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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환경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은 다양한 교과를 통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적일 수 있다. 또 환경에 대한 지식과 가치 사이에는
특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Iozzi, 1989), 정의적 영역에 초점을 맞
춘 별도의 교육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술교과
에서 환경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환경교육 방법을 마련하고자, '환경미술
감상수업'을 기획하고, '글쓰기' 활동을 주요 감상 방법으로 설정하여, 구체
적인 글쓰기 방법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미술 감상수업이 초등학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
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함으로써 환경미술 감상수업의 환경 교육
적 효과를 확인하고,

감상수업에서 글쓰기 활동의 유무 및 방법에 따라

환경태도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밝힘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환경미술
감상수업 방법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
구자는 글쓰기의 유무 및 방법(성찰적 글쓰기, 비평적 글쓰기)을 달리한
환경미술 감상수업을 설계․실행한 후, 환경태도 검사와 자기 기입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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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술 감상수업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77명을 세 집단으로 구성
하여 2012년 3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6차시에 걸쳐 실시되었다. 환
경미술 작품과 수업 모형에 따른 활동 및 발문은 세 집단에 동일하게 적
용하되, 실험집단은 '기억을 떠올리기'전략에 따라 성찰적 글쓰기를, 비
교집단1은 '비평가 되어보기'전략에 따라 비평적 글쓰기를 하였으며 비
교집단2는 글쓰기를 하지 않았다. '비평적 글쓰기'는 '환경미술작품의 형
식과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좋은 점과 가치를 평가하
도록 하는 글쓰기'이며, '성찰적 글쓰기'는 '환경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이
를 자기 성찰의 매개체로 삼아, 환경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이해하고 나
아가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글쓰기'이다. 환경미술 감상수업의
환경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술 감상수업과는 다른 새
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환경미술 작품을 통해 감상자의 환경
태도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는 '성찰적 글쓰기'를 마련
하여, 미술 교육을 위한 글쓰기로서 '비평적 글쓰기'와 비교하여 그 효과
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감상수업이 끝나고 1주일 후 실시한 환경태도 검사 결과, 실험집단은
환경태도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비교집
단1과 비교집단2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세 집단
간 사후 검사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의 점수와 다른 두
집단 간의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자기 기입식 설문 조사에서는 실
험집단의 학생들이 비교집단1,2의 학생들보다 환경태도의 변화에 대한
응답을 더 많이 함으로써 환경태도 검사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이상의 검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글쓰기를 활용하지 않은 환경미술 감상수업은 초
등학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환경
미술 감상수업에서 글쓰기 활동 자체가 초등학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키
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셋째,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성찰적
글쓰기는 초등학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나, 비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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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에서, 환경미술 감상수업은 그 자체로는 환경 교육적 효과를 갖지
않지만,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른 성찰적 글쓰기를 활용한 환경미
술 감상수업은 초등학생들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환
경교육 방법이라고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학생들의 글을 통
해,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른 성찰적 글쓰기는 학생들의 환경태도
및 행동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냄으로써, 또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의 활
용 및 자기환경화 전략으로 작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키
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미술에 대한 감상활동도 적절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환
경 교육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환경교육
방법을 보다 다양화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보편적인 교육 방법인
'글쓰기'를 활용하여 그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환경미술 감상수업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전기적인 연구(biograghical research)가 이루어지지 못
하였으며, 질적 분석이 미흡하여 환경태도의 변화 과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환경교육에
서 환경미술 및 감상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논의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환경미술, 감상수업, 비평적 글쓰기, 성찰적 글쓰기, 환경태도
학

번 : 2009-2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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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람과 자연환경과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환경교육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교육 목표
중 하나이다(Cohen, 1992; Cohen & Horm-Wingerd, 1993; 김정원 외,
2006). 인류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
의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에 있으며, 환경에 대한 태도는 환경
행동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Stern & Oscamp, 1987;
김종순, 2010; 금지헌, 2011), '책임 있는 환경 행동의 개발 및 증진' 이
라는 환경교육의 궁극적 목적(Hungerford & Peyton, 1976; Harvey, 1977;
최돈형 외, 2007)을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환경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은 다양한 교과를 통해 지속
적으로 이루어 질 때 효과적일 수 있다. 환경교육은 본질적으로 과학,
예술, 인문학 등 모든 학문분야를 통한 학제 간 접근을 추구하는(Kate
& Bill, 2004), 통합 교육적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인간의 태도는 한 두
개의 교과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환경에 대한 지
식과 가치 사이에는 어떤 특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Iozzi, 1989),
바람직한 환경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이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학교환경교육은 '과학',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
어졌으며, 다양한 교과에서의 접근은 부족하였다(Kate & Bill, 2004).
그리고 환경에 대한 과학적․사회적 사실이나 개념 등 인지적 영역의 교
육이 주로 이루어져(오경환 외, 2004; 박덕순, 2007), 정의적 영역을 기
르는 데 초점을 맞춘 교수-학습 방법들이 개발, 활용되지 못하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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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보다 다양한 학문 및 교과에서 정의적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들을
모색하여, 환경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의 통합성, 지속성,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 교과에 주목하였다. 미술은 주
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심미안을 기르고(박진선,
2008), 모든 조형적 환경, 문화적 환경,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양식을
학습하는 교과(김향미, 2005)라는 점에서 그 성격상 환경교육과 대단히
밀접하다. 자연환경은 오랫동안 미술의 중심 주제가 되어왔으며(김한나
외, 2011), 명확한 메시지를 수반하고 인간의 시각과 감성에 호소하는
특유의 표현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김향미, 2005), 미술은 '생태환
경에 대한 관심과 내용을 보여주고 전달하는 도구와 기술(Lee, 2007)'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환경미술(Environment Art)'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미
술의 한 조류로서 '기존의 미술영역의 범주 안에서 미술가의 관심범위를
환경보존과 자연보호에 맞추고 환경과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및 활동'
(김은영, 2009)을 말한다. 환경미술은 환경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박영남, 2003),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과 자연을 애호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하며(김향미, 2009),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을 자각하게 해 준다(박진선,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미술의 역할에 착안하여 '환경미술 감상수
업'이 환경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교육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환경미술은 이미 미술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미적체험, 표
현, 감상의 영역에서 환경미술과 관련된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미술과 관련된 수업은 표현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상 활동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김한나 외, 2011)1), 미술 교과서
에도 주로 미적체험이나 표현영역에서만 환경미술과 관련된 활동을 다루
1) 설문조사는 서울시 347개 중학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총 200개 중학교에 재직 중인 미술교
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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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상활동을 위한 환경미술 작품의 제시는 부족한 편이다. 또 환경미
술을 환경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연구들은 주로 표현활동 중심의 환
경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 것(김혜영, 2005;
구경희, 2006; 박진선, 2008)으로, 감상활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환경미술의 감상활동 및 그 환경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의
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감상활동은 표현활동보다 우리의 삶과 더 밀접하여, 전 생애로
보았을 때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또 환경교육을 교과 통
합적으로 접근할 때는 기존 교육과정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최돈형 외, 2007), 이러한 점에서 감상활동이 표현활동보다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상활동은 작품을 보는 사람
으로 하여금 작품의 세계와 작가의 내면 뿐 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응시
하고 탐색하도록 하여 사고나 인생관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태

도·가치'와 같은 정의적 영역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미술 감상활동이 사회성, 자아 존중감, 인종에 대한 태도 등을 기
르는 데 효과적임을 증명한 연구(이혜정, 2004; 김경아 외, 2009; 심완
정, 2010)들은 정의적 영역의 교육 방법으로서 감상 수업의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상과 같은 '환경미술'의 환경 교육적 기능과 '감상'의 가치․태도 교육
적 기능은 '환경미술 감상수업'이 환경에 대한 가치 및 태도를 돌아보고
나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돕는 교육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감상수업에서 교사는 수업 목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를 이끌어야 하는 바(류지영, 2011),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도 '환
경태도를 함양'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 감상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그 효과를 검증하여 환경미술 감상수업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
공함으로써, 환경교육 방법으로서 환경미술 감상수업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쓰기'를 주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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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설정하여,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글쓰기' 활동이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감상에 있어서 미
술작품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써 보는 방법은 이상적이고
유용하며(Wilson, 1986), 비교적 쉽고 간단하여, 감상 수업에서 보편적
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비평적 글쓰기'와 '성찰적 글쓰기'라는 두 가지 글쓰기 방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을 보다 구체
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비평적 글쓰기'는 '환경미술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좋은 점과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는 글쓰기'이며, '성찰적 글쓰기'는 '환경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이를 자
기 성찰의 매개체로 삼아, 환경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이해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글쓰기'이다. 연구자는 글쓰기를 활용한
환경미술 감상수업이 환경 교육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술 교
육적 글쓰기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환경미술 작
품을 통해 감상자의 환경태도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
는 '성찰적 글쓰기'를 마련하여, 미술 교육을 위한 글쓰기인 '비평적 글
쓰기'와 비교하여 그 효과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미술 감상수업이 초등학생의 환경태
도를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함으로써 환경미술 감상수업의
환경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고, 감상수업에서 글쓰기 활동의 유무 및 방
법(성찰적 글쓰기, 비평적 글쓰기)에 따라 환경태도의 변화에 차이가 있
는지 밝힘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환경미술 감상수업 방법을 마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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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환경미술 감상수업은 초등학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
을 미치는가?
둘째,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글쓰기 활동은 초등학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성찰적 글쓰기'와 '비평적 글쓰기' 중 초등학
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더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은 무엇인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환경미술 감상수업이 초등학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또 글쓰기 활동의 유무 및 방법에 따라 이러한 결과에 차
이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결과를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실험대상 인원이 다소 부족하며, 동일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서울
광진구 소재의 Y초등학교 6학년 학생 77명)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
를 자연적․사회적 환경이 다른 전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일반화하
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수업은 그 특성상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이를 완벽히 통제하기란 어렵다. 또 환경태도 수준 이외의 학생들
의 선행 학습 요소 및 미술 감상에 대한 태도 등의 차이를 배제하지 못하
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감상수업에서 활용한 환경미술 작품은 연구자가 마련한 선정 기
준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서 연구의 결과를 모든 환경미술에 일반화하
여 해석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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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이 장에서는 환경미술, 감상수업, 글쓰기, 환경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과 환경미술 감상수업이 환경교육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본
연구의 감상수업에서 마련한 글쓰기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
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왜 환경교육
방법으로서 환경미술 감상수업에 주목하고, 감상수업에서 글쓰기 활동을
주요 방법으로 설정하여 활용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1. 환경미술 감상수업
1.1. 환경미술

환경미술(環境美術, Environmental Art)은 현대미술(現代美術, Contemporary
Art)의 한 장르로서, '기존의 미술영역의 범주 안에서 미술가의 관심범위
를 환경보존과 자연보호에 맞추고 환경과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및 활
동'(김은영, 2009)을 말한다. 즉 미술과 환경을 접목시킨 자연친화적인
작품을 통해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과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참여
케 하는 일련의 미술 작품 및 활동을 환경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미술에서의 '환경'이란 우리 생활의 주변 또는 자연 경관으로서,
환경 미술 작품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완성품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또 환경미술은 사회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나 환경오염을 포함한 시대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함으로써(박진선, 2008), 또 다른 측면에서 '환
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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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환경 미술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일상적인 도구들을
사용한 활동, 자연과 민족성에 초점을 맞춘 활동, 성과 에코페미니즘, 환
경파괴, 그리고 환경 재건을 다룬 활동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먼저, 특
정 자연 환경이나 장소는 곧 개인이나 민족을 상징한다는 인식 아래, 몇
몇 작가들은 그들 자신이나 민족, 조상들의 삶을 작품의 주제로 삼았다.
그리고 버려진 물건을 사용하여 작품을 만듦으로써 자신과 자신이 속한
환경을 재창조하고자 하는 활동도 있었으며,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태도가 환경을 파괴해 왔다고 주장하며, 경작되고 정
복되는 대지의 수동적 이미지와 여성의 이미지를 결부시켰다. 또 일부
작가들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방사능에 오염된 장소를 사진으로 찍
어 환경파괴를 고발하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노
력하였다. 끝으로, 환경 재건 활동은 특정 지역 내에서 자연 친화적인
삶의 방식을 실제로 행하고 확인하는 활동이었다(Blandy, Gongdon &
Krug, 1998; 김해경, 2004).
이와 같이, 환경미술 활동은 다양한 형태를 띠며 이루어 졌지만, 모두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였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한다.
그리고 점차 '대지미술', '설치미술'이라는 대표적인 장르로 구분되어 나
타나게 되었다.
'대지미술(大地美術, Earthworks; Land Art)'은 1960~1970년대에 영
국, 독일 등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대지미술은 기본적으로 흙,
돌, 모래, 나뭇가지 등 자연물 그 자체를 재료로 사용하여 조각적 공간
을 구성하는 작품의 형태를 지칭한다(박지은, 2006; 김한나, 2010). 그
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막, 산악, 해변, 설원 등 광대한 토지를 파서 선을
새겨 작품을 만드는 것도 대지미술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지미술
은 인간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시간
이 흐름에 따라 자연력에 의한 침식으로 파괴되기도 하고, 작품의 수명
이 길지 않다. 따라서 후세를 위해서는 예비적 드로잉이나 사진 및 필름
등의 형식으로 남겨지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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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미술은 작품을 자연풍경 속에 위치시켜 풍경 그 자체로 창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박일호, 2002), 생태계 보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기
도 하였다. 로버트 스미스슨(Robert Smithson)의 「아스팔트의 흘러내림」
(Asphalt Rundown, 1969)이란 작품이 검은 아스팔트로 언덕의 일부를
포장하여 환경론자들의 거센 반발을 산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대지미
술 중에는 예술가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하여 자연과 융화된 풍경을 연출
한 작품들도 많으며(김한나, 2010), 일부 미술가들은 자연환경을 좀 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재인식하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 환경적 문제들을
재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김향미, 2009).
'설치미술(設置美術, Installation)'은 환경미술의 또 다른 대표적 형태
로서, 이 용어는 1960년대에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설치'의 사전적 의미
는 설치, 장치, 가설로서 이는 장소에(in) 무언가(object)를 설치해 놓는
(stall)것과 같은 행위(performance)를 의미한다(이소현, 2006). 따라서
설치미술 작가들에게 있어 어디에서 구성하느냐에 대한 '장소'의 문제,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매체'의 문제,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는가
에 대한 '발상'의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설치미술은 항상적이고(permanent), 수집 가능하며, 주변 공간과 구분
된 오브제로 성격화되는 조각과는 다른 '구축(construction)'과 '결합
(assemblage)'으로 이루어진 미술양식으로서, 일정 기간에만 지속되고,
전체 공간을 물리적으로 점유한다. 또 관람자의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심지어는 후각에까지 호소하기도 하고, 관람자가 미술작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람자의 참여를 요청하기도 한다(박일호,
2003). 설치미술은 고정된 사고의 틀과 조형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 모든 장르를 총동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총체적으로 탐색하
는 과정인 것이다(이소현, 2006).
그러나 설치 미술 작품 모두가 환경미술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정의한 '미술가의 관심범위를 환경보존과 자연보호에 맞추고
환경과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및 활동'이 설치 미술의 형태로 표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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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설치 미술은 이와 같
이 '환경미술'로서의 성격을 갖는 작품임을 밝혀둔다.

1.2. 감상수업
『세계미술사전』에서는 '감상(鑑賞, Appreciation)'을 '예술작품의 감각
적 형식과 표현 내용의 전체에서 미를 향수하지만 단지 지적․분석적 이
해와 개인적인 좋고 싫음의 정서적 반응과는 구별하여 작품을 적극적으
로 음미하는 평가 활동이 가해지는 것'이라 하였다. '감상'은 '예술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박휘락, 2003), '미적 가치를 느끼고 이해
하고 판단'하는 내면화과정(이은적 외, 2004)으로서 '풍부한 감성과 고도
의 지성'이 함께 작용하며, 향수(享受)나 관조(觀照)와 같은 수동적인 개
념과는 구분되는 '적극적인 평가활동'(류지영, 2011)인 것이다.
감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감상수업'은 '학생들이 미적 대상에 대해 관
심을 가지고,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미적 가치를 판단하도록 하는 일
련의 활동들로 구성된 수업'으로서, [그림 1]과 같이 '미술'과 '감상자'간
에 이루어지는 감상을 효과적으로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감상교육의 요소 (류지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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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수업은 미술과 감상자를 효과적으로 매개하기 위하여 '방법론'과
'대화'를 활용한다.
방법론은 미술을 수업에서 응용하기 위한 틀로서, 감상수업을 통해 '미
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술로서' 의도한 바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다. 따라서 방법론은 수업의 목표 및 방향을 기본 바탕으로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과 교육 내용의 설정, 교재 작성과 활동의 계획, 그
에 따른 재료나 용구, 작품 사진 등의 준비를 포함한다.
대화는 감상자를 수업에 참여시키는 실천적 측면의 수업 기술로서, 발
문과 대답, 토의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감상자의 주체적이고 자발
적인 감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화는 감상자와 감상자간,
감상자와 교사 간에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
으로 감상자와 미술의 대화와 감상자 내면의 대화가 촉진될 수 있어야
한다.
감상자, 미술, 수업 사이의 모든 과정은 복합적이고 상호적이고 통합
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가운데, 감상수업은 적절한 '방
법론'을 활용하고, 감상자의 '대화'를 주축으로 함으로써, 감상자의 통찰
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1.3. 환경교육 방법으로서의 가능성

이상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환경미술 감상수업'을 '자연과 환경을 소
재로 하며 자연보호와 환경보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환경미술 작품에 대
하여 감상자(학생)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미적가치를 판
단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들로 구성된 수업'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
데 환경미술 감상수업이 하나의 환경교육 방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환경미술'과 '미술 감상' 각각이 가지는 교육적 요소 및 기능을 통
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환경미술'은 미술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일종의 '환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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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환경미술은 현대의 생태학적 관심을 표
현하고, 책임성 있는 환경 보호를 촉구하는 언어로서 작용한다. 즉 환경
미술은 환경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박영남,
2003), 그럼으로써 환경미술은 여러 가지 환경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 내
는 것으로 논의된다. 박진선(2008)은 환경미술을 통해 생태계 균형의 문
제를 사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김향미(2009)는 환경미술 작품을 보거
나 체험하는 사람들이 환경적 메시지를 이해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을 애
호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박영남(2003)과 고승연(2008)
은 환경미술이 환경문제에 대해 개개인들이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
인 방법을 자각시켜 주며, 사회개혁의 수단으로 환경운동을 시작할 수 있
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하였다. 생태계의 위기 속에서
환경미술작품은 시각적 차원을 뛰어넘어 철학적 공간이 되어 정신과 마
음을 각성시키는 환경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미술 감상'은 감상자의 내면세계를 탐색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이
해하도록 함으로써 '가치․태도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미술 감
상은 작품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작품의 세계를 발견하고 작가의 내면
을 통찰하며 공감하고 비평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응시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내면세계를 탐색하도록 하는데, 이는 정서, 가치, 태도 등 다양
한 정의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미술 감상을 통해 작가와
작품, 감상하는 자기 자신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고나 인생관을 확장시키
는 태도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류지영, 2011). 또한 감상자는 작품을
통해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한 타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혹은 문화의
양식 등을 이해할 수 있는데(박휘락, 2003), 그럼으로써 자신의 가치․태도
를 변화시켜 자기를 새롭게 창조하고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자기를 형성할
수 있다. 미술 감상이 인간의 정서와 사상을 형성하는(박휘락, 2003) 가
치․태도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미술'의 '환경 교육적 기능'과, '미술 감상'의 '가치․태도
교육적 기능'을 바탕으로, '환경미술의 감상'은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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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치관, 태도 등에 대한 자각과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환경미
술 감상수업'은 이러한 계기를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
함으로써 하나의 환경교육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환경교육 분야에서 미술 감상활동을 활용하고자 한 시도나 그 효과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남수(2003)는 그림에 대
한 비평 활동들 속에서 환경교육의 지향을 담을 수 있다고 제언하였으며,
장연자(2006)는 환경을 주제로 한 미술품을 감상하면서 환경의 보전과 그
가치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을 미술교과를 통한 환경교육의 방향 중 하나
로 제시하였다. 또 사회성, 자아 존중감, 인종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정
의적 영역의 교육방법으로서 미술 감상수업의 효과를 증명한 연구들(이
혜정, 2004; 김경아, 2009; 심완정, 2010)2)은 환경미술 감상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환경태도를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뒷받침해 준다.

2. 감상수업에서 글쓰기
2.1. 글쓰기의 효과
쓰기란 생각한 것을 정리하여 문자언어로 표현하는 일련의 고등사고과
정으로서, 글쓰기를 통하여 얻는 깨달음은 말하기를 통하여 얻는 것보다
더 정교하다. 말을 하면 우리의 생각은 그것을 말하는 동안만 존재하지
만, 글로 쓰면 우리의 생각은 기록이 되고, 그 과정 중에 의미를 새롭게
깨닫기도 하고 명확하게 정리되기도 하기 때문이다(최현섭, 1996; 이소
2) 이혜정(2004)의 연구에서는 미술 감상 활동이 사회성의 하위 영역으로서 협동성, 관용성, 의사
소통의 용이성 각각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김경아 외(2009)
의 연구에서는 전통 미술작품 감상 및 관련 통합 활동이 유아의 자아 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임
을 밝혔다. 그리고 심완정(2010)은 다문화가 반영된 미술작품 감상활동이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인종에 대한 선호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유아의 인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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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7). 감상에 있어서도 미술작품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
로 써 보는 방법은 이상적이고 유용한 방법으로서(Wilson, 1986; 심영
옥, 2003; 박휘락, 2003), 글쓰기는 감상 수업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술 감상수업에서 글쓰기는 여러 가지 측면의 '미술 교육적 효과'를
갖는다. 미술 감상수업에서 글을 씀으로써 학생들은 미술작품에 대한 반
응을 명백히 하고 작품에 관한 복잡한 생각들을 단어들을 통해 명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미적 대상으로서의 작품을 더 주체적으로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확대 심화시킬 수 있다. 글을 쓰면서 작품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고, 작품이 전하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김으로써 미적 안
목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글쓰기를 통해 예술적 체험의 효
과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미술에 대한 흥미도 높일 수 있다(노용 외,
2006).
미술 감상수업에서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미술 교육적 목적
으로 실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면세계를 탐색하도록 하는 '감상'
과 자기 숙고로서 '글쓰기'의 기능을 바탕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의 효과
를 이끌어내기 위해 글쓰기가 활용될 수 있다.
바로 '성찰의 효과'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감상자는 작품을 통해 감
정, 가치, 태도, 경험 등 자신의 내면세계를 탐색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환경미술 작품을 대상으로 하
여 감상자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대상을 통한 자
기 이해'로서, '성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찰'은 글
쓰기를

통해

심화될

수

있다.

글쓰기는

반성적

사고(反省的思考,

Reflective Thinking)3)를 촉진하여 글을 쓰는 과정 속에서 다시금 스스
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기 숙고의 기회를 가지도록

3) 자아 혹은 자아의 기능을 성찰(省察)하면서 전개되는 사고. 외계(外界)의 사물에 대한 관찰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마음이 작동하는 과정을 성찰하는 것(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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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윤희, 2006).
본 연구에서는 환경미술 감상수업이 환경교육 방법으로서 활용되기 위
해서는 감상수업에서 글쓰기가 '성찰의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향으
로 실시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미술 교육적 효
과와 성찰의 효과를 위한 '비평적 글쓰기'와 '성찰적 글쓰기'를 각각 도입
하고, 구체적인 글쓰기 전략을 적용하여 실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2.2 비평적 글쓰기

'미술 비평(美術 批評, Art Criticism)'은 '작품의 미적 형식과 작가가
나타내려고 했던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일'로
서, '비평문'은 '미술작품의 의미나 내용을 작품의 주제, 재료, 형식 그리
고 사회적 맥락과 예술가의 의도 등에 대해 스스로 살피고, 비교하고,
생각하고, 음미하면서 쓴 글'이다(심영옥, 2003). 즉, 비평문은 작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쓴 글로서, 독서 글을 예로 든다면 책의 주제나
구성을 분석하고 본인의 느낌이나 의견, 그리고 그에 대한 비평을 쓴 것
이다(조윤희, 2005).
미술비평은 학생들이 미적 지각력과 비판적 능력을 길러 주체적으로
미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미술 작품의 가
치를 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은 미술비평이 '언어'를 도구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한수정, 2008).
미적 대상을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며 평가하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글로
바꾸는 과정이 곧 미술 비평으로서, 미술 비평은 감상자의 미학적 경험
과 언어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어난다(김두삼, 1999). 이와 같이, 미술
비평은 미술 교육적 목적으로 실시되며, 비평적 글쓰기는 미술 비평에
있어 핵심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비평적 글쓰기는 미술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글쓰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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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과 비평은 원래 강조점을 달리하는 개념이지만, 그 차이를 구분하
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에서는 비평과 감상을 분리하지 않는
다(박휘락, 2003). 오히려 미술비평은 감상교육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조윤희, 2005), 감상수업에서 비평적 글쓰기가 보편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비평적 글쓰기'를 환경미술 감상수
업에서 미술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글쓰기 방법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비평적 글쓰기'는 '비평문'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나, 본 연구에
서는 '환경미술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좋은 점과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는 글쓰기'로 정의하였다.

• 비평적 글쓰기 전략으로서 '비평가 되어보기'
비평적 글쓰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연구자가 선정한
글쓰기 전략은 '비평가 되어보기'로서, 이는 '자신이 비평가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작품의 좋은 점, 가치 있는 점 등에 대한 생각을 쓰도록 하는
전략'이다. 변혜영(2007)의 연구에서 '비평가 되어 신문에 비평문 쓰기',
구경주(2004)의 연구에서 '나도 비평가'라는 비평문 쓰기 활동을 참고하
여, 본 연구에서 '비평가 되어보기'라는 비평적 글쓰기 전략으로 구성한
것이다.
'비평가 되어보기' 전략은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의 좋은 점과 가치, 그리고 그 이유를 쓰는 방식으로 실행
하도록 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미술 감상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펠트
먼(Feldman)의 미술비평 방법4)에 따른 것이다. '비평가 되어보기' 전략에
따라 쓴 글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전문적인 비평문 형태는
아니지만 작품의 형식과 내용, 자신이 판단한 작품의 가치와 그 이유 등
이 비교적 또렷하게 드러나 있다.
4) 펠트먼(Feldman)의 형식적 비평은 '기술, 분석, 해석, 평가'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은
작품을 처음 대했을 때 작품 속에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목록화 하는 단계이다. 또, '
분석'은 작품의 시각적인 형식 요소들에 대하여 기술하는 단계이며, '해석'은 작품의 의미를 고
려하는 단계이다. 또 '평가'는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비평의 마지막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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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한 남자가 나무를 안고 있는 모
습입니다.

남자는

나뭇가지와

잔가지들로

만들어졌으며, 30~40대 남자의 모습입니다.
남자는 마술사 모자를 쓰고, 손에는 꽃을
들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자
연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 보고, 자연과의
관계를 재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사람을 나뭇가지로 만든

[그림 2] 「Tree Hugger Project」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자연에 대해 다시 생
각해 보고, 자연에 대한 나의 태도와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Tree Hugger Project」에 대해 '비평가 되어보기' 전략에 따라 쓴 글 (김〇〇 )

2.3. 성찰적 글쓰기

성찰(省察, Reflection)은 대상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
으로 내 존재 전체를 돌이키는 '대상을 통한 자기 이해'를 뜻한다(황정현,
2011). 성찰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인데, 여
기서 '반성'이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뉘우침 뿐 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나 움직임을 진지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배연옥, 2007; 김희진, 2011). 또,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고
통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되어(김남성, 1983), 마음의 동요 자
체 보다는 실천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 그 뜻이 이해되기도 한다.
'성찰'은 이처럼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서(김남성, 1983), 환경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
키는 데에도 '성찰'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성찰을 환경교육 방법으
로 활용하여 환경 교육적 효과를 밝힌 연구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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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김순식 외(2010)는 환경에 대한 반성적 글쓰기 활동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 민감도와 환경 실천의지를 향상시킴을 증명하였으며, 김
도균(2004)은 자기성찰을 고려한 마음수련이 생명관 형성과 환경개념
인식 및 환경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도 '성찰'이라는 요소를 활용함으로써 환경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감상 행위는
본질적으로 작품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응시하게 하고, 자신과의 대화를 촉
진시킴으로써 스스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즉 '성찰'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또 성찰을 위해서는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대상, 즉 매개체가 필요한데(황혜진, 2007), 미술 작
품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적 메시지를 전하는 환경미
술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면 감상활동이 감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환경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즉 환경태도에 대해 성찰하도록 하는 활동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이, '글쓰기'는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여 자기 숙고
의 기회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성찰'이 이루어지지는 데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글쓰기의 기능을 바탕으로 국어교육에서는 '성찰적 글
쓰기(reflective writing)'가 개인의 정체성 및 자아 탐색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황혜진, 2007),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도 환경미술 작품
을 대상으로 한 '성찰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환경 태도에 대한 성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덧붙여, '감상문'은 '성찰적 글쓰기'
로 활용되고 있는 글의 형식이므로5)(김혜진,2011),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성찰적 글쓰기'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연구자는 환경미술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성찰'
이 환경태도를 함양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며, 이는 '성찰적 글쓰기'를 통
해 촉진될 수 있다고 보고,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성찰적 글쓰기를 활
5) 이에 국어교육에서는 성찰의 매개체로서 '설화'나, '소설'등이 활용되었으며, 독서 감상문 형
태의 성찰적 글쓰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김혜진, 2011; 조은상, 2011; 김수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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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성찰'은 '자신의 환
경태도에 대한 이해'를 뜻하며, '성찰적 글쓰기'는 '환경미술작품을 감상
하고, 이를 자기 성찰의 매개체로 삼아, 환경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이
해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글쓰기'를 뜻한다.

• 성찰적 글쓰기 전략으로서 '기억을 떠올리기'
성찰적 글쓰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연구자가 선
정한 글쓰기 전략은 '기억을 떠올리기'로서, 이는 류지영(2009)이 구
상한 '감상자의 의미 창조를 위한 감상 방법' 중 하나이다. 기억(記憶,
memory)이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
해 냄'을 뜻하는 말로서, 감상 방법으로서 '기억을 떠올리기'는 감상자로
하여금 작품을 감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이력, 역사적인
사건들을 회상하게 하는 방법이다. '기억을 떠올리기'는 자기와의 관련 속
에서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며, 자신과 통합 할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작품과 관련된 자신의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변화시
키는 체험이 될 수 있는 감상방법이다(류지영, 2011).
연구자는 환경미술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억을 떠올리기'가 의도하는 '자기
자신의 변화'가 곧 '환경태도의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
리고 환경미술 작품은 자연 및 환경을 소재로 하여 환경적 메시지를 전달
하므로, 작품과 관련하여 떠올린 기억은 감상자의 환경과 관련된 경험일
것이며, 따라서 기억을 떠올리는 행위를 통해 감상자가 자신의 환경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 이러한 과정은 글쓰기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기억을 떠올리기'를 성찰적 글쓰
기 전략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억을 떠올리기'는 '작품과 관련
된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고 이와 관련하여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쓰도록 하는 전략'을 뜻하며, 이에 따라 쓴 글은 다음과 같은 형
태로 나타난다.

- 18 -

예전에 바다에 갔을 때 정말 아름다운 조화
를 이루고 있는 바다의 모습을 보았다. 아침에
는 햇살이 바다를 비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
웠고, 저녁에는 또

달빛이 비춘 모습이 아름

다웠다. 이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
을 주는 것 같다. 나는 이 작품을 보면서
예전에 가족과 바다로 놀러간 장면도 생각이
났고, 또 그 때의 추억이 떠올랐다. 사뭇 이런
바다를 계속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림 3]「Mirror Installation」가끔 책에서 바다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있
고, 바닷물이 검은색으로 변해 있는 장면을
보았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바닷물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자연을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Mirror Installation」에 대해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라 쓴 글 (유○○)

3. 환경태도
Fishbein & Ajzen의 정의에 따르면, '태도(Attitudes)는 '특정 대상에 대하
여,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응하려는 후천적으로 체득된,
선평향(predispositon)' 이다(김세원, 1999). '태도'의 정의를 바탕으로 '환
경태도(Environmental Attitudes)'는 보통 '자연환경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심리적 경향성'으로 정의되며, 국내에서 환경 친
화적 태도, 친환경적태도, 환경에 대한 태도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외국
에서는 environmental attitudes, pro-environmental attitudes 등으로
혼용해 사용되고 있다.
환경태도를 보는 관점은 태도의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Hines et al., 1986/87; Lytle & Chamberlain, 1985). 먼저,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태도'로서 환경태도를 보는 관점으로, NEP(New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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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igm)와 같은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즉 특정한 주제에 한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Maloney와
Ward(1973)의 환경태도 영역 중에서 정서(affect)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특정 환경행동에 대한 태도'로서 환경태도를 보는 관점으로, 에너지, 소
비, 재활용, 물, 음식물 쓰레기 등 특정한 주제에 대해 인간이 취하는 행
동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한편, 환경태도의 구성요소는 전통적인 삼원론적 태도모형에 기반한
관점과 내용 영역에 따른 통합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논의된다(Milfont
& Duckitt, 2010). 먼저, 삼원론적 태도모형에 기반하여, 환경태도를 인
지, 정의, 행동의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송달용과 송해균
(1977)은 환경태도를 비교적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긍
정적인 인지적, 정의적 및 행동적 경향성으로 정의하였고, Schultz 외
(2004)는 환경과 관련된 활동 및 이슈에 대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정서(affect), 행동의도의 종합으로 정의하는 등 인지적, 행동적 영역까
지 포함하기도 하였다. 반면, 전통적인 삼원론적 관점과는 다르게 환경
태도를 내용 영역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환경태도를 측
정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는 NEP 측정도구는 환경태도를 자연의 권리,
생태위기, 인간면제주의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연구에 따라 두
영역에서 다섯 영역까지 제시되고 있다. 또 Milfont & Duckitt(2010)은
보존과 활용의 두 영역으로 환경태도의 개념 및 구성차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은 환경태도를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으로 그 범위
를 폭넓게 보는 경우에는 다른 개념들과 중복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금지헌, 2011).
본 연구에서는 환경태도를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태도'로 보는 관점을
따르며, '환경보존태도'와 '환경활용태도'의 두 내용영역에 따라 구성된 것
으로 보았다. '환경보존태도'는 '자연과 다양한 생물종을 본래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인간의 이용과 변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일반적 믿음'을 뜻
하며, '환경활용태도'는 '자연과 자연현상, 생물종이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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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변형되는 것이 옳고, 적절하며, 필요하다는 일반적 믿음'을 의미한
다(Milfont & Duckitt, 2010).

4. 연구 모형
이상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그림 4]와 같은 연구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환경미술과 감상이 가지는 기능을 통하여 환경미술 감상수업이 환경
태도를 함양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
로 환경미술 감상수업을 기획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글쓰기' 활동을 설정하고, '기억을 떠올
리기'와 '비평가 되어보기'를 각각 성찰적, 비평적 글쓰기 전략으로 가정
하여, 이를 감상수업에 적용해 봄으로써 글쓰기 활동이 효과적인 감상수
업 방법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글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환경미술 감상수업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태도를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자 '글쓰기를 활용한 환경미술 감상수업'을 구상, 설계하였다.
'환경미술'과 '감상'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이
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환경교육 방법의 개발 및 그 효과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글쓰기'를 주요 감상 방법으로 설
정하여 환경미술 감상수업을 설계, 실행하고 그 환경 교육적 효과를 밝
히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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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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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그림 5]와 같은 절차로 문헌 연구와 현장 실험을 병행
하였다. 먼저 앞 장에서 제시한 바대로 환경미술, 감상수업, 글쓰기, 환경
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글쓰기의 유무와 방법을 달리
한 환경미술 감상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에서 활용할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환경태도 검사 도구의 선정 및 신뢰도 검사가 이루어 졌다. 현장 실험에
서는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 한 후, 환경미술 감상수업
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환경태도 검사와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해석하여 연구의 결론을 내렸다.
<문헌 연구>

이론적 고찰
⇩

⇩

환경미술 감상수업 설계

검사도구 선정

⇩

⇩

환경미술 작품 선정

<현장 실험>

신뢰도 검사

⇩

⇩

연구 대상 선정
⇩
사전 검사 실시 및 동질 집단 구성
⇩
환경미술 감상수업 실행
⇩
사후 검사 및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실시
⇩
결과 처리 및 결론 도출
[그림 5] 연구 절차

- 23 -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실험은 연구자가 근무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의 Y초
등학교 6학년 학생 7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은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심영옥,
2004), 비판적 시각의 발달로 분석과 해석을 통한 판단이 가능하여, 감상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하는 시기이다. 또 환경과 관련된 경험이 초등학
교 저학년에 비하여 많으며, 사고(思考, thinking)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
는 시기이기도 하다(서봉연 외, 1991). 따라서 환경미술 작품의 가치를 평
가하여 글을 쓰는 비평적 글쓰기나, 작품과 관련된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글을 쓰는 성찰적 글쓰기 활동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연구 대상을 초등
학교 6학년으로 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대 상

학년 및 학급

남자 인원

여자 인원

총 인원

실험집단

6학년 12반

12

12

24

비교집단1

6학년 3반

14

12

26

비교집단2

6학년 5반

14

13

27

3. 실험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실험은 2012년 3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이루어졌다. 먼
저 연구대상을 실험집단, 비교집단1, 비교집단2의 세 집단으로 구성하
고, 사전검사(부록 1)를 실시하여 동질집단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재량
활동시간을 이용하여 1주일에 한 차례씩, 총 6차시에 걸쳐 환경미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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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업을 실시하였다. 감상수업은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급에서 진행하
였으며, 세 집단 모두 글쓰기의 유무 및 방법만 달리하고, 글쓰기 이외
의 수업 방법(감상수업 모형, 발문 등)과 감상 작품은 동일하게 적용하
였다. 즉 실험집단은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라 성찰적 글쓰기를,
비교집단1은 '비평가 되어보기' 전략에 따라 비평적 글쓰기를 활용한 환
경미술 감상수업을 실시하였으며, 비교집단2는 글쓰기가 없는 환경미술
감상수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험 처치 후에, 세 집단 모두 사전 검
사와 동일한 검사지로 환경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도 실시하였다.
본 감상수업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자 실험기간
동안 환경교육 내용 요소가 포함된 타 교과 수업은 연구자가 작성한 지도
안과 수업자료를 활용하여 세 학급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실험 기간 및 방법은 <표 2>와 같으며 집단에 따른 환경미술 감상수업 방
법의 차이는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 실험 기간 및 방법
기간

실험 방법

3.12~3.16

사전 검사

환경태도 검사

3.19~4.27 (6주)

실험 처치

환경미술 감상수업

4.30~5.04

사후 검사

환경태도 검사
․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표 3> 집단 별 환경미술 감상수업 방법
방 법

실험집단

비교집단1

비교집단2

글쓰기 활동의 유무

○

○

×

글쓰기 방법

성찰적 글쓰기

비평적 글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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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 도구 및 결과 처리

4.1. 측정 도구
글쓰기의 유무 및 방법을 달리한 세 집단의 환경미술 감상수업이 연구
대상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환
경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환경태도 측정 도구는 금지헌(2011)의 연구에
서 개발된 환경태도 검사지를 선정하여, 신뢰도 검사를 거쳐 사용하였다.
환경태도 측정 도구는 '환경보존태도(preservation)'와 '환경활용태도(utiliz
ation)'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각 영역별로 6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보존태도'는 '자연과 다양한 생물종을 본래 상태 그
대로 보존하고 인간의 이용과 변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일반적 믿
음'을 뜻하며, '환경활용태도'는 '자연과 자연현상, 생물종이 인간의 목적
을 위해 이용되고 변형되는 것이 옳고, 적절하며, 필요하다는 일반적 믿
음'을 의미한다(Milfont & Duckitt, 2010).
응답양식은 5단계 리커트 척도로서 제시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각각 1-2-3-4-5점에 해당한다.
그러나 8, 9, 10, 11번 문항은 부정적 형태로 질문이 작성되어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각각

5-4-3-2-1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환경태도 검사
지의 구성은 <표 4>와 같으며, 검사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4> 환경태도 검사지의 구성
영역

문항

환경보존태도

1, 2, 3, 4, 5, 6

환경활용태도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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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뢰도 검증
환경태도 측정 도구는 실험대상과 동일한 학교의 6학년 학생 123명에
게 예비조사를 하여 SPSS통계 프로그램 12.0으로 신뢰도 검증을 하였
다. 그 결과 Cronbach α = .705 로 신뢰도가 높은 도구임이 검증되었다.
이에 환경태도 검사 총 12문항을 검사지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4.3. 결과 처리
검사 결과의 처리는 SPSS통계 프로그램 12.0을 이용한 기술통계분석
으로, 세 집단 각각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에 대한 t-검증(paired-samples t-test)을 실시하였으며, 세
집단 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를 각각 비교하기 위하여 분산분석
(ANOVA test)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모두 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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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글쓰기를 활용한
환경미술 감상수업의 설계 및 실행
이 장에서는 환경미술 감상수업의 설계 절차를 제시하고, 이 설계 절
차에 따라 개발․실행된 감상수업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글쓰기의 실행 과
정 및 결과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1. 감상수업의 설계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1)의 환경교육 수업설계 절차
와 박진선(2008)의 초등학교 환경미술교육 프로그램 설계 모형을 참조
하여 [그림 6]과 같은 환경미술 감상수업 설계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감상수업을 개발․실행하였다.
목표 및 주제
설정

내용 선정 및
조직


-

· 감상수업의 목표 설정
· 감상수업의 주제 설정 및 주제에 따른 수업 구성

-

· 환경미술작품의 선정 기준 마련
· 환경미술작품 선정 및 차시별 구성

방법 선정 및
조직

-


감상수업의
실행


·
·
·
·

-

· 글쓰기의 유무 및 방법을 달리한 환경미술 감상수업 실행

평가

-

· 환경태도 검사 실시
·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실시

감상 모형 선정
모형의 각 단계에 따른 활동 및 발문 구안
글쓰기 방법 및 전략 구안 (실험집단, 비교집단1)
수업 지도안 및 활동지 작성

[그림 6] 환경미술 감상수업의 설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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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상수업의 목표 및 주제 설정
2.1. 감상수업의 목표
본 연구에서는 환경미술 감상 수업을 통해 감상자의 환경태도가 증진되
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6차시로 구성된 환경미술 감상수업의 궁극적인 목
표는 '환경태도의 함양'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세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
된다. 그러나 글쓰기의 유무 및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감상수업을 전개하
여 그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므로, 차시별 수업목표는 [그림 7]과
같이 집단별로 달리 설정하여 감상 수업을 실행하였다.
실험집단
환경미술작품을

비교집단1
감상하

고, 작품과 관련된 자신
의 기억을 떠올려 작품
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글
로 쓸 수 있다.

환경미술작품을

비교집단2
감상하

고, 자신이 비평가가 되

환경미술작품을

었다고 가정하고 작품의

고, 작품에 대한 선호도,

좋은 점과 가치 있는 점

가치 등을 점수로 나타낼

등에 대한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다.

감상하

수 있다.






환경태도의 함양

[그림 7] 환경미술 감상수업의 목표

2.2. 감상수업의 주제 및 구성
환경미술 감상수업을 통해 '환경태도의 함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환경미술'이 지
니는 특성에서 공통적인 키워드를 찾아 이를 감상수업의 주제로 설정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6차시의 감상수업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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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삶의 경험(Significant Life Experience ; SLE,
이하 SLE)에 대한 연구6)에서 환경 친화적 가치와 행동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연에서의 경험'임이 밝혀졌다(Chawl.
1999; 신유진, 2011). 또 자연체험은 환경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여러 연구(Hanadee 등, 1968; Tanner, 1980; 박성은, 2003;
정경주, 2003; 정경아, 2009)들을 통해 증명되었다. 한편, 신유진(2011)
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것도 SLE가 될 수 있으므
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도 환경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자연에서의 경험'과 '환경문제의 인식'은 환경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연'과 '환경문제'라는 키워드는 환경미술에서도 찾을 수 있
다. 환경미술의 장르로서, 대지미술은 흙, 돌, 모래, 나뭇가지 등 자연물
그 자체를 재료로 사용하여 조각적 공간을 구성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자연'을 재료로 하여, '자연'에 대해 이야기 한다. 또 환경미술로 분류되
는 설치미술은 대부분 환경문제를 알리고 이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다양
한 미술의 형식을 빌려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으로서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다.
따라서, 환경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환경미술이 지
니는 특성의 공통적인 키워드를 '자연'과 '환경문제'로 보고, 이를 감상수
업의 주제로 정하였다. 그리고 1~3차시에는 '자연'을 주제로 대지미술
작품을, 4~6차시에는 '환경문제'를 주제로 설치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
으로 환경미술 감상수업을 구성하였다. 감상수업을 통해 '자연에서의 경
험'과 '환경문제의 인식'이 직접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지미술․설
치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연'과 '환경문제'에 대해 미술적인 시각으
로 접하여 새롭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환경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의 가능성에 접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6) 현재 환경 보전이나 보호, 환경교육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현재 가진 환
경 친화적 가치나 태도, 행동을 형성한 과거의 어떤 경험, 즉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을 지칭하는
환경교육의 한 연구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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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상수업에서 주제를 활용하는 데 있어, 수업에서 직접 표면화
하여 다루는 것이 아닌, 감상 작품을 통해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택
하였다. 즉 '자연'과 '환경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잘 표현한 대지미술, 설
치미술 작품을 선정함으로써, 작품을 감상하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메시지의 이해가 환경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 것이다.
환경미술 감상수업의 주제 및 6차시의 수업 구성을 [그림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환경미술 장르

감상수업 주제

감상수업 목표

1~3차시

대지미술

➡

자연

➡

4~6차시

설치미술

➡

환경문제

➡

환경태도의
함양

[그림 8] 환경미술 감상수업의 주제 및 구성

3. 환경미술작품의 선정 및 조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과 '환경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잘 드러나는
대지미술, 설치미술 작품을 선정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도 고려하여 환경미
술 작품을 선정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학생의
흥미를 고려한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을 보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은 감상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변혜영, 2007).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작품은 내용과 형식, 재료와 방법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일반
적인 예상을 뛰어 넘는 작품, 기존의 감상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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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믿음이나 개념에 맞서는 작품으로서, 이러한 작품을 선정하여 감상
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이혜진, 2007).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발달 단계를 무시한
작품 선택은 미술 감상 수업의 흥미와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나아가
미술 감상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 설치미술과 대
지미술은 새로움을 느끼게 하는 반면 미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아이들
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작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 동료 교사(미술 교육 전공자 1인, 환경교육
전공자 1인)의 조언과 실험에 참가하지 않는 아동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총 6작품을 주요 작품으로 선정하였는데, 단독 감상 방법에 따라 한 차
시의 감상수업에서 하나의 작품을 감상하되, 동일한 작가의 다른 작품이
나 비슷한 주제의 작품들을 마무리 단계에서 함께 제시하여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감상수업에서 감상 작품으로 활용한 주요 작품
및 그 구성은 <표 5>와 같다.

<표 5> 감상 작품 목록 및 차시별 구성
차시

장르

주제

1
2

작품명 (작가)
Rowan leaves & Hole (Goldworthy)
Mirror placed in water

대지

(Francisco Infante-Arana)
Tree hugger project

자연

미술
3

(Agnieszka Gradzik
소비 및

4
5
6

설치

환경

미술

문제

재활용

and Wiktor Szostalo)
Rubbish House (Graham hudson)

지구온난화

Melting Man (Nele Azevedo)

동물 멸종

Paper Panda (W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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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상수업 방법의 선정 및 조직
본 연구의 감상수업은 '반응 중심 이론7)'에 기반한 반응 중심 감상 모
형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반응 중심 감상은 작품, 작가 보다는
감상자의 반응(反應)을 중시하여, 대상과 현상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명
료화하고, 자신의 반응에 따른 행동에 대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도록
하는 감상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반응 중심 감상법은 초등학생
들의 감상 능력 발달 단계에 적절한 감상법이며(변혜영, 2007), 감상자
의 환경태도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감상자' 및 '감상자
의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모형을 선정하게 되었다.
반응 중심 감상 모형은 일반적으로 '반응의 형성, 반응의 명료화, 반응의
심화, 반응의 내면화' 단계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기본적인 절
차로 삼고, 각 단계에 적합한 활동을 마련하여 감상수업을 실행하였다.
먼저 '반응의 형성' 단계에서는 작품을 제시하고,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작품의 제시는 교실의 TV 화면과 학
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배부되는 학습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작품의 제시법
에 따라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미적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심영옥,
2003),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작품을 제시하였는데, 미술품을 제시하고 학
생들에게 20-30초간 조용히 작품을 보고 기억하게 만드는 시각 암기술
이나 작품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공개하는 부분적 제시법 등을 활용하였
다. 그리고 작품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
에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 작품을 제시하였고, 작품의 제작 과정
을 담은 동영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였다. 작품을 보고 학생들
은 작품에 대한 첫인상과 느낌, 즉 자신의 반응을 형성하고 이를 발표하
였다. 이때, 형식이나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7) 반응 중심 이론은 문학 비평 이론 중의 하나로 텍스트 자체 보다는 그것을 읽고 받아들이는 독
자의 다양한 반응을 존중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우리나라에서 '수용미학'이나 '독자 반응 이론'
등의 용어로 사용된다(변혜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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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반응의 명료화' 단계에서는 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명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술
작품의 주된 구성 요소는 형식과 내용이다8). 따라서 '감상'은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의 감각적인 형식과 정신적인 내용을 맛보고 즐기는 활동이 되어
야 하며(박휘락, 2003), 이러한 작품의 이해가 이루어 졌을 때 작품에 대
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자신의 첫 반응을 명료화할 수 있다.
특히 환경미술은 환경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본 감상수
업은 '환경태도의 함양'을 목표로 하므로,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환경미술은 환경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
달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므로 메시지의 표현과 관련된 작품의
형식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 보다 쉽
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하여 교사의 발문과 이에 따른 학생의 답변과 함
께 두 가지 활동을 활용하였다. '작품이 도난당했다고 가정하고 수사관에
게 작품 설명하기' 활동을 통하여 작품의 형식을 더욱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가가 되어 자신의 작품의 의미 설명하기' 활동을 통
하여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이
러한 활동이 소집단 토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생 간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였다.
'반응의 심화' 단계에서는 반응의 명료화 단계에서 획득한 작품의 내용
과 형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반응을 심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미술 감상수업 방법으로서, 글쓰기 활동 및
글쓰기 방법이 가지는 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는 집단별로
그 방법을 달리하였는데, 실험집단은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라 성찰
적 글쓰기를, 비교집단1은 '비평가 되어보기' 전략에 따라 비평적 글쓰기
8) 내용은 작품의 주제나 제재 등 작가가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이며, 형식은 표현 방법
이나 조형 요소와 원리 및 구성 등 표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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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하였다. '기억을 떠올리기' 는 '작품과 관련된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
고 이와 관련하여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쓰도록 하는 전략'이며,
'비평가 되어보기'는 '자신이 비평가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작품의 좋은 점,
가치 있는 점 등에 대한 생각을 쓰도록 하는 전략'이다. 한편 환경미술 감
상수업에서 '글쓰기' 활동 자체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교집단2는
글쓰기 대신 작품의 가치, 선호도에 따라 작품에 점수를 부여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는 미술 감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활동으로서,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하고, 그 이유를 제시 하도
록 한다는 점에서 반응을 심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글쓰기 활동 대신 적용하였다. 글쓰기 활동의 실행 과정 및 결과는 이 장
의 '5.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글쓰기의 실행'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내면화'란 '개인의 사고 및 감정, 행동 등이 여러 가지의 사회적 영향
을 받아 내부로 흡수되는 현상'으로서 마지막 단계인 '반응의 내면화' 단
계에서는 글쓰기를 통해 심화된 반응을 서로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반응
이 내면화 되도록 하였다. 실험집단, 비교집단1에서는 자신이 쓴 글을,
비교집단2에서는 자신이 매긴 작품의 선호도와 가치에 대한 점수를 소집
단과 전체집단에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의 반응을 확인하고 교류하
였다. 그리고 세 집단 모두 주제가 비슷한 다른 작품이나 같은 작가의 다
른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 감상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다.
반응 중심 감상 모형에 따른 감상수업의 절차 및 활동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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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감상수업의 절차 및 활동
단계
(시간)
반응의
형성
(5분)
반응의
명료화
(10분)

활
․ 작품 제시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작품 제시

․ 반응 형성

․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

․ 작품의 형식에

․ 작품의 형식에 대한 질문과 답변

대한 탐색 및
설명
․ 작품의 내용에
대한 탐색 및
설명

․ 작품을 도난당했다 가정하고 수사관에게 작품
설명하기
․ 작품의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
․ 작가가 되어 작품의 의미 설명하기
․ 작품과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기

실험집단
반응의

비교집단1

(15분)
․ 작품에 점수
부여하기
․ 글 발표

내면화

․ 점수 발표

(10분)

․ 다른 작품
감상

․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른
성찰적 글쓰기
․ 작품의 좋은 점, 가치 있는 점

․ 글쓰기

심화

반응의

동

비교집단2
실험집단,
비교집단1
비교집단2

생각하기
․ '비평가 되어보기' 전략에 따른
비평적 글쓰기
․ 작품의 가치, 선호도를 점수로
나타내기
․ 자신의 글 발표
․ 자신의 점수 발표

․ 비슷한 주제의 다른 작품, 같은 작가의 다른 작
품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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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글쓰기의 실행
5.1. 글쓰기의 실행 과정
실험집단과 비교집단1에서의 글쓰기 활동은 동일한 과정 및 방법을 통해
실시되었다. 먼저 학생들이 글을 쓰기 전, 연구자는 몇 가지 중립적인 발문
을 하여 학생들이 글쓰기 전략을 실행하는 것을 도왔다. 실험집단에서는 작
품의 의미와 관련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돕는 발문을 활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환경미술 작품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작품이 설
치된 장소와 작품의 재료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발문도 함께 활
용하였다. 또 비교집단1에서는 작품의 좋은 점과 가치 있는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발문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글쓰기 전략
에 대한 제시문이 주어진 감상 활동지에 약 15분 가량동안 글을 썼다.
• 기억을 떠올리기 : 작품을 보고 떠오르는 자신의 기억을 써 봅시다. 그리고 그
기억과 관련하여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써 봅시다.
• 비평가 되어보기 : 자신이 비평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작품의 좋은 점,
가치 있는 점 (또는 그렇지 않은 점)과 그 이유 등에 대해 써 봅시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미술 감상에 대한 글쓰기는 이야기나 토의하는
일들보다 어려우며(심영옥, 2003),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감상수업의 효
과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글의 분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
게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1의 환경미술 감상수업에
서 글쓰기의 실행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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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작품 감상
형성,
명료화

작품과 관련된 기억 떠올리기

교사

(반응의
⇨

의

⇨ <비교집단1>

발문

단계)

제시문
⇨

작품의 좋은 점, 가치있는 점

읽고,
글쓰기

생각하기

[그림 9] 실험집단과 비교집단1의 글쓰기 실행 과정

5.2. 글쓰기의 실행 결과

본 감상수업에서 학생들이 쓴 글은 글쓰기 전략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었
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자료이다. 나아가 학생들이 작품을 감상하
면서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며, 경험하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글쓰기 활동
이 환경태도의 함양에 어떻게 기여 하였는지 또는 기여하지 않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글이 어떤 내
용으로 구성되고,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영역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영역분석은 질적인 자료
를 주제별로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범주를 구분하고 연구하고 있는 상황
을 조망하는 데 쓰인다(박도순, 2001). 분석의 일반적 방법으로서 자료
를 주의 깊게 반복해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에 표시를 해 두고, 표시한
내용을 토대로 주제별로 분류한 후 이를 조직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5.2.1.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른 성찰적 글쓰기 결과

실험집단의 학생 24명이 총 6차시의 수업에서 쓴 글 144편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글에 포함된 내용 및 그 전개는 대략적으로 [그림 10]과
같았다. 학생들은 자연 또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경험 1~2가지를 떠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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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의 느낌이나 생각과 함께 기술하였고, 이는 감상한 작품에 대한 느
낌이나 생각 또는 작품을 통해 깨달은 점 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제시
문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환경태
도 및 행동에 대한 자신의 다짐이나 바람 등을 기술하였다.

자연,
환경문제
와 관련된
경험

⇨

느낌이나
생각

환경태도 및

작품에 대한

경험에 대한
⇨

느낌이나 생각
(작품을 통해
깨달은 점)

⇨

환경행동에
대한
다짐, 바람

[그림 10]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라 쓴 글의 내용 및 전개

그러나 '자연'을 주제로 대지미술 작품을 감상한 1~3차시와 '환경문제'
를 주제로 설치미술 작품을 감상한 4~6차시에서 학생들이 떠올린 기억
과 그에 따른 글의 내용은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연구자는 학생들
의 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학생들이 떠올린 기억을 몇 가지로 범주화
해 보고, 그에 따라 글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하였다.

• 대지미술 작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른 성찰적 글쓰기 결과

대지미술은 주로 자연물을 재료로 하여 자연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형
태로서 학생들은 이러한 작품을 통하여 작품의 재료나 작품이 설치된 장
소와 관련된 자연에서의(자연과 관련된) 경험을 주로 떠올렸다. 그러한
경험은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로 구분되었는데, <표 7>과 같이
그에 따라 글의 내용 및 전개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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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지미술 작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라 쓴 글의 내용 및 전개
내용 및 전개

주제
(차시)

떠올린 기억
자연에

자연
(1~3)

서의
(자연과
관련된)
경험

경험에 대한

작품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느낌이나 생각

긍정

․ 좋은 느낌이나 생각

적인

․ (자연에 대한 고

경험
부정
적인
경험

․ 좋은 느낌이나 생각

마움, 사랑)
․ 경험에 대한 반성
․ (자연에 대한 미안함)

환경태도
및
환경행동
에 대한

․ 작품을 통해 깨달은 점

다짐,
바람

다음 김○○의 글과 같이 떠올린 경험이 긍정적일 경우, 그 때의 좋은
느낌을 함께 떠올려 기술하였으며 이는 자연에 대한 고마움, 사랑과 작
품에 대한 좋은 느낌이나 생각의 표현으로 이어졌다.
예전에 큰 숲속에 가서 100년 된 나무를 보고 안은 적이 있다. 그런데 안아
도 손이 닿지 않을 만큼 컸다. 나무를 안았을 때 100년 동안의 알 수 없는 무
언가가 느껴졌다. 하지만 나무를 안았을 때 고마움을 느꼈고 그리고 우리 사람
들이 한 잘못된 짓에 미안함이 느껴졌다. 위 작품을 보고 그때의 생각이 들어서
좋았다. 이 작품은 훌륭한 작품인 것 같다. 작품에서 말한 듯이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 생각한다. 그러니 자연을 사랑하고 아껴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Tree Hugger Project」(그림 2)에 대한 김○○의 글

이○○의 글과 같이 자연에 대한 경험이 부정적일 경우, 자신의 행동
에 대한 반성을 함께 기술하였고 이는 자연에 대한 미안함, 작품을 통해
깨달은 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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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키자니아를 갔을 때 한얼이와 태한이와 함께 산림청을 체험했는데 나
무가 가짜나무라서 함부로 했고 종이도 함부로 썼는데 이 작품을 보니 속으로
는 뜨끔하기도 했고 우리도 나무처럼 자연이므로 자연이 자연을 파괴 한다는
것은 좀 심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여태 자연을 함부로 했는데 이런 작품을 보
니까 나무를, 자연을 아끼고 소중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Tree Hugger Project」(그림 2)에 대한 이○○의 글

• 설치미술 작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른 성찰적 글쓰기 결과

4~6차시에 감상한 설치미술은 주로 환경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서 학생들은 이러한 작품을 통하여 환경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
을 주로 떠올렸으며, 역시 떠올린 기억에 따라 글에 포함된 내용 및 전개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떠올린 기억은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나
타난 경우도 있어, 구분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표 8>과
같이 4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표 8> 설치미술 작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라 쓴 글의 내용 및 전개
내용 및 전개

주제
(차시)

떠올린 기억
환경문제
에 대한
직접

긍정적인
경험

경험에 대한

작품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느낌이나 생각

․ 좋은 느낌이나

․ 좋은 느낌이나

생각

부정적인
경험

․ 경험에 대한 반성

문제

환경문제와 관련한

․ 자신의 태도 및

(4~6)

일반적 태도 및

환경

경험

행동
환경문제에 대한
간접경험

행동에 대한
반성
․ 환경문제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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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 작품을 통해
깨달은 점
․ 작품을 통해
깨달은 점
․ 작품에 대한 생각

환경태도
및
환경행동
에 대한
다짐, 바람

먼저, 이○○의 글과 같이 환경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떠올려
글을 쓴 경우이다. 이때 경험에 대한 좋은 느낌을 함께 떠올려 기술하였
으며 이는 작품에 대한 좋은 느낌이나 생각으로 연결되었다.
작년에 나는 밑에 집에 사는 친구와 동생,
그리고 우리언니와

남동생과 함께 크리스마

스 파티를 하였다. 동생은 노래도 부르고, 다
같이 연극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퀴즈도
맞혔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모두 상품을 어떻게 구하고 무엇으로 할
지 고민이었다. 결국 우리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우리 언니와 내가 아이디어를 내었

[그림 11]「Rubbish house」 다. 상품이 4~5개가 필요한데 사려면 너무 돈
이 많이 들것이고,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많

이 필요했다. 그래 서 서로 거의 새것이지만 쓰지 않는 물건을 모아서 상품으로
하기로 했다. 이 작품을 봤을 때 이 기억이 떠올랐다. 버릴 수도 있었지만 알뜰매
장처럼 서로 나누어 쓰니 기분도 좋고 절약해서 좋았다. 이 작품을 보고서 재활
용을 꼭 하고,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 작품은 많은 느낌을 준 것 같다.

「Rubbish house」에 대한 이○○의 글

조○○의 글과 같이 부정적인 경험을 떠올린 경우 그러한 경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작품을 통해 깨달은 점을 기술하였다.
이 작품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전혀 더럽게 느껴지지
않고, 예쁘고 아기자기하다. 쓰레기로 만들어도 아기자기 할 수 있다. 며칠 전, 한 골
목을 지나고 있을 때 나는 엄청 놀랐다. 가로수 밑에 7~8개 쯤 되는 쓰레기 더미와
음식물 쓰레기가 있었다. 보기에도 안 좋고,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아서 그냥 나뒹구
는 쓰레기들은 더 더러웠다. 사람들이 재활용과 쓰레기를 버릴 때 좀 더 조심스러웠
으면 했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말 이 작가가 존경스럽고, 이런
작품을 만드셨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다고 느꼈다.

「Rubbish house」(그림 11)에 대한 조○○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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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의 글과 같이 특정한 경험이 아니라 환경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일반적인 태도 및 행동을 떠올린 학생들도 많았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은 주로 자신이 반성해야 할 점이나 작품을 통해 깨달은 점에 대
해 기술하였다.
나는 옷을 입고 작아지거나 입을 수 있는 상태이면 사촌동생에게 자주 옷을 물려주
곤 한다. 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물건을 사지 않으려고 노력도 한다. 그렇지만 물건을
사고 잃어버리면 '그냥 다시 사면되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그 물건
하나에 자원이 얼마나 낭비되고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
다. 나는 이 작품을 보고 처음에 이상하게 생긴 집인데 신기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보잘 것 없는 쓰레기도 많이 모이면 이렇게 집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꼭 필요한 물건만 사도록 하고 재활용을 잘하
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도록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Rubbish house」(그림 11)에 대한 김○○의 글

그리고 '지구 온난화'와 '동물 멸종'과 같이 전 지구적 환경문제9)를 주제
로 한 작품에 대해서는 TV, 인터넷 등의 매체와 학교 수업 등을 통해 그
러한 환경 문제를 접한 간접 경험을 떠올린 학생들도 있었다. '지구 온난
화'와 '동물 멸종'은 학생들에게 비교적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문
제로 인식되어 일상생활 속에서의 '나'와 관련짓는데 어려움을 느꼈기 때
문이라 여겨진다. 간접경험을 떠올려 쓴 글에는 환경문제 및 작품에 대한
생각이 주로 기술되어 환경문제와 자기와의 관련성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발문을 통해 자신이 환경문제에 대해 알고 있
는 것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은 아주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여겼던 자
신의 생활 및 행동들도 이러한 환경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
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글을 썼는데, 김○○의 글과 같이 이러한 글에는 환
경태도 및 행동에 대한 다짐 등이 나타나 있었다.
9) 환경문제는 환경문제의 규모에 따라 전 지구적 및 지역적 환경문제로 분류한다(정준금 외,
2007; 김희강 외, 2004; 장보라, 2009).

- 43 -

나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하여 지구 온
난화의 심각성 을 만날 보게 되었다. 또 북극곰이
얼음조각이 없어 거의 수영을 하면서 다닌다고 한
다. 이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는 그냥 신기하다. '어
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만 생각했는데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북극곰
과 TV에서 본 내용이 떠올랐다. 가끔씩 방에서 나
올 때 다시 방으로 들어가니깐 불을 끄지 않고
나갔다가 들어온 적이 있다. 물론 5~20분 사이였겠
[그림 12]「Melting Man」지만 그 사이에 또 지구가 더 뜨거워지고 얼음이
녹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반성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점들에 있어서 더 노력해야겠다. 이 작품은 잘 만든 것
같고 가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Melting Man」에 대한 김○○의 글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라 학생들이 쓴 글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상자의 환경태도 및 행동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떠올린 기억은 작품의 의미, 즉 자연
과 환경문제에 대한 메시지와 관련된 경험이었는데, 학생들은 이에 대해
기술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환경에 대한 생각 및 행동, 가치 등을 함
께 표현하였다. 이는 곧 자신의 환경태도 에 대한 '성찰'이 일어난 것이
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구체적인 환경행동을 기술한 것으로 보아 환경
행동에 대한 성찰도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학생들이 경험한 성찰의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떠올린 기억은 자연에서의 즐거웠던 경험, 자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
던 경험, 환경문제와 관련된 긍정적․부정적 경험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성찰
이 아닌 환경 및 자연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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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신의 일반적인 '환경태도 및 행동의 이해'로서 성찰이 이루어 졌음
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성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미술 작품과 그에 따라
떠올린 기억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의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환경
태도 및 행동에 대한 다짐이 기술되어 있었는데, 이는 성찰의 결과 및
효과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또 이러한 다짐이 환경태도를 증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기억을 떠올리기'전략은 실험집단 학
생들의 환경태도 및 행동에 대한 성찰을 도움으로써 성찰적 글쓰기 전략
으로서 효과적으로 작용했으며,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5.2.2. '비평가 되어보기' 전략에 따른 글쓰기 결과

비교집단1의 학생 26명이 '비평가 되어보기' 전략에 따라 쓴 글은 총
156편이었다. 연구자는 '비평가 되어보기'에 따라 글을 쓰기 전에 작품
의 형식과 내용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의 좋은 점과 가
치, 그리고 그 이유를 쓸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미술 감
상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펠트먼(Feldman)의 미술비평의 형식
을 따른 것이다. 학생들이 작성한 글은 감상의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났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림 13]과 같은 전개로 글을 작성하여 글
쓰기 전략을 잘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실험집단과 달리 글의 내
용 및 전개는 작품의 장르(대지미술, 설치미술)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작품의
형식

⇨

작품의
내용

⇨

작품의
좋은 점과 가치

⇨

그 이유

[그림 13] '비평가 되어보기' 전략에 따라 쓴 글의 내용 및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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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Tree Hugger Project」(그림 2)를 감상한 후 '비평가 되어보기'
전략에 따라 쓴 김〇〇의 글이다.
이 작품에 대한 나의 첫 인상은 지푸라기 같은 사람이 꽃을 들고 나무에게
프러포즈 하는 것 같았다. 또 나의 느낌은 신기하고 어떻게 나뭇가지로 저렇게
사람을 만들었는지 궁금하기도 하였다. 나뭇가지로 만든 사람이 나무를 안고 꽃
을 들고 있고 모자도 쓰고 있다. 이 작품은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이 없
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 이 작품의 가치는 아주 많을 것 같
다. 왜냐하면 자연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이고, 또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
고,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이다.

「Tree Hugger Project」에 대한 김○○의 글

다음은 「Melting Man」(그림 12)을 감상한 후 '비평가 되어보기' 전략
에 따라 쓴 강〇〇의 글이다.
먼저 이 작품은 사람 모형의 얼음이 조그마한 크기로 만들어져 있고, 베를린
콘서트홀에 놓여있다. 작가가 이러한 작품을 만든 이유는 이 1000개의 얼음이
30분 만에 녹은 것처럼 지구 온난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하고 있는 것
같다. 또 북극,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가 불어나 육지는 가라앉을
것이라는 뜻도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 얼음을 만드는 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 있고, 우리 지구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육지가 사라질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들이 이 작품을 보고 반성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Melting Man」에 대한 강○○의 글

'비평가 되어보기' 전략에 따라 학생들이 쓴 글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평가 되어보기' 전략에 따른 비평적 글쓰기 활동은 미술 교육
적으로 효과적이었다. 학생들은 감상수업 초기에는 미술 비평에 대해 낯
설어 하고, 어려워하였다. 그러나 글을 쓰는 과정 중에 작품을 자세히
관찰하고, 작품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 하면서 학생들의 글은 점
차 풍부해 졌으며, 특히 작품의 가치와 좋은 점에 대해 자신만의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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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창의적인 근거를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비평적 글쓰기가 학생
들의 미적 안목과 비판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미술 교육적으로 효과적
이었음을 말해 준다.
둘째, 미술 교육적 효과 뿐 만 아니라 환경 교육적 의미 또한 찾을 수
있었다. 환경미술은 환경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환경 교육적 효과를
갖을 수 있다. 그런데 비평적 글쓰기는 글쓰기를 실행하는 데 있어, 이
러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의 좋은 점과 가치를
논하도록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글에는 작품의 의미와 이와 관련해 자신
이 생각하는 작품의 가치가 기술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글쓰기 활동이
작품의 환경적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나아가 그것에 대해 자신
의 의견을 확립하고 그 가치를 부여하는 계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환경
교육적으로도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비평가 되어보기'전략은 미술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비평적 글쓰기 전략으로서 성공적으로 실행되었
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술 교육적 글쓰기 방법으로서 적용한 것이
지만, 환경미술 작품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비평적 글쓰기의 환경 교육적
의미 또한 찾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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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글쓰기를 활용한
환경미술 감상수업의 결과
1. 환경태도 검사 결과
1.1. 사전 검사

환경미술 감상수업 실행 일주일 전 실험집단, 비교집단1, 비교집단2에
서 환경태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표 9>의 검사 결과와 같이, 유의확률
이 모두 p>.05 로서 세 집단 간 환경태도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 집단은 환경태도 수준에 있어 동질적인 집단
이라 할 수 있었다.

<표 9> 세 집단의 환경태도 사전 검사 결과
집단

평균

실험집단

3.57

비교집단1

3.60

비교집단2

3.60

검정통계량

유의확률

F(2,33)=.036

p=.965

*p<.05, **p<.01

1.2. 사전-사후 검사 비교

세 집단의 환경태도의 변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마지막 환경미술
감상수업이 끝나고 1주일 후 환경태도 수준을 측정하였다.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검사도구의 차이에 따라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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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집단별로 사전-사후
환경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
정10)을 실시하였다.
<표 10>과 같이, 환경태도 검사 결과 세 집단 모두 평균이 높아졌다.
그러나 전체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에 대한 t-검증(paired-samples
t-test)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환경태도 사전-사후 검사 점수는 유
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p=.0002), 비
교집단1과 비교집단2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비교집단1 p=.218, 비교집단2 p=.096). 따
라서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글쓰기를 활용하지 않은 환경미술 감상수
업은 초등학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연구문제 2, 3과 관련하여,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비평적
글쓰기는 초등학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이
아니며, 따라서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글쓰기 활동 자체가 초등학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세 집단의 환경태도 사전-사후 검사 결과
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1

비교집단2

검사

평균

분산

사전검사

3.57

0.45

사후검사

3.83

0.42

사전검사

3.60

0.39

사후검사

3.69

0.36

사전검사

3.60

0.35

사후검사

3.65

0.41

t

유의확률(p)

t=-5.521

p=.0002**

t=-1.307

p=.218

t=-1.822

p=.096
*p<.05, **p<.01

10) 대응이 있는 모평균의 차에 관한 검정. 유의확률< .05이면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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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 집단 간 사후 검사 비교

실험집단, 비교집단1, 비교집단2 간 사후 환경태도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 test)11)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표 11>과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세 집단 간 환경태
도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였다(p=.047).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의 환경
태도 사전-사후 검사 결과와 함께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환경미술 감
상수업에서 성찰적 글쓰기는 초등학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
적인 글쓰기 방법임을 말해 준다.

<표 11> 세 집단 간 환경 태도 사후 검사 결과
집단

평균

실험집단

3.83

비교집단1

3.69

비교집단2

3.65

검정통계량

유의확률(p)

F(2,33)=3.35

p=.047*

*p<.05, **p<.01

2.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결과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는 환경태도 검사 결과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환경태도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준다. 또 환경미술 감상수업과 글쓰기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나은 감상 수업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자료로써 활
11)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변량분석)은 통계학에서 두 개 이상 다수의 집단을
비교하고자 할 때 집단 내의 분산, 총평균과 각 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의해 생긴 집단 간 분산
의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 F분포를 이용하여 가설검정을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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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태도 검사와 함께 '환경미술
감상수업' 및 '글쓰기 활동'에 대한 의견과, 자신의 '환경태도 및 환경행
동의 변화'를 묻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부록 2)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의 환경미술 감상수업은 '환경태도의 함양'을 목표로 하였지만, 환경태도
의 변화가 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환경행동의 변
화도 함께 물었다. 초등학생의 특성상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것보다
는 특정 문항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여 구체적인 문항
을 제시하여 설문조사가 이루어 졌다. 학생들의 답변은 질문지에 적힌
그대로 인용하였고, 의미가 비슷한 것은 대표적인 답변만을 채택하여 기
술하였다.

2.1. 환경미술 감상수업에 대한 응답
'환경미술 감상수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점, 수업
을 하면서 느끼거나 생각했던 점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써 봅시다.' 라는
질문에 환경미술작품과 수업 전반에 대해서는 세 집단의 학생들이 비슷하
게 응답하였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작품들을 봐서 좋았다'와 같은 긍정
적인 의견이 많은 반면, '작품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거나 '반복되는 질문이
여서 지루했다'는 부정적인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았다'와 같은 환경 태도의 변화와 관련된
응답은 비교집단1과 비교집단2보다 실험 집단에서 더 많이 나왔다. 세
집단의 환경미술 감상수업에 대한 응답 중 '환경태도의 변화'와 관련한
것은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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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환경미술 감상수업에 대한 응답 중 '환경태도의 변화'와 관련한 응답
실험집단
․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
았다. (5회)
․ 환경을 보호해야 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4회)
․ 환경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5회)
․ 환경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비교집단1

비교집단2

․ 환경에 대해 알게 되
었다. (3회)
․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회)
․ 우리가 자연에 함부로
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 환경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 환경에 대해 알게 되었
다. (2회)
․ 노력해야 할 점을 실천해
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 환경 문제를 알게 되었다.
․ 환경에 대해 관심이 생
겼다.

2.2. 글쓰기 활동에 대한 응답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기억을 떠올리기'에 따라 글쓰기를 하며 좋았던
점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점, 글을 쓰면서 느끼거나 생각한 점 등에 대하
여 자유롭게 써 봅시다.' 라는 질문에, 실험집단 학생들은 기억을 떠올리
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응답을 많
이 했다. 그리고 글쓰기에 대하여는 '힘들었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글
을 쓰면서 환경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 밖
의 자신의 환경 태도의 변화 대한 다양한 응답들이 나왔는데, '나 자신이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다', '반성해 보았다'는 응답에서 '기
억을 떠올리기'가 성찰적 글쓰기 전략으로서 효과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이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글을 쓰
는 과정에서 환경, 환경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자신의 환경태도 및 행동에 대한 이해, 즉 성찰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비평가 되어보기'에 따라 글쓰기를 하며 좋았
던 점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점, 글을 쓰면서 느끼거나 생각한 점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써 봅시다.' 라는 질문에 대해 비교집단 1의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해서는 '힘들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비평가 되어보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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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재미 있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 비평가 되어보기
를 통해 '자세하게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해하기 쉬웠다'고 응
답하여 글쓰기 활동이 미술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환경태도의 변화'에 대한 응답은 세 건에 불과하였다. 실험집단,
비교집단1의 글쓰기에 대한 응답 중 '환경태도의 변화'와 관련한 것은
<표 13>과 같다.

<표 13> 글쓰기 활동에 대한 응답 중 '환경태도의 변화'와 관련한 응답
실험집단

비교집단1

․ 환경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자고 다시 한 번 다짐할 수
있었다.
․ 기억을 떠올리며 반성도 해 보았다. (4회)
․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환경을 지키자는 생각도
많아졌다.
․ 글을 쓰면서 환경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 좋았다. (4회)
․ 나 자신이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다. (3회)

․ 앞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겠다.
․ 평소 행동을 반
성할 수 있어서
좋았다. (2회)

2.3. 환경태도 및 환경행동의 변화에 대한 응답
2.3.1. 실험집단의 응답

'환경미술 감상수업을 통해 환경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실험집단 학생들은 '환경에 대하여
관심이 생겼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환경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는 보다 구체적인 응답들이 나왔는데, 육체적 행동의 변화가 가장 컸다.
이는 연구 기간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
천할 수 있는 육체적 행동 위주로 환경 행동을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학습 행동과 관련된 응답도 많았는데,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학습
행동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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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실험집단의 환경태도 및 환경행동의 변화에 대한 응답
환경
태도
의
변화

․
․
․
․

환경에
환경에
나무나
생명을

소비자
행동

환경
행동
의
변화

육체적
행동

학습
행동

대해 더 자세히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하여 관심이 생겼다. (4회)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다.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 새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 친환경 제품을 사려고 하고, 그 성분 표시도 확인한다.
전기를 더 아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6회)
물을 꼭 잠그고 아낄 수 있게 되었다. (9회)
불을 잘 끄게 되었다. (4회)
샴푸나 치약을 적게 쓰게 되었다.
재활용에 신경 쓴다. (2회)
쓰레기를 땅바닥에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이나 쓰레기 봉
지에 넣어서 버린다. (4회)
․ 전보다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한다.
․ 환경단체에 기부했다. (1회)
․ 꽃이나 풀을 함부로 뜯지 않는다.
․
․
․
․
․
․

․ 환경에 대해 찾아보고 그에 관련된 기사도 보았다. (5회)
․ 환경에 대한 책, 영화에 관심이 많아졌다. (3회)
․ 환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더 관심 있게 본다.

2.3.2. 비교집단1과 비교집단2의 응답 결과

환경태도 및 환경행동의 변화를 묻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비교집단
1,2의 학생들은 환경태도의 변화에 대한 응답은 서로 비슷하였으며, 실
험집단과도 큰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환경행동의 변화'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실험집단에 비해 응답 횟수가 적었으며, 응답 내
용도 덜 다양하였다. 대신 앞으로 실천 하겠다는 환경행동의도에 대한
응답들이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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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비교집단 1, 2의 환경태도 및 환경행동의 변화에 대한 응답

환경
태도
의
변화

환경
행동
의
변화

환경
행동
의도

비교집단1

비교집단2

․ 수업을 통해서 환경의 소중함을
알았다. (2회)
․ 환경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
였다. (2회)
․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
었다. (4회)

․ 환경을 더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
다.(2회)
․ 환경에 대한 생각을 더 자주 하
였다.
․ 환경을 더 잘 보전해야겠다는 생
각이 들었다. (2회)
․ 분리수거를 잘 실천하였다.
․ 쓰레기를 함부로 길에 버리지 않
게 되었다.
․ 물과 전기를 절약하게 되었다.
․ 비닐봉지와 종이를 함부로 쓰지 않
는다.

육
체
적
행
동

․ 이면지를 이용하게 되었다.
․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
리지 않게 되었다.
․ 꽃을 함부로 꺾거나 밟지
않았다.

학
․ 환경에 대해서 책도 읽
습
고, 인터넷으로 찾아보
행
았다.
동
․ 전기, 물을 절약해야겠다고 느
꼈다.
․ 아무거나 버리지 말고, 버릴
때 한번 더 생각해야겠다.

․ TV에 환경에 대해 나오면 보게 된다.

․ 물을 꼭 받아써야겠다.
․ 이제부터 전기불도 잘 끄고 코드
를 뽑아 놓아야겠다.

3. 논 의

3.1. 연구 결과의 요약
환경미술 감상수업 후 실시한 환경태도 검사와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를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글쓰기를 활용하지 않은 환경미술 감상수업은 초등학생의 환경
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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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를 활용하지 않은 환경미술 감상수업을 실시한 비교집단2의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결과, 자신의 환경태도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술
한 응답이 있었지만, 환경태도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몇몇 학생들에게는 글쓰기를 활용하지 않은 환경미술 감상
수업이 환경태도를 향상시킨 의미 있는 수업이 되었지만, 평균적으로 보
았을 때는 환경 교육적 효과가 미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글쓰기 활동 자체가 초등학생의 환경태
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셋째,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기억을 떠올리기'에 따른 성찰적 글쓰기
활동은 초등학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나, '비평가
되어보기'에 따른 비평적 글쓰기 활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른 성찰적 글쓰기 활동이 이루어진 실험집
단의 환경태도 사전-사후 검사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집단1, 비교집단2와 비교한 결과,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그러나 '비평가 되어보기' 전략에 따라 비평적 글쓰기 활동을
한 비교집단1의 환경태도 사전-사후 검사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였는데, 자신의 환경
태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집단1과 실험집단 학생들의 응
답 내용이나 횟수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감상수업과 글쓰기 활동에 대
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실험집단 학생들의 응답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
집단1 학생들의 응답에는 자신의 환경태도의 변화에 대한 것이 훨씬 적게
포함되어 있었다. 학생들이 감상수업에서 쓴 글을 통해서 비평적 글쓰기
의 환경 교육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었으나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글쓰기 활동 자체
가 아니라,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른 성찰적 글쓰기 활동이 환경
교육적으로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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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실험집단 학생들의 환경태도 뿐만
아니라 환경행동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집단에서 모두 환경행
동의 변화에 대한 응답이 있었지만, 비교집단 1, 2 보다 실험집단 학생
들의 응답 횟수가 더 많고, 응답 내용에도 더 다양한 환경행동이 포함되
어 있었다. 환경에 대한 태도는 행위자가 환경 행동을 수행하는 데 영향
을 미치는 요소로서(Stern & Oscamp, 1987; 김종순, 2010; 금지헌,
2011), 감상수업을 통한 환경태도의 증진이 환경행동의 변화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환경행동 검사 도구를 통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행동의 변화 정도나 세 집단의 결과 차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
정확성과 객관성의 한계를 지니지만, 학생들이 자신이 직접 실천한 것을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환경행동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결
과라고 할 수 있겠다.

3.2. 결과에 대한 논의
3.2.1.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른 성찰적 글쓰기 활동의 효과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른 성찰적 글쓰기 활동은 환경미술 감상수
업에서 초등학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에, 학생들이 감상수업 시간에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이
러한 효과가 어떠한 측면에서 기인한 것인지 추론해 보았다.
우선,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른 성찰적 글쓰기 활동은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작품을 통해 감상자가 자신의 환경태도 및 행동에 대해 '성
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학생
들의 글에는 작품과 관련하여 떠올린 자신의 자연 및 환경에 대한 경험,
행동과 함께 환경에 대한 자신의 가치나 생각이 기술되어 있었다. 이는
자연 및 환경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고 이에 대해 글을 쓰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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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환경태도 및 행동에 대한 성찰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성찰은 환경태도 및 환경행동에 대한 다짐, 소망 등으로 이어
져 학생들의 글에 나타났는데, 이는 성찰의 효과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짐이 실제 환경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에 '기억을 떠올리기'는 '성찰적 글쓰기 전략'으로서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환경태도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도록 도왔으며, 이러한 '성찰'이 환경태도
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성찰과 관련된 활동
이 환경 실천의지와 환경 민감도, 환경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
도균, 2004; 김순식 외, 2010)는 연구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성찰'과 함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도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
에 따른 성찰적 글쓰기 활동의 효과를 추론할 수 있었으며, 이는 또한
환경태도에 대해 '성찰'하도록 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먼저, '기억을 떠올리기'에 따른 성찰적 글쓰기 활동은 학생들이 자연
및 환경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경험을 이끌어 내어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이었다. 모든 학습의 핵심은 우리의 경험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며,
특히 우리의 중요한 경험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활용하는 것에 있다(최
돈형 외, 2004). 또 한 개인의 경험은 환경 친화적인 가치와 행동을 형
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험은 '의미 있는
삶의 경험(Significant life experience: 이하 SLE)'이라 지칭되며, 환경교육
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환경미술 작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 전
략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거나 인상적인 경험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글로
표현되면서 다시 한 번 구체화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에, 학생
개인의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이 재생․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자신의 환경태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다짐하는 계기로 작
용하였을 수 있다. 특히, 대지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학생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꼈던 경험, 자연에서 즐겁게 놀았던 경험 등 주로 자연에

- 58 -

서의 경험을 떠올렸는데, '자연에서의 경험'은 환경 친화적인 가치를 형
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SLE로서(Chawl. 1999; 신유진, 2011),
'의미있는 삶의 경험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글쓰기 전략의 효과가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설치미술 작품의 감상에서 '기억을
떠올리기' 에 따른 성찰적 글쓰기 활동은 '자기환경화'의 전략으로서 작용함
으로써 효과적이었다. '자기환경화'는 인간이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환경
이 주는 자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개인에게 의미 있는 환경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반응 행동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반응이 본능화
되어 스스로 행동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자기 환경을 자기 환경으
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지칭한다(이선경, 1993).

'지

구 온난화'와 '동물 멸종'은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서, 이를 주제로 한 작
품을 감상하면서 학생들은 기억을 떠올리는 데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
지구 온난화'와 '동물 멸종'은 학생들이 비교적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
져 있다고 느끼는, 즉 비자기환경의 문제로 인식되어 일상생활 속에서의
'나'와 관련성 자체를 찾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거창하거나 특별한 경험
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님을 주지시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은 아주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여
겼던 자신의 생활 속 행동들도 이러한 환경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해 떠올려 글을 썼다. 이는 곧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원인
및 해결 방법이 나의 생활과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자기환
경화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자기환경화 교수-학습 전략 및 방법은 환
경태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이선경, 1993; 황미석,
2004; 김지영, 2012),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설치미술 작품과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고 이를 글로 쓰는 것은 자기환경화 전략으로 작용
함으로써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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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환경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환경미술 감상수업 모형

본 연구에서는 환경미술의 환경 교육적 기능과 감상의 가치․태도 교육
적 기능을 통해 '환경미술 감상수업'이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
일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반응의 심화․내면화' 단계에서 글쓰기를
활용하지 않은 감상수업과 비평적 글쓰기를 활용한 감상수업은 환경 교
육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교육적으
로 효과적인 환경미술 감상수업의 모형을 [그림 14]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환경 교육적 요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성찰적 글쓰기 활
동은 '성찰' 및 '자기환경화', '의미 있는 삶의 경험의 활용'의 효과를 나
타냄으로써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것들은
환경교육의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환경미술 감상수업에 있어서 글쓰기는
이와 같은 환경 교육적 요소를 활용할 때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환경
미술은 그 자체로 환경에 대한 태도, 가치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교육적 효과가 학생들로 하여금 저절로 이루
어지길 기대하기 보다는 환경 교육적 요소가 반영된 감상 및 글쓰기 방
법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실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환경적 메시지의 이해'
는 이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미술은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므로 감상수업에서 이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인 미술 교육적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미술은 환경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본질
로 하기 때문에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더욱이 환경적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 졌을 때, 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으므로, 글쓰기 활동도 효과
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에 앞서, 환경적 메시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환경미술 작품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환경미술 감상수업은 '메시지의 이해'라는 미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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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며, '성찰'과 같은 환경 교육적 요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할 때 환경태도를 함양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14] 환경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환경미술 감상수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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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바람직한 환경태도의 함양'은 환경교육을 통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중
요한 교육 목표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적 영역에 초점을 맞춘 별
도의 교육 방법을 활용해야 하며, 보다 다양한 교과에서 그 방법을 개발․실
행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미술교과에서 환경태도를 함양하는데 효과적인 환경교육
방법을 마련하고자 '환경미술 감상수업'을 기획하고, '글쓰기' 활동을 주요
감상 방법으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글쓰기 방법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미술 감상수업이 초등학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
키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함으로써 환경미술 감상수업의 환경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고,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글쓰기 활동의 유무 및 방법
(성찰적 글쓰기, 비평적 글쓰기)에 따라 환경태도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
지 밝힘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환경미술 감상수업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환경미술 감상수업은 초등학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
을 미치는가?
둘째,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글쓰기 활동은 초등학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성찰적 글쓰기'와 '비평적 글쓰기' 중 초등학
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더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연구자는 글쓰기의 유무 및 방법을 달리한 환경미술 감상수업을 설
계․실행한 후, 환경태도 검사와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환경미술 감상수업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77명을 세 집단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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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12년 3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6차시에 걸쳐 실시되었다.
환경미술 작품과 수업 모형에 따른 활동 및 발문은 세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주요 감상방법으로서 글쓰기 활동의 유무 및 방법에 따른 효
과의 차이를 밝히고자 실험집단은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른 성찰적
글쓰기를, 비교집단1은 '비평가 되어보기' 전략에 따른 비평적 글쓰기를
하였으며 비교집단2는 글쓰기를 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글쓰기를 활용한 환경미술 감상수업이 환경 교육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술 교육적 글쓰기와는 다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
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환경미술 작품을 통해 감상자의 환경태도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는 '성찰적 글쓰기'를 마련하여,
미술 교육을 위한 글쓰기로서 '비평적 글쓰기'와 비교하여 그 효과를 밝
히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 감상수업이 끝나고 1주일 후 환경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
험집단은 환경태도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비교집단1
과 비교집단2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세 집단 간 사
후 검사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의 점수와 다른 두 집단 간의 점
수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학생
들이 비교집단 1,2의 학생들보다 환경태도의 변화에 대한 응답을 더 많
이 함으로써 환경태도 검사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검사 및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글쓰기를 활용하지 않은 환경미술 감상수업은 초등학생의 환경
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글쓰기 활동 자체가 초등학생의 환경태
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셋째,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른 성찰적
글쓰기 활동은 초등학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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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가 되어보기' 전략에 따른 비평적 글쓰기 활동은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이상에서, 환경미술 감상수업은 그 자체로는 환경 교육적 효과를 갖지
않지만,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른 성찰적 글쓰기 활동을 활용한 환
경미술 감상수업은 초등학생들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환경교육 방법이라고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학생들의 글을 통해, '기억을 떠올리기' 전략에 따른 성찰적 글쓰기는
학생들의 환경태도 및 행동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냄으로써, 또 의미있
는 삶의 경험의 활용 및 자기환경화 전략으로 작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환
경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의 표현활동뿐 만 아니라, 감상활동도 적절한 방법을 활용
한다면 하나의 환경교육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술의 생활
화,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미술작품의 감상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
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상활동을 환경교육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방법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시도가 미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미술작
품을 소재로 하여, 적절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감상활동도 하나의 환경교
육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환경교육 방법을 보다 다양화
하는 데 기여하고, '감상' 이라는 기존의 교육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환경 미술 감상수업의 환경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감상
수업 및 글쓰기 방법을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미술 감상수업 방법으로, 작품과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비교적
간단한 글쓰기 전략을 마련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글쓰기'는 보편
적인 교육 방법으로서, 이를 감상수업의 주요 방법으로 설정하고, 구체
적인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환경미술 감상수업이 보다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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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 '기억을 떠
올리기' 전략은 '성찰'의 도구로서 환경미술을 감상할 때뿐만 아니라, 자
연 감상 및 다른 환경교육 활동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며, 따라서 이
에 대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보완해야 할 요소가 많
으며, 본 연구를 실증적으로 뒷받침 해 줄 만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
다. 따라서 '감상'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환경 교육적
으로 효과적인 감상수업 방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 환
경미술 뿐만 아니라, 풍경화나 자연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감상수업도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방법은 실험연구이다. 실험연구의 한계
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자기 기입식 설문을 실시하여 정성적인 분
석도 함께 이루어졌으나,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환경태도 검사 결과를
주로 활용하였다. 추후에 질적 연구를 통해 감상활동이 학생들의 환경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의 환경태도의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기적
인 연구(biograghical research)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
미술 감상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태도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변화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환경교육 방법의 하나로서 글쓰
기를 활용한 환경미술 감상수업을 설계․실행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앞으로 환경교육에서 환경미술 및 감상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할 수 있는 폭넓고 지속적인 연구와 적용 사례들
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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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환경태도 측정도구

설 문 지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환경(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느끼고 행동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 설문의 결과는 연구 자료에 필요한 것으로서 본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
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하신 내용은 결코 성적에 반영되거나 공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 가정이나 학교에서 경험하거나 느낀 것을 생각하면서, 한 문항도 빠
짐없이 솔직하게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교육 전공 안 지 은

전혀
연번

그렇지

질 문

않다
1

나는 숲이나 야외에 여행을 가
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자연자원을 아껴 쓸 수 있

2

도록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4

5

6

나는 환경동아리(단체)에 참여
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싶다.
우리 인간은 환경을 함부로 대하
고 있다.
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나는 환경이 파괴된 것을 보면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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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보통

않다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
7

면 지구가 감당해 내지 못할 것
이다.
나는 강을 깨끗하게 하는 중요
한 이유가 강의 생물을 보호하

8

기 위한 것보다 우리가 강에서
휴식하고 여가(수상스포츠 등)를
즐기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9

나는 현대의 과학기술이 환경문
제를 모두 해결할 것이라 믿는다.
나는 야생의 자연 그대로의 모

10

습보다 사람에 의해 꾸미고 가
꾸어진 정원이나 공원을 더 좋
아한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

11

라 자연을 이용하고 변화시킬
권리가 있다.
나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만

12

큼만 사람이 살아야 한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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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자기 기입식 설문지

설 문 지
6학년 (

)반

• 환경미술 감상수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점, 수업을 하
면서 느끼거나 생각했던 점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써 봅시다.
․

․

• 환경미술 감상수업에서 '기억을 떠올리기'에 따라 글쓰기를 하며 좋았던 점이
나 또는 그렇지 않은 점, 글을 쓰면서 느끼거나 생각한 점 등에 대하여 자유롭
게 써 봅시다.
․

․

• 환경미술 감상수업을 통해 환경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생
겼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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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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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environmental art
appreciation education using writing
on environmental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 Ji Eu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 started the above study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it was
needed to develop a new teaching method focusing on affective
domains in various subjects to foster students' 'environmental
attitudes'. Thus, having planned 'Environmental art appreciation
class'

and established 'writing' as a method of appreciation

education, I designed a specific writing strategy.
This

study

aims

to

find

a

more

effective

method

of

environmental art appreciation education by investigating whether
the

environmental

art

appreciation

education

contributes

to

enhancing students' 'environmental attitudes' and wheth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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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the environmental art appreciation education varies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writing activities and of writing
methods. Thus, having developed and executed a method of
environmental art appreciation education with writing and modified
strategies, I conducted a test for environmental attitudes and a
self-administered survey and analyzed the findings.
The environmental art appreciation education was performed
from mar 19, 2012 till Apr 17, 2012 targeting 3 groups consisting
of 77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year 6. The same works of
environmental art and educational methods were applied to above
3 groups. However, to find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ce

of

writing

and

method,

the

experimental group performed reflective writing in accordance
with 'Recalling memories' strategy; comparison group 1 performed
critical writing in accordance with 'Becoming a critic' strategy;
and comparison group 2 did

not

perform

writing. 'Recalling

memories' being a writing strategy with which the students recall
their memories relating to the works and write their feelings and
thought

in

conjunction

with

their

memories,

I

chose

that,

considering it would be effective in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environment. 'Becoming a critic' is a strategy for students to
write good things about works and the values of works by
assuming they are critics. I assume above two as strategies for
writing in terms of art education.
As a result of a test for environmental attitudes one week after
the completion of appreciation educatio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test between ex ante and post
scores for environmental attitudes, but comparison group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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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A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 findings from the post test
among 3 group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 two comparison
groups. The self - administered survey supported the findings
from these tests too. More students from the experimental group
responded yes to the question about the change in environmental
attitudes than those from the comparison group 1 and 2.
Based on the findings as above,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reached. First, the environmental appreciation education
without writing does not contribute to enhancing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vironmental

attitudes.

Second,

the

writing

activities during environmental art appreciation class does not
contribute

to

enhancing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vironmental attitudes. Third, the writing method with the effects
on

the

improvement

environmental attitudes
writing'

was

appreciation

of

the

elementary

students'

between 'reflective writing' and 'critical

'reflective writing'. Thus,
education

school

does

not

have

the environmental

art

the

the

effect

from

viewpoint of environment education itself, yet the environmental
art

appreciation

education

can

be

an

effective

method

of

environmental education which can improve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vironmental attitudes.
The reasons for the reflective writing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recalling memories' strategy based on the writings of the
students during class being effective from the viewpoint of
environment education can be inferred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reflect on themselves through the artworks. Seco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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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were made replay and use their 'the experience in a
meaningful life', and this was particularly effective for appreciating
works of installation art based on 'nature'. Third, it acted as
'personalized environment' strategy while appreciating the works
of installation art based on 'nature'.
Having experimentally testified that 'appreciation activities' as
well as 'expressional activities' relating to environmental art could
have been one of the methods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is
study contributed to diversifying the method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addition, having applied relatively simple activities
'Recalling memories to write' and verified its effect, this study
developed a specific environmental art appreciation and a way to
write. This, as a tools for 'reflection', can be applied to other
environmental

education

activities

as

well

as

appreciation

education.
However, the transformation process for environmental attitudes
were

not

biograghical

specifically
research

dealt
was

with

not

in

this

conducted

study
and

the

because

a

qualitative

analysis was inadequate. Thus, the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supplement above shortcomings and discuss the plans to use the
environmental art and the appreciation education more effectively
for the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 future studies.

Keywords : environmental art, appreciation education, reflective
writing,

critical writing, environmental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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