(t=3.757,p=.000)유형이

향력이 있었다.

결론 으로 환경책임행동의 사후에서 경외(t=10.760,p=.000)유형과 동

정(t=3.71,p=.003)유형의 텍스트가 나머지 유형에 비해 등학생의 환경

책임행동 하 범주에 미치는 향이 공포나 죄책감 유형보다 크다고

분석할 수 있다.그러나 경외,동정,공포,죄책감의 환경정서는 모두 환

경책임행동을 정 으로 변화시키는 데 향을 미쳤다. 향력의 차이

는 경외>동정>죄책감>공포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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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인

독립
변인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R2
조
정R
2

t F

B
표
오차

β

환경책임

행동

d1 .939 .087 .571

.249 .243

10.760***

42.666***d2 .327 .084 .207 3.871***

d3 .171 .091 .099 1.893

하

범

주

설

득

d1 .939 .100 .513

.203 .197

9.431***

33.290***d2 .259 .096 .147 2.685**

d3 .179 .101 .096 1.769

교

육

d1 .923 .111 .465

.160 .154

8.329***

24.897***d2 .322 .107 .169 2.999**

d3 .218 .113 .107 1.934

신

체

d1 .816 .102 .443

.167 .161

7.997***

26.199***d2 .330 .099 .186 3.339**

d3 .036 .104 .019 .340

시

민

d1
1.19

3
.114 .556

.232 .227

10.472***

39.557***

d2 .386 .110 .188 3.504**

d3 .270 .117 .122 2.314

경

제

d1 .850 .100 .472

.167 .161

8.482***

26.186***d2 .365 .097 .211 3.757***

d3 .177 .102 .096 1.731

**p〈.01,***p〈.001

<표 38>경외·동정·공포·죄책감의 향력

*d1(경외=1,나머지=0),d2(동정=1,나머지=0),d3(공포=1,나머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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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 /부정 환경정서

정 환경정서와 부정 환경정서 유형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환경책임행동의 사후측정은 t값=8.100/

p=.000으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구체 으로 설득

행동은 t값=6.620/p=.000,교육 행동은 t값=6.159/p=.000,신체 행동은 t

값=7.268/p=.000,시민 행동은 t값=7.429/p=.000,경제 행동은 t값=6.971/

p=.000으로 분석되었다.

역 집단구분 N M SD t p

환경책임행동
정 203 3.15 0.61

8.100*** .000
부정 196 2.61 0.70

하

범

주

설득
정 203 3.15 0.74

6.620*** .000
부정 196 2.66 0.75

교육
정 203 3.16 0.74

6.159*** .000
부정 196 2.66 0.88

신체
정 203 3.38 0.62

7.263*** .000
부정 196 2.84 0.85

시민
정 203 2.91 0.86

7.429*** .000
부정 196 2.27 0.86

경제
정 203 3.12 0.66

6.971*** .000
부정 196 2.61 0.80

<표 39> 정 /부정 환경정서 환경책임행동 사 ·사후

***p〈.001

이에 따라 <가설 4-2>‘정 환경정서가 부정 환경정서보다 환경

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이 정 일 것이다’를 증명할 필요성이 입증되

어,다음과 같이 정 /부정 환경정서 유형이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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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환경정서

정 환경정서에는 경외와 동정이 포함된다.

정 환경정서 유형의 텍스트를 읽은 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한 사 ·사

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설득 행동에서는 t값이 –11.914/p=.000,교육

행동 에서는 t값이 –10.469/p=.000,신체 행동에서는 t값이 –11.004/p=.000,시민

행동에서는 t값이 –14.050/p=.000,경제 행동에서는 t값이 –10.229/p=.000,환

경책임행동에서는 t값이 –16.892/p=.000으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

한차이가 있는것으로 분석되었다. 정 환경정서 유형의 텍스트를 읽은 학생들

의 환경책임행동이 사 에 비해 사후에 정 으로 변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역 집단구분 N M SD t p

환경책임행동
사 203 2.42 0.54

-16.892*** .000
사후 203 3.15 0.61

하

범

주

설득
사 203 2.36 0.73

-11.914*** .000
사후 203 3.15 0.74

교육
사 203 2.53 0.90

-10.469*** .000
사후 203 3.17 0.74

신체
사 203 2.78 0.76

-11.004*** .000
사후 203 3.38 0.62

시민
사 203 1.90 0.79

-14.050*** .000
사후 203 2.91 0.86

경제
사 203 2.52 0.77

-10.229*** .000
사후 203 3.12 0.66

<표 40> 정 환경정서의 환경책임행동 사 ·사후

***p〈.001

정 환경정서 유형에 의해 변화된 환경책임행동 역은 시민 행

동에서 가장 정 으로 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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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정 환경정서의 환경책임행동 변화

공익 고 캠페인을 통한 정치 참여를 구하는 경우 두려움이나 죄

의식을 유발하기보다는 동정이나,경외의 환경정서 유형을 선택하는 것

이 유리하겠다.이러한 이유로 환경사회운동가들이 환경을 숭배할 상

으로 묘사하거나,북극곰과 어린 물개사진을 이용하여 동정의 표를 호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부정 환경정서

부정 환경정서에는 공포와 죄책감의 환경정서가 포함된다.부정 환

경정서 유형의 텍스트를 읽은 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에 한 사 ·사후 인식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설득 행동에서는 t값이 –4.557/p=.000,교육 행동

에서는 t값이 –2.358/p=.019,시민 행동에서는 t값이 –5.501/p=.000,환경책

임행동에서는 t값이 –3.949/p=.000으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부정 환경정서 유형의 텍스트를 읽은 학

생들의 환경책임행동은 설득 ,교육 ,시민 ,환경책임행동에서 정

으로 변화했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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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집단구분 N M SD t p

환경책임행동
사 196 2.38 0.69

-.3.949*** .000
사후 196 2.60 0.70

하

범

주

설득
사 196 2.36 0.78

-4.557*** .000
사후 196 2.66 0.75

교육
사 196 2.47 1.06

-2.358* .019
사후 196 2.65 0.87

신체
사 196 2.72 0.79

-1.776 .077
사후 196 2.84 0.85

시민
사 196 1.88 0.93

-5.501*** .000
사후 196 2.27 0.86

경제
사 196 2.51 0.84

-1.451 .148
사후 196 2.61 0.80

<표 41>부정 환경정서의 환경책임행동 사 ·사후

*p〈.05,***p〈.001

부정 환경정서 유형에 의해 변화된 환경책임행동은 시민 행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정 환경정서 유형에 비해서는 변화의 폭이 작

았다.신체 행동과 경제 행동에서는 유의미한 향 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림 24>부정 환경정서의 환경책임행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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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부정 정서의 차이

<그림 25> 정 /부정 환경정서의 향 비교

죄책감의 환경정서가 경제 행동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 었다는 것

으로 미루어 볼 때,공포의 환경정서가 경제 행동에 미치는 향이 부

정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본인과 직 인 연 성이 있는

건강의 커뮤니 이션에서는 공포정서가 매우 효과 이었다는 선행연구결

과가 있었다.즉 환경커뮤니 이션에서 공포를 통해 경제 행동을 유도

하고자 한다면 상과 직 인 연 이 있는 환경주제를 선택해야할 것

이다.기후변화의 경우 <연구 1>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등학생들이 기

후변화를 가장 큰 환경문제라고 여기고는 있으나,개념이 불명확했다.즉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상이기 때문이다.기후변화는 과거와 재를 계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인일수록 가깝게 여겨질 수 있어 연구 상이 달

라진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정 환경정서와 부정 환경정서가 환경책임행동의 하 범주에 미

치는 향을 종합 으로 살펴보면 <그림 25>과 같다.



- 146 -

반 으로 정 정서가 환경책임행동의 하 범주에 정 인 향

을 미쳤다.특히 시민 ,신체 행동에서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극 인 환경책임행동을 해서는 정 환경정서를 활용하는 것

이 효과 일 수 있겠다.

다. 정 /부정 환경정서의 향력

더미회귀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정 ·부정 환경정서 유형별

환경책임행동에의 향력을 분석한 결과 환경책임행동에서는 t값이 8.100/

p=.000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구체 으로는 설득 행동은 t값이 6.620/p=.000,교육 행동은 t값이

6159/p=.000,신체 행동은 t값이 7.263/p=.000,시민 행동은 t값이

7.249/p=.000,경제 행동은 t값이 6.971/p=000으로 유의수 .05에서 통

계 으로 유의미하다.

이로써 정 환경정서 유형의 텍스트가 부정 환경정서 유형의 텍

스트보다 환경책임행동에 더 큰 향을 미친다고 단할 수 있다.

종속

변인

독립

변인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R2
조정

R2
t F

B SE β

환경책임

행동

정/

부정

(정=1,

부정=0)

.537 .066 .380 .145 .142 8.100*** 65.610***

하

범

주

설득 .494 .075 .316 .100 .098 6.620*** 43.830***

교육 .503 .082 .296 .088 .085 6.159*** 37.928***

신체 .541 .075 .344 .118 .116 7.263*** 52.747***

시민 .642 .086 .351 .123 .121 7.429*** 55.183***

경제 .510 .073 .331 .110 .108 6.971*** 48.592***

<표 42> 정 /부정 환경정서의 환경책임행동에 한 향력

***p〈.001



- 147 -

7)환경정서가 성별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

환경정서 경외,동정,공포에 한 성별 친환경 책임행동의 사

과 사후측정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그러나 죄책감 유형에서는 환

경책임행동의 사후측정에서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

었다.

  죄책감 텍스트를 읽은 집단의 성별에 따른 사 환경책임감 인식의 차

이를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환경책임행동 모

든 하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 집단구분 N M SD t p

환경책임행동
남학생 50 2.34 0.68

-2.969** .004
여학생 56 2.70 0.58

하

범

주

설득
남학생 50 2.38 0.80

-2.733** .007
여학생 56 2.75 0.59

교육
남학생 50 2.44 0.99

-1.292 .199
여학생 56 2.67 0.82

신체
남학생 50 2.54 0.82

-3.568** .001
여학생 56 3.08 0.74

시민
남학생 50 1.97 0.86

-2.234* .028
여학생 56 2.31 0.72

경제
남학생 50 2.33 0.75

-2.763** .007
여학생 56 2.71 0.64

<표 43>성별에 따른 죄책감의 환경책임행동 사후

*p〈.05, **p〈.01

 

죄책감 텍스트를 읽은 집단의 성별에 따른 환경책임행동 사후측정의 차

이를 알아보기 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환경책임행동에서

t값=-2.969/p=.004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 범주별로 살펴보면 설득 행동에서 t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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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p=.007,신체 행동에서 t값=-3.568/p=.001,시민 행동에서 t값

=-2.234/p=.028,경제 행동에서 t값=-2.763/p=.007,유의수 .05에서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즉 교육 행동을

제외한 환경책임행동의 하 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환경책임

행동이 정 으로 변화했다고 단할 수 있다.

종속변인
독립

변인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R2

조

정

R2

t F

B

표

오

차

β

설득

성별

(남=1,

여=0)

-.375 .137 -.261 .068 .059 -2.733** 7.471**

교육 -.229 .177 -.127 .016 .006 -1.292 1.670

신체 -.541 .152 -.330 .109 .101 -3.568** 12.734**

시민 -.343 .153 -.214 .046 .037 -2.234* 4.992*

경제 -.377 .137 -.264 .070 .060 -2.763** 7.632**

환경책임행동 -.366 .123 -.282 .080 .071 -2.969** 8.817**

<표 44>성별차이에 따른 죄책감의 환경책임행동 향

*p〈.05, **p〈.01

 

 성별에 따라 환경책임행동의 사후측정에 미친 향력을 분석한 결과

환경책임행동은 F=8.817,p=.004으로 독립변수는 유의확률 .05에서 모형

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환경책임행동에

더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하 범주별로 분석해보면 설득

행동(F=-7.471,p=.007),신체 행동(F=12.734,p=.001),시민 행동

(F=4.992,p=.028),경제 행동(F=7.632,p=.007)이다.

부정 환경정서인 죄책감에서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권혜선(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경에 한 학생들의 도덕 민감성

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성별의 차

이가 나타난 것은 여학생들이 반응하는 정서가 따로 있다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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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겠다.<연구2>에서 논의되었던 정서에는 사랑과 공포의 정서가

포함되어있다.환경정서에 근본 으로 깔려있는 사랑의 감정에 의한 환

경책임행동의 자극이나 <연구4>에서 드러난 죄책감의 감정에 의한 자극

은 다른 정서의 자극보다 도움이 되는 것이다.이것은 여성이 가진 배려

윤리와도 계가 깊다.사랑은 배려윤리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75)아

이를 출산한 많은 여성들은 아이들이 잘못되면 본인의 잘못이라고 책임

을 돌려 생각하여 평생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사실과도 연 이 있

다.즉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죄책감의 환경정서를 사용하는 환경커뮤니

이션에서 환경책임행동이 정 으로 변화되는 데 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4.4소결

환경에 한 책임을 느끼고 실천하는 데 있어 느낌과 감정,즉 정서

인 직 에 의해 좌우된다. 표 환경정서인 경외,동정,공포,죄책감이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정 인 향은 <연구 4>를 통해 구체 으로

밝 졌다.<연구 4>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4]환경커뮤니 이션의 환경정서가 등학생들의 환경책임

행동에 미치는 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76)

<가설 4-1> 환경정서에 따라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정 향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정 환경정서가 부정 환경정서보다 환경책임행동에

75)보살핌(배려)윤리(ethicsofcare)는 길리간(CarolGlligan)에 의해 주창되었다.길리간이 주장한

보살핌 윤리는 인간 계,책임,인간 유 ,희생과 헌신 등에 기 한 여성 윤리이다.이는

합리성과 자율성,공정성,개인의 권리 등을 강조하는 기존의 남성 심 인 윤리가 가져왔던

도덕 문제들을 개성할 수 있는 안으로 제기되었다(박병춘,1999).

76)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서는 일반 인 정서에 한 분석 인 실험이 아니다.조사연구

를 통해 드러난 환경정서의 표정서를 사용하 으며,4개의 표정서는 단일 정서가 아닌 사

랑의 정서를 바탕으로 함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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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향이 정 일 것이다.

‘환경정서에 따라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정 향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4-1>의 경우 환경정서 유형별 텍스트를 읽은 후 등학

생들의 환경책임행동은 환경정서에 따라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여 채택되었다.

경외,동정,공포,죄책감의 환경정서는 환경책임행동의 하 범주별로도

향의 차이가 있었다. 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 역에서 가장

향력이 큰 정서는 경외 다.환경을 고맙고,경이로운 상으로 여기는 것

이 등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환경커뮤니 이션의 향력 있는 설득유

형이라고 볼 수 있다. 등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투표,공청회의 참여,민

원,민주 불복종,항의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치 행동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신체 ,설득 행동을 유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다.경

외는 환경에 감사하고,숭고한 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환경정서의

바탕이 되는 감정인 사랑을 가장 깊이 녹아들 수 있는 정서라고도 볼 수

있다.

‘정 환경정서가 부정 환경정서보다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

이 정 일 것이다’는 <가설4-1>은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여 채택되었다.

정 환경정서와 부정 환경정서 모두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

이 정 이었으나, 정 정서 유형이 부정 정서 유형보다 큰 향력

을 보여주었다. 등학생을 상으로 한 환경커뮤니 이션은 정 인 환

경정서를 활용한 설득이 부정 환경정서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 4>의 결과를 통해 지 까지 등학생들에게 환경오염을 주제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환경커뮤니 이션은,지양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앞으로 등학생을 상으로 한 환

경커뮤니 이션은 환경오염에 한 정보나 보 책만을 제공하거나,환

경문제를 인 측면으로 다루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등학생들을 상으로 한 환경교육교재의 텍스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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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정 인 환경정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환경교육에서는 필요하다.

편향된 환경정서 유형은 특히 등학생을 한 환경커뮤니 이션의 정

서로는 합하지 않다. 등학생시기에는 환경에 한 기본 인 태도나

가치 ,신념이나 감수성 등을 통해,환경 친화 인 행동이 형성되기 때

문이다(서우석,1999).이러한 시기에 부정 인 정서에 편향된 환경교육

이 이루어진다면 환경에 한 바람직한 책임행동에 도움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데자르뎅(1997)에 의하면 북친(Bookchin,1995)은 인류가 문제의

원인이며,모든 인류가 자연계를 괴하고 있다는 견해를 거부한다고 하

다.할렘의 흑인아이가 엑손의 사장과 환경 기에 같은 책임이 있

다고 말하는 것은 죄인은 올가미에서 풀어 주고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등학생들을

상을 한 환경커뮤니 이션이 모든 인간을 생태 괴에 같이 책임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환경정서를 사용한다는 것은 고려해보아야 한다.

물론 환경정서인 죄책감의 근본에는 생명을 존 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감정이 들어있다.그러나 등학생들에게 성인과 같은 동일한 정도의 죄

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험하다.아동기의 학생들은 자연을 괴하는

행 를 무의식 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이다.환경에 한 정 인

정서를 갖추고,거 한 자연에 해 경건한 마음이 우선이 되어,본인의

행 에 죄책감을 느껴도 늦지 않다고 본다.자연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이 에 공포나 죄책감으로 환경문제의 가해자인 것처럼 여겨

지게 하는 환경교육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공포와 죄책감의 정서로 자극받는 환경커뮤니 이션은 정서의

강도가 지속 으로 높아져야만 효과 이라고 한다.그 지 않으면 환경

문제에 한 외면과 불감증을 낳기 때문이다. 등학생들을 한 환경커

뮤니 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공포스럽고,암울하고,불안해야하는가는 생

각해볼 문제이다. 한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갖게 되는 환경의식도 무

의식 으로 조종당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겠다.77)생명에 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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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져야만 한다는 환경책임을 의식한다는 것도 요하지만, 진 으로

인간 심 이거나 생태 심 인 태도로 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순간 인 변화보다 더 요한 것은 자발 으로 선택하여,지속 으로 실

행할 수 있는 환경책임행동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77)드라이 젝(Dryzek,2005)은 우리가 환경 사안들을 정의하고,해석하고,검토하는 방식을 결정

하는 환경담론은 매우 요하다고 하 다.그는 환경담론을 구분짓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들었

다.앤드루 돕슨(AndrowDobson,1990)은 보수 자연주의,개 환경주의,근본 생태주의

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로빈 에커슬리(RobynEckersley,1992)는 담론을 구분하는 건이 인

간 심 이냐,생태 심 이냐에 있다고 생각했으며,마틴 루이스(MartinLewis,1992)가 받아

들이는 유일한 구분법은 온건주의자와 진주의자,혹은 로메테우스 (Promethean: 진 ,

진취 )환경주의자와 아르카디아 (Arcadian:목가 )환경주의자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하

다.담론은 매우 요하며,개인의 환경에 한 태도를 결정짓는 역할을 해 수 있다.그러나

편향된 정서를 통해 감화된다는 것은 진 인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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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논의

1.환경교육에서의 함의

정서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지에 한 논의는 다양하다.몇몇 이

론가들은 정 인 정서와는 달리 부정 인 정서는 강렬하고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주환(2009)에 따르면 라자루스와 그의 동료들

(Lazarusetal.,1980)의 경우,“사람들은 강력한 희망,호기심,기쁨,들

뜬 기분,환희,열정 등을 경험하는데,이 에서 몇 가지는 분노와 공포

만큼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이처럼 부분의 이론가들

은 정 인 정서는 비교 약하고 쉽게 사라지는 반면에 부정 인 정서

는 강하면서도 꽤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많은 커뮤니 이

션 연구자들이 인 부정정서에 많은 심을 기울이는 것이 이러한

까닭이다.그러나 지속되는 정서라고 해서 꼭 인간의 삶에 바람직한 도

움을 주는 것인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때로는 공포와 불안,분노,

우울 등과 같은 불쾌 정서는 인간을 지속 인 악몽과 불행한 자기 괴

로 이끌기도 하며,불쾌감정에의 집 으로 삶이 치우쳐 자기주도 인 삶

을 포기하게도 만든다.부정 인 정서는 인간의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하

지만, 부분 인간의 삶을 괴하는 역기능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간

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지속 인 향이 바람직한 행동을 실천하

는 데 도움을 수 있는 지에 한 고민도 필요하다.많은 연구자들이

부정 인 정서가 기에는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하는 데 효과 이지만,

강도의 향을 많이 받으며 어느 순간에는 정서의 강도에 상 없이 무감

각해져 버린다고 한다.

반면 인간의 정 정서 상태는 뇌의 인지 조직화를 보다 효율 으

로 이끌고, 정 자료들을 단서로 하여 학습을 더욱 진시킬 수 있다.

행동의 동기 유발 측면에서 정서는 사회 참조와 잠정이입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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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사회 행동을 조 하는 기능을 갖는다. 정 정서는 부정

정서보다 인간의 정 상태를 지속시키려는 동기를 유발하며,이에 따

라 즐거운 일을 선호하고,더욱 즐겁게 일하려고 하는 내 동기를 유발

하게도 한다(Wu,2006)는 사실을 환경커뮤니 이션에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정서는 인간 삶의 방향뿐 아니라,인지 정교화와 범주화에

도 향을 다.따라서 복잡다단한 문제를 다루는 환경커뮤니 이션에

서는 인간 뿐 아니라 인간이외의 환경에 한 입장을 올바른 자세로

변해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환경교육에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환경교육 분야에서도 환경감수성과 환경책임행동의 향 계에

한 논의는 있어왔다.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서와 환경교육의 계

를 환경감수성으로 국한시킨 경우가 부분이었으며,환경감수성은 심리

측면에서 정확히 정의된 바가 없다.이에 환경감수성에 포함된 정서가

구체 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부정 이고 정 인 정서는 어떻게 구

분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이론 인 연구를 진행해온 것이

다.실증 인 연구가 없다보니 선행연구의 문헌연구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 환경감수성에 포함된 공감의 정서 부정 인 정서와 정

인 정서에 한 비교연구도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환경과 련된 정서를 구체화하고,환경정서와 일반 인 정서의 차이를 밝

힌 결과는 환경교육에 있어 정서 인 측면의 연구를 발 시키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환경교육은 이제 손 안의 작은 기기로 들어올 수도 있다.언제,어

디서나 환경커뮤니 이션을 통해 환경교육과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에서 환경커뮤니 이션과 정서의 상 계를 환경책임행동의 실

천을 통해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환경커뮤니 이션의 환경정서가 미

래세 의 환경책임행동에 미칠 수 있는 정 인 향을 실증 으로 밝

낸 본 연구는 다양한 환경커뮤니 이션을 환경교육에 들여오는 데 근간을

마련해 것이다.본 연구를 통해 환경커뮤니 이션이 이성,정서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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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환경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마

련해주었다.

셋째,정서는 사회 상황에서 아동 자신의 행동을 조 하게 돕고,아

동의 정서표 은 타인의 행동에 향을 미쳐 아동의 정서반응은 조 될

수 있다(Wu,2006). 등학생시기의 사회 행동에 정서가 미치는 향

은 매우 크다는 것이다.그러나 등학생을 상으로 한 정서와 환경책

임행동에 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이러한 이유로 ‘경이로운

환경에 감탄하며,그릇된 인간 활동의 잘못을 깨닫고 환경을 책임지고자

하는 행동의 실천’을 시하면서도,‘불 하고,연약한 자연,환경오염,그

로 인한 에 시달리게 될 공포의 환경문제’에 편 된 환경커뮤니 이

션이 학교 장에서도 환경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편

향성 자체를 충분한 논의 없이 비 하는 것은 안된다.다른 집단, 심,

아이디어의 성격을 그릇되게 지각하도록 유도하는 강한 편향성만을 비난

해야 하는 것이다(Bailey,2010).그러나 편향된 부정 환경정서의 커뮤

니 이션이 아동들에게 미칠 향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하 다.이제 환경커뮤니 이션을 통한 환경교육에 있어

단순히 주시 (週時的)인 효과만을 생각한 활용보다,더욱 깊이 있는 고

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특히 등학교 고학년 시

기는 사춘기에 해당된다.이 시기는 청소년기 가장 변화가 많고,안정

이지 않으며 정서 으로 매우 민감하다.이러한 시기에 편향 인 정서의

환경커뮤니 이션을 도입하여 환경교육을 한다는 것은 매우 험한 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정서의 구체 인 내용과 특징을 분

석함으로써 환경교육에서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환경감수성을 심리

학 인 측면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발 을 마련해주었다. 슨(1994)은

“정서는 환경에 한 우리의 입장을 갖게 하고,특정한 사람, 상,행동

그리고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거나 다른 것으로부터 어낸다.”고 밝혔다.

환경과 련된 정서를 분석하고,환경책임행동을 이끌어내는 설득기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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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서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가 정서를 정과 부정,죄책감과 공포,환경감수

성 등으로 분 된 형태로 다룬 것과는 달리,일반 인 정서를 환경과

련된 정서인 환경정서로 구체화하고,환경책임행동과의 연결고리로 삼았

다.환경정서에 해당되는 다양한 정서는 4개의 정서(경이,동정,공포,죄

책감)로 범주화하 으며,실증연구를 통해 환경정서와 환경책임행동의

계를 밝혔다. 한 각 정서를 정 환경정서와 부정 환경정서로

이원화하여 더 큰 역으로 확 된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환경정서를 환

경교육에 용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을 제공하 다.

결과 으로 본 연구는 환경정서를 실증 으로 규명하여 개념화하 으

며, 표 환경정서로 구체화하 고,환경책임행동과 환경정서의 상

계를 밝 환경교육에서 정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본 연구결과로 정서와 환경책임행동과의 계를 인식하

고,환경정서를 표 인 설득기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환경책임행동의 변화를 좀 더 구체 으로 밝힐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하 다.앞선 연구에서 제시된 환경책임행동에 해 묻는 설문문항을

검토해 보면 과거의 행동만을 묻거나 재진행형으로 묻는 문항이 부

분이었다.사 과 사후를 비교할 수 있는 문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

우가 많았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카이 (1999)의 친환경모델에 따라

어미를 ‘∼할 것이다’로 만든 행동 의지에 해 묻는 문항을 추가 으로

구성하여 사후문항을 변형함으로써,사 의 환경책임행동과 사후의 환경

책임행동을 비교하는 실증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설문을 통해 환경책

임행동을 자기보고식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행동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카이 (1999)에 따르면 환경에 한 행동변화의 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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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행동을 실천하는 데 직 인 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했다.따

라서 본 연구의 사 과 사후 설문문항의 어미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환경

책임행동의 실천에 미치는 향을 설명해 수 있어 환경책임행동에

한 향을 보다 구체 으로 악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환경과 련된 정서를 구체화하여 정서와 환경책임행동의 계

를 명확히 하 다.국내의 실증연구에서 환경책임행동과 정서에 련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그 오해섭(1998)은 환경에 한 동정과 연민

등의 감정 인 측면인 환경감수성이 발달할수록 시민 ,경제 ,교육 ,

설득 ,신체 역 환경책임성 체에 한 행동수 도 높다고 했

다.환경에 한 태도와 감수성이 정 일수록 환경책임성 행동수 이

높고,환경감수성이 여타 변인에 비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이

다.그러나 이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환경 문제 생태 지식과 행

기능 지식,환경경험 활동이 많을수록 등에 한 조건과 함께 결과

를 도출한 것이다.본 연구가 환경에 련된 정서를 분석하고, 표 인

환경정서로 범주화하여 환경정서에 을 맞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재 과 김인호(2002)는 어떤 행 의 환경 책임성을 단하기 해 ‘주

인 죄책감(SubjectivelyResponsibleEnvironmentalBehavior:SREB)’

을78)근거로 청소년 상의 환경책임 행동의 문항을 구성하며 정서의 측

면이 환경책임행동과 연 이 있음을 제로 연구를 진행했다.이재 과 김

인호(2002)의 연구는 정서가 환경책임행동과 련이 있다는 것을 제로

죄책감이라는 특정 정서를 환경책임행동의 요변수로 설정하 다는 데

있어 본 연구와 연 이 깊다.그러나 수많은 정서 ‘죄책감’만을 환경책

임행동에의 요한 요인으로 두어 환경책임행동의 설문을 구성한 것은 정

서와 환경책임행동의 계를 밝히는 데 있어 한계를 보여 다. 한 죄책

감을 자기보고식으로 기술하여, 상되는 죄책감(expectedguilty)을 책임

있는 환경행동의 바탕에 둔다는 가정은 본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78)이재 과 김인호(2002)는 지각된(perceived),기 되는 는 상되는(expecte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환경행동 측정치의 주 성(subjectivity)을 나타냈다.이는 문가들의 단이 아니라,

응답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이해하는지에 을 맞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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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 연구는 환경책임행동과 정서간의 계를 밝히는 데 있어 환

경에 직 으로 련이 있는 환경정서를 분석하여 다양한 정서간의

계에 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셋째,오래 부터 지 되어온 환경교육 역의 문제에 한 근거를 마

련하 다.국내 환경교육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

직도 환경오염 역을 통해 지식을 형성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

것은 환경교육의 역이 환경오염 환경보 과 책 역에 치우쳐 지

도되고 있다는(이선경 외,2001)오랜 문제 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게 문제 으로 지 되었으면서도 해결책이 제

시되지 못하는 이유는 ‘왜,환경 오염 역에 치우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에 한 실증 인 이유가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환경 역의 편 에 한 문제 을 정서 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었다.환경오염 문제에 치우친 내용이 지식의 주요내용이 되는 것

은 정서 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오염이라는 환경문제는 환

경에 한 부정 인 정서를 유도하기 마련이다.더럽고,지 분하고,해결

해야만 하는 과제를 제시할 때 아름다움과 경이로운 감정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때로 비극 이고,슬 상황의 제시는 극 인 효과를 불러일으켜

학생들의 심을 살 수 있다.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인 환경문제만을 주

제로 삼는 환경교육은 아동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암묵 인 죄책

감이나 망감만을 안겨 수도 있다.부정 정서에 치우친 감정 응

집은 환경에 한 태도의 퇴보를 가져올 뿐이다.어떠한 부정 향이 있

는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심을 끌고자 하는 정서의 사

용은 해가 될 수도 있다.감정을 자극하는 스토리는 깨달음을 쉽게 해

수는 있지만,그 이상은 해 수 없다(김진 ,2000).이와 같은 환경교육

의 주된 역에 한 문제 을 지식 인 측면이 아닌 환경정서와 환경책

임행동의 변화로 살펴볼 수 있다는 새로운 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의 장을 시․공간 으로 확장하 다는 의의가 있

다.앞으로 환경교육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매체와 련된 환경교육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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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습방법을 경시할 수 없다.이제 스마트 교육의 시 가 열렸다.환

경교육에 있어 가장 이상 인 교수-학습 방법은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야외체험활동이다.그러나 시·공간 제약으로 야외환경교육을 할 수 없

는 상황이라면 매체와 미디어를 이용한 교수-학습 방법도 고려해볼 필

요가 있다. 사회의 필수수단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환경교육은

언제 어디서든 맞춤형 스마트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다.스마트 기기 속의 환경교육은 언론매체의 보도가 주요한 역

할을 할 것이다.그 심에는 커뮤니 이션이 자리한다.

다양한 매체의 환경커뮤니 이션을 환경교육에 들여오기 해서는 환

경교육의 목표에 근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커뮤니 이션을 선택하는

안목을 지녀야 할 것이다.올바른 선택을 해서는 환경커뮤니 이션의

내용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주도면 함이 필요하다.특히 등학

생의 경우 환경감수성이 형성되는 요한 시기이다.이러한 시기에 편향

된 정서를 통한 환경커뮤니 이션을 활용한다는 것은 지나친 감정 반

응에 매몰되어,그 그걸로 끝나는 환경교육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바

람직한 환경커뮤니 이션은 스스로 문제의식을 깨닫고,해결의지를 불러

일으켜 실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지식을 통한 환경교육이나 정보를 달하는 데서 끝나는 환경커

뮤니 이션을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할 것이다.물론 커뮤니 이션이 다

양한 체험활동과 같은 교육을 신할 수는 없다.그러나 환경커뮤니 이

션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재의 학생들을 해 환경책임행동을 이끌어

환경커뮤니 이션과 교육을 연구하는 것은 요한 주제일 것이다.본

연구는 환경감수성을 일깨우고,환경문제에 공감할 수 있는 보다 극

인 환경커뮤니 이션이 요구된다는 사실이 밝혔다.

종합 으로 본 연구는 환경커뮤니 이션의 환경정서와 환경책임행동의

계를 밝 환경커뮤니 이션을 좀 더 교육 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

울 것이다. 한 환경교육자들이 바람직한 환경커뮤니 이션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을 제시하 다는 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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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언

1.요약 결론

지 까지 환경교육은 환경책임행동의 실천을 목표로 끊임없이 발 하

고 성장해왔다.그러나 연구의 부분이 형식·비형식 교육에서의 환경교

육 로그램 개발이나 교육과정 운 ,학습목표의 개발에만 집 되는 경

향이 있었다.이제 책임의 시 를 맞이하여 환경책임행동의 실천을 이끌

어낼 수 있는 설득커뮤니 이션에 집 해야 할 때이다.

오늘날의 환경교육은 정형화된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학생

들은 스마트 기기 속 어 리 이션을 통해서,가족들과 녁식사를 하는

에 듣게 되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친구들과 버스에서 우연히 듣게

되는 공익 고를 통해서도 환경교육에 노출될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환경교육은 이제 사회의 로 간다에 동승해야 한다.환경감수성과

같은 요한 정서가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그러나 실내에서도 환경감수성과 같은 바

람직한 정서를 향상하고자 한다면,커뮤니 이션을 수단으로 한 환경교

육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그 다면 이제는 상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고,마음껏 상상하게 하고,다가올 미래가 우리의 의식

있는 환경행동으로 밝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하겠다.환경

커뮤니 이션을 통해 근하는 환경교육을 요하게 고려해야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있다.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랐고,집 앞의 공

원이 자연환경의 부인 등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이들은

야외에서의 체험활동에 쏟을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학교가 끝

나면 학원으로,학원이 끝나면 깜깜해진 후 집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은 우

리나라 학생들에게 있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이러한 실을 고려한

다면 야외로 나가 마음껏 자연과 뛰어 놀며,감정을 나 는 방법이외에 차



- 161 -

선책도 필요한 것이다.이에 환경감수성과 같은 환경의 정서를 구체화하

고,환경정서와 환경책임행동의 상 계를 주목해야한다.

환경책임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이성보다는 감정을 통한 설득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주 논의되어 왔다.그러나 어떠한 정서 자극이

환경교육의 목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지에 해서는 별다른 연

구가 없었다.이성보다 정서의 자극이 환경책임행동을 이끄는데 도움이

된다고는 하나,그 정서 안에는 수천,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있을 수

있다.김 석(2005)에 따르면 에이 스와 엘리스(EayresandEllis,1990)

의 연구에서는 동정심과 죄의식 소구에 한 실험에서 포스터를 제작할

때 포스터의 목 이 모 운동을 하려는 것인지,자원 사자를 모집하는

것인지에 따라 활용되는 정서가 다르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과 련된 ‘정서’의 개념에 해 문헌 연구를 바탕

으로 조작 으로 정의를 내린 후,설문 연구를 통해 이를 범주화하여 환경

책임행동과 환경정서와의 상 계를 밝히고자 하 다.연구에 참여한

상은 등학교 5,6학년 학생들로 총 1278명(남:636명,여:647명)이다.

우선 <연구 1>에서는 서울시 2개 등학교의 5,6학년 98명을 상으

로 ‘환경에 한 일반 인 감정’과 ‘환경문제에 책임지고자 하는 환경책

임의 감정’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그 결과 등학생들의 환경정

서에는 다양한 정서들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연구 2>에서 정서가 등학생들의 환경책임행동을 유도하

는 데 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실험연구를 진행하 다.실험연

구에 참여한 학생은 서울시 송 구에 치한 3개 등학교의 575명이다.

실험을 진행하기 해 세 차례의 비조사와 문가 검토를 거쳐 이성과

정서 유형별 텍스트와 환경책임행동의 사 ·사후설문지를 구성하 다.환

경커뮤니 이션의 선행연구 에는 정보나 지식의 설명을 통한 설득커뮤

니 이션이 감정의 설득유형보다 효과 이었다는 연구가 있었다.이에

등학생에게 있어 정서가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이,정보의 달인 이

성 유형보다 정 인지 밝히는 연구가 필요했다.따라서 이성과 정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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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텍스트를 읽은 후 사 ·사후 환경책임행동의 변화를 비교하고,회귀

분석을 통해 향력을 비교하 다.정서 유형에는 사랑과 공포의 정서를

사용하 다.이성(190명)과 정 정서(사랑:199명),부정 정서(공포:

189명)유형에 참여한 피실험자는 유사한 비율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이성보다 정서 유형이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는 유의미

한 결과를 얻었다.그러나 환경책임행동의 실 에 이성 환경커뮤니 이

션은 도움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환경책임행동의 사 ․사후측정

결과는 차이가 있었지만,환경커뮤니 이션에 노출된 모든 경우 환경책임

행동은 증가하 기 때문이다.환경을 주제로 한 설득커뮤니 이션에 노출

된다는 것은 환경책임행동에 어떤 유형이라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하지만 하 범주별 차이가 있으므로 이성과 정서 유형의 환경커뮤

니 이션 텍스트를 선택할 때 주된 목 으로 삼는 환경책임행동의 하 범

주와의 향 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연구 3>은 <연구 1>과 문헌연구를 토 로 표 인 환경정서를 경

외,동정,공포,죄책감의 정서로 분류하 다.서울시 송 구에 치한 3

개 등학교의 214명을 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 다.

환경정서는 경이로운 자연을 잃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공포를 느

끼는 것이기도 하고,감사한 자연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기도 하다.자

연을 보 하지 못한 죄책감이기도 하고,아름다운 환경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기도 하다.이러한 모든 정서들이 포함되어있는 환경

정서에는 사랑의 정서가 스며있다.사랑의 감정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환경정서는 일반 인 정서와 차이가 없다.환경정서는 일반 인 도덕

정서와는 달리 단히 복잡하고,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환경정서

는 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상 개념으로 나 수 있다.

즉 환경정서란 환경과 미래세 의 인간에 해 책임을 지고자 하는 감

정이며,책임행동의 실천을 수반하는 정서라는 사실을 밝 졌다.일반 으

로 환경책임행동은 환경을 경이롭고,사랑스럽고,애틋하게 여기고,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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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여기는 감정을 바탕으로 두려움,안타까움,미안함,연민,죄책감을 느

끼며 실 된다. 표 인 환경정서로는 경외,사랑,공포,동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인간과 환경을 존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 <연구 4>에서는 서울시 송 구의 3개 등학교의 399명을

상으로 표 환경정서인 경외,동정,공포,죄책감이 등학생들의 환

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을 실험하 다.그 결과,환경정서가 환경책임

행동에 미치는 향과 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환경책임행동에 미

치는 향이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가설은 채택되었다.환경정서 유

형별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정 인 향을 미쳤다.다만 환경책임행동

의 하 범주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따라서 좀 더 구체화된 목표를 세웠

을 경우 환경커뮤니 이션의 목 에 따라 환경정서가 활용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서를 구체 으로 규

명하고,환경책임행동과의 상 계를 밝혔다.환경커뮤니 이션에서 정

서를 효과 인 설득기제로 선택하기 해서는 환경정서와 환경책임행동

의 하 범주별 향 계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한 지식의 이해보다는 감정 설득이 환경문제에 한 책임을 느

끼고 실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환경정서의 바탕에는 생명존 에 한 사랑의 감정이 있었으며,

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등학생들에게 경이롭고,신비로운 자연의 향력을 깨닫는 환경감수

성은 환경책임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데 매우 요한 것이다.오감을 활

용하여 환경에 한 공감능력을 키워 수 없다면,환경커뮤니 이션을

통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국내인구의 90%이상이 도시생활을 하고 있는

지 ,환경커뮤니 이션을 통한 교육에서조차 공포와 죄책감,연민 등에

치우친 환경정서를 활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잘못된 감정의 응

집력은 환경의 이미지를 왜곡되게 할 수도 있다.환경문제의 원인을 살피

고,보 책을 세우는 것만이 강조된다면,환경커뮤니 이션은 식상한

정보제공과 공포의 조장역할만을 하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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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들에게 환경에 한 두렵거나,죄스러운 정서를 갖게 하는 환

경커뮤니 이션은 부정 이고,우울한 미래사회를 그려낼 수밖에 없다.

지속 인 두려움은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로

책임지려하기보다는,낙담하고 자포자기하는 운명론자로 만들 수도 있다.

는 환경문제의 주범인 인간에 한 불신이 강해져,인간생존을 한 기

인 활동에서조차 죄책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환경과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 느껴지는 환경정서의 바탕에는 환경에

한 사랑의 감정과 생명존 의 마음이 있다.도덕 정서에도 나쁜 정서

와 좋은 정서가 구별되지 않듯,환경정서를 좋은 정서와 나쁜 정서로 분

류할 수는 없다.모든 환경정서는 환경책임행동의 실천을 증가시켜 수

있는 요한 기제이기 때문이다.본 연구는 환경정서의 효과성을 통해 이

분법 으로 환경정서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환경책임행동을 실

천하는 학생들이 좀 더 극 이고,희망 인 태도를 가지고 지속 인 책

임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정서를 통해 돕자는 것이다.유년시 경

험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한 기억으로 평생을 사는 성인들이 많다.아

름다운 자연환경에 한 기억은 환경책임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환경커뮤니 이션을 통한 환경교육은 직 경험할 수 없는 경이로운

환경을 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등학생 시기는 정서 으로 매우 민

감한 시기이다. 등학생들의 환경교육에서 사용되는 환경커뮤니 이션이

바람직한 정서자극으로 간 경험을 하게한다면 올바른 환경책임행동을

양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커뮤니 이션과 환경교육에서 환경정서

를 설득기제로 활용한,다양한 의 후속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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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계 제언

본 연구는 우선 서울시 송 구 소재의 3개 등학교 학생들을 상으

로 하 다는 지역 제한 이 있다.아울러 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형식

조작기로 인정하지만, ·고등학생 혹은 성인과는 다른 인지 특성

을 지녔다는 에서 일반화의 한계를 지닌다.

다음으로 환경책임행동을 실천하는데 향을 수 있는 환경정서의

기반에는 사랑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본 연구는 환경정서와 환경책임

행동의 향 계를 밝힌 것이므로,환경과 련된 문제가 아닌 일반 인

각 정서와 책임행동의 상 계로는 확 하기 어렵다.

후속연구로는 연구의 참여 상을 유아,청소년,성인,노인으로 넓히

는 것과 실험물을 텍스트에 국한하지 않고 각 상에 맞는 것으로 실

험 처치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도 필요하겠다.아울러 한 달이나 일주

일이 아닌 6개월 이상으로 장기 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본 연구

의 결과를 더욱 구체화되도록 도울 수 있겠다.장기간의 연구기간을 설

정한다면 정서와 환경지식의 련성이나,정서가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의 실천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기후변화가 아닌 다른 환경주제를 설정하여 환경책임행동과 환

경정서의 계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다양한 환경주제에 따른 환경

정서와 환경책임행동의 계를 살펴본다면,다른 에서 환경교육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양 연구 방법으로 환경정서 유형의 텍스트를 이

용한 실험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얻었으나,앞으로 질 연구 방법을

통해 환경과 련된 정서가 환경책임행동에 미치는 향의 과정에 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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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환경과 련된 정서

하 ?

는 울 학 에  경  공 하고 는 강민 니다.

는 ‘ 등학생들  가진 경책 ’에 한 사과  비하고 습니다. 

답  거나 람직한 답  원하는 것  니므 , 생각하는  직  답

해주 .  지는 연   는 사 하지 습니다.  답

에 걸리는 상시간  20 니다. 본 에 답해주 , 말 고맙습니다. 

2013   월

연  : 울 학  학원 경 공 사과  강민  

지도 수 : 재

 :                   폰 :

 : 

*몇 학년인가요? ① 5학년 ② 6학년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남학생 ② 여학생

1.환경을 생각하면 주로 어떤 감정이 드는지 어주세요.

2인간이 환경문제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나의

감정은 무엇인지 어주세요.

3.내가 생각하는 환경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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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환경정서

하 ?

는 울 학 에  경  공 하고 는 강민 니다.

는 ‘ 등학생들  가진 경책 ’에 한 사과  비하고 습니다. 

답  거나 람직한 답  원하는 것  니므 , 생각하는  직  답

해주 .  지는 연   는 사 하지 습니다.  답

에 걸리는 상시간  20 니다. 본 에 답해주 , 말 고맙습니다. 

2014   월

연  : 울 학  학원 경 공 사과  강민  

지도 수 : 재

 :                   폰 :

 : 

*몇 학년인가요? ①5학년 ②6학년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남학생 ②여학생

- 경 감 : 다움, 신비함, 함, 고마움

- 죄책감 : 죄 식  느껴짐

- 동 심 : 함, 타 움

- 공포감 : 움, 함, 움

*아래의 문항을 잘 읽고,해당되는 감정을 1개 골라 Ⅴ표시하세요.

1.평소에 ‘환경’이란 단어를 생각하면,환경에 해 어떤 감정이 드나요?

① 경외심 ② 죄책감 ③ 동정심 ④ 공포심 ⑤ 기타 ( )

2.환경과 련된 자료(TV,인터넷,뉴스 등의 매체,책,수업)를 통해,주로 경험

했던 환경에 한 감정은 무엇인가요?

① 경외심 ② 죄책감 ③ 동정심 ④ 공포심 ⑤ 기타 ( )

3.평소에 ‘환경문제에 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때 주로 경험했던 환경에 한

나의 감정은 무엇인가요?

① 경외심 ② 죄책감 ③ 동정심 ④ 공포심 ⑤ 기타 ( )

4.평소에 환경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때는 환경에 해 어떤 감정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나요?

① 경외심 ② 죄책감 ③ 동정심 ④ 공포심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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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환경책임행동

하 ?

는 울 학 에  경  공 하고 는 강민 니다.

는 ‘ 등학생들  가진 경책 과 향’에 한 사과  

비하고 습니다. 답  거나 람직한 답  원하는 것  니

므 , 생각하고 는 그  직하게 답해주 . 지는  

 과 후  2 니다.

 지는 연  는 사 하지 고, 개 보도 

지 습니다.  답에 걸리는 상시간  20 니다. 주어진 내

  고 √  해주 .

본 에 답해주 , 말 고맙습니다. 

2013     월

연  : 울 학  학원 경 공 사과  강민  

지도 수 : 재

        : 연 실             , 폰 

        : 

*여러분에 한 일반 인 질문입니다.해당되는 곳에 Ⅴ표시하시거나,

어주세요.

1.몇 학년인가요? ①5학년 ②6학년

2.성별은 무엇인가요? ①남학생 ②여학생

3.환경과 련된 지식을 알게 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학교 수업 교내활동 ②TV ③인터넷 ④친구와의 화

⑤책 ⑥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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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환경책임행동 사 측정



- 185 -

<부록 3-2>환경책임행동 사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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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후, 후변  -

 

 우리는 상생  에  ‘날 ’  ‘ 후’라는 말  주 사 하게 

니다. 가끔 우리는  낱말  똑같  쓰 도 하는 .   낱말

 뜻  큰 차 가 습니다.  들어, ‘ 늘  고, 비가 많  

다’라고 하는 것  ‘날 ’  말하는 것 . 그 지만 ‘우리나라  

여 철  고, 비가 많  다.’라고 말한다  것  ‘ 후’  

하는 것 랍니다. 처럼 우리가 평 에  쓰는 ‘날 ’라는 말  맑

고, 리고, 고, 고, 비가 고, 눈  는 것과 같  매 매  변

하는  상태  미합니다. 그리고 러한 날 가 한 지역에 수

십  상  나타나게 는, 그 지역  평균 날  ‘

후’라고 하지 . 

수십 , 또는 그 상 랫동  복  후가 빠 게 변하여 

 간 동  과는 달리 새 고 뚜 한 후  차  나타내

는 경우도 습니다. 것  ‘ 후변 ’라고해 . 후변 는 태 에

지,  변 , 해  움직  등과 같  연 상에 해 연

 어나 도 하지만, 간 동  원  경우도 많  습니다. 

별한 개  한 산림 , 규  산업 동 등  하여 

생하는 산 탄   등  그 라고 볼 수 겠지 . 

 후변  해 나타날 생 경  변 에 하  해,  

여러  할 수 는  엇  ?

<4-1>실험텍스트 :이성

 * 래는 ‘ 후변 ’   니다. 주  게 고, 답해주 .

★ 다음 장으로 넘기기 에 을 꼭 한 번 더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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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실험텍스트 :사랑

* 래는 ‘ 후변 ’   니다. 주  게 고, 답해주 .

 - 사랑  공동체  지    -

 

 지  평 웠  생 들  균 계가  가고 습니다. 

별한 간 동  한 후변   늘어나고, 생 들

 살 갈  게 는가하 , 가 과 수   게 해지

는 것처럼 말 죠. 래  후는 끊 없  변 했지만, 연스

러운 후변  에  생 들 사  균   계는 지 지 지

었습니다. 변  경 에 도 운 계  어나갔 에 

가 에게 도움  주고 , 살 갈 수 었  것 지 .

래  간  연  다  동식 들과 사 게 어울리

고, 나누  살 습니다. 주 날, ‘지 ’에 ‘ 간’ 라는 하나  

새 운 생 체가 탄생하  말 죠. 그 후  살  다  

생 들과 함께 거움  찾고 어 움도 겪 , 커다란 하나  

계  시 나간 것 랍니다. 그리고 지 지 다 한 생 들  

어울  살 가는 지 공동체  루어 살 가고 습니다. 간  

포함한 든 생 들  신  역할  어 . 간  동  한 

 빠  후변  간과 생 들 사   균  진다

, 지  생   생 에 어 움  느낄 거 . 지 지 맺어

 도움 계가 질 수도 겠죠.

간과 연  게 어 살 가  해,  여러  

할 수 는  엇  ?    

★ 다음 장으로 넘기기 에 을 꼭 한 번 더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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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실험텍스트 :경외

* 래는 ‘ 후변 ’   니다. 주  게 고, 답해주 .

 

 - 거 하고, 다운 지  -

  

  재 지 에는 별한 간 동  심각한 후변  상  나

타나고 습니다. 빠 게 변한 후 경  생 들  살 갈  

게 거나,  게 해지는 가 생겼습니다. 지  에  편

 살 가  간과 동식  에게 어 움  생 게  것 죠. 원래 

후변 는 연  나타나는 상 었습니다. 다  지에 새 운 

생 체도 탄생시키고, 지  다운 지  만들어내는  도움도 주

었지 . 산  폭 하  뜨거운  어 후가 변 하고, 

  식어 어지  과 산도 만들어 거든 . 그리고 그것

 큰 비  람  지고 도 하 , 새 운 연 경도 만

들어냈답니다.

  사람들  연  거 함과 다움에 라곤 합니다.  상  

고 는 고  하늘과 끊 없  변해가는 하  , 그   

수 없는 고  다, 키 큰 나 들  울창한 숲, 가도 가도 끝  없

 펼쳐지는 래사막 같  연 에  우리는  재  뿐 죠. 

연 에  심각한 고민거리도 한  래처럼 가볍게 어지고, 새

운 망도 생 니다. 그런    빠  후변 , 다운 지

 에  누리고 는 행복한 생  어 워질지도 겠습니다.

  우리에게 생 과 식  주는 고마운 한 지  해, 

 여러  할 수 는  엇  ?

★ 다음 장으로 넘기기 에 을 꼭 한 번 더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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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실험텍스트 :동정

* 래는 ‘ 후변 ’   니다. 주  게 고, 답해주 .

 - 눈  리는 지  -

 

재 해마다 갑 스런 후변  해 생 들  하게 죽어가고 

습니다. 지는 지  도  가  많  식 들  말라죽고, 동 들

  것과 살 곳  어 갈 곳 없  헤매 도 하지 .  후변

 는 동식 들만 겪는 것  니에 .  귀했  지역  사람들  

가  계 어, 는  차 없습니다.  하니 곡식  

심  수 없어 는 사람들  늘어나고, 실  죽어가는 어린 들도 

많 지고 어 . 그런가하  루  민들  나라가  에 겨 

슬픔에 빠 습니다.

 막  들에 우리 가 타 워하고 습니다. 우리가 

고 는 것보다 훨  많  지 가 하고 답니다.  우리는 

 어  해 뜨거운 태  래 수 십 킬 미  걷는 프리카 

어린 들  슬픈 눈   해 . 변  후  가 어 

어죽는 펭귄, 쉴 곳  없어 헤엄치다 죽게 는 극곰  습

도  합니다. 근  후변  수많  생 들  살 곳  

었습니다. 하는 지  생 들  해 는 우리가 나  보살

펴  합니다. 겨워하는 지 에게 미 한 마  가 , 갑 스러운 

후변  해 고통 고 는 하고 타 운 생 들  하  

해 도  합니다.

 없고, 연 한 지  생 들, 고통 는 지  가 들  보 하

 해  여러  할 수 는  엇  ?

★ 다음 장으로 넘기기 에 을 꼭 한 번 더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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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실험텍스트 :공포

* 래는 ‘ 후변 ’   니다. 주  게 고, 답해주 .

 

- 지 가 마주한 공포 -

재 간  에는 상상하지도 못했  재  경험하고 습

니다. 갑 스런 후변  하루에도 수십  생 들   에 

마주하게 었고, 프리카  같   지역  주 심한 가  

 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가하  어  지역에 는 

 어마어마한 수나 폭 에 큰 피해  도 하지 . 지  지  

하는 지  난 는 극지  얼  빠  도  여, 해수  

고 습니다. 

후변 는 지  생태계에 큰  가 는 험한 재가 었어

.  폭우   지역들  에 고, 겨울에는 폭  통

 마비 는 지역도 많 습니다. 한여  살   수  

 사람들  죽 도 합니다. 지 지 없었  신  러스가  

지  곳곳에  수 천  숨  가 도 하지 .   심각

해지는 후변  지  지 는 공포에 고 습니다. 특  후변

 한 해수  상승  도시들  닷 에  수도 고, 루처

럼 나라 체가 에  에  수도 습니다. 산  눈  

, 러내린 에 는 마 도 생  수 겠지 .  우리에게 

어   큰 험  닥쳐, 지  체가 운 험에 빠지게  지 

도 니다.

우리  하는 지   해결하  해,  여러  할 

수 는  엇  ?

★ 다음 장으로 넘기기 에 을 꼭 한 번 더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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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실험텍스트 :죄책감

* 래는 ‘ 후변 ’   니다. 주  게 고, 답해주 .

 - 간에 한 지  비극   -

재 평 웠  생 들  균 계가  가고 습니다. 별한 

간 동  한 후변  생 들  살 갈  게 는가하 , 가

과 수  간과 동식 들  과 식량  해지는 등  가 생

겨나고 는 것 죠. 래  후는 끊 없  변 했지만, 연스러운 

후변  에  가 각  생  원래  어갈 수 었습니다. 

그러나 는 달라 습니다. 다  생 들과 균  맞  과

는 달리  사람들  편 하고, 락한 생  누리고  지 경  

변 시키고 는 것 죠.  들어 편리함  한 동차 사  끊

없  산 탄 가 고,  사 하 고 는  공  

시  나 들  사라지고 습니다. 규  사 는 가 들  

 내뿜는 가스는 실가스  늘어나게 하는 원  고 지 . 또한 

가 과 산업시 에 는 과다하게 에 지가 사 도 합니다.  같  

간  별한 지  사  후  도  변 시 , 간뿐만 니라 

다  생 들에게도 큰 피해  주고 답니다. 진  해 생겨

난 가  프리카 사람들   찾 러 랜 시간  걷도  하거나, 마

실 과 식량  없어 죽게 할 수도 어 .  든 것들  우리들  다  

생 들  고 하지  채 원  낭비하  살 가  니다.

  간  별한 동에 한 한 후변  생 는  해결

하  해,  여러  할 수 는  엇  ?  

★ 다음 장으로 넘기기 에 을 꼭 한 번 더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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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ImpactofEmotionin

CommunicationonEnvironmentally

Responsiblebehavior

Kang, Minjeo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modernsociety,theconceptof“responsibility”and“emotion”

becomecrucial,particularlyinenvironmentalissues.Thisisbecause

a consciousness ofresponsibility leads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and positive and proactive emotion promote practical

behavior.Atpresentastheissuesincreasesignificantlyin the

world,environmentalcommunicationprovidesrelevantinformationto

thepublic.Through advertisement,message,TV campaign and

mediatheproblemsaredeliveredasahottopic.Simplydrawingthe



- 193 -

public’s attention causes people to have a distorted view of

environmentalissuesbystimulatingtheirfeelings.Therefore,itistime

torequireamorespecificreviewoftheinterrelationbetweenemotion

provokedbytheissueandenvironmentallyresponsiblebehavior(ERB)

with the emotion. In environmentally education (EE) field,

teaching-learningmethodappliedtoenvironmentalcommunicationplays

an importantrole;yetresearches aboutthe contribution ofthe

communicationasatoolofpersuasiondonotsuffice.Therefore,the

primarypurposeofthisstudyistoinvestigatetheconnectionbetween

ERB andemotionwhichisamajorpersuasionmechanism inthe

communication,andtodiscusshow thecommutationproperlyapplies

toemotion.Forachievingthegoals,thisstudyimplementstheanalysis

of emotion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environment, identifying

environmentalemotion.Afterthatitillustratestherelationshipwith

ERBamongschoolchildren.

Thisstudy conducted twosurveystoanalyzetheemotion

related with environment.After that based on the early

researchabouttheideaof‘emotion’,‘environmentallyemotion’

is defined.Through two experiments itdemonstrates how

emotionaffectsthebehavioronthecommunication.Thesubject

is1,278students- thefifth and sixth gradein elementary

school(male:636,female:647).Thefollowingistheresultof

thisresearch.

A study,<EmotionsrelatedwithEnvironment>,tocompare

‘generalfeeling towardenvironment’to‘feelingresponsiblefor

environmentalproblems’,isdesignedwith98students-fift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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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hgradeoftwodifferentelementaryschoolsinSeoul.Itwas

foundthatarangeofemotionsareincluded,andclimatechange

isconsideredasthemostimportantissuetotheschoolchildren.

The nextresearch is <EffectsofEnvironmentally Emotions>

which reveals primarily whether the emotions affect children

affirmatively. The sample was selected from three different

elementary schoolslocatedin Songpa,Seoul.575studentswere

testedwithbothReasonandEmotion(loveandfear)typetextand

pre and postquestionnaires aboutERB.These methods were

reviewedbyexpertsandthreefeasibilitystudieswereconducted.

Thecontentofthesurveyisthatafterthechildrenreadeachtext

type,thedifferencebetweenpreandproquestionnaireofERBis

compared;additionally,theeffectofemotion isinferredthrough

RegressionAnalysis.Eachtypetextswereusedbypositive(love)

andnegative(fear)emotion.Theresultshowsthatmorepositive

effecttothesubjectwasbroughtfrom emotiontypethanreason

one.However,it doesn’t mean that reasonable environmental

communication willnotcontribute to promoting the responsible

behavior.Infact,exposingpersuasivecommunicationpersechanges

thebehavioroptimisticallyregardlessofthetypes.Butcorrelationin

selectingreasonoremotiontypetextiscarefullyconsideredbecause

thediscrepancywasfoundedbyeachsubcategoryofERB.

In <Environmentally Emotion study> typicalemotions are

categorizedasreverence,sympathy,fearandguiltonthebasis

of<EmotionsrelatedwithEnvironment>andliteratureresearches.

214 elementary schoolstudentsfrom threedifferentlocatio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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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pa, Seoul participated in the survey. It is found that

environmentallyemotionsincludefearanddreadwhenreverenced

natureandbeautifulenvironmentisdestroyed,expressionrespectto

thankfulnatureandafeelingofguiltyfornotprotectingit.Allof

thesearebasicallypermeatedwithfondnessofenvironment.Itisa

distinguished feature compared with previous general emotion,

explaining thatenvironmentalemotions are highly intricate and

containvariousmeanings.Thus,itisafeelingnotonlytoacceptthe

nextgenerationandenvironmentasadutybuttopractiseresponsible

action.ERBisrealizedwhenpeoplefeelenvironmentalemotionssuch

asfear,pity,sorriness,sympathyandguiltwhichweredrawnfrom

awe,fondness,kindnessandpreciousness.Amongthem,reverence,

sympathy,fearandguiltoriginatingfrom appreciatingenvironment

andhuman,refertotherepresentativeenvironmentalemotions.

Lastly,in<EffectsofEnvironmentallyEmotion>,399studentsfrom

threeelementaryschoolsinSongpa,Seoulservedassubject.This

experimentdesignedtoinvestigatehow therepresentativeemotions

influencetheERBtothechildren.Althoughvariationofthebehaviorin

accordancewitheveryenvironmentalemotionafterpro-questionnaire

finished areobserved,theemotionsfunction positively;meaningful

alterationappearsineachemotion’ssubcategories.Genderdifference

arisethatgirlresponsemoreaffirmativelythanboythoughasignificant

differenceonthisexperimentemergesfromemotionofguiltonly.

Thisstudyattemptstoconcretelyestablishenvironmentalemotion

andtoassisttheapplicationoftheemotionsinEEbyrevealingthe

relationshipwithERB.Inordertoutilizethem in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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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asaneffectivepersuasivemechanism,itisvitalto

concentrate on mutualrelations ofsubcategories in ERB and

Environmentalemotionrespectively.Furthermore,ratherthanmerely

understanding environmental issues as knowledge, emotional

persuasionisamoreeffectivewaytocreateconscientiousbehavior.

Fundamentalenvironmentalemotionsderivefrom affectionvaluing

life;atthesametime,positiveemotionscoexistwithnegativeones.

Itdoesnotattempttodividethem ingoodandbad.Allofthem

areacriticalmechanism toencouragepracticeoftheresponsible

behavior.Buttherearebiasedemotionsappliedtothechildren

education after considering carefully the effect. Therefore,

environmentalcommunicationbymeansofEEneedstotakeinto

moredeliberateconsiderationinsteadoffocusingonasingleeffect.

In thepedagogyofEE,thecorrelationbetweenenvironmental

sentimentandERBhasbeenacontroversialissue.Thegreatpartof

earlyresearcheswaslimitedintherelationshipbetweenemotionand

EE,confiningtheconnectiontothesentiment.Besides,thedefinition

ofenvironmentalsensitive on psychologicalperspective is still

ambiguous.Itreflectsthatmostofresearchdependedontheoretical

andliteratureapproachwithoutanalyzingwhatkindofemotions

categorizeinenvironmentalsensitiveandsearchinghowthenegative

andpositiveemotionscanbeclassified.Forthosereasons,this

empiricalstudyhelpedtodevelopEEontheaspectofemotionasit

specificallyproposestheenvironmentalemotions,differentiategeneral

emotionfromenvironmentalone,andcorrelateswithERB.Moreover,

withtheresultthatenvironmentalcommunicationhasaneffec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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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regardlessofreasonandemotiontype,itoffersafoundationto

facilitatethepracticaluseintheeducationfield.

By expandingthesubject,periodofstudyandmethod,this

studysuggestsvariousanglestodeterminethelinkagebetween

theemotion and ERB aswellasa direction to prospective

research.Ihopeithelpsfollowingresearcherswhoareinterested

inEEortherelationshipbetweenemotionandEE.

Keywords:emotion,environmentallyemotion,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ERB),environmentalcommunication,

environmentaleducation(EE).

StudentNumber:2011-3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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