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 분석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전 소

영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 분석

지도교수

김 종 욱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전

소

영

전소영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위

원

장

(인)

부 위 원 장

(인)

위

(인)

원

초

록

환경교육이 환경문제 해결의 핵심이 된다는 인식 아래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교육은 어린
학생들 뿐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평생교육이므로 학교 밖에서의 교육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일상에서 자
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무형식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도 TV는 대중에게 가장 친숙하며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매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TV 공익광고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인의 의식과 행동
을 변화시키기 위해 설득하는 공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TV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는 환경 공익광고를 개인의 환경소양
에 영향을 끼치는 무형식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
관을 분석하여 환경교육적 의미와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내용분석으로 환경관을 분석하고 의미를 찾아보았다. 먼저 사회적
철학적으로 통용되었던 환경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환경관을 인간중심주의
환경관과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기술만능주의와 환경관리
주의로, 생태합리주의와 생태낭만주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들 네 가지 환경관에
나타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의 가치에 대한 입장과 사회진보와 구조, 과학기
술에 대한 신뢰,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입장 및 수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 기준을 상세하게 구성하여 환경관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환경 공익광고에는 환경관리주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생태
낭만주의가 그 뒤를 이었다. 기술만능주의와 생태합리주의는 드물게 나타났다. 환경
관은 주로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이나 수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자연
의 가치나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같은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
타났다. 사회구조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둘째,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환경관리주의에서 생
태낭만주의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80년대에는 환경관리주의가 지배적이었으나
90년대 이후 환경관리주의가 서서히 감소하고, 생태적 감수성에 호소하는 생태낭만
주의의 수사를 사용하는 공익광고가 등장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생태낭만주의의
특징을 보이는 공익광고가 일반적이나 환경관리주의의 특징을 가진 광고들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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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나타나고 있다.
셋째, 환경관에 따라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나는 환경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
었다. 기술만능주의가 나타난 공익광고에서는 한계 없는 풍부한 자원의 보고로 자
연이 묘사되고, 무한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능력과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가 나타났다. 환경관리주의가 나타난 공익광고에서는 자연이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
대상으로 묘사되고, 인간의 적절한 관리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경제
적 가치를 중심으로 자원절약을 설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태낭만주의가 나타난
공익광고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유기체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생태적 감
수성에 호소하며, 개인의 영적 각성을 통한 실천과 친환경적 생활 문화로의 전환을
설득하였다. 생태합리주의가 나타난 공익광고에서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과학기술
의 사용을 수용하고 자연을 인간과 평등한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가진 의미를 환경교육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시사점을 찾아보
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환경 공익광고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던 인간중심주의 환경관
이 점차 감소하고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이 나타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은 환경교육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인간중심주의 환경관의 특징이 나
타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자연을 인간이 이용해도 될 도구로 여기는 인간
중심주의 환경관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한 환경 공익광고에서 주로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자연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친환경적 행동 역시 지속될
수 있으므로 환경 공익광고는 생태중심적인 인식으로의 전환과 친환경적 행동의 실
천을 고루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 공익광고가 환경과 환경문제의 여러 측면을
다루지 못하고 일부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의 환경 공익광고에 서로 대립되는
환경관의 특징들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익광고를 제작
및 심의하는 주체가 가진 환경관이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부
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환경교육의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환경 공익광고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획 및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한 제
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교육 전문가나 환경 시민단체가 공익광고협의회의 위원
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환경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익광고협의
회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환경 공익광고의 환경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
링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공익광고의 제작 전과 후에 대중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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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을 평가하여 질 높은 환경 공익광고를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
기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환경 공익광고의 의미를 무형식 환경교육이 실현되는 장으로 확장하고,
환경관 분석을 통해 환경교육의 측면에서 환경 공익광고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탐
색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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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문제
1. 연구의 필요성
1968년, 세계 최초로 인간이 탑승한 우주선인 아폴로 8호는 지구 전체의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하였다. 인류가 상상해왔던 구의 모습에 가깝게 촬영된 사진 속
지구는 푸른 빛을 띤 아름다운 행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이 시
기에 이르러 인간은 비로소 지구를 유한한 존재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Dryzek,
1997). 지구의 한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환경을 마음
껏 개발하고 착취해도 된다고 여겼던 그동안의 삶의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졌
으며, 현재의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져오기 위해 이전과는 다
른 새로운 환경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Catton &
Dunlap, 1978; Milbrath, 1989). 즉,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해 개
인과 사회가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것은 개인이 가진 환경관에 따라 동일한 환경 쟁점에 대해
서도 이해와 대처 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관은 일종의 문화적 여과
(cultural filter)로서 각 개인이 환경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끼치며, 이를 통해 어떻
게 환경을 인식하는가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Jeans, 1974; Pepper, 1984). 다시 말해 개인과 사회가 인식하는 환경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가 아닌 여과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사회적․문화적 산물이며, 이는
곧 이 여과과정과 재구성된 환경을 연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가 환경에 대해 가지
는 특정한 관점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의사결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Jeans, 1974; Pepper, 1984; Herndl & Brown, 1996). 결국 환
경관은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인식 및 행동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
한 요소이므로 오늘의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교육에서도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가치의 형성을 중요한 교육
목적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환경교육에서 큰 의미를 인정받는 트빌리시 선언(the
Tbilisi declaration, 1977)에 따르면 환경교육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 지역 내의 경
1

제적, 사회적, 정치적, 생태학적 상호 의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관심”을 기르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공헌, 이를 획득할 기회”를 모든 사
람에게 제공하며, “개인, 집단, 사회에 환경을 위한 새로운 행동양식을 창출”하는 것
이다(Hungerford et al, 2005, 15). 다시 말해, 환경교육은 전 연령 및 계층의 사람을
대상으로 각 개인과 사회가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환경관은 개인이 환경을 인식하는 데 여과장치로 기능할 뿐
아니라 개인의 행동에도 영향을 끼쳐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이 되므로 환경교
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환경교육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이
라는 점에서 환경관은 ‘형식적 교육(formal education)’뿐 아니라 ‘비형식 교육
(nonformal education)’과 ‘무형식 교육(informal education)’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한다. 여기에서 형식적 교육은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학교교육을, 비형식 교육
은 학교는 아니나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사회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무형식 교육은 의도된 교육과정 없이 일상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
는 학습으로, 가족과 친구에게 배우거나 여행이나 종교 활동에서 배우는 것, 신문이
나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나 책에서 배우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Coombs &
Ahmed, 1974). 따라서 학교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뿐 아니라
개인이 환경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가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안에
어떠한 환경관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대중매체는 현대 사회에서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하며,
무형식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이 된다. 일찍이 UNESCO(1980)에서 발간한 보고
서에도 TV나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를 형식적 교육의 밖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
는 교육매체로 언급한 바 있다. 특히, TV는 대중이 가장 친숙하다고 느끼며, 환경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받는 매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재영 외, 1996; Eagles &
Demare, 1999; Fortner & Teates, 1980). 따라서 TV를 포함한 대중매체가 환경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무엇을 문제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언급하는가 하는 것은 대중의 환경관 형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
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환경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부터 구성되
는 문화적 산물로 보고, 인간이 환경에 대해 가지는 신념과 가치 역시 다양한 장르
나 대중매체를 통해 통용되는 담론을 통해 구성된다고 본 환경 커뮤니케이션 분야
2

의 여러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Cox, 2010; Herndl & Brown, 1996).
그러나 TV의 환경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질이나 편
성의 제약 등으로 인해 대중이 환경에 대해 가지는 관심이 실제 시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이 환경교육 매체로 기능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최경희 외, 1999; 문종대, 2002; 서종빈, 1997; 양재식 외, 2003). 이에 연구자는
공익광고(Public Service Annoucements, PSAs)를 주목하게 되었다. 공익광고는 “인
간 사회와 국가가 현재 안고 있는 공공적, 사회적 문제나 혹은 장래에 일어나려는
문제에 관해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일반 시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그를 계
몽, 계발시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해서 행동하도록 만들려는 목적의 자발적인
광고 커뮤니케이션”이다(우에조 노리오, 2002a, 71). 공익광고는 다큐멘터리에 비해
길이가 짧아 하나의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내용을 전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나
오히려 짧은 시간에 대중에게 강렬하게 기억되어야 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설득적
메시지를 인상 깊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행 방송법은 각 방송사에 대해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대중은 일상적으로 TV를 시청하는
중에 공익광고에 노출된다. 이는 하봉준 외(2012)의 연구에서 매체를 통해 공익광고
를 자주 접촉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절반 이상(51.2%)으로 부정적인 응답
(9.2%)에 비해 다수이며, 공익광고를 접촉한 매체로 응답자의 대부분(96.3%)이 TV
를 꼽은 것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즉, 우리 사회에서 TV 공익광고는 대중이 빈번
하게 접촉하는 매체이자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익광고의 영향력과 내포된 메시지의 공공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공익
광고의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기법이나 공익광고가 가진 교육매체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환경 공익광고 역시 마찬가지여서 환경적 메
시지를 어떻게 프레이밍 하였을 때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 개인의 특성
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수용되는지에 대해 연구하거나(김재휘 외, 2000, 2002, 2004;
윤일기, 2011), 환경 공익광고를 활용한 효과적인 환경 교수 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김정미, 2005; 박수연, 2007; 강민정, 2010).
그러나 환경 공익광고는 대중에게 친환경적 메시지를 설득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
션의 통로이자 무형식 환경교육의 장이 될 수 있으므로 환경 공익광고의 교육적 활
용 방안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그 안에 담긴 환경관에 대해 환경교육의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철학적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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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던 다양한 환경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
관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적용하여 환경이나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TV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하고, 광
고 안에서 환경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 공익
광고에 담긴 환경관의 분석 결과가 가진 의미와 환경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 문제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한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둘째,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은 주로 무엇이며, 이들은 어떠한 특징을 중
심으로 나타나는가?
셋째,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에는 변화의 경향이 나
타나는가?
넷째,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에 따라 환경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나타나
며, 환경관의 분석 결과가 가진 의미와 환경교육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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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이 연구는 TV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는 환경 공익광고의 환경관을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익광고는 공공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를 칭하
기 때문에 각 방송사나 기업에서 제작하는 공적 성격의 캠페인 광고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표집 대상이 지나치게 커질 뿐 아니라 환경
적 메시지를 다룬 모든 광고를 수집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공익광고의 기획 및 심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의 공익광고협의회를 통해 제작되어 방송된 것만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이들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수집하였다.1
그러나 이러한 범위 설정과 질적 내용분석이라는 연구방법의 특징으로 인해 본 연
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익광고협의회를 통해 기획 및 제작된 환경 공익광고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방송사나 기업에서 제작하여 방송하는 모든 종류의
환경 공익광고로 일반화 할 수 없다.
둘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공
익광고가 탑재되어 있어 시대별 변천 경향을 분석하는 과정에 그 이전의 공익광고
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익광고는 1981년 12월 5일에 ‘저축으로 풍요로
운 내일을’ 이라는 공익광고를 KBS-2TV를 통해 방송한 것을 본격적인 출발로 보
는 것이 일반적이므로(하봉준 외, 2012), 이 연구에서 1981년에 방송된 환경 공익광
고부터 현재까지의 환경 공익광고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환경관을 분석하고 경향을
파악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하기 위해 구성한 분석 기준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얻은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환경 공익광고를 대상으로 주제 중심의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내용분
석은 텍스트에 내재된 내용을 분석하는 데 적절하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양적 내용
분석에 비해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론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여러 차례 검토하여 분석기준을 구
성하였으며, 구성한 분석기준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에 대해 여러 차례
1

1981년에 설립된 한국방송광고공사는 2012년 2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미디어렙법안)’이 통과됨
에 따라 정부 출자 주식회사의 형태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출범하였다(네이버 2013년 1월 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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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검토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구체
적인 방법은 3장의 연구방법에 서술하였다.

4.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환경 공익광고는 환경이나 환경문제를 소재로 한 공익광고로, TV를 통해 대중에
게 전달되는 영상물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공익광고
협의회를 통해 기획 및 제작되어 방송된 공익광고 중 환경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환경관은 환경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의미하며, 환경에 대해 개인이나 사회가 가지
는 특정한 관점, 신념, 가치관 등을 의미한다.2 동시에 환경관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되어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끼치므로 개인과 사회가 환경
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여과(Jeans, 1974; Pepper, 1984)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환경 공익광고에서 나타나는 환경관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과 관련하여 사회적 철학적으로 통용된 담론에서 나타나는 환경 이데올로기들
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환경관의 분석기준을 구성하였다.

2

‘Environmentalism'이라는 용어가 명확한 정의 없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가운데(Pepper, 1984), 국내에서는 이를
환경론, 환경관, 환경주의로 번역하거나(노경임, 1999; 박우연 외, 2006; 양재식 외, 2003; 고영복, 2000), 환경결정
론(environmental determinism)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그러나
Pepper(1984, 33)는 이러한 혼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며 ‘Environmentalism'을 환경결정론으로 정의
한 ‘옥스퍼드영어사전’(1972)의 정의는 오류이며 ‘인문지리학사전’(1981)의 정의와 같이 “환경론에 관한 관심에서
유래한 이데올로기 및 이의 실행”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O'Riordon(1981b, 3)은
‘Environmentalism'을 환경에 관한 이데올로기(ideology)로 정의하며, 이는 동시에 환경에 대한 인간의 마음가짐
과 특정한 행동양식, 다시 말해 인간의 세계관, 신념 및 행동이며, 나아가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정치적
운동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Environmentalism’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특정한 관점과 신념,
가치관을 의미하므로 ‘환경론’인 동시에 ‘환경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Pepper(1984)와
O'Riordon(1981b)의 정의를 따라 환경론과 환경관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이 연구
의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환경에 관한 사회적 철학적 담론에 대한 분석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환
경론’이라는 용어를, 환경 공익광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에 대한 특정한 관점이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환경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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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공익광고
1. 공익광고의 정의 및 특징
현대 사회에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의 마케팅을 위해 활발하게 활용되는 매체로 광
고를 꼽을 수 있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광
고는 대중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등 수용
자의 인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상업광고와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의 보편적 가치
를 제시하여 이를 공유하려는 광고를 공공광고라 하며, 대표적으로 공익광고를 꼽
을 수 있다(박찬표 외, 2006).
공익광고(Public Service Advertising 또는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PSAs)
는 학자나 집행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Lynn(1974, 622)은 공익광고를 “대
중에게 공적 쟁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는 설득적이며 고도로 전문
화된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정의하며, Evans(1978, 28)는 공익광고가 대중의
공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균형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
된다고 설명하였다. 국제광고협회(IAA)에서는 공익광고를 “공중의 지배적 의견을
수용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활동이나 일을 지원하거나 실행할 것을
권장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원우현 외(2001)에서는 “사회 및 공중의 문제를 공공
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익에 부합되는 이슈 혹은 메시지를 주제로 삼아 광고 커뮤니
케이션을 통해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소구하는 프로모션”으
로 설명한다(권중록, 2005, 6에서 재인용).
이처럼 공익광고는 사회의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
지 않는 비상업 광고를 넓은 의미의 공익광고의 개념에 포함할 수도 있으나 공익광
고는 공공의 문제를 중립적,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정당, 정부 등
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집행하는 광고는 공익광고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우에조
노리오, 2002a). 이런 차원에서 우에조 노리오(2002a, 71)는 공익광고를 “인간 사회
와 국가가 현재 안고 있는 공공적, 사회적 문제나 혹은 장래에 일어나려는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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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일반 시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그를 계몽, 계발
시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해서 행동하도록 만들려는 목적의 자발적인 광고 커
뮤니케이션”으로 정의하였다. 이런 좁은 의미의 공익광고의 정의에는 정당, 단체, 개
인, 기업 등이 여론의 조작과 정책 수립, 광고 주체의 원활한 운영과 같은 특정 이
익을 목적으로 하는 의견광고나 특정 단체가 대중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 실시
하는 PR(public relations)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우에조 노리오, 2002b).3
더 나아가 이시훈(2002a, 3-4)은 공익광고에 대한 국내의 법률을 근거로 공익광고
는 비상업적이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다루고, 무료를 원칙으로 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이어야 하므로 “비영리 기관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상업적
주제의 메시지를 대중매체에 무료로 게재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행위”라고 정의하
였다. 그리고 이 정의와 같이 비상업적인 공적 주제를 대중매체에 무료로 게재하는
국내의 비영리 기관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공익광고협의회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익광고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홈페이지
(http://www.kobaco.co.kr)를 통해 공익광고를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의식개혁을 목표로 하며, 광고라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통
하여 제반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의 태도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모
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로 정의하며, "휴머니즘, 공익성, 범국
민성, 비영리성, 비정치성"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하면 공익광고는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회적 쟁점에 대해 편
견 없는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대중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대중을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공익광고는 대중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므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공익
광고가 대중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대중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
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Murry, Stam & Lastovicka, 1993; Palmgreen et al,
2001). 또한 공익광고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의 인
식을 변화시키고, 문제해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Wallack & DeJong, 1995; Donovan & Leivers, 1993;
Ognianova & Thorson, 1997). 반면 공익광고가 대중이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설득
3

미국에서는 의견광고를 옹호광고(advocacy ad), 논설광고(editorial ad), 쟁점광고(issue oriented ad), 논쟁광고
(controversial ad), 대항광고(adversary ad) 등으로 부르며, 일본의 선거광고와 정치광고 등도 모두 의견광고에
포함되는 개념이다(우에조 노리오, 2002b)
8

하는데 한계를 가진다는 연구들도 있으며, 그 원인으로 공익광고가 목표 대상
(target)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거나 애초에 없기 때문에(Hanneman, 1973; Fishbein
et al, 2002), 혹은 늦은 밤과 같이 대중이 접하기 어려운 시간에 편성되기 때문이라
고(Lancaster & Lancaster, 2002; 이시훈, 2002b) 지적한다. 따라서 공익광고가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중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대중이 이를 일상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
다.

2. 우리나라 공익광고의 역사 및 현황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전시광고협의회(The War Advertising Council Inc.,
WAC)를 통해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공공광고를 만들다 전쟁이 종결된 이
후에도 공적 성격의 광고를 만들게 된 것을 공익광고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우에조 노리오, 2002a). WAC는 전시 상황에서 정부의 요청에 의해 설립되었
지만 광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AC(Advertising Council)로
명칭을 바꾸고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기업, 미디어, 광고회사의 100% 기부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 자율의 공익광고 집행 기관으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봉준 외, 2012).
반면 우리나라의 공익광고는 1969년 광고회사인 만보사에서 공익적 광고의 필요에
대해 논의한 이후 1979년 한국일보에 자연보호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가 등장하는
등 공익광고에 대한 논의들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 1981년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범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구체화 되었다(박찬표 외, 2006). 한국방송광고진흥공
사(http://www.kobaco.co.kr)에 따르면 1981년 9월 9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
송광고향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2월 5일 KBS-2TV를 통해 ‘저축으로
풍요로운 내일을’이라는 공익광고를 방송한 것이 우리나라 방송공익광고의 시작이
다. 이 후 1983년 2월 22일에 ‘방송광고향상자문위원회’는 공익광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진보적 의견 수렴 기구 설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해체하고 ‘공익광고향상 자문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는 다시 1987년 1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광고문화연
구소가 설립되면서 자발적으로 해체하고 기존의 공익광고에 대한 자문 역할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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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기구인 ‘공익광고협의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와 별개로 운영되는
민간 자율의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공익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공익광고협의회 주도하에 집행되고 있으며, 공익광고협의회가 공익광고의 기획 및
심의를 담당하는 자율 기구라고는 하나 정부와 무관하게 운영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익광고 집행 구조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민간 자율 형
태나 국가 기구에 의해 집행되는 영국, 프랑스의 정부 주도 형태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박찬표 외, 2006; 이시훈, 2002a; 2002b).
또한 법률상으로 공익광고는 방송법 제 73조 4항에 근거한다.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http://www.kobaco.co.kr).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http://www.kobaco.co.kr)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제59조 3항
의 1에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해야 하는 비율을 밝히고 있으며, 제59조 4항에
서 비상업적 공익광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그러나 편성 비율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편성 시간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익광고가 대중에게 노출되기 어려운 심
야 시간대에 편성되고,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에 국가나 공공기관과 같은 비영
리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고와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제작 편성하는 광고까지 모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공익광고의 의무 편성 효과가
감소하므로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편성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률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여러 연구가 있다(박찬표 외, 2006; 이시훈,
2002a; 2002b).
그러나 2004년에 이루어진 방송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볼 때, 지상파 방송의 비상
업적 공익광고는 대부분 공익광고협의회를 통해 제작되어 무료로 송출되는 공익광
고인 것으로 나타났다(방송위원회 정책2팀, 2004; 박찬표 외, 20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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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상파 방송사별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현황
(2004. 2. 6 - 3. 4)

제작 주체

공익광고
협의회

정부

방송사
(자체 제작)

정부

방송사
(협찬 계약)

계

편성 비용

무료

무료

무료

유료

협찬

KBS

0.17

0

0.11

-

0

0.28

MBC

0.14

0

0

0.09

0

0.23

마산 MBC

0.25

0

0

-

0

0.25

전주 MBC

0.16

0

0

0.58

0.21

0.95

SBS

0.25

0.04

0.03

-

0

0.32

EBS

0.23

0

0

-

0

0.23

대전방송

0.04

0

0.12

0.04

0.08

0.28

제주방송

0.42

0

0

-

0

0.42

불교방송

0.54

0

0

-

0.56

1.10

극동방송

0

0

0.32

-

0

0.32

(방송위원회 정책2팀, 2004; 박찬표 외, 2006, 222의 재구성 및 재인용)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공익광고는 법률상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여러
형태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공익광고협의회의 주
도하에 기획 및 제작되어 편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
리나라의 공익광고의 집행 형태가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의 중간 형태로 해석되는
것 또한 공익광고협의회의 운영 구조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공익광고협의회의 구성 및 공익광고의 제작 절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http://www.kobaco.co.kr)에 따르면 공익광고협의회는 매년
20명 내외로 학계, 방송계, 광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층의 저명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되며, 크게 “① 공익광고 캠페인의 기본방향 및 주제 선정, ② 각 주
제별 제작 방향 결정, ③ 제작물 시안 심사, ④ 공익광고의 제작 방영 및 게재 후의
평가”의 기능을 한다. 또한 위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 외에 공익광고 입찰 응모
작을 심사하는 제작 소위원회, 학계 또는 광고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주제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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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제작 방향을 결정하는 기획 소위원회, 광고협업 전문가로 구성하여 공익광
고의 크리에이티브를 제고하는 크리에이티브 소위원회를 두어 공익광고협의회 운영
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하봉준 외, 201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http://www.kobaco.co.kr)에 명시된 공익광고협의
회의 공익광고 주제 선정 및 제작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2> 공익광고 주제 선정 및 제작 절차
주제 선정 및 제작 절차

비고


주제 선정 여론 조사 실시

대국민 조사 (온/오프라인)

⇩
연초 기획 심화 회의 (대주제 / 세부주제 선정)



⇩

공익광고협의회


주제별 제작 방향 설정
⇩
입찰 공고



공익광고국, 총무팀



공익광고협의회



공익광고국, 제작사



공익광고협의회



공익광고국



방송사 등 매체사

⇩
시안 심의 및 제작사 선정
⇩
제작
⇩
제작물 심의 및 확정 (시사)
⇩
광고 의뢰
⇩
광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http://www.kobaco.co.kr)

위의 공익광고 제작 과정 중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주제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주제 선정 온라인 여론조사는 한국방송광
고진흥공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실시하며, 오프라인 여론조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내용분석을 토대로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광고 주제에 대한 보기 문항을 선정
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공익광고의 주제를 최종 선정하는 3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하봉준 외, 2012). 2011년의 공익광고 주제 선정 과정을 예로 들면,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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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의 사회, 공익 관련 기사 1,027건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36개의 세부주제를
추출하고, 성인 8명과 광고 및 사회봉사 단체 전문가 6명의 집단심층토의를 거쳐
37개의 주제를 확정한 뒤, 만 15세 이상 남녀 1,500명에 대한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각 주제에 대해 평가하였다(메트릭스, 2010; 하봉준 외, 2012에서 재인용). 이 과정
을 통해 주제와 제작방향이 설정되면 공개 입찰을 통해 제작사를 선정하고 광고를
제작한 뒤, 심의를 거쳐 각 방송사를 통해 송출한다. 공익광고의 집행 이후에는 전
문 조사기관을 통해 공익광고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 태도변화를 평가하며, 특히
공익광고의 크리에이티브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분석 평이나 트위터 감상평 등을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질적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하봉준 외, 2012).
또한 공익광고협의회의 위원은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하봉준 외(2012)에 따
르면 학계는 대학이나 공동연구기관의 전임교수 이상, 방송계는 방송 3사의 편성부
팀장(당연직), 정부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1인(당연직), 광고
계는 현직 경력 10년 이상으로 광고제 수상 또는 심사위원의 경력자, 시민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개 시민단체에서 5년 이상의 활동 경험자이어야 하며,
실제로 조창화 전 대한언론인회 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던 2011년에는 시민단
체/학계 5명, 광고계 7명, 언론계 5명 등 총 18인으로 구성되었다. 권명광 홍익대 미
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던 1999년의 경우에는 광고 또는 신문방송학 교수 5
인, 신문사 혹은 방송사 소속 3인, 방송공사 등 방송 관련 정부 소속 3인, 광고 실
무자 5인, 심리학과 교수 1인으로 구성되었다(한겨레 1999년 1월 9일 기사).
그러나 위의 공익광고 제작 절차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주제 선정
을 위해 보수 성향을 가진 조선일보의 기사만을 내용분석하고, 문항 선정을 위한
집단심층면접에서 면접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공익광고의 제작 이전
에 효과 조사가 미리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후 효과 측정 과정에 광고 자체에 대
한 평가는 있으나 국민의 인식과 태도, 행동의 변화는 배제되는 점, 그리고 심도있
는 질적연구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양적연구만 이루어지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하봉준 외, 2012). 특히 공익광고협의회가 공익광고의 기획 및 심의 과
정에서 자율적,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제작 과정에 공익광고국
이 관여하고 정부 소속 전문가가 위원에 포함되어 순수한 의미에서 정부와 독립적
으로 운영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는 것과 위원의 구성 역시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체계적이지 못하고 시민단체의 참여가 제한되는 점 등이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이시훈, 2002a; 하봉준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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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영상매체와 환경교육
1. 영상매체의 환경 정보 제공의 기능
‘환경(environment)’이라는 용어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만큼
이나 무엇이 환경문제인지, 그리고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원인과 해결 방안이 무엇
인지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주변 뿐 아니
라 지역과 국가, 나아가 세계의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의 원인이나 오염 문제, 해결
방안과 같은 환경과 관련된 정보들을 현대인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현대 사
회에서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원천(source)은 영상매체이다. 그리
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TV를 꼽을 수 있다. 대중은 TV를 통해
우리 지역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문제를 알고, 그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으며, 문제의 해결 방안도 습득할 수 있다. 이는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원천에 대한 연구에서 TV가 가장 친숙하며 환경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매
체로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이재영 외, 1996; Eagles & Demare, 1999;
Fortner & Teates, 1980).4 다시 말해 TV는 개인이 가진 특성과 무관하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환경교육이 제도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부터 노년층에 이
르기까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이
루어지는 평생교육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TV는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환
4

이재영 외(2006)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대중매체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고(48.0%) 긍정적(86.6%)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
합한 매체로도 TV(50.8%)을 꼽았다. 학생 역시 TV를 평소에 가장 친숙하고(59.4%), 환경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으며(62.2%), 획득한 정보에 대해 가장 신뢰하고(46.0%), 환경교육적으로 가장 적합한 매체(35.0%)라고
응답하였다.
Eagles와 Demare(1999)는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
구 결과, 환경 관련 TV나 영화를 본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실제 환경 태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환경에 대해 책에서 읽은 경험이나 가정에서 환경에 대해 대화한 경험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
면 일주일간의 단기 환경 캠프 프로그램은 환경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ortner와 Teates(1980)의 연구는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해양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끼친 경험을
조사한 것이다. 연구 결과,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 모두 TV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적인 학교 수업이나 해양 관련 활동들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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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교육을 실천하는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루어지는 TV의 교육적 측면은 대중매체의 역할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던 Schramm
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Schramm(1964)은 대중매체가 감시자(watchman)의
역할, 정책 결정(decision process)의 역할, 교육적(teacher)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
다. Schramm에 의하면 대중매체는 대중의 시야를 넓히고, 특정 문제나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목적을 향해 공감하고 주의를 집중하여 성취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대중의 태도에 영
향을 끼치며, 사회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통로를 제공하고, 사회적 표준을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대중매체는 모든 종류의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도우며, 효
과적인 교수․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환경을 다루고 있는 대중매체에 적용하
여보면 이들은 환경에 대한 정보와 행동 방향을 제시하여 사회변화를 이끌어가는
교육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TV를 통해 제시되는 환경에 관한 정보의 양과
질은 환경교육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TV를 통해 방영되는 환경 관련 프로그램의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기대하는 환경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
다. EBS를 포함하여 공중파 4개 채널에 편성된 환경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환경 관련 TV 프로그램은 정규 방송보다는 교양 다큐멘터리와 보도 특집 프
로그램과 같은 비정규 방송으로 편성되어 있었다(최경희 외, 1999). 또한 많은 프로
그램들이 오후나 심야 시간과 같이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되고 있었으며, 편
향된 주제와 접근하기 어려운 편성시간 등으로 인해 매우 낮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
었다(문종대, 2002). 이는 환경 관련 프로그램의 실태에 대한 서종빈(1997)의 연구에
서 한 달 동안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1편 시청한 경우(36.9%)나 한 번도 시청하지
않은 경우(25%)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응답자들은 환경 관
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다(80.1%)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시청한
경우보다 우연히 접하게 되는 경우(58.5%)가 많았다. 다시 말해, 대중이 환경에 대
한 정보를 제공받는 통로로 TV를 가장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환경 관련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질이나 편성의 제약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의해 실제 시청으로 이어지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TV를 통한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기에
한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공익광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경 공익광
고는 시간이 짧고 담긴 메시지나 영상이 함축적인 경우가 많아 환경 다큐멘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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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내용을 전개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보고
난 후에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다룬다. 무엇보다 환경 공익광고는 환경문제 해
결과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중을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이므로 그 자
체로 환경교육적 요소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영상매체의 환경교육 교수․학습매체로의 활용
서 TV를 포함한 영상매체가 대중에게 환경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매체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에 관한 영상
매체를 환경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매체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환경교육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태도와 가치의 변화를 통해 환경의 질 향상과 유지를 위
한 행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남상준,
1995). 이러한 친환경적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행동을 하려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어린 시절부터 일상생활에서 환경교
육을 실천함으로써 내면화될 수 있다. 그리고 친환경적 태도를 내면화하기 위해서
는 직접 체험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한된 공간과 다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 현장의 시․공간적 한계로 인해 직접 체험 위주
의 환경교육은 실천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체
험 학습과 유사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다양한 탐색이 이루어졌
으며, 대안의 하나로 영상매체가 주목받고 있다.5
영상매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근거로는 시청각교육 이론을 공고히 한
Dale(1954)의 ‘경험의 원추(cone of experience)’ 개념을 들 수 있다. Dale은 ‘개념
형성(building concepts)’을 실제적인 교육의 목적으로 보고, 학습자가 풍부한 경험
을 통해 학습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학습자가 개념을 형성하기까지 학습 과정에 투
입되는 경험들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는 이들을 가장 직접적인 것에
앞

5

‘영상매체’는 영상이라는 특정 내용을 기계적인 수집, 제작, 처리를 통해 생산하고, 생산된 메시지를
광학적, 전자적 장치로 재생하여 일정한 시간, 공간에서 익명의 수용자들이 이용하게 하는 매체(김택
환, 1997) 혹은 영상이라는 일종의 언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매체형태(오세인, 2004)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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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추상적인 순서로 배열하여 경험의 원추 모형으로 만들었다. Dale의 경험의
원추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Dale의 경험의 원추(Dale, 1954, 43의 재구성)
Dale(1954)에 따르면 영상매체는 영화와 TV의 단계에 해당하며, ‘관찰(observing)’
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험으로 실제 삶의 경험을 관찰하게 한다. 이는 ‘행동(doing)’
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험들에 비해서는 추상적이지만 수용자에게 실제적이고 즉각
적인 구체적 사건을 제공하여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간접 경험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
다. 이런 관점에서 많은 교육용 TV 프로그램들이 실제 제작되어 효과를 인정받았
으나 Dale은 TV라는 매체의 특성상 일방향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등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교사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효과적인 교수매체로 TV를 적절히 사용하
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상매체의 환경교육적 활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이재영
외(1996)의 연구가 있다.6 연구 결과 교사와 학생 모두 현실감과 생생한 느낌으로
인해 TV와 같은 시청각매체를 가장 환경교육에 적합한 매체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상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환경교육 방안에 대
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연구 결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환경교육이 학생
들에게 환경교육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최성봉, 2008;
김선영 & 유선미, 2012; 강지영, 2002).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영상매체의 교육적 의미를 좁은 의미에서만 해석한 것이라
6

이재영 외(1996)의 연구는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얻거나 환
경교육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매체가 TV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앞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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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앞의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영상매체는 환경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가장 많이 제공하는 통로가 되며, 개인의 특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정보의 수용에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교육적 기능을 한다. 따라서 영상매체 자체가 가진 환경교육적 기능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Berger(1998)는 영상매체의 ‘영상’이 TV나 영화를 통해 재현되는 물적 대상
들의 이미지이며 인간의 지각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이자 커뮤니케이션 수
단이므로, TV와 영화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술인 동시에 사회적 제도이자 담론이
된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환경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객관적인 환경은 존재하
지 않으며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와 상징이 자연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구성하고, 여러 장르와 대중매체를 통해 통용되는 담론을 통해 인간이 환경에 대해
가지는 신념과 가치가 구성된다고 본다(Herndl & Brown, 1996; Cox, 2010).
즉, 영상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는 환경 정보는 개인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교육적 기능을 함과 동시에 사회 내에 환경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유통시키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에 관한 영상매체에서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묘사하는가 하는 것은 환경교육
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제 3 절 환경론
1. 환경론의 정의와 구분
환경론(environmentalism)은 환경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Pepper, 1984;
O'Riordon, 1981b).7 특히 O'Riordon(1981b, 3)은 ‘환경론(environmentalism)'이 “환
경에 관한 이데올로기(ideology)”인 동시에 환경에 대한 “인간의 마음가짐과 특정한
행동 방식”, 다시 말해 “인간의 세계관, 신념 및 행동양식”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
으므로 환경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의미하는 환경관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개인의 인식과 신념, 행동양식일 뿐 아니라 공공정책을 변화
7 환경론 및 환경관의 정의에 대해 1장의 4절(용어의 정의)에서 상세히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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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사회적, 정치적 운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Jeans(1974)와
Pepper(1984)는 인간이 인식하는 환경은 실재하는 환경이 아니라 문화적 여과
(culture filter)에 의해 걸러진 것이며, 이러한 문화적 여과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
성되어 인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므로 환경관은 특정한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구성되며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서 환경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환경 공
익광고에 나타난 환경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기 위해 환경에 관해 사회적․철학적으
로 통용되었던 담론들을 비교․분석하여 환경론을 구분하고자 하였다.8 이를 통해
인류가 발전시켜 온 환경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는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환경 쟁점들을 해석하는 밑거름이 된다.
환경론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었으나 이러한 구분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노경임, 1999). 일반적으로 환경론은 O'Riordan(1981a; 1981b)의 구분을 따라
‘기술지향주의’와 ‘생태지향주의’라는 두 입장으로 구분하며, 이는 현대환경론에서 거
의 공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Pepper, 1984). 이는 환경 담론을 구분하는 관건이
인간중심적인지, 생태중심적인지에 달려있다고 한 Eckersley(1992)의 견해와도 일치
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배적 사회 패러다임(Dominant Social
Paradigm, DSP)'이 ‘새로운 생태학적 패러다임(New Ecological Paradagm, NEP)'
또는 ‘새로운 환경적 패러다임(New Environmental Paradagm, NEP)’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Catton과 Dunlap(1978) 및 Milbrath(1989)의 견해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환경론의 구분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담론(discourse)은 일반적으로 의미를 지닌 텍스트 단위를 칭하나(Crossley, 2005), 최근에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사회 내에서 형성되고 유통되는 텍스트나 발화의 집합을 의미한다(Phillips & Jorgensen, 2002). 즉, 담론은 개인
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 있으나 주로 사회적으로 발생하여 유통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적인 대
화나 공적 성격의 문서 외에 미디어나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상징과 이미지까지 모두 포함된다(이기형, 2006).
이런 차원에서 Dryzek(1997)은 환경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이해함으로써 개인과 사회가 환경 쟁점을 정의하고,
해석하고, 검토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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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환경론의 구분9
학자
Catton&Dunlap(1978)

환경론
인간중심

생태중심

인간 예외주의 패러다임
(Human Exemptionalism Paradigm, HEP)
기술지향주의(Technocentrism)

O'Riordan(1981b)

기술만능주의
(Cornucopian)

환경관리주의
(Environmental
Management)

Milbrath(1989)

지배적 사회 패러다임
(Dominant Social Paradigm, DSP)

구도완(1996)

환경관리주의

Dryzek(1997)

노경임(1999)
양재식 외(2003)
조지연(2003)
구도완(2006)
한면희(2010)

맹은혜(2011)

새로운 생태학적 패러다임
(New Ecological Paradigm, NEP)
생태지향주의(Ecocentrism)
자급자족/소프트
테크놀로지
심층생태주의
(Self-reliance/
(Deep ecology)
Soft technology)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
(New Environmental Paradigm, NEP)
좌파환경주의

생태주의

문제해결
행정적
민주적
경제적
생존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Survivalism)
(Administrative
(Democratic
(Economic
Rationalism)
Pragmatism)
Rationalism)
지속가능성
녹색근본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적 근대화
녹색합리주의
녹색낭만주의
(Sustainable
(Ecological
(Green Rationalism) (Green Romanticism)
Development)
Modernization)
기술지향주의
생태지향주의
보수적 기술지향주의 진보적 기술지향주의 보수적 생태지향주의 진보적 생태지향주의
인간중심주의

환경관리주의

환경관리주의
생태권위주의

환경관리주의

보수적 환경주의
(Conservative Environmentalism)
인간중심주의
(Anthropocentrism/ Technocentrism)
기술만능주의
환경관리주의
(Cornucopian / the
(Environmental
Promethean Response)
Management)

생태지향주의
사회생태론

근본생태론

녹색합리주의

녹색낭만주의

진보적 생태주의(Progressive Ecology)
생태합리주의
생태낭만주의
(Ecological Rationalism) (Ecological Romanticism)
생태중심주의
(Eecocentrism)
생태합리주의
생태낭만주의
(Ecological Rationalism) (Ecological Romanticism)
비인간중심주의(Non-anthropocentrism)

Kronlid&Öhman(2013)

인간중심주의
(Anthropocentrism)

사회생태론
근본생태론
(Social Ecology)
(Deep Ecology)
포스트모던
실용주의
환경윤리
환경윤리
에코페미니즘

(Pragmatist
Environmental
Ethics)

(Postmodern
Environmental
Ethics)

(Ecofeminism)

(Catton & Dunlap, 1978; O'Riordan, 1981b; Milbrath, 1989; Dryzek, 1997; Kronlid & Öhman, 2013; 구도완, 1996;
2006; 노경임, 1999; 양재식 외, 2003; 조지연, 2003; 한면희, 2010; 맹은혜, 2011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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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연구들은 발표된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였으며, 각 연구에서 구분한 환경론들이 종적으로 같
은 위치에 있다고 하여 동일한 특성을 지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Dryzek(1997)의 연구는 환경론이 인
간중심 혹은 생태중심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한 <표 3>의 구분 기준을 따르지 않은 예외적 경우이며, 이 외의 연
구들은 횡적으로 인간중심적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좌측에, 생태중심적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우측에 배치하였
으나 각 하위 환경론들의 위치가 서로 간의 강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구도완(2006)의 생태권위주의
가 가장 인간중심적이라거나 생태낭만주의가 생태합리주의보다 더 생태중심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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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환경론은 인간의 지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기술중심주의(Technocentrism)
/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와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의 두 입장으로 구
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O'Riordan(1981b)의 구분에 따라 기술/인간중심
주의를 기술만능주의(Cornucopian)10와 환경관리주의(Environmental Management)
로, 생태중심주의는 Dryzek(1997)의 구분을 따라 생태낭만주의(Ecological
Romanticism)와 생태합리주의(Ecological Rationalism)11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환경
과 세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술/인간중심주의 환경론
기술중심주의(Technocentrism)는 자연환경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며, 인간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자연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으므로
자연을 조절하는 지배 행위가 가능하다고 보는 환경론이다(Pepper, 1984). 이와 같
이 인간을 다른 모든 존재보다 우월하다고 보고, 인간의 자연 지배를 형이상학적으
로 정당화하는 관점을 생태철학에서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라 한다(박
이문, 1994; 한면희, 1997).
이 두 관점은 인간이 환경보다 우월하다는 신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
O'Riordan(1981 b)의 논의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술지향주의로 설명된 코누코피아(Cornucopia:풍요의 뿔)에 대
해 Dryzek(1997)은 프로메테우스적이라는 표현이 담론의 본질을 더 잘 포착한 용어라고 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
용어 모두 환경론의 성격을 명확하게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Cotgrove(1982)의 표현을 따라
‘기술만능주의’로 명명하였다(Pepper, 1984에서 재인용).
11 환경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기술/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로 구분하는 것은 현대의 환경론의 구분에 관한
논의에서 거의 공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Pepper, 1984). 이는 생태계 내에서 인간의 지위와 자연과 인간의 관
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는 새로운 환경적 패러다임의 출현으로 인한 것으로, 점진적 형태의 사회변화와는 구
별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Milbrath, 1989). 반면 생태중심주의의 구분은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생태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담론들이 출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들 역시 Arne Naess의 심층생태론과 Murray Bookchin의 사회생태론을 다양한 생태담론들 중에서 가장 두
드러지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Dryzek, 1997; 문순홍, 2006; 구도완,
2006; 한면희, 2010). 그 중에서도 심층생태론과 사회생태론뿐 아니라 생태마르크스주의, 에코페미니즘, 환경정의
등 다양한 생태담론을 포괄하여 합리주의와 낭만주의로 구분한 Dryzek(1997)의 논의는 생태중심주의 환경론을
구분하는 가장 포괄적인 시도로 많은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다(구도완, 2006; 한면희, 2010; 맹은혜, 2011).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들의 연구를 따라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 환경론을 ‘생태낭만주의(Ecological Romanticism)’
와 ‘생태합리주의(Ecological Rationalism)’로 구분하였다. 또한 Dryzek이 사용한 ‘녹색(green)’이라는 용어를 ‘생
태(ecological)’로 변경한 것은 본 연구에서 환경론 구분의 바탕이 된 O'Riordon의 연구의 체계를 어느 정도 유
지하기 위해서이며, 이 연구는 공익광고를 사회적 철학적 함의가 담긴 텍스트로 보고 분석을 시도하였으므로 맹
은혜(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정치적, 실천적 함의가 강한 ‘녹색’보다는 철학적, 과학적 함의가 강한 ‘생태’가 텍
스트의 분석에 보다 더 적절한 용어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송명규, 20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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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신념이 서구 사회에서 인간이 오랜 시간 자연을 지배하며 형성되었으며,
이 바탕에는 기독교 사상이 있다고 본다(White, 1967; 한면희, 1997).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 Attfield(1983)는 기독교 사상에는 자연에 대한 자비가 많이 나타나며,
자연을 착취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
경의 구절을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과장한 것이라 반박하였다. 기독교의 정신을 둘
러싼 이러한 논쟁에 대해 Pepper(1984)는 자연의 지배자 혹은 보호자라는 관념이
모두 기독교 사상에 내포되어 있으나 과학혁명 및 자본주의의 성숙과 맞물려 자연
을 지배하고 착취하려는 태도가 확고한 인간중심주의로 형성되었으며, 오랜 시간
서구 사회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Pepper(1984)는 기술중심주의 환경론이 과학혁명기를 배경으로 하여 형성되었으며,
이 시기에 고전 과학의 원리와 우주는 고정불변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기계와 같
으므로 객관적인 법칙으로 통제될 수 있다고 보는 기계적 자연관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기계적 자연관이 정신과 물질을 구분한 데카르트의 이원
론에 영향을 받아 인간과 자연의 분리 현상을 심화시켰으며, 과학 지식이 자연에
대한 지배를 의미한다고 주장한 베이컨의 논리와 18세기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아
과학은 사회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인간의 세계를 향상시키는
도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근대 사회에서 과학의 발전과 함
께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이처럼 과학을 인간 생활의 향상을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로 보는 관점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쳐 현대 사회의 환경 쟁점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대중의 참
여는 제한되는 반면 과학 및 과학자가 막강한 권위를 가지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과학에 대한 신뢰는 기술지향주의 환경론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1) 기술만능주의
기술만능주의(Cornucopian)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풍요로
운 삶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적 가치만을 인정하는 기술/인간중심주의 환경론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관점이다(Pepper, 1984). O'Riordan(1981b)은 20세기 후반의 전 지구
적 환경 상태를 다룬 보고서들과 현대 환경론에 시사하는 바가 많은 최근의 연구들
에서 환경 이데올로기의 양상을 밝혀내었다.12 그 결과, 기술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
22

의라는 구별되는 두 개의 큰 흐름 아래, 기술만능주의(Cornucopian), 환경관리주의
(Environmental Management), 자급자족(Self-reliance) / 소프트 테크놀로지(Soft
technology), 심층생태주의(Deep Ecology)의 네 가지 관점이 확인되었다.
O'Riordan(1981b)에 의하면 이 중 가장 기술중심적인 기술만능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인간은 어떠한 정치적, 과학적, 기술적 어려움도 항상 극복할 방법을 찾는다는 신념.
둘째, 성장 위주의 목적이 개발계획과 정책 형성의 합리성을 규정함을 수용.
셋째, 세계 인구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낙관주의.
넷째, 과학 기술 전문가가 경제성장, 공중보건과 안전과 같은 문제에 대한 조언에 근본적인
기초를 제공한다는 믿음.
다섯째, 개발계획과 정책 검토에 관한 장시간의 토론과 참여자를 넓히려는 시도에 대한 의
심.
여섯째, 의지, 독창성, 성장을 일으키는 풍부한 자원으로 모든 장애는 극복될 수 있다는 신
념(O'Riordan, 1981b, 5).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보면 기술만능주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
지고 현재의 생태 위기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능력
으로 어떠한 형태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으므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자연
을 착취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또 하나의 특징은 과학과 기술에 대해 무한히 신뢰
하며, 이로 인해 경제 성장과 개발을 위한 정책 실현 과정에서 과학자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이 정책 결정에서 소외되는 것은 당
연시되며, 과학자만이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권위를 가지게 된다.
또한 Pepper(1984)는 기술만능주의 환경론이 가진 과학기술 및 과학자에 대한 믿
음을 설명하며 Kahn과 Wiener(1968)의 견해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Pepper에 의하
면 이들은 인간의 만족을 위해 과학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진보’
로 여겨 이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과학자만이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욕구로 인해 발생되는 정치적․기술적․경제적인 측면의 재해를 조절할 수
O'Riordan(1981b)은 환경 이데올로기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World Conservation Strategy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servation of Nature, 1980; Allen, 1980), The Global 2000 Report to the
President (US Interragency Committee, 1980), The Sinking Art (Myers, 1980)의 보고서와 Environment,
Ideology and Policy (Sandbach, 1980), Environment: from surplus to scarcity (Schnaiberg, 1980), Whiter
Environmentalism (Mitchell, 1980), The Emerging Ecological Paradigm in the Social Sciences (Dunlap,
1980)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20세기 후반까지 등장한 환경론들을 각각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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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았다. 특히 Kahn(1980)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한 제한 없는 성장만이 사
회적 진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속된
성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낙관하였다(Pepper, 1984에서 재인용). 즉, 현재 일
어난 환경 문제의 원인이 과학기술이라 하여도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Dryzek(1997)에 따르면 기술만능주의 환경론에서 자연은 한계가 없어 충분한
에너지만 주어지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변형될 수 있는 물질로 여겨지며, 오로지 사
람과 시장, 가격, 에너지, 과학기술만이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에 대한 끝없는 신뢰로 인해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계층 구조와 인간 사
이의 경쟁 관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며, 자연환경이 마치 기계처럼 작동한다고
보기 때문에 ‘기계 작용’이라는 은유가 자주 사용되고, 기술만능주의가 인정하지 않
는 자연의 한계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 문제들을 근거로 기술만능주의의 주장
이 반박될 때에는 ‘동향(추세, 흐름)’이라는 은유가 등장한다고 설명하였다. 기술만
능주의에서는 데이터와 그래프를 통해 인류의 현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같은 방
법으로 미래도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Dryzek(1997)은 기술만능주의 환경론의 견해처럼 현재까지의 상황을 과학
기술로 통제했다고 해서 미래도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O'Riordan(1981b)은 기술만능주의식의 접근이 현재의
환경문제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환경을 회복할 수 없으며,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설사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환경문제를 해
결할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만능주의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환경관리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게 되었다.
2) 환경관리주의
환경관리주의(Environmental Management)가 기술만능주의와 구별되는 특징은 자
연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기술만능주의에서 자연환경을 충분한 에너지만 있
으면 얼마든지 변형되는 무한한 존재로 본 것과 다르게 환경관리주의에서는 자연환
경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
로 인간이 자연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환경관리주의는 객관적인 자연과학의 법칙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 하므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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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는 일부로 제한되고, 과학과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만이 그 권위를 인정받는다(Pepper, 1984). 이러한 환경관리주의의
관점은 환경 과학자, 환경 생태학자, 환경 경제학자, 환경 법률가, 환경 계획가와 같
은 새로운 종류의 전문가들을 만들어 냈고, 현대의 환경․과학 교육에도 많은 영향
을 끼쳤다(O'Riordan, 1981b).
환경관리주의가 나타내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성장과 자원 착취는 다음에 의해 계속될 수 있다는 믿음.
가, 세금, 벌금 등을 통한 적절한 경제적 재조정.
나, 최소한의 환경 질에 대한 법적 권리의 개선.
다, 부정적인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보상.
둘째, 폭넓은 토론이나 이해집단간의 합의를 위한 진실한 연구를 고려하는 새로운 정책
평가 기법 및 결정 검토 과정의 인정(O'Riordan, 1981b, 5).

이러한 환경관리주의 환경론의 특징들은 Dryzek(1997)이 언급한 환경 문제 해결
담론의 특성과 유사한 점이 많다. Dryzek에 따르면 환경 문제 해결 담론에서는 인
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관료제도, 민주주의, 시장의 원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각각의 관점을 행정적 합리주의(Administrative
Rationalism), 민주적 실용주의(Democratic Pragmatism), 경제적 합리주의(Economic
Rationalism)라 한다. 그는 행정적 합리주의에서는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해야 한다는 Gifford Pinchot의 주장에 영향을 받아 정부에 의한 자원의 과학적
인 관리가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오염을
규제하는 기관과 정책, 환경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전문
가 자문 위원회, 합리적인 정책 분석 기법을 필요로 하나 이는 자연을 인간에게 종
속된 것으로 여기고, 사람들 역시 국가에 종속된 존재로 보아 위계 구조 속에서 전
문 지식을 가진 관리자와 과학자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따
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적 실용주의가 대두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위계 구조
가 아닌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식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다. 여기에서는 공공 협의나 정책 토론, 공공 조사, 알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같
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노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나 여전히 자연을 인간의 문제 해
결 노력에 종속된 것으로 보며, 민주적으로 행위한다고 보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실
상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인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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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시장의 원리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제적
합리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경제적 합리주의자들은 공기나 물과 같은 자연환경
을 사유화하여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배출권 제도를 운영하여 오염자들간에 오염배출권을 사고 팔게 하면 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해 점차 오염발생량을 줄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Dryzek은 이
러한 관점에서는 환경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행정
적 규제 대신 자유 시장의 원리가 환경오염을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여전히
자연을 인간에게 종속된 기계 작용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전의 논의들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보았다. 여기에 덧붙여 현재 국제사회에서 지배적인 담론으로 인정받
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역시 논의의 여지는 있으나 대체로
인간중심적인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전의 논의들과 다르게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고 자연을 기계가 아닌 유기체적 존재로 이해하기는 하지만 인
간이 여전히 자연환경 위에 존재하며, 성장의 한계가 기술을 통해 확대된다고 본다
는 점에서 생태중심주의보다는 환경관리주의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기 때
문이다(Dryzek, 1997).
환경관리주의 관점은 자연의 한계를 인정하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
려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Riordan(1981b)에 따
르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자연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상
기업, 노조, 당국 사이의 합의와 기득권 위주의 환경적 관심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정치적인 면에서는 변화를 꾀하지 않은 허울뿐인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는
환경관리주의 관점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측면의 구조적 변화 없이 환경문제 해결
을 위해 오염을 줄이고, 자원 착취를 규제하고, 재활용과 보존을 장려하기 위해 세
금 정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상식적인 노력만을 하려고 하므로 장기
적인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2. 생태중심주의 환경론
기술/인간중심주의가 과학기술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미래를 낙관하는 환경론인
반면,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는 자연과 인간의 동등성 또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종속성을 표방하는 낭만주의와 다윈과 맬서스의 과학 이론과 같은 생물학적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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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아 낙관할 수 없는 미래관을 내세우는 환경론이다(Pepper, 1984).
Pepper(1984)는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나타난 낭만주의가 산업사회의 물질적․
경제적 변화 및 자본주의의 확산과 그로 인한 비인간화를 경계하였으며, 자연에 대
한 합리주의적 해석을 거부하였던 예술적, 지성적 운동이라 설명하였다. 낭만주의자
들은 개인의 영혼과 감정 등을 통해 표현되는 자유를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낭만주
의를 바탕으로 한 자연관은 자연이 스스로 고유한 속성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인
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연의 존재 의의가 인간이 아닌 자연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며, 오늘날 자연이 그 자체로 목적과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생물윤리(bioethic)’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생태중심주의로의 전환의 또 다른 원인으로 다윈과 맬서스의 과학 이론을 들 수
있다. 다윈의 과학이론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이 상호관련 및 상호의존의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생태계 내에서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를 다루는 ‘인류생태학(Human Ecology)'의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Pepper, 1984). 또
한 수학적 분석을 통해 인구의 증가가 식량공급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맬서스의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신맬서스주의자
라 칭해지는 여러 환경론자들과 전 지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 그들
의 연구 - 예를 들면 Hardin(1968)의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은유나 현대의 기하급
수적 성장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생존을 위해 인간은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만
한다는 ‘성장의 한계(Meadows, Meadows, Behrens & Randers, 1972)’에서의 주장
등 - 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Dryzek, 1997).
1) 생태낭만주의
생태중심주의는 18∼19세기의 낭만주의와 다윈, 맬서스의 과학 이론에 영향을 받
아 형성되었다. 이는 지구 생태계의 수용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성장 위주의 지배
적 사회 패러다임(DSP)이 악화되어가는 생태 위기 속에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자
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NEP)으로 전환됨
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생태 사상 혹은 녹색 사상이라 불리는 다양한 논의들이 발생하였으
며, 문순홍(2006)은 이들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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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재를 위기적 상황으로 설정하며, 이 상황을 생태 위기라 칭한다.
둘째, 이 위기적 상황은 여러 문제들로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 파괴’, 자원 부족 등
의 문제는 다른 사회 문제들과 상호연관적인 것이며,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접근할 수 없
다. 만일 ‘환경’ 문제를 사회와 분리해서 접근하고자 한다면, 해결방식은 단기적이며 미봉
적일 수밖에 없다.
셋째, 따라서 생태 위기는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넷째,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은 자연과 인간을 통합적으로 파악한다. 자연과 인간을 통합
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출발점으로 녹색사상이 의존하는 자연과학으로는 생태학, 양자물리학, 가이
아론, 엔트로피론 등이 있다.
다섯째, 이로부터 자연과 인간에 대한 철학적 논의로 발전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평가를
동반하여야 하고, 나아가 사회이론으로 확장한다. 이 사회이론에서는 대안 경제에 관한 최
소한의 방향성, 대안적 정치체제에 대한 논의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유형을 제시하고자
시도된다(문순홍, 2006, 48-49).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생태중심주의 환경론 중에서도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 계
몽 사상을 거부하고 각 개인이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한 환경론을
생태낭만주의(Ecological Romanticism)라 하며, 여기에는 심층생태론, 문화적 에코
페미니즘, 지역에 대한 감상으로서 생물지역주의, 녹색 라이프스타일, 생태신학, 생
태공동체주의 등이 포함된다(Dryzek, 1997). 이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심
층생태론은 노르웨이의 Arne Naess, 미국의 Devall, Session, Capra 등에 의해 발전
한 것으로, 심층생태론의 주창자인 Arne Naess는 이전의 표피적(shallow)인 환경주
의가 “근본적이며 광범위한 생태운동(deep ecology)”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
며, 자연에 대한 근본적이며 영적인 접근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
았다(문순홍, 2006, 51).
Dryzek(1997)과 문순홍(2006)에 따르면 이러한 심층생태론은 두 가지 원리를 가진
다. 첫째는 모든 개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유기체로서의 자연을 인식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자아실현이다. Dryzek은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관계들로
짜여진 유기적, 전일적인 시스템이라 설명하며, 이러한 상호연관적 관계 속에서 ‘나’
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원리는 인간을 비롯하여 그 무엇도 다른 개
체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생명중심적 평등이다. 이러한 관계 안의 자아실현과 생명
중심적 평등은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과 자연의 동등한 관계를 인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Dryzek은 심층생태론, 나아가 생태낭만주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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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연을 포함한 이 세계에 어떠한 계층 구조도 없다고 보고, 평등한 관계를 가로
막는 도구적 합리성을 지양하며, 각 개인을 자연과 세계에 대해 스스로 관계를 만
들 수 있는 존재로 본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그는 생태낭만주의가
생물학적이고 유기체적인 은유를 주로 사용하며, 직관과 감성에 호소하여 각 개인
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개인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와 세계가 바람직하게 변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생태낭만주의는 개
인의 삶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문화적 영역에 가장 많은 영
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하였다.
생태낭만주의에 포함되는 여러 논의들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평등한 관계를 회복하고, 개인의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현재의 생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연에 대해 보다 감정
이입의 태도를 가지고 개인적 차원의 영적 각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는 생태 위기 극복의 사회적 측면을 소홀히 하고 지나치게 개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 지구의 변화로 곧장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
진다(Dryzek, 1997).
2) 생태합리주의
생태중심주의 환경론을 구분한 Dryzek(1997, 301)은 이 중 “계몽의 가치를 선택적
으로 받아들여 생태적인 방향으로 근본화한 환경론”을 생태합리주의(Ecological
Rationalism)라 칭하였다. 기술/인간중심주의 환경론에 영향을 끼쳤던 계몽사상은
자연을 기계와 같은 대상이자 인간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
하지 않았다. 그러나 Dryzek에 따르면 계몽사상은 근대 사회의 발달 과정에서 기존
의 계층 구조를 거부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평등, 합리적인 사회관계를 위한 자유로
운 대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계몽의 가
치들 중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것들을 일부 수용하여 합리성을 바탕으로 생태적 쟁
점들의 사회적 차원을 심사숙고하는 관점을 생태합리주의라 칭하였으며, 이것이 생
태낭만주의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라 설명하였다. 여기에는 유럽 녹색당, 사회생태
론, 환경정의운동, 사회적 에코페미니즘, 정치적 프로그램으로서 생물지역주의, 좌파
녹색주의자, 동물해방운동 등이 속한다(Dryzek, 1997).
이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사회생태론은 Murray Bookchin에 의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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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부주의 사상과 생태 사상이 융합됨으로써 시작되어 Bahro에 의해 이론적 체계
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심층생태론이 사회에 무관심하고 개인의 의식 전환과 문화
운동을 강조하는 것과 다르게 지배 구조로 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를 생태 위기의
원인으로 보았다(문순홍, 2006).
문순홍(2006)은 지배 구조로 얼룩진 현대 사회의 단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경제영역 = 지나친 경제 성장
둘째, 국가영역 = 공동체의 자율성을 대가로 지불한 억압적 권위주의 국가
셋째, 시민사회 = 이기적 개별화와 도덕적 위기
넷째, 과학기술의 무관계성 = 사회적 제 관계라는 고리 그리고 자연과 인간 간 관계라는
고리가 족쇄로 작동하지 않음
다섯째, 남북관계 = 남반구에 의한 팽창적 식민주의(문순홍, 2006, 60)

문순홍(2006)은 사회생태론이 이러한 사회의 지배 구조를 현재의 생태계적 평형
파괴의 원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이로 인해 문제의 해결 역시 현재의 지배 구조를
버리고 생태 윤리를 되살려 사회를 재구성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방법을 제
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지역적이며 소규모적인 정치 제도 안에서 시
민의 재사회화를 통해 기존의 지배 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공동체 건설과 시민포럼을 통한 인간 자아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경
제적으로는 시장경제의 비도덕성과 소비주의, 기술의 반문화성으로 인해 환경문제
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생태론이 사회적 측면
에서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찾았다는 점에서 심층생태론의 논의보다 낙관적이
며, 경제 성장과 환경보호 간 조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접근이라고 보았다.
사회적 지배 구조에서 생태 위기의 원인을 찾는 사회생태론의 특성은 생태합리주
의에 속하는 다른 환경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978년의 러브운하 사건과 맞물려
시작된 환경정의운동에 대해 Szasz(1994)는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험의 피
해가 가난한 사람과 소수 인종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Dryzek, 1997에서 재인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네트워
크를 기반으로 소송, 로비, 시위 등을 벌이고, 환경 쟁점의 분배적 측면을 강조한다
는 점에서 환경정의운동은 계몽주의의 평등주의적 이상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
으며,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를 비판하는 에코페미니즘이나 자본주의와 인간중심
주의를 비판하는 좌파녹색주의(에코마르크스주의), 인간의 권리를 넘어 동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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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물해방운동 역시 계몽주의가 강조한 평등의 원
리에 기반하고 있다(Dryzek, 1997).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생태합리주의는 생태 위기의 원인을 사회적․정치적․경제
적 구조에서 찾고, 개체 간 평등과 같은 계몽사상의 긍정적 요소를 선택적으로 수
용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론이다. 따라서 Dryzek(1997)은 생태합리
주의가 전 지구적 한계를 인정하며, 복잡한 생태계로서의 자연과 이성적인 인간이
복잡한 상호 연관의 관계 안에 있다고 보아 유기체적 은유를 주로 사용한다고 설명
하였다. 그는 또한 생태합리주의에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논증을 제시하
고, 이성과 사회 구조의 합리성 및 불합리한 산업사회의 질서를 뛰어넘는 진보의
이념에 호소한다고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등장한 환경론을 기술만능주의, 환경관리주의, 생태합리
주의, 생태낭만주의의 네 가지 입장으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환경론들
이 가진 학문적 배경은 모두 다르며, 서로 다른 차원의 것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
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자연과 세계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이들은 뚜
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론의 구분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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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환경론의 구분 및 특징
환경론
특징

기술중심주의 / 인간중심주의
기술만능주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식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

성장의 한계 인식

환경관리주의

생태중심주의
생태합리주의

생태낭만주의

이원론적 세계관

일원론적 세계관

지배 - 피지배의 관계

평등한 관계

기계적 자연관

유기체적 자연관

도구적 가치

내재적 가치

무한히 개발될 수
있는 자원의 보고

인간을 위한 관리
와 이용의 대상

자연은 무한함

한계는 있으나
과학기술로 극복

내재적 가치를 지
닌 존재

고유한 의미를 지
닌 살아있는 존재

전 지구적 한계 인식

계몽주의의 영향

계몽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음

계몽주의의
평등 가치 수용

계몽주의 거부

과학 기술에
대한 태도

사회 진보의 원동력으로 신뢰

신중하게 사용

회의적

인간의 능력에
대한 태도

어떠한 정치적․과
학적․기술적 어려
움도 해결

인간의 능력을
신뢰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존중

인간의 관계 형성
능력 인정, 자연
의 질서 존중

인간 사회의 구조
및 정치, 경제에
대한 인식

인간의 인간 및
자연 지배의 계층
구조와 인간 간
경쟁 관계 인정

정책결정 과정에
서 과학자의 권위
인정, 대중의 제
한적 참여.

지배구조의 사회
관계가 가진 문제
인정

계층구조 불인정,
환경문제 해결의
사회적 측면에 대
한 관심 부족

환경문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한
태도

인간의 능력 신
뢰, 해결 위해 성
장의 계속을 주장

과학 기술로 극복
가능, 정치적, 경
제적 측면 무시

사회적 구조의 변
화를 통해 해결

개인의 영적 각성
및 새로운 문화로
극복 가능

수사적 특징

무한한 자원, 개
발, 개척, 지배, 성
장, 경쟁, 기계작
용, 동향(추세)

이용, 관리, 자원,
자원의 한계, 정
부의 규제, 정책,
경제논리

합리적 의사소통,
이성, 생태적 합
리성, 사회 구조

감정이입, 생태적
감수성, 영적 각
성, 직관, 어머니
대지

코누코피아 담론

환경 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발전
(일부)

사회생태론, 환경
정의, 사회적 에
코페미니즘, 동물
해방운동, 좌파녹
색주의

심층생태론, 문화
적 에코페미니즘,
녹색라이프스타
일, 생태공동체주
의, 생태신학

관련 담론

(O'Riordan, 1981b; Pepper, 1984; Dryzek, 1997; Milbrath, 1989; 문순홍, 2006; 노경임, 1999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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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 연구 검토
1. 환경 공익광고에 관한 연구 및 시사점
영상매체는 교실 환경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직접 체험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매체이다. 그 중에서도 TV 공익광고의 공익성에 주목하여 TV 공익광고
를 활용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으며, 이들 중
에는 환경교육적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들도 있다.
김정미(2005)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익광고를 이용한 환경교육이
학습자의 환경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환경교육의 영역별 내용에
해당하는 공익광고를 추출하여 15차시의 환경수업을 진행한 결과, 공익광고를 이용
한 환경수업을 받은 학습자 집단의 환경 지식과 환경보전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박수연(2007) 역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익광고를 활용한
환경수업이 학생들의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전
통적 방식의 환경수업을 받은 집단에 비해 공익광고를 활용한 환경수업을 받은 실
험집단의 학생들의 변화가 환경친화적 태도 전반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강민정(2010)은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TV 공익광고를 활용
한 환경교육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사회과에서 다루어지는 환경 관련 교육 내용
을 분석하고, 환경을 주제로 한 TV 공익광고 중에서 환경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공익광고를 세부적인 분석 기준에 따라 나누었다. 이를 토대로 사회과에서 TV 공
익광고를 활용하여 환경수업을 실천할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TV 공익광고가 학습자의 친환경적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환경교육 교수․학습매체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V 공
익광고의 교육적 효과를 교실 수업 상황 안에서만 검증하는 것은 공익광고의 교육
적 의미를 좁은 의미로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TV라는 대중매체는 본질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환경을 주제로 한 TV 공익광고는 전 연령과 계층
의 사람들에게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적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 공익광고가 대중에게 환경 정보를 제공하며 대중을 설득한다는 점을
근거로 메시지 전달의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공익광고에서 전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프레이밍 하였을 때 수용자의 인식과 태도에 변화
를 일으키는지, 또는 수용자가 가진 특정한 변인에 의해 어떻게 다르게 수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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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김재휘 외, 2000; 2002; 2004; 윤일기, 2011).
그러나 환경교육의 시각에서 환경 공익광고의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이나 교
수 학습매체로서의 활용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 공익광고의 메시지가 어떠
한 가치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환경 공익광고는 대중에게 환경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며 환경교육을 실현하는 매개가 되므로,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기저에 깔린 환경 이데올로기를 검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중이 가장 빈번하게 접한다고 응답한 TV 공익광고를 대상으
로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을 다룬 TV 공익광고의 환경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들을 찾아보았지만 국내
에서는 주로 광고의 표현 기법을 분석하거나 효과를 검토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으
며, TV 공익광고의 환경 수업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TV
공익광고의 내용 자체를 환경교육의 시각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TV 공익광고에 담
긴 지속가능발전의 내용을 분석한 전소영 외(2010)의 연구만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가 환경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매체로서만 주목받던 TV
공익광고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형식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하고자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2. 환경관 분석에 관한 연구 및 시사점
환경교육의 시각에서 환경관을 검토한 연구로 Kronlid와 Öhman(201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환경철학 및 환경윤리 이론을 검토하
여 교실 내 의사소통, 교과서, 정책 문서의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윤리적 내용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가치지향 환경윤리의 이론을 검토하여 인간중심주의
와 비인간중심주의로, 관계지향 환경윤리의 이론을 검토하여 심층생태론, 사회생태
론, 에코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환경윤리, 실용주의 환경윤리로 나누었으며, 이를 토
대로 ‘자연의 가치’, ‘도덕적 대상’, ‘인간과 자연의 존재론적 관계’를 가치지향 분석
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환경위기의 해결 방법’, ‘관련된 공간’, ‘환경 위기의 원인’을
관계지향 분석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노경임(1999)은 환경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개인의 환경관을
분석할 수 있는 준거 틀을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학생들의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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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댐 문제와 같은 특정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특성을 조사하였다. 환경관 분
석틀은 환경론에 대한 철학, 윤리학, 사회학적 구분과 동․서양의 자연관에 대한 문
헌연구를 토대로 ‘보수적 기술지향주의’, ‘진보적 기술지향주의’, ‘보수적 생태지향주
의’, ‘진보적 생태지향주의’의 네 가지로 구성되었으며, 그 기준으로 세계관, 자연관,
지속가능성, 철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윤리학적 관점, 자연의 가치, 그 외의 특
징을 제시하였다. 이를 초 중 고 대학생 30명에게 적용하여 환경관을 분석한 결과,
진보적 기술지향주의적인 환경관을 보이는 연구참여자가 가장 많았으며, 개인의 환
경관이 특정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스트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한 연구로는 양재식 외(2003), 박우연 외(2006), 맹
은혜(2011)의 연구가 있다. 양재식 외(2003)는 환경교육 교재의 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관’, ‘환경문해력’, ‘교재의 매체특성 분석기준’의 세 가지 분석 기준을 구
성하고, 교과서 텍스트와 환경 관련 영상자료, 환경부의 홈페이지를 분석하였다. 환
경관 분석 틀은 ‘인간중심주의’, ‘환경관리주의’, ‘생태지향주의’의 세 가지 환경관이
가지는 철학적 관점, 가치지향, 경제적 관심, 사회․문화 양식, 환경문제 인식 및 문
제해결의 특성에 따라 구성되었다. 환경관에 대한 분석 결과, 각각의 환경교재가 건
전하지 못한 환경관을 담고 있거나 환경관이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우
연 외(2006)는 환경동화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하기 위해 ‘인간중심’, ‘생명중심’,
‘자연중심’의 세 가지 환경관과 ‘동심․교훈주의’, ‘현실주의’, ‘판타지’의 세 가지 아
동문학양상을 조합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인간중심의 환경관이 드러
난 환경동화가 우세하였으며, 동화에 담긴 주제를 어떤 관점으로 서술하였는지와
작가가 지닌 환경관에 따라 환경관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환경동화를 집필하는 작가들이 건전한 환경관을 지녀야 하며, 교사가 먼저 좋
은 환경동화를 선별하여 학생들에게 읽게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맹은
혜(2011)의 연구는 교육과정 시기에 따라 초등국어교과서 텍스트에 담긴 환경관을
분석하고 경향성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두 환경
관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기술만능주의’, ‘환경관리주의’, ‘생태합리주의’, ‘생태낭만
주의’의 네 가지 하위 환경관으로 세분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
만능주의’와 ‘환경관리주의’의 인간중심주의 환경관에서 ‘생태합리주의’와 ‘생태낭만
주의’의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텍스트의 환경관 분석을 시도하였던 위의 연구들 중 박우연 외(2006)의 연
구의 분석틀은 환경관의 구분 기준이 단일하고, 양재식 외(2003)의 연구는 앞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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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다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나 생태중심주의를 세분화하지 않았으며, 이 연
구가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철학적 논의들과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입장 차이
가 존재하여 이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13 반면 사회적․철학적 배경
을 가진 맹은혜(2011)의 연구는 O'Riordan(1981b)과 Dryzek(1997)의 논의를 바탕으
로 환경론을 구분하고 있어 이 연구의 배경과 유사한 점이 많으나 텍스트 분석을
위한 분석틀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환경에 관한 사회적 논의
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들에서 환경관을 구분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았던 특징들을 비교하여 상호배
제적인 환경관 분석기준을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TV 공익광고 분석
을 위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 장에 서술하였다.

양재식 외(2003)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환경관리주의’로, ‘지속가능한 개발(ESSD)’은 ‘생태지향주의’로 구분하
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Dryzek(1997)의 논의를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ESD)’이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의 관점에 가
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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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및 과정
제 1 절 연구 방법 및 대상
1. 내용분석의 정의 및 특징
이 연구는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을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은 Berelson(1971, 18)의 정의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의 명백한 내용을 객관적, 체계적, 양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연구 기
법”으로, 주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분석하는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
나 Krippendorff(2004, 18)는 내용분석을 “텍스트(또는 의미있는 자료)에서부터 그들
이 사용되는 맥락에 이르기까지 반복가능하고 타당한 추론을 만들기 위한 연구 기
법”으로 정의하며, 질적 분석의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텍스트
를 읽는 행위에는 행간에 숨은 의미를 찾는 질적 분석 방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Krippendorff(2004)가 제시한 내용분석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분석은 비간섭적(unobtrusive) 기법이다. 사회연구에 있어 자료의 양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자료가 왜곡되어 연구의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연구자의 특정 관
심이 자료를 조작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내용분석은 비반응적이며 비간섭적인 특
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내용분석은 비구조화된(unstructured) 것도 자료로 다룰 수 있다. 이는 일반
적으로 구조화된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이해를 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된다.
셋째, 내용분석은 맥락(context)에 민감하므로 중요하고, 의미 있으며, 유익하고, 구
상적인 텍스트를 자료로 다룰 수 있다.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연구들이 자료의 의
미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데 반해 내용분석은 맥락을 민감하게 다루므로 자료의 텍
스트성을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내용분석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 내용분석은 문화기술지나 사
례연구와 같이 적은 양의 데이터를 다룰 뿐 아니라 복수의 코더나 컴퓨터 소프트웨
어를 통해 많은 양의 데이터도 다룰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Krippendorff, 2004, 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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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내용분석을 질적 방법으로 적용하여 환경 공익
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하고, 환경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2. 분석 대상의 선정 및 표본 추출
이 연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http://www.kobaco.co.kr/)에 탑재된 환
경과 관련된 공익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방영된 TV 공익광고가 ‘자연환경’, ‘사회공동체’, ‘공공매너’, ‘가정/청소년’,
‘경제, 사회 & 기타’의 5가지 대주제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 친환경적 행동이나 의
식 변화를 촉구하는 등 환경과 관련된 공익광고는 ‘자연환경’으로 분류된 58편과
‘사회공동체’로 분류된 3편, ‘공공매너’로 분류된 2편으로 총 63편이다. 이들은 각각
소주제로 분류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표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 탑재된 환경 공익광고의 현황
(1981-2012년)

대주제

자연환경

사회공동체
27

교통안전

0

에너지절약

6

나눔&이웃

0

물

3

노사화합

0

담배&마약

0

부정부패

0

선거

0

장애
저축절약&
소비
헌혈

0

기타

2

3

소주제

총

공공매너

환경보전

재활용
불조심

9

일회용품 자제

2

한강

8

58

(단위 : 편)
가정/청소년

경제사회&기타

공공질서&
예절

2

가족&대화

0

국가브랜드

0

언어생활

0

가족계획

0

국민의식&
나라사랑

0

인터넷예절

0

연탄가스,
가스조심

0

국가경제

0

청소년

0

통일

0

학교폭력

0

기타

0

1
친절

0

3

2

0

0

0

이 연구는 이들 63편의 환경 공익광고를 대상으로 환경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
차 분석 결과 4편의 공익광고에는 환경에 대한 특정한 입장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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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59편의 환경 공익광고를 최종 표본으로 추출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2 절 분석 단위와 분석 기준의 설정
1. 분석 단위의 설정
내용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요소를 어떤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를 사용
하여 수량화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하나의 단어나 주제, 인물, 문단, 항목, 공간
및 시간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조성남 외, 2011).
이 연구에서는 ‘주제(theme)’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여 환경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Wimer와 Dominick(1994, 206)은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 단위에
대한 명백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여러 분석 단위 중 주제에 대해
“한 가지 문제에 대한 한 가지 주장”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조성남 외(2011)에 따르
면 주제는 어떤 내용의 중심이 되는 제목이나 문제를 의미하며, 하나 혹은 여러 개
의 문장이나 문단, 혹은 전체 본문에 확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인
TV 공익광고는 영상과 음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매체이며, 대개의 경우 광고의
텍스트가 짧아 단어나 문장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 무엇보다
환경관은 환경 이데올로기로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광고에 노출된 단어나 문장의 수를 양적으로만 분석할 경우에는 광고 안에 내포된
환경관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석 단위로서의 ‘주제’를 ‘환경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나타내는 모든 부분’으로 정
의하고, 공익광고에 나타난 명백한 내용(manifest content)뿐 아니라 잠재적인 내용
(latent content)까지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환경 공익광고를 구성하는 문자언어(자막), 음성언어(내레이션), 시각이
미지(화면)를 텍스트로 삼고, 주제를 중심으로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하
였다. 또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 탑재된 공익광고를 분석 대상으로 삼
았으므로 홈페이지에 기재된 제작사의 제작 의도 및 기타 정보들도 분석의 텍스트
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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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기준의 설정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 기준은 내용분석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생산적인 연구
가 되기 위해서는 분석 기준이 명확하게 구성되고, 문제와 내용에 잘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Berelson, 1971). 이를 위해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 기준의 유목들은
상호배제적이어야 하고, 분석 내용이 어느 유목에든 남김없이 분류되어야 하며, 이
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Wimer & Dominick, 1994).
환경 공익광고의 환경관 분석을 위한 유목체계(category system)는 2장에서 논의
한 환경론의 구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환경론
의 구분에 있어 가장 대표적이라고 여겨지는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로의 구
분을 분석 기준의 주제유목으로 삼고, 각 환경관의 하위유목으로 기술만능주의, 환
경관리주의, 생태합리주의, 생태낭만주의를 설정하였다.14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환경
론을 구분하는데 기준이 되었던 특징들을 토대로 하여 각각의 특징이 서술되었다.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환경론을 구분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표 2>로 제시하
면서 각 환경론의 특징을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식’,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 ‘성장
의 한계 인식’, ‘계몽주의의 영향’, ‘인간의 능력에 대한 태도’, ‘인간 사회의 구조 및
정치, 경제에 대한 인식’, ‘과학 기술에 대한 태도’, ‘환경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한 태
도’, ‘수사적 특징’, ‘관련 담론’의 10가지로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이를 유사한 성격
끼리 묶어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분석 기준의 설정을 위한 특징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환경론의 특징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식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
성장의 한계 인식
계몽주의의 영향
인간의 능력에 대한 태도
인간 사회의 구조 및 정치, 경제에 대한 인식
과학 기술에 대한 태도
환경문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한 태도
수사적 특징
관련 담론

분석 기준의 설정을 위한 특징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의 가치
사회진보와 구조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사회환경에 대한 인식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환경 문제의 원인과 해결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사적 특징

수사적 특징

앞 장에서 환경론이 기술/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로 구분됨을 확인하였으나 이 연구의 분석기준에서는
‘기술/인간중심주의’ 대신 ‘인간중심주의’를 사용하였다. 이는 환경론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생태중심주의에 반
대되는 환경론을 공통적으로 인간중심주의로 칭하므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Kronlid & Öhma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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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경관 분석 기준을 구성하는 특징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의 가치’, ‘사회진보와 구조’,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
‘수사적 특징’의 여섯 가지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사회환경에 대한 인식’,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사적 특징’의 네 가지로 범주화
하였다. 이는 환경관 분석 기준의 각 하위유목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활용하였으며,
분석 기준을 정리한 표에서는 각 항목에 번호를 부여해 기록하였다.
이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기
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5
<표 7> 환경 공익광고의 환경관 분석 기준
주제유목 하위유목

내용
자연환경

기술
만능
주의
인간
중심

사회환경
환경문제
수사특징
자연환경

주의
환경
관리
주의

사회환경
환경문제
수사특징
자연환경

생태
합리
주의
생태
중심

사회환경
환경문제
수사특징
자연환경

주의
생태
낭만
주의

사회환경
환경문제
수사특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계층구조와 착취가 정당한 관계
물질에 지나지 않으며 도구적 가치를 가지는 자연
한계 없는 성장과 인간 간 경쟁 구조
무한한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과학기술의 막강한 권위
계속된 성장으로 환경문제 해결
무한한 자원, 개발, 개척, 지배, 성장, 경쟁, 기계작용, 동향(추세)
인간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자연의 이용과 지배가 가능한 관계
이용과 관리의 대상이며 도구적 가치를 가지는 자연
한계는 있으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극복 가능한 성장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과학기술의 영향력과 대중 참여 일부 인정
과학기술의 발달 및 정부 규제 등 적절한 관리로 환경문제 해결
이용, 관리, 자원, 자원의 한계, 정책, 규제, 경제 논리
인간과 자연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평등한 관계
내재적 가치를 가지며 복잡한 생태계로 구성된 자연
성장의 한계 인정 및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에 관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사용 인정
사회구조의 변화로 환경문제 해결
생태적 합리성, 이성, 합리적 의사소통, 사회구조
각 인간과 자연이 관계를 만들며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 관계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자연
성장의 한계 인정 및 사회구조에 대한 무관심
과학기술과 사회발전의 관계에 회의적
자연의 가치에 대한 영적 각성, 생활 방식의 변화로 환경문제 해결
감성, 감정이입, 직관, 생태적 감수성, 어머니 젖줄, 자연으로의 회귀

이 연구의 환경관 분석기준의 하위유목에 대한 내용 부분에 기재된 숫자는 환경관 구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던 특징들에서 추출한 것이다. 각각의 숫자는 ‘① 인간과 자연의 관계, ② 자연의 가치, ③
사회진보와 구조, ④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⑤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 ⑥ 수사적 특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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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구성한 분석 기준을 가지고 환경 공익광고를
구성하는 문자언어(자막), 음성언어(내레이션), 시각이미지(화면), 제작사의 기획 의
도 및 기타 정보에 나타난 환경관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 환경
공익광고의 문자언어(자막), 음성언어(내레이션), 시각이미지(화면), 제작사의 기획
의도 및 기타 정보를 전사하였다. 그 후 주제를 중심으로 환경관이 나타나는 부분
들을 모두 찾아 분석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코딩하였으며,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
러나도록 10줄 내외로 자세히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광고 전
반에 걸쳐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환경관이 무엇인지 결정하였다.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표 8> 환경 공익광고의 환경관 분석틀
주제유목

하위유목

공익광고
내용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기술만능주의

사회환경에 대한 인식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사적 특징

인간중심주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환경관리주의

사회환경에 대한 인식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사적 특징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생태합리주의

사회환경에 대한 인식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사적 특징

생태중심주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생태낭만주의

사회환경에 대한 인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⑤

수사적 특징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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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제 중심의 질적 내용분석은 환경관이 자연의 가치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에 대한 인식 및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등 다차원적인 논의들로 구성된 복잡한 가
치체계라는 점, 또한 이것이 환경 공익광고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된 경
우도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TV 공익광고가 영상과 음향 등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
루어진 복합적인 매체라는 점에서 이 연구에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나 주제를 중심으로 한 내용분석은 단어에 비해 경계가 불분명하고, 텍스트에
여러 개의 주제가 있는 경우 어느 것이 더 심적인 주제인지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
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조성남 외, 2011). 실제로 이 연구에서도 주제를 중심으로
환경관을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환경관의 특징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
었다. 그런 경우, 1차로 광고 안에서 특정한 환경관을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부분들
을 분석틀에 중복하여 모두 기록하였다. 그 다음 광고의 맥락 및 내포된 의미를 중
심으로 재검토하여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2차로 분석틀에 기록하였으며,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우세한 환경
관이 나타나지 않고 두 가지 환경관이 대등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하나
로 결정하지 않고, 두 가지 환경관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분석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 가지 환경관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환경 공익광고 분석의 예이다.

43

<표 9> 일반적인 환경 공익광고의 환경관 분석 사례
데이터 번호
대분류
기획의도

62
자연환경
홈페이지 내 미기재

제목
소분류
구성 및 표현

어느새, 우리의 이야기
환경보전
홈페이지 내 미기재

Video
(화면) 녹고 있는 빙하와 북극곰의 영상이 홍수에 떠내
려가는 자동차 위의 사람으로, 가뭄이 든 땅에 남겨진
동물의 뼈에서 농기계로, 눈사태에서 산사태로, 새끼를
품은 북극곰에서 엄마와 딸의 모습으로 대구를 이룸.
자동차 키, 난방기, 스위치를 만지는 손.
(자막) 어느새,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합시다.
(로고)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인간중심주의
기술만능주의
환경관리주의
환경관
자연
사회
수사 자연
사회
분석틀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방영년도
제작사
길이

2012
서든리
30초

Audio
(내레이션) / (동요 ‘파란마음 하얀마음’ 멜로디)
어느새,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
다.
더 늦기 전에.
(징글)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생태중심주의
생태합리주의
생태낭만주의
수사 자연
사회
수사 자연
사회
수사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

②
○

③
○

④

⑤
○

⑥
○

녹고 있는 빙하와 갈 곳을 잃은 북극곰, 가뭄과 눈사태 등 자연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영상과 그와 유사하게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영상이 시각적으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
별도의 내레이션 없이 “어느새”라는 자막만 제시되고 있으나 시각적 대구로 인해 오늘날의 환경문제가
동식물 뿐 아니라 인간에게까지 큰 위험이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더
늦기 전에”라는 내레이션을 통해 현재의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전달
하고 있다. 이는 곧 인간과 자연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하나의 지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
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을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환경관 또한 환경문제에 관한 영상들이 제시된 후에, 자동차 키와 난방기, 스위치를 만지는 손의 모습과 “에
분석 너지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합시다.”라는 자막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앞의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자동차나 전기의 사용을 줄여야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개인의 영적 각성과 생활 방식의 변화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생태낭
만주의 환경관의 입장과 같다.
그리고 가사 없이 동요 ‘파란마음 하얀마음’의 멜로디를 부르는 어린이의 목소리를 배경음악으로 삽입
하고, 위기에 처한 북극곰이나 절망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제시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이들의 위기에
감정이입 할 수 있게 구성된 것도 생태낭만주의에서 보이는 수사적 특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광고에는 생태낭만주의 환경관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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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두 가지 이상의 환경관이 나타나 광고의 맥락 및 내포된 의미를 중심으로
우세하게 나타나는 환경관을 찾은 환경 공익광고 분석의 예이다.
<표 10> 환경관이 중복된 환경 공익광고의 분석 사례
데이터 번호
대분류
기획의도

14
자연환경
홈페이지 내 미기재

제목
소분류
구성 및 표현

휴식터
한강
홈페이지 내 미기재

방영년도
제작사
길이

1986
삼희기획
1분

Video

Audio

(화면) 한강에서 레포츠를 즐기는 모습. 올림픽 경기장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 모습.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거
나 래프팅을 하고, 강가를 산책하며 여가를 즐기는 사람
들의 모습. 한강 옆으로 쭉 뻗은 도로와 지나가는 차량
들, 한강 변의 고층 빌딩들의 모습.
(자막) 소중히 가꿉시다.
다시 찾은 우리의 젖줄. 우리의 한강
(로고) 공익광고협의회

(내레이션) / (신비로운 음악)
우리 민족의, 우리 역사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말해주는 한강은 언제나 젊습니다.
한강을 달려 보십시오. 한강을 만나 보십시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리 꿈의 원천 한강.
우리가 가꾸어야 할 우리의 미래입니다
(노래) 소중히 가꿉시다.
다시 찾은 우리의 젖줄. 우리의 한강
(징글) 공익광고협의회

환경관
분석틀

인간중심주의
기술만능주의
환경관리주의
자연
사회
수사 자연
사회
수사
①

②

③
○

④

⑤

⑥
○

①
○

②
○

③ ④

⑤
○

⑥

생태중심주의
생태합리주의
생태낭만주의
자연
사회
수사 자연
사회
수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한강에서 수상스키, 래프팅 등 레포츠를 즐기는 모습과 다리 아래를 지나는 유람선, 한강 변을 달리거
나 산책하는 사람들, 한강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한강이 사람들의 다양한 여
가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한강은 자연 그대로의 강의 모습보다는 한강
변의 도로와 달리는 차들, 고층 빌딩 등 사람에 의해 정비된 인공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고의 도입부에서 올림픽 경기장 및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 모습과 “우리 민족의, 우리 역사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내레이션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며 새롭게 정비한 한강을 국가의 발전과
환경관 결부시켜 표현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강을 “우리의 내일”이나 “우리의 미래”로 비유하며, 한강 옆으로
분석 쭉 뻗은 도로와 시원하게 달리는 차량들이나 한강 변의 고층 빌딩들을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은 ‘성장’
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사적 특징의 경우에도 “젖줄”과 같은 생태낭만주의의 수사
특징도 나타나나 한강을 “우리의 내일”을 말해주고, 언제나 젊으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리 꿈의 원
천”으로 표현하므로 성장을 강조하는 기술만능주의의 수사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고의 주제나 화면 구성, “소중히 가꿉시다.”라는 노래의 가사 등 광고 전반에 걸쳐 성장의 발
판이 되는 한강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 광고에는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이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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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과정
이 연구는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질적 내용분
석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분석 과정은 앞 절에 서술
하였다. 이러한 질적 내용분석은 양적 내용분석으로 밝히기 어려운 잠재된 의미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큰 의미가 있으나 텍스트에 명시된 단어나 문장을 수
량화하는 양적 내용분석에 비해 연구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내용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Wimmer와
Dominick(1994)은 훈련된 복수의 코더(coder)가 각각 분석을 실시한 후 코더 간의
일치도를 살펴보아 신뢰도(reliability)를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들은 코더
간 신뢰도를 백분율, 파이지수, 알파계수 등 여러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경우
에 따라서는 한 명의 코더(intracoder)가 같은 내용을 두 번 코딩하는 방식도 가능
하다고 보았다. 또한 타당도(validity)는 연구에서 하나의 도구로 측정하고자 목표한
것을 실제로 측정하였는지를 의미하며, 내용분석 연구에서는 분석 기준이 엄격하게
정의되고 분석 절차가 적절하면 목표한 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 외관
적 타당도(face validity)가 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
기준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환경론에 관한 사회적․철학적 논의들을 여러 차
례 검토하여 환경 공익광고의 환경관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기준을 구성하고, 연
구대상에 대해 파일럿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환경교육을 전공한 박사 2인과 박사과정 1인의 재검토를 거
쳐 최종적으로 분석 기준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63편의 환경 공익광고를 대상으로 연구자의 1차 분
석을 실시하였다. 1차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4편의 공익광고
가 발견되어 이들을 제외한 59편의 환경 공익광고를 최종적인 표본으로 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2차 분석 결과와 연구자 외 1인의 코더의 분석 결과 사이의 일치
도를 살펴보았다. 연구자 외의 코더는 환경교육 전공 박사과정의 초등교사이며, 원
활한 분석을 위해 환경 공익광고의 전사 자료와 분석 기준, 코딩할 수 있는 분석틀
을 제공하였고, 코더가 환경관 분석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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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의 일치도는 Holsti(1969)의 일치도에 대한 백분율의 방식을 적용하여 측
정하였다(Wimer & Dominick, 1994에서 재인용). 그 결과 연구자와 코더 간의 일치
도가 약 92%로 나타나 이 연구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마지막으로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의 분석 결과가 가진 의미와 환경교육
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연구 과정
연구 대상 및
분석 단위 설정

이론적 배경 검토
및 분석 기준 구성

․환경론에 관한
․연구 대상 선정
→ 이론적 배경 검토
․분석 단위 설정
․분석 기준 구성
↑
파일럿 연구 및
전문가 검토
․파일럿 연구
․분석 기준에 대한
전문가 검토

환경관 분석

분석 결과 정리

시사점 및
결론 도출

․환경교육적
․1차 분석(63편)
․빈도 분석 결과
시사점 도출
→ ․분석 결과 검토 → ․경향 분석 결과 →
․결론 및 제언
․2차 분석(59편)
․내용 분석 결과
도출
↑
전문가 검토
․2차 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일치도에 대한 백분율로 신뢰도를 측정하는 Holsti(1969)의 방식에 따르면, 내용분석에서 요구되는 신뢰도는 최
소 90% 내지 혹은 그 이상이다(Wimer & Dominick, 1994에서 재인용).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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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환경 공익광고의 환경관 분석 결과
제 1 절 빈도 분석 결과
1.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의 빈도 분석
본 연구는 환경과 관련된 TV 공익광고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공익광고를
구성하는 문자언어(자막), 음성언어(내레이션), 시각이미지(화면)에 나타나는 환경관
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완성한 분석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63편의 환경 공익광고 중 한 가지 환경관이 나타난 광고가 58편, 두
가지 환경관이 나타난 광고가 1편, 환경에 대한 특정한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분석기준으로 제시한 환경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광고가 4편 나타났
다. 이들 중 환경관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4편의 광고를 제외한 59편의 공익광
고를 최종 표본으로 하여, 하나의 환경관이 나타난 공익광고에 1, 두 가지 환경관이
함께 나타난 경우에 각각 0.5의 값을 부여하여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환경 공익광고의 환경관 빈도 분석 결과
주제유목
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하위유목

빈도(편)

백분율(%)

기술만능주의

1

1.69

환경관리주의

36

61.02

생태합리주의

0.5

0.85

생태낭만주의

21.5

36.44

59

100

계

전체 59개의 환경 공익광고 중 인간중심주의 환경관이 나타난 공익광고는 37편
(62.71%)으로,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이 나타난 공익광고(22편, 37.29%)보다 많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하위유목으로 살펴보면 환경관리주의가 나타난 공익광고가 36편
(61.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태낭만주의가 21.5편(36.44%)으로 나타났다. 기술만
능주의가 나타난 공익광고는 1편(1.69%)이었으며, 생태합리주의가 나타난 공익광고
는 0.5편(0.85%)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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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의 세부 항목별 빈도 분석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기준의 세부 항목은 선행연
구에서 환경론을 구분하는 데 기준이 되었던 특징들을 추출하여 구성되었다. 따라
서 세부 항목별로 환경관의 빈도를 분석하면 환경 공익광고에서 주로 어떠한 특징
과 관련하여 환경관이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표 13> 세부 항목별 환경 공익광고의 환경관 빈도 분석 결과
분석기준의 세부 항목

(단위 : 편)

기술
만능주의

환경
관리주의

생태
합리주의

생태
낭만주의

계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

① 인간과 자연의 관계

0

13

7

5

25

② 자연의 가치

0

28

3

6

37

사회환경에
대한 인식

③ 사회진보와 구조

4

3

0

5

12

④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2

0

1

0

3

⑤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

1

35

0

16

52

3

37

0

11

51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사적 특징 ⑥ 수사적 특징

위의 표는 전체 59개의 환경 공익광고 중 해당 환경관의 특징이 나타나는 횟수를
기록한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프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세부 항목별 환경 공익광고의 환경관 빈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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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편)

분석 결과 환경 공익광고에는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52편)’과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수사적 특징(51편)’과 관련하여 환경관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연의 가치(37편)’나 ‘인간과 자연의 관계(25편)’와 같은 자
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통해 환경관을 분석할 수 있었다. 반면 ‘사회진보
와 구조(12편)’ 및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3편)’와 같은 사회환경에 대한 인식은 환
경 공익광고에서 다른 기준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각 환경관마다 세부 항목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만능주의가 나타난 공익광고는 앞의 분석 결과에서 한 건으로 나타났지
만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술만능주의 환경관이 보이는 수사적 특징과 사회환경
에 대한 인식 등 일부 특징은 한 가지 이상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나의 공익광고에 두 가지 이상의 환경관의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맥락상 보다 더 우세한 환경관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 연구의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기술만능주의적 특성은 환경 공익광고의 내용을 구체적으
로 분석한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환경관리주의는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 및 수사적 특징과 관련하여 환
경관을 분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이 가지는 자연
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사회진보와 구조,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환경관을 분
석할 수 있었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거나 없었다.
또한 생태합리주의는 앞의 분석 결과에서 하나의 광고 안에 다른 환경관과 동시에
나타난 경우가 한 번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듯이 세부 항목별 분석 결과에서도 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생태합리주의가 가진 사회진보와 구조에
대한 인식이나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인식은 이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삼
은 환경 공익광고에서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및 자연
의 가치와 같은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은 일부 나타났는데, 이는 생태합리주의와 생
태낭만주의가 생태중심주의의 하위유목으로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일정 부분
유사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생태낭만주의 환경관이 나타난 공익광고는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해 가지는
입장이나 생태낭만주의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사적인 특징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경
우가 많았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자연의 가치에 대한 인
식, 사회진보와 구조와 관련하여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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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서는 생태낭만주의적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었다.
지금까지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의 빈도 분석 결과와 분석 기준의 세부
항목별로 보이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이 결과를 연도별로 재구성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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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경향 분석 결과
1.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의 경향 분석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의 분석 결과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변화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 공익광고의 환경관 분석 결과를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래
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환경 공익광고의 환경관 경향 분석 결과

(단위 : 편)

먼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기 동안 제작 및 편성된 환경 공익광고의 전체 숫자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많이 제작되었으며,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은 환경 공익광고가 한 편
도 제작되지 않았다. 2000년이 되어서야 일 년에 1-2편 정도의 선에서 제작되었으
며, 2011년에는 한 편 제작되었으나 환경관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이 연구의
표본에서 제외되었다.
각 환경관 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80년대에는 환경관리주
의 환경관이 나타난 공익광고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90년대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도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환경관
리주의 환경관에 영향을 받은 환경 공익광고가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생태낭만주
의 환경관이 나타난 공익광고는 80년대에는 드물게 나타났으나 90년대 이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에는 다른 환경관에 비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52

할 수 있다. 반면 기술만능주의 환경관이 나타난 공익광고는 1986년에 한 편, 생태
합리주의 환경관이 나타난 환경 공익광고는 분석대상으로 삼은 기간 동안 거의 나
타나지 않았다.

2.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의 세부 항목별 경향 분석
서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 분석 결과를 연도별로 정리하여 일정한 경향
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환경 공익광고에 담긴 환경관의 분석 결과를 세부 항목별
로 살펴보면 경향성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앞

<표 14> 분석기준의 세부 항목별 환경 공익광고의 수17
주제
유목

하위
유목 내용

연도

자연환경
기술
만능 사회환경
주의
환경문제
인간
중심
주의

수사특징
자연환경
환경
관리 사회환경
주의
환경문제
수사특징
자연환경
생태
합리 사회환경
주의
환경문제

생태
중심
주의

수사특징
자연환경
생태
낭만 사회환경
주의
환경문제
수사특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단위 : 편)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2

4
2
1
3
1

2

2

1

2

2

1

1

2

6

3

8

1

1

2

2

4

1

1

1

1

1

2

1

3

8

1

1

2

3

1

4

2

1

1

1

1

1

1

2

2

1

4

5

1

1

2

3

1

4

2

1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2

1
1

1

1
1

1

2
1

1

1

1

2

1

1

1

1

1

1

2

2
1

1

1

2
1

환경 공익광고가 한 편도 제작되지 않았던 97∼99년과 한 편 제작되었으나 환경관이 나타나지 않은 2011년은
표에서 제외되었다. 분석 결과의 세부 항목에 기재된 숫자는 각각 ‘① 인간과 자연의 관계, ② 자연의 가치, ③
사회진보와 구조, ④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⑤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 ⑥ 수사적 특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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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80년대에 압도적이었던 환경관리주의의 특징이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생태낭만주의 환경관은 90년
대 이후 드물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에는 그 특징이 꾸준히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80년대에는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이
가장 지배적일 뿐 아니라 환경관리주의가 보이는 여러 특징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86년에는 환경관리주의와 함께 기술만능주의 환경관의
특성을 가진 환경 공익광고가 다수 나타난다. 그리고 80년대에 지배적이었던 환경
관리주의는 비록 이전처럼 모든 특징이 고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관찰되며, 최근에 제작된 환경 공익광고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은 주로 생태낭만주의와 관련하여 나타난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는 생태낭만주의 환경관의 수사적 특징을 보이는 환경 공익광고가 일부 나
타나며, 2000년대 이후에는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 및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
한 인식 등과 관련하여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생태합리주의는 분석의 대
상이 된 시기 중에 드물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환경 공익광고는 80년대에는 환
경관리주의 환경관의 특징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나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수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드물게 나타나던 생태낭만주의 환경관은 최근 들어 자연환
경 및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이전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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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내용 분석 결과
1.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기술만능주의 환경관
1) 한계 없는 풍부한 자원의 보고로서의 자연
기술만능주의 환경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와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 인간
중심주의 환경관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연환경의 수용
능력이 가진 한계를 인지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환경관리주의와 다르게 기술만능주의는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의 한
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연은 오직 물질에 불과하며, 인간의 필요를 위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연에서 얻은 자원을 다 사용하
였더라도 개발과 개척을 시도하면 자연은 얼마든지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다. 이러한 기술만능주의 환경관에서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은 1980년대의 환경
공익광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연이 풍요로울 때 우리의 미래가 건강합니다. 한강에는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한
강에는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 『1986, 꿈나무』18
우리의 내일을 말해주는 한강은 언제나 젊습니다. 한강을 달려 보십시오. 한강을
만나 보십시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리 꿈의 원천 한강. … 『1986, 휴식터』
…

한강이 건강할 때 우리도 건강합니다. 한강이 풍요로울 때 우리 삶이 풍요롭습
니다. 한강이 바로 우리의 미래, 미래를 가꿉시다. 『1986, 인공위성』
…

한강을 주제로 한 1986년의 환경 공익광고들이다.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에 영향을
받아 인간의 노력과 적절한 관리로 한강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
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기술만능주의에 가깝다. 한강을 영
원히 마르지 않으며, 풍요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환경 공익광고의 내용 중 환경관이 나타나는 부분을 굵은 글씨로 표현하여 제시하였으며, 『』기호 안은 환경
공익광고의 제작년도와 제목을 의미한다. 출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http://www.kobaco.co.kr)이다. 이는 이
하 공익광고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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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연을 사회의 성장과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풍부한 자원으로 바라보
는 입장에서 자연은 개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
은 환경 공익광고의 시각이미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4] 개발과 개척의 대상이 되는 자연환경 『1986, 인공위성』19
위의 시각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만능주의 환경관에서 자연은 개발과 개척
을 통해 쓸모있게 이용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2) 무한한 성장과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
기술만능주의 환경관에서는 무한한 성장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을 이끌
어가는 원동력은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축적된 인간의 능력이라고 믿는다. 따라
서 자연은 세계 속에 인간과 공존하는 존재로 인식되지 못하고 인간의 무한한 성장
을 이루는 데 일종의 재료가 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인간은 자연을 마음
껏 다룰 정당한 권리를 가지게 되며,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이 황폐해졌다 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한강은 새로운 모습으로 그를 환영합니다.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한강의 수난.
우리의 손으로 되살린 한강. 우리의 손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마이크 마틴) Oh!
It's a miracle. … 『1986, 다시 와 본 한강』
…

우리의 내일을 말해주는 한강은 언제나 젊습니다. 한강을 달려 보십시오. 한강
을 만나 보십시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리 꿈의 원천 한강. 우리가 가꾸어야 할
우리의 미래입니다. 『1986, 휴식터』
…

환경 공익광고의 시각이미지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http://www.kobaco.co.kr)에서 받은 자료에서
환경관이 나타나는 부분을 캡쳐하여 제시한 것이다. 『』기호 안은 환경 공익광고의 제작년도와 제목을 의미하
며, 출처는 이하 공익광고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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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는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한강에는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의 도
약과 내일의 번영을 약속하며 힘차게 자라나는 우리의 꿈나무. 한강은 우리가 가꿔
야 할 우리 꿈의 요람입니다. 『1986, 꿈나무』
…

1986년에는 한강을 주제로 다수의 환경 공익광고가 제작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성장과 미래, 풍요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표면적으
로는 한강을 소중히 여기고 깨끗하게 관리하자는 환경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내
레이션과 화면 구성을 살펴보면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성장에 대한 열망, 그
리고 전쟁의 황폐함을 딛고 급속도로 성장을 이룬 우리 사회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손으로” 한강을 되살렸다고 언급하는 것이나 한강
을 “언제나 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꿈의 원천”이자 “꿈의 요람”으로 비유하
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성장의 이미지는 한강의 모습을 담은 공익광
고의 시각이미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5] 성장의 강조 『1986, 휴식터

』

위의 시각이미지는 한강을 주제로 한 1분 길이의 환경 공익광고에 담겨있는 것이
다. ‘휴식터’라는 제목의 공익광고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줄곧 요트나 유람선이 지
나가고, 인간이 한강에서 래프팅 등 여가를 즐기는 모습과 한강 변의 고층빌딩, 쭉
뻗은 도로, 그 위를 시원하게 달리는 차량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
한 도시의 모습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다른 환경 공익광고들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난다.
이와 같은 태도는 인간의 손으로 가꾼 인공적 환경 안의 한강에 대해 가지는 자부
심이자 미래에 이루어질 성장을 기대하며 깨끗한 관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환경관리
주의를 넘어 무한한 성장을 지향하는 기술만능주의 환경관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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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기술만능주의와 환경관리주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
고 보는 인간중심주의 환경관의 하위 영역으로 과학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환경관리주의가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적절한 관리와 과학기술의 발달을 주
장하는 것에 비해 기술만능주의에서는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과학기술과 인
간의 능력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기술만능주의에서는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이나 사회의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연은 무궁무진하여 계속해서 개발하면 얼마든지 자원을
제공하는 물질로 이해된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할 것은 없기 때문에 자원
의 끊임없는 제공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회는 성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
진다. 설사 무분별한 개발과 개척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되었다 하더라도 과학기술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로 인해 과학기술은 사회의 발달과 진보를
가져오는 도구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새로운 한강, 한강이 새롭게 변모했습니다. 인간과 과학이 손을 잡고 마침내 이
룩한 한강의 기적. 한강이 건강할 때 우리도 건강합니다. 한강이 풍요로울 때 우리
삶이 풍요롭습니다. 한강이 바로 우리의 미래, 미래를 가꿉시다. 『1986, 인공위성』
…

위의 광고에는 기술만능주의 환경관에서 인간이 과학기술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어떠한지 나타나있다.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오염되었던 한강이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능력과 과학기술이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를 “한강의 기적”이라
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이자, 환경을 회복시키고 사회의
성장을 가져오는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술만능주의 환경관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는 과학자에게 권위를 부여하
게 된다. 과학기술로 환경을 제어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
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과학자가 사회의 진보
를 가져오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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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1986, 인공위성

』

특히 위의 광고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적 데이터나 과학자들의 실험 장
면 등을 연속하여 제시함으로써 대중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과학의 권위와 환경
을 제어할 수 있는 과학자의 전문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환경관리주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나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풍
요로운 미래와 삶을 가져올 원동력으로 묘사하고 강한 신뢰를 보인다는 점에서 기
술만능주의 환경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리주의 환경관
1) 인간의 적절한 관리에 의한 환경문제의 해결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한 결과,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TV 공익광고는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의 특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환경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에서는 정부의 규제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같은 적절한 관리와
인간의 노력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자연환경은 무한히 개발
되고 사용될 수 있는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기술만능주의와 달리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보다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연을 인간이 이용하고 관리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인간중심적인 관
점이다.
(내레이션) 우리의 한강, 한강은 어머니. 우리 민족의 영원한 젖줄입니다. 그러나 수
십년동안 한강은 병들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모두
고통 받게 됩니다. 되살아난 한강, 한강이 새롭게 변모했습니다. 기적을 이룬 한강,
59

한강은 영원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족의 젖줄 한강을 소중히 가꿉시다.
(노래) 소중히 가꿉시다. 다시 찾은 우리의 젖줄. 우리의 한강.『1986, 노젓는 노인』

위의 글은 1986년 작, ‘노젓는 노인’의 내레이션과 노래 가사이다. 도입부에서는 한
강을 “어머니”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젖줄”에 비유하며 생태낭만주의적인 수사를
사용하고 있다. 시각이미지 역시 오염된 한강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할아버지의 얼
굴을 클로즈업하며 감성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배경음악의 전환과 함께 전
혀 다른 분위기의 내용이 전개된다. 이것은 광고의 시각이미지에서 더욱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그림 7]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관리 『1986, 노젓는 노인

』

한강이 되살아났다는 내레이션과 함께 흡사 건설현장을 연상시키는 듯한 중장비들
이 나타난다. 무언가가 폭발하는 장면과 땅을 파헤치는 모습, 흙을 가득 실은 트럭
들이 줄지어 지나가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전개되며 한강이 새롭게 변모하였다고 전
달하고 있다. 이어 잘 정비된 한강의 모습과 고층빌딩이 늘어선 도심의 모습, 차들
이 빠르게 지나는 도로의 모습이 등장하며 한강이 기적을 이루었다고 표현한다. 이
것은 인간의 노력과 관리로 한강이 기적처럼 되살아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래를 통해 “소중히 가꿉시다.”라고 설득하며 광고의
전체 주제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환경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해결방법을 알리는 형식으로 구
성된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각 개인이 환경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그려지거
나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산에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 치우기도 어렵고, 태우면 악취나 유독가스로 건강을
해치고, 땅에 묻으면 산을 황폐시킵니다.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오는 문화국민이
됩시다. 『1987, 산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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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혀진 생활환경 혼탁해진 공기. 환경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의 손끝에 있습니다.
알뜰 시민정신과 으뜸국민의 긍지. 바로 환경보전의 지름길입니다. 한 조각의 휴지
를 줍는 마음. 올림픽을 쾌적한 환경에서 치르도록 합시다. 『1988, 쾌적한 환경』
지나치게 많이 쓰는 합성세제가 물을 죽이고 있습니다. 합성세제 알맞게 줄여
쓰세요. 온누리 깨끗하게. 『1990, 합성세제』
…

내 물건 아니라고. 쓰레기도 그렇지. 가져왔던 거 도로 싸가져가면 될텐데 그게 뭐
어렵누. 누렁아, 그래도 작년보단 많이 나아졌지? 『1992, 누렁이』

위의 광고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됨을
밝히고, 그것이 인간에게 끼치는 피해를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환경오염을 막기 위
해 각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실 개인의 실천과 친환경적 생활 문화로의 전환은 생태낭만주의 환경관이 가지
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방법이다. 그러나 위의 광고들에서 개인의 실천을 강조하
는 것은 생태낭만주의에서처럼 자연의 내재적 가치와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 개인의 영적 각성과 실천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개
인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알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
다. 이러한 구성방식은 공익광고의 시각이미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8] 환경문제의 원인제공자이자 해결자로서의 개인 『1985, 호돌이

』

위의 광고에서 아스팔트가 깔린 공원에서 달리는 가족의 모습이나 한강에서 낚시
하는 사람의 모습을 제시하며 올림픽을 앞두고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운전자와 공장 근로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주
부와 등산객의 모습을 제시하며 “환경을 더럽히는 반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각 개인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므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설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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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광고들은 개인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연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영적
각성이나 인간과 자연의 역동적 관계가 전제되지 않았으므로 생태낭만주의로 보기
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이 실천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환경관리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 자연환경을 제어
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과학자나 전문가가 권위
를 가지는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의 특징이 엿보이는 광고도 나타난다.
(환경전문가) 하하하. (여자) 어머, 선생님도 산림욕하세요? (환경전문가) 맑은 공기
는 생명의 원천이거든. (여자) 이제 도시에서는 맑은 공기를 영영 마실 수 없는 걸까
요? (환경전문가) 공장매연 대기가스를 줄일 수만 있으면 되지. (남자) 에어컨 스
프레이 사용을 줄이면 큰 도움이 되죠. (환경전문가) 물론! (여자) 도시에서도 맑은
공기를. (내레이션) 맑은 공기를 되살립시다. … 『1994, 맑은 공기 보존』

[그림 9] 환경전문가의 등장 『1994, 맑은 공기 보존

』

위의 광고에서는 “환경전문가”가 등장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환경전문가가 권위적으로 그려지거나 환경과 관련된 중
대한 사안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으로 그려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광고에 등
장하는 남성과 여성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고 전문가가 답하
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나 환경전문가가 가진 지식에 기대어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을 설득한다는 점은 환경 쟁점과 관련하여 환경전문가가 가진 권
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앞의 광고들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내재적 가치를 가진 자연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지 않고, 자
연은 인간에게 유용한 도구적 가치를 가진 존재이자 관리의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
으므로 여기에는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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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 자연의 도구적 가치
에서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에 영향을 받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한 환경 공익광고의 예를 제시하였다. 이들이 자연환
경을 관리의 대상으로 본 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분리되었다고 보고, 자연은
오로지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이용되는 도구적 가치만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적으로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언급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 담긴 자연에
대한 인식은 생태적이기 보다 인간중심적인 공익광고들을 찾을 수 있다.
앞

억겁을 흐른 맑은 물속에 물고기 한가롭게 노닐고 나비는 춤추며 들꽃에 날아드니
자연은 우리가 편히 쉬는 곳. 깔끔한 가정에서 건강한 아이들이 자라나듯 넉넉한
마음이 넉넉한 산과 들을 감싸 안으니 싱싱하니 푸른 하늘에 나라사랑의 햇살 퍼진
다. 끝내 우리가 돌아가 기댈 곳은 하나. 우리의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정원.
『1982, 우리의 영원한 정원』

[그림 10] 인간에게 유용한 자연 『1982, 우리의 영원한 정원

』

위의 광고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시각이미지와 시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외적 형태와 다르게 자연은 인간이 편히 쉴 수 있는 "정원"으로 묘
사되고 있다. 특히, 깔끔한 가정에서 건강한 아이들이 자라난다는 비유를 통해 인간
에게 쉼을 제공하는 자연에 대해 관리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각이미지 역
시 한 가정의 정원에 심어진 나무들을 돌보는 주부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자연은
인간의 보살핌에 의해 건강하게 관리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아파트 화단
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나무들이나 길 양쪽으로 키가 큰 가로수가 심어진 아스팔
트 도로를 화면으로 제시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도구로서 자연이 가
진 가치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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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쓰이는 자연의 도구적 가치는 한강에 대해 적절한 관
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 1986년의 공익광고들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11] 한강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 『1986, 새로운 출발

』

한강의 다리와 그 아래를 지나는 유람선, 요트를 타는 사람들, 한강을 따라 산책하
거나 달리는 사람들, 모여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들의 밝게 웃는 얼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한강에서 사
람들이 다양하게 여가를 즐긴다는 것을 언급한다. 이어 우리의 한강을 모두 잘 아
끼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
을 제공하며 다양한 여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한강의 도구적 가치를 깨닫고 소중
히 아끼는 태도를 가질 것을 설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자원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인간중심적 태도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이 반영된 환경 공익광고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던 80년대와 다
르게 90년대 및 2000년대 들어 그 수는 서서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기술만능주의와 다르게 환경관리주의는 여전히 환경 공익광고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에너지 절약이나 쓰레기 처리와 같은 자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들은 경제 논리로 친환경적 행동을 실천할 것을 설득하고 있으며,
자연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적 태도를
가지는 환경관리주의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1980년대의 광고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다.
(노래) 있을 때는 없을 때를 생각하고 에너지를 아끼세요. 오늘은 내일을 생각하
고 에너지를 아끼세요. 말로는 쉬운 일, 행하기는 어려운 일 에너지를 아끼세요.
(내레이션) 연간 원유수입 5조 5천억원. … 에너지를 절약하세요. 에너지 절약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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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생산입니다. 『1983, 제 2의 생산』
연간 원유수입액 중 절약 가능액은 1조원이나 됩니다. 낭비되는 식량은 연간 75
억원, 한집 한등 끄면 연간 1,200억원 절약, 하루 한사람 물 1리터 아끼면 연간 240
억원 절약됩니다. 쉽게 버리는 종이 한 장, 바로 외화입니다. … 『1985, 종이 한 장
이 바로 외화』

위의 광고는 원유 수입액의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
지를 낭비하는 사례를 보이며 각 개인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것을 설득하고 있
다. 경제성을 근거로 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러한 방식은 시각이미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12] 자원이 돈으로 바뀌는 영상 『1985, 종이 한 장이 바로 외화

』

주유구의 기름이나 쌀, 전구, 물이 달러로 변화되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생활에서
낭비하는 자원이 곧 돈이라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
으로 자원의 절약을 주장하지만 자연환경의 내재적 가치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친환경적 생활로의 전환보다는 전적
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원유의 사용을 줄여 경제적 성장을 이루자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전히 자연환경을 인간이 이용하고 관리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적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광고들은 자원을 절약
하는 개인의 실천을 강조한다고 하여도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80년대 뿐 아니라 90년대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자막) 1인 쓰레기 배출량 세계 1위. … (내레이션) 종이류 다시 쓰면 14% 감소,
일회용 줄이면 8%감소, 수분을 없애면 7%감소. (여자) 쓰레기가 줄어들면 생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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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가뿐해집니다. 『1992, 쓰레기다이어트』
(아이) 오늘 아침 우리 동네는 참 바쁘다. 오늘은 재활용품을 모으는 날이기 때문이
다. … (여자) 그럼요. 이게 다 재활용이 된다는데 막 버릴 수 있나요. (신구) 그렇
고말고. 쓰레기 양도 줄일 수 있고, 자원도 절약되니 모두가 나서야지.
(자막) 서울시에서는 매주 수요일 지정된 장소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남1) 어이구. 민지 네도 한 짐이네. (신구) 우리 모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참여합
시다. 『1992, 자원 재활용』

첫 번째 광고는 1인 쓰레기 배출량이 세계 1위라는 자막과 함께 혼자 들 수 없는
커다란 쓰레기 더미를 든 한 여성이 등장하며 시작한다. 이어 쓰레기 배출량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과 쓰레기가 줄어드는 양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
고, 점점 쓰레기 봉투가 작아져 마지막에는 혼자 들 수 있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다. 두 번째 광고는 한 동네에서 재활용품을 모으는 내용을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한 것으로, 자막으로 서울시의 실제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위의 광고들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생활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
자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라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생태중심적인 메시지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개인이 쓰레
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며 쓰
레기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개인의 실천을 압박하거나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며 환경 정책을 홍보하는 일종의 홍보물의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사소한 행동이 자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각
성을 바탕으로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는 생태중심적 환경관과는 거리가 먼 인간중심
적 태도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경제 논리 등으로 대중의 행
동을 통제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최근의 환경 공익광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008년 작,
‘에너지는 현금입니다’라는 공익광고는 제작사의 기획의도에 나타나있듯이 고유가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환경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것을
설득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를 위해 에너지 낭비의 현장에서 영수증이 나오는
장면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에너지 낭비와 절약이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손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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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었다고 제작사는 밝히고 있다.

[그림 13] 에너지의 낭비가 개인에게 주는 손실 『2008, 에너지는 현금입니다

』

이러한 접근은 에너지 낭비가 자연환경에 가하는 압박에 대한 반성 없이 인간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인간중심적 태도이므로 여기에는 환
경관리주의 환경관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생태낭만주의 환경관
1) 인간과 자연의 유기체적 관계 인식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이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및 자연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기술
만능주의에서 환경관리주의로 환경관이 변화하면서 자연의 수용능력과 성장의 한계
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자연의 가치 인식 및 환경문제의 해결에 대해
여전히 인간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으로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자연의 내재적 가치와 자연과 인간이 맺는 유
기체적 관계를 인정하는 새로운 환경관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생태중심
주의 환경관이며, 생태낭만주의는 그 중에서도 자연을 영적 존재로 보는 가장 생태
중심적인 환경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낭만주의 환경관은 우리나라의 TV 공익광고에서 90년대 전후로 나타
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자연이 좋아하는 일을 당신께 "고맙습니다." … 자연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당
신께 자연이 인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2005,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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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말고 모두를 위해! … 『2010, 모습은 비슷해도 결과는 정반대』

첫 번째 광고의 기획 의도에는 환경문제가 한 개인과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식 전환과 노력을 요구하며, 친환경적 생활습관이 가장 훌륭
한 환경운동이라는 생각으로 제작되었다고 나타나있다. 특히 장바구니 사용이나 쓰
레기의 올바른 처리 등 친환경적 행동에 대해 “자연이 좋아하는 일”이라 표현하는
것이나 자연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한다고 표현한 것에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영
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음을 전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광고는 동일한 단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며 대구를 이루어 표
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습은 비슷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가 정반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친환경적 행동을 실천할 것
을 설득하는 내용이다. 이 때, 웃고 있는 엄마와 아이들의 모습과 “나만 말고”라는
자막과 노래 가사를 제시한데 이어 웃고 있는 북극곰의 어미와 새끼들의 모습을 제
시하며 “모두를 위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인간의 유익만을 위한 행동이 아닌
자연환경 모두의 유익을 위한 친환경적 행동이 필요함을 설득하는 것이라 볼 수 있
다.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전의 광고들과 차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위의 광고들에서 자연과의 영적 관계맺음을 통해 이루는 자아실현이나, 자연으로
의 회귀를 부르짖는 생태낭만주의 환경관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자연에 대한 존중과 감정이입의 태도 및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생태낭만주의 환경관에 영향을 받았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환경 공익광고의 시각이미지와 관련하여 더욱 두드러진다.

[그림 14] 인간과 자연의 유기체적 관계 『2012, 어느새, 우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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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광고는 별도의 자막이나 내레이션 없이 환경과 관련하여 동 식물 등 자연환
경이 겪는 문제와 인간이 겪는 문제를 영상만으로 대구를 이루어 표현하고 있다.
얼음 위에서 떠다니는 북극곰과 홍수로 떠내려가는 자동차 위의 사람들을 대비시키
거나 녹고 있는 빙하와 산사태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새끼를 품은 어미 북극곰의
모습과 애처로운 눈빛의 엄마와 딸의 모습을 대비시켜 오늘날 자연환경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곧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
느새,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라는 내레이
션과 자막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맺는 유기체적 관계 안에서 환경문제는 누구 하나
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을 설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지구 생태
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 관계임을 전제하는 생태낭만주의 환경관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2) 생태적 감수성에 대한 호소
생태낭만주의 환경관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자연환경에 대해 감정이입의 태
도를 가지고 각 개인이 영적 각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환경 공익광고는 생태적 감수성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TV 공익광고는 대
체로 길이가 짧아 다른 매체에 비해 대중에게 강렬하게 기억되어야 하므로 감성적
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특징은 시각이미지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나
타난다.

[그림 15] 눈물을 흘리는 아이 『1992, 산불방지』
위의 광고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눈을 클로즈업하자 아름다운 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산불로 인해 산에 사는 동물들이 황급히 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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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무들은 모두 타버리게 된다. 그리고 줌아웃 되면서 울고 있는 아이의 눈과 눈
물이 등장한다. 여기에 산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라고 비유하며 산불은 “우
리의 소중한 생명을 태우는 것”이라 말한다. 위의 광고는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일
깨우고 개인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생태낭만주의 환경관이 가지는 수사적 특징을
사용하여 내레이션과 시각이미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마찬가지로 산불을
주제로 한 2003년 작, ‘손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2012년
작, ‘어느새, 우리의 이야기’에서처럼 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대해 감정이입을 하고,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각 개인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최근의 환경 공익광고
들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생태낭만주
의의 수사적 특징을 사용하며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간
섭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는 광고도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름다운 야생화와 맑은 물속의 고기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이 많이 훼손 되서 나중엔 생물보감에서나 찾게 될까 걱정입니다. 자연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연보호입니다. 『1995, 야생화』

위의 광고는 산에서 볼 수 있는 야생화와 맑은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을 영상으로
제시하고, 마지막에 이들의 모습이 생물보감의 사진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 비록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자연의 아
름다운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며 “자연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연
보호”라는 내레이션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
으므로 생태낭만주의 환경관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의 광고들과 반대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표면적으로는 생태낭
만주의에서 사용하는 수사적 특징들이 나타나지만 그 안에 내포된 환경관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앞에서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이 반영되었다고 한 ‘노젓는 노인’이 대
표적인 사례이다.
우리의 한강, 한강은 어머니. 우리 민족의 영원한 젖줄입니다. 그러나 수십년동안 한
강은 병들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모두 고통 받게
됩니다. 되살아난 한강, 한강이 새롭게 변모했습니다. … 『1986, 노젓는 노인』
70

한강을 “어머니”이자 우리 민족의 “영원한 젖줄”로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오염된
한강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노인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언어나 시각이미
지 모두 생태낭만주의 환경관에서 주로 나타나는 수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음악의 전환과 함께 중장비와 공사 현장의 모습이 등장하며 인간의 풍요로운 삶
을 위해 한강을 소중히 가꾸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자연에 대한 존중이 없
는 인간중심적 태도이자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이처럼 환경 공익광고를 구성하는 언어나 시각이미지에 서로 다른 환경관의 특징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 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개인적 실천 및 친환경적 생활 문화로의 전환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관련하여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것처럼 생태낭만주의 환경관 역시 환경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
장을 가지는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생태낭만주의에서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개인의 영적 각성과 새로운 생활 방
식의 정착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양치할 땐 물을 잠가야지! 깡통은 자, 여기다 따로 모아놓자. 음식은 먹을 만큼만 하
렴. 종이컵 대신 머그잔이 어때? 신문지는 따로 모으세요. 안 쓰는 전기코드는 빼놔야
죠! 지구를 가장 빛나는 별로 만들어주세요. 『2008, 스타』
정말 그렇게 힘드세요? 탄소를 줄이는 녹색 혁명, 생각만 바꾸면 누구나 쉽게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당신이 녹색 혁명가입니다. 『2009, 녹색혁명가』

첫 번째 광고는 깜깜한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친환경적 생활방식을 실천할 때마
다 반짝이는 별이 하나씩 생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작사의 기획의도에도
“전 지구적 공통 관심사인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
고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친환경적 행동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나타나있다. 두 번째 광고는 녹고 있는 빙하의 영상과 함께 “지
구 온난화를 재촉하는 CO₂, 우리의 미래를 위협합니다.”라는 자막이 첫 화면에 제
시된다. 뒤이어 냉장고 문을 빨리 닫거나 전기 플러그를 뽑고 자전거를 타는 등 생
활 속에서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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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하며 설득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의 친환경적 행동 실천을 설득하고 있으며, 이것이 생활 방식의 변화
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생태낭만주의 환경관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사
실 개인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에 영향을 받은 광고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개인의 행동 변화를 설득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게 느
껴질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자연환경과 인간이 가지는 관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생태낭만주의 환경관에 영향을 받은 환경 공익광고들은
인간의 삶을 위해 개인이 실천할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지구 환경이 가진 수용능
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지구 전체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지속가능
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함께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실천은
정부의 규제나 경제 논리로 개인의 행동과 환경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환경
관리주의 환경관의 논의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개인적 실천은 국가 차원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며, 자연환경에 대한 배려와 가치 인
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태낭만주의 환경관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영적 각성과 실천
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생활 문화의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여자) 깨끗한 환경 만들기는 살 때부터 시작입니다. (초롱이 캐릭터) 일회용품 안
쓰기. 불필요한 포장 줄이기. 재생용품 사용하기. 자, 한 번 볼까요? (여자) 이얍!
(초롱이 캐릭터) 환경주부 다 되셨네. (여자) 깨끗한 환경 만들기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초롱이 캐릭터) 이제 살 때부터 환경을 생각하세요. 『1993, 환경주부』

생태낭만주의 환경관에서는 환경에 가하는 압박을 최소화하는 인간의 생활 방
식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전의 환경문제 해결 방안들이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같은 사후처방적 논의였
다면 생태낭만주의 환경관이 주장하는 환경문제 해결 방안은 환경을 배려하는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사전예방적인 환경보호를 실천하려는 시도이다. 위
의 광고 역시 개인의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환경관으로 해석될 수 있
지만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비 문화의 실천, 즉 녹색라이프스타일로의 전
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태낭만주의 환경관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72

4.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생태합리주의 환경관
1)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사용
생태합리주의는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며, 자연 스스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생태중심주의의 하위 영역으로 생태낭만주의와 유사
한 성격이 많다. 그러나 생태낭만주의가 계몽사상을 거부하고 자연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며 개인의 영적 각성을 강조한 것과 다르게 생태합리주의는 계몽사상을 통해
확립된 평등의 가치를 수용한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생태적으로 바람직하게
사용한다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사회적, 정치적, 경
제적 구조의 변화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분석 결과, 사회구조에서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는 생태합리주
의 환경관의 특징이 나타난 공익광고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생태합리주의 환경관
이 가진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는 일부 찾을 수 있었다.
이 부족하다면, 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화력이 부족하다면, 풍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에 기름이 부족하다면, 전기가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물 밖에 없습니다. 『2009, 대신할 수 없는 것』
쌀

[그림 16] 자원의 대체재 『2009, 대신할 수 없는 것』
위의 광고는 한정된 자원의 대체재를 제시하며, 물은 대신할 것이 없으므로 개인
이 아껴 쓰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장량에 한계가 있
는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풍력을 제시하고,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가 대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
다. 이와 같이 매장량에 한계가 없고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는 대체 에너지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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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인간중심주의와
같이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가 강하지 않으나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범위에 한해 과
학기술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생태합리주의 환경관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 인간과 자연의 평등한 관계 인식
생태낭만주의에서는 자연환경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본다. 따라서 자연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내재적 가치를 가지며, 인간과 자연은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 영
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관계로 인식된다. 반면 생태합리주의에서는 자연이 가진
내재적 가치는 인정하되 자연을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보지는 않는다. 계몽사상을
통해 확립된 평등의 가치를 수용하여 자연환경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구 생태계
내의 구성요소이며 동등한 지위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생태합리주의에
서 자연환경은 인간과 평등한 관계이므로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이용
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또한 인간과 자연은 분리되어 있지 않
고 지구 내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일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은 생태중심주의가 반영된 환경 공익광고에서 공통적으로 찾
을 수 있다.

[그림 17] 인간과 자연의 관계 『2009, 녹색혁명가』
위의 광고에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각 개인이 생활 속에서 친환경적
행동을 실천할 것을 설득하는 생태낭만주의 환경관이 반영된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광고 안에서 자연을 생태낭만주의에서처럼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보지는 않는다. 첫 장면에서 녹고 있는 빙하의 모습과 “우리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자막을 통해 자연환경의 위기와 인간의 위기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며, 이는 인간
과 자연환경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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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에 영향을 받은 공
익광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살아있는 존재로서 자연환경이 가지는 영적
측면과 인간과 자연이 형성하는 관계망,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 관계
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생태합리주의 보다 생태낭만주의 환경관의 특징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5

제 4 절 환경관 분석 결과의 해석 및 논의
지금까지 환경이나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 TV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
관을 분석하고, 각각의 빈도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 경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나
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가 가진 의미를 해석하고 환경
교육의 시각에서 논해보고자 한다.
첫째,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환경 공익광고에는 환경관리주의가 가장
많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공익광고 제작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환경관
리주의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논리 등을 토대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와 같
은 환경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인
간에 의해 자연환경의 관리 및 환경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인간중심적인
환경관이며, 여기에서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 뿐 아니라 정부에 의한 대중의
지배가 허용된다. 특히 전시 상황에서 국가 주도로 국민들의 인식 조성을 위해 시
작된 공익광고는 공적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 및 실천을 설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우에조 노리오, 2002b), 환경 공익광고에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민간 주
도의 자율 체제로 전환된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와 달리 정부 주도와 민간 자율의
중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익광고 제작 구조에서는 정부의 의지가
공익광고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공익광고를 주도적으로 운
영하는 공익광고협의회가 독립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가 위원으로 소
속되어 공익광고의 기획 및 심의를 담당하며, 공익광고의 제작에 한국방송광고진흥
공사의 공익광고국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시훈, 2002a; 하봉준 외, 2012). 나
아가 정부가 관리자의 위치에서 개인의 실천만을 강요하는 이러한 설득 방식은 환
경문제에 대해 국가가 가진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의도로도 볼 수 있으며, 미
국이나 일본과 같은 민간 주도의 공익광고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
진다는 점에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익광고에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종찬, 2000). 그러나 정부의 규제와 경제적 보상으로 대중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연환경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은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O'Riordon, 1981b; Peppe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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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환경 공익광고를 통해 대중에게 다양한 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의 환경
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발적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 공익광고에 담긴 환경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간중심주의 환경관에
서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인간중심적인 처방으로
는 현재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생태중심적인 환경관으로의 전환과 전 지
구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반영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
나(Catton & Dunlap, 1978; Dunlap et al. 2000; Milbrath, 1989; 문순홍, 2006), 인간
중심주의 환경관의 특징들 역시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 환경 공익광고에 담긴 환경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에 지배적이었
던 환경관리주의는 점차 감소한 반면, 1990년대 이후 서서히 등장한 생태중심주의,
그 중에서도 생태낭만주의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환경관리주의는 정부의
규제와 경제적 보상을 환경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회의 근본적 변
화를 이끌어 낼 수 없는 단기적 처방이며(O'Riordon, 1981b), 자연의 가치에 대한
이해 없이 인간의 경제적 요구를 중요하게 받아들여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단
기적 계획”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이 되지 못한다(Pepper, 1984, 62). 따라서
환경관리주의를 중심으로 인간중심주의 환경관이 나타난 공익광고가 감소하고 생태
중심주의 환경관이 나타난 공익광고가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변화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인간중심주의, 그 중에서도 환경관리주의
환경관의 특징들이 최근에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하나의 환경
공익광고에 대립되는 환경관의 특징들이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지향점이 다른
여러 가치들이 한 매체 안에 혼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익광고를 제작하
는 주체가 가진 환경관이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공익광고협의회가 환경 공익광고의 제작 전과 후에
제작물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익광고에 내재된 환경적 가치들을 평가할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환경 공익광고는 최근 들어 환경교육을 위
한 효과적인 교수 학습매체로 주목받고 있으므로(김정미, 2005; 박수연, 2007; 강민
정, 2010),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환경 공익광고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도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의 환경 공익광고는 주로 사회적 쟁점에 영향을 받아 단기적인 계
획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제작 편수에 있어 1980년대에는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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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편이 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횟수가 1∼2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에는 환경 공익광고가 한 편도 제작되지 않았으며, 이는
국가적 경제 위기였던 1997년의 IMF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익광고의 내용 역시 사회적 쟁점에 따라 변화하였다. 1980년대에 주로 깨끗해진
한강이나 주변 환경을 소재로 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성하고 개인의 실천을 설득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수질오염이나 쓰
레기 처리와 같은 공해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 공익광고가 주로 제작된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온산병이나 페놀 사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구도완, 1996; 김종찬, 2000). 이처럼 우리나라의 환경 공익광고의 내용은
사회적 쟁점에 영향을 받아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통의 경우에도 매년 선정
되는 8개의 주제가 각각 1∼2개월 동안 단기 집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되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일관성이 부족하고, 개인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한계를 가진다(하봉준 외,
2012).20 따라서 사회 쟁점을 반영하여 단기적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 공익광고 뿐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환경 공익광고 역시 필요하다.
넷째, 환경 공익광고에 담긴 환경관은 주로 환경문제의 원인 및 해결에 대한 입장
과 관련하여 나타났으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나 자연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
여 환경관이 나타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환경 공익광고가 주로 환경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것은 깨끗한 환경 또는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친환경
적 실천을 하도록 대중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려는 환경 공익광고의 목적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환경문제는 자연환경에 대한 그동안의 인
식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자연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없이 개인의 행동에
만 초점을 맞춘 환경 공익광고는 대중이 친환경적 생활을 지속하는 데 한계를 가진
다. 이는 개인이 환경에 대해 가지는 가치관과 태도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이해와 행
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지적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White,
1967; Pepper, 1984; 남상준, 1995). 따라서 환경 공익광고는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
민간 자율로 공익광고가 제작되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2∼3년 동안 캠페인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미국 AC는 1944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캐릭터로 산불방지 공익광고를 실시하여 연간 산불 피해 면적이 2,200
만 에이커에서 840만 에이커로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Keep America Beautiful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하
는 환경 공익광고는 1971년 지구의 날에 첫 방송한 이래 현재까지 2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하봉준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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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인 이해와 이에 바탕을 둔 친환경적인 행동의 실천을 고르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개인이나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와 세계가 함
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대해 국제 사회가 합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 시점에서 개인의 실천만을 강요하는 것은 환경문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
를 방해할 뿐 아니라 개인을 환경문제의 주범으로 낙인찍고 죄책감이나 무력감을
가지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환경 공익광고의 환경관은 광고를 구성하는 문자언어(자막), 음성언어(내레
이션), 시각이미지(화면)에 사용된 수사적 특징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
다. 이러한 수사 전략은 공익광고에서 감성적 소구가 이성적 소구보다 효과가 있다
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Lynn, 1974; 윤일기, 2011). 그러나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과 풍요로움을 제시한다고 해서 광고에 담긴 환경관이 친환경적, 생태중심적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연을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사용해도 될 도구로 바라보거나
인간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환경 공익광고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과 그 안에 담긴 환경적 가치들이 일관되지 못하고 심
지어 모순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것은 공익광고를 제작 또는 심의하는
주체가 가진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공익광고 제작 이전에 공익광고협의회는 제작사의 시안을 심사하여 제작사를 선정
하고, 제작된 공익광고에 대해 다시 심의를 거쳐 방송사를 통해 광고를 송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립되는 환경관이 혼재하는 공익광고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익광고
가 매체를 통해 집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효과 측정에서도 공익광고 자체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질 뿐 공익광고를 통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 행동의 변화를 측정하
지 못하고 있다(하봉준 외, 2012). 따라서 환경 공익광고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환경
공익광고의 제작 구조 및 사전, 사후 평가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구조와 진보에 대한 인식이나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서 환경
관이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는 성별이나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과 무관
하게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광고의 성격상 사회구조의 변화와
같은 변혁적 가치는 담기 어렵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익광고
제작 과정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환경 공익광
고가 복잡하게 구성된 환경문제의 원인을 고르게 다루지 않고 개인의 책임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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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은 대중이 환경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일찍이 환경교육의 역할과 성격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힌 트빌리시 선언(1977)에서는 환경교육이 지방, 국가, 세
계 등 모든 수준에서 전 연령의 사람을 대상으로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통합적
인식을 기를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와 같은 형식적 교육에서
도 교과를 초월한 간학문적 접근이자 학생들의 전체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능
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Hungerford et al, 2005, 13-16). 따
라서 환경 공익광고가 대중에게 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영향을 끼치는 교육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환경 공익광고를 통해
제공되는 환경 정보 역시 대중에게 환경과 환경문제의 여러 측면을 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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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환경이나 환경문제를 다룬 TV 공익광고가 연령, 계층, 성별을 초월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형식 환경교육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는 대중이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매체가 TV이며,
TV를 통해 전달되는 환경 공익광고는 개인이 환경에 대해 특정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연구는 환경론에 대한 이론
적 고찰을 통해 분석기준을 구성하고, 이를 적용하여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
관을 분석하였으며,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철학적으로 통용되었던 환경론을 비교 분석한 결과, 환경에 대한 관
점은 크게 인간중심주의 환경관과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인
간중심주의 환경관은 기술만능주의와 환경관리주의로,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은 생태
합리주의와 생태낭만주의로 다시 나눌 수 있었다. 이처럼 구분할 수 있었던 두드러
지는 특징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의 가치, 사회진보와 구조,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 수사적 특징의 여섯 가지였으며, 이를 다시 자연 환
경에 대한 인식,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수사적 특징의 네
가지로 범주화하여 환경관 분석 기준을 구성하였다.
둘째,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한 결과, 환경관리주의가 가장 우세하
게 나타났으며, 생태낭만주의가 그 뒤를 이었다. 기술만능주의와 생태합리주의는 드
물게 나타났다. 환경문제의 원인 및 해결에 대한 입장이나 수사적 특징과 관련하여
환경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자연의 가치나 인간과 자연의 관계
와 같은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사회구조나 과학기
술에 대한 입장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셋째,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은 인간중심주의 환경관에서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으로, 특히 환경관리주의에서 생태낭만주의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
나 최근에도 인간중심주의 환경관의 특징을 가진 환경 공익광고가 나타났다. 1980
년대에는 환경관리주의가 지배적이었으며, 환경관리주의의 여러 특징이 골고루 나
타났다. 이어 1990년대에는 환경관리주의가 서서히 감소하고, 생태적 감수성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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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생태낭만주의의 수사를 사용하는 공익광고가 일부 등장하였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생태낭만주의의 특징을 보이는 공익광고가 일반적이나 환경관리주의의 특
징을 가진 광고들도 여전히 나타났다.
넷째,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광고 안에 그려
지는 자연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기술만능주의가 나타난 공익광고에서는
한계 없는 풍부한 자원의 보고로 자연이 묘사되고, 무한한 성장을 추구하며, 인간의
능력과 과학기술을 신뢰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환경관리주의가 나타난 공익광고에
서 자연은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 대상이며, 인간의 적절한 관리로 환경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보고,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자원절약을 설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태낭만주의가 나타난 공익광고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인식하고, 생
태적 감수성에 호소하며, 개인의 영적 각성을 통한 실천과 친환경적 생활 문화로의
전환을 설득하였다. 생태합리주의가 나타난 공익광고에서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사용을 수용하고, 인간과 자연의 평등한 관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공익광고에 전반적으로 환경관리주의가 많이
나타나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태낭만주의를 중심으로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이 나
타나는 공익광고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교육
의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인간중심주의 환경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중의 지속적인 친환경적
행동의 실천을 위해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던 자연환경의 내재적 가치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표면적으로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에서 보이는
수사를 사용하나 동시에 인간중심주의 환경관의 특징들을 담고 있는 환경 공익광고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하나의 매체에 대립되는 환경적 가치들이 혼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익광고를 기획 및 제작하는 주체가 가진 환경관이 일관적이지 못
하거나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심의 과정에서 이를 평가할 환경적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 공익광고가 환경과 환경문제의 일
부 측면만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교육은 복잡하게 구성된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해 통합적인 인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며, 환경 공익광고를 환경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매체로 활용하는 데에도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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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무엇보다 환경 공익광고가 그 자체로 대중의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실천
에 영향을 끼치는 무형식 환경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공익광고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전, 사후 평가를 포함한 제작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제 2 절 제언 및 연구의 의의
지금까지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하고 환경교육의 시각에서 그 의
미를 살펴보았다. 환경 공익광고가 무형식 환경교육이 실현되는 장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공익광고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익광고의 제작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교육전문가나 환경 시민단체가 공익광고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연구 결과, 환경을 다룬 우리나라의 TV 공익광고
는 대중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직 간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익광고 내에 인간중심주의 환경관과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이 혼
재하거나 자연환경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 없이 개인을 환경문제의 원인제공자
로 규정하고 개인의 실천만을 강조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중이 환경의 여러 측면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자발적
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공익광고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공익광고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공익광고협의회
의 위원으로 환경교육전문가나 환경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
다. 공익광고협의회의 위원은 대부분 광고계와 언론계 인사로 구성되어 질적으로
우수한 환경 공익광고를 기획 및 제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
렵기 때문이다. 특히 시안을 검토하여 외부 제작사를 선정하고 제작물에 대한 심의
를 거치는 과정으로 공익광고가 제작되고 있어 외부 제작사가 가진 환경관이 환경
공익광고에 그대로 투영될 수 있으므로 환경 공익광고에 내포된 가치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공익광고협의회의 위원으로 선정하여 전문성을 강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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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환경교육 학계 및 국제 사회에서 자연을 인간이 관리할 수 있다
고 보는 인간중심주의 환경관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작된 환경 공익광고에 여전히 인간중심주
의 환경관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표면적으로는 생태중심주의 환경관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광고에 내포된 환경적 가치들이 인간중심적인 경우도 상
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 공익광고에 담겨 있는 이데올로기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환경관에 대
한 검토가 검토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제작될 공익광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
해서는 환경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혹은 시민단체가 환경 공익광고에 담긴 환
경적 가치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가 다음 제작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대중의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의 변화를 검증할 수 있도록 환경 공익광
고 제작을 위한 사전, 사후 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공익광고 제작 이전의 평
가는 주제 호감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후 평가 역시 공익광고에 대한 인
지도와 선호도 및 크리에이티브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환경 공익광고는 환경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익광고 제작 이전에 대중이 가진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
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환경 공익광고가 제작되고, 이 후에는 이
를 접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광고가 대중에게 얼마나 잘 기억되는지의 여부에 광고의 주제가 가진
호감도나 광고에 사용된 수사 기법, 영상의 세련미나 창의성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환경 공익광고가 가진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공익광고의 제
작 이전과 이후에 대중의 환경소양에 대한 측정은 필수적이다.
넷째,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환경 공익광고의
운영이 필요하며, 환경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익광고협의회의 자율성을 강화
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교육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
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평생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공익광고의 내용과
주제는 사회적 쟁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작 편수도 매년 일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중의 인식과 행동의 설득을 위해서는 사회적 쟁점을 반영
하여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공익광고 뿐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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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는 공익광고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 AC의 사례와 같이 환경에 전문성
을 가진 시민단체와 공적 기관인 공익광고협의회의 공동작업(collaboration)으로 장
기캠페인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매년
일정한 주제로 장기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은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천한다는 의미
외에 환경 공익광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일이며 공익광고협의회의 자율성을 강
화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공익광고협의회가 독립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나라의 환경 공익광고에는 대통령이 등장하여 국가의 이미지를 선전하거나 정
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익광고가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의 중간 형태로 운영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정부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에도 공익광고협의회의 위원 구성이나 제작 과정에 있
어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참
여를 늘려 공익광고협의회가 실질적인 독립적 기구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환경 공익광고에 대립되는 환경관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환경과 환경문제
의 일부 측면만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환경교육의 매체로 활용할 때에
는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환경 공익광고에 내포된 메시지의 공공성 및 영향
력으로 인해 환경 공익광고를 형식적 교육의 현장에서 환경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매체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환경 공익광고가 다루
고 있는 소재와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김정미, 2005; 박수연,
2007; 강민정, 2010). 그러나 연구 결과, 환경 공익광고에 인간중심주의 환경관의 특
징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한 광고 안에 대립되는 환경관의 특징들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환경문제의 원인을 개인으로 규정하고 개인의 실천만을 강조하는 등 환
경교육을 위한 교육매체로 활용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가 환경교육을 위해 이를 활용할 때에는 공익광고의 내용이나 주제 외
에 광고에 내포된 환경적 가치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한 학생들이 공익광고를 통해 제공되는 환경 정보를 스스로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매체소양을 기르도록 지도해야 하며, 교사 스스로도 환경 공익광고
에 담긴 환경적 가치들을 파악하고 선별하여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
을 가지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TV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는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을 분석하
고 그 의미를 찾아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환경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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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이 연구는 그동안 환경교육의 시각에서 쉽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익광고를
무형식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검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간혹 구조화된 형
식적 교육으로서의 환경수업을 위해 공익광고의 효과를 검토한 연구는 있었으나 별
도의 교수자가 존재하지 않는 일상적 공간에서도 공익광고가 교육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이러한 접근은 신선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공익광고의 역할을
수업을 위한 교수매체로 한정하지 않고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의 통로이자 대중의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형성에 기여하는 환경교육의 매개로
확장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일상에서 환경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따라서 환경 공익광고에 나타난 환경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은 환경교육의 측면
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더욱 가치 있기 위해서는
앞으로 환경 공익광고에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적 가치들이
담겨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친환경적으로 형성되고,
더 나아가 환경과 인간 모두를 생각하는 친환경적 생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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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부록 1> 환경 공익광고의 환경관 분석 결과21
환경관
년도

기술/인간중심주의
기술만능주의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8)인공위성

환경관리주의

생태중심주의
생태합리주의

(1)아끼세요
(2)부주의
(3)우리의 영원한 정원
(4)제 2의 생산
(5)대식가
(6)공든탑
(7)미술시간
(8)종이 한 장이 바로 외화
(9)호돌이
(10)찾아가지 않는 물건들
(11)오케스트라
(12)먼지
(13)새로운 출발
(14)휴식터
(16)다시 와 본 한강
(17)꿈나무
(19)노젓는 노인
(20)산쓰레기
(22)쾌적한 환경
(23)등산객
(24)생활하수
(25)산업폐수
(26)합성세제
(28)스위치
(31)음식물 낭비
(32)자원 재활용
(33)쓰레기다이어트
(34)누렁이
(35)절전

1995
1996
2000

(21)다시 찾은 한강

(27)런칭
(30)행락철 환경보전

(29)초롱이 탄생

(36)산불방지
(37)환경주부

(39)맑은 공기 보존
(40)맑은 물 되살리기
(42)쓰레기 줄이기

(38)자연은 우리의 생명
(41)야생화
(43)맑은 물이 그립습니다
(44)산불예방
(45)주수소
(46)샤워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47)생활하수
(49)쓰레기는 죽지 않는다
(50)병들의 합창

2008

(56)에너지는 현금입니다

2009

두드러지지
않음

(15)백로는 날아 들고

1993
1994

생태낭만주의

(48)손끝

(59)대신할 수 없는
것(*)

2010

(51)고맙습니다
(52)환경수명
(53)일회용품들의 수다
(54)에코 라이벌
(55)스타
(58)녹색혁명가
(59)대신할 수 없는 것(*)
(60)모습은 비슷해도 결과는
정반대

(57)우리나라에
버렸습니다

(61)중형차 백만대를
버렸다

2011
(62)어느새, 우리의 이야기
(63)에너지절약-5천만개의
발전소

2012

괄호 안의 숫자는 코딩 번호를 의미하며, 하나의 공익광고에 두 가지 이상의 환경관의 특징이 중복되어 나타나
는 경우 2차 분석을 통해 우세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여기에는 그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59) 대신할 수 없
는 것(*)’은 생태합리주의와 생태낭만주의의 특징이 대등하게 나타나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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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ract

An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Ideologies
in the Environmental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Jeon, So-You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y kinds of discussions about the way of environmental education which can
be executed in schools are actively occurred, with the awareness that
environmental education is the key to solve environmental issues. However, the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continued throughout the lifetime, not only for
adults but also for young kids. Thus, the environmental education out of schools
is also important. In this regards, i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methods
which can be naturally absorbed during common everyday life are getting
attractive recently. Among the methods, TV can be the most popular and
informative media to provide many environmental information. Especially, Public
Service Announcements(PSAs) are well-known as a valuable and convincing
communication to change the awareness and behavior of the people, with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s. Additionally, PSAs are variously reviewed to find
out the educational possibilit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fine the environmental PSAs aired to
95

people through TV as one of the i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s which can
influence environmental literacy of each individual person, and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ideologies which are delivered through PSAs, and to find out the
meanings and implications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erefore, the environmental ideologies were investigated were based on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Firstly, the environmental ideologies are categorized
to Technocentrism/Anthropocentrism and Ecocentrism, according to theoretical
consideration about environmentalism which were socially and philosophically
used. Again, Cornucopia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Ecological Rationalism
and Ecological Romanticism are also categorized. And the stances regarding
relationship between human-being and nature, value of nature, and social growth
and structure, belief of scientific technology, cause and solution of environmental
issues, and rhetoric characteristics are main criteria to analyze and categorize
the four environmental ideologies. The results are as below.
First, Environmental management is the most widely-used and Ecological
Romanticism is in the second place in environmental PSAs in Korea.
Cornucopian and Ecological Rationalism are rarely used. The environmental
ideologies are mainly delivered with cause and solution of environmental issues
or rhetoric characteristics, and awareness of natural environment such as the
value of natu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being and nature are
relatively less. Stances about social structure and scientific technology are
delivered little.
Second, the environmental ideologies included in environmental PSAs have a
trend to change from Environmental management to Ecological Romanticism as
time goes by. In the eighties, Environmental management was dominant but it
is gradually decreased and environmental PSAs including the rhetoric of
Ecological Romanticism that focus on ecological sensitivities have been released
from the nineties. From 2000, environmental PSAs with Ecological Romanticism
are general, but PSAs with Environmental management are still released.
Third, the awareness about environment had some different points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ideologies which were delivered by environmental P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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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s with Cornucopian described the nature as unlimited resources and
regarded that human capabilities and scientific technologies can achieve
continuous growth. PSAs with Environmental management described that
natures are utilized by human-beings, environmental issues can be handled by
human-being’s proper controls, and saving resource are persuaded mainly by
economical values. PSAs with Ecological Romanticism described that there are
organic relationships between human-beings and nature, behaviors followed by
ecological sensitivities and spiritual awakening of each private individual are
focused and transformations to the green life-style are persuaded. PSAs with
Ecological Rationalism concentrated that scientific technologies which is
ecologically proper need to be accepted and regarded that nature and
human-beings are equal.
The meanings and implications of above research results are analyzed and
summarized under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oint of view in this paper. It is
a positive signal that the portion of PSAs with Anthropocentrism which had
been very dominant is decreased. However, they are still remaining and
additional development is required, because Anthropocentrism that regards
natures as a tool human-beings can utilize can not be the long-term solution to
solve environmental issues. Furthermore, although it is shown that
environmental PSAs are mainly dealing with the causes and solutions of
environmental issues, environmental PSAs should cover both transformation to
ecology-focused awareness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 together, because
proenvironmental behaviors can be continued based on the awareness of intrinsic
values for nature.
Additionally, there are some environmental PSAs which focus on very
specific parts of environment or environmental issues rather than covering
diverse aspects, and include mutual confrontations in terms of environmental
ideologies in a single advertisement. This is because makers and reviewers of
the PSAs don’t have a consistency about environmental ideologies or their
professionalism about environment is not enough. It is not aligned to
environmental education which focus on developing integrated awareness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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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and additional improvement needs to be followed.
To piece together above, overall system improvements regarding planning and
production for the environmental PSAs are highly required. To secure the
professionalism, environmental education specialists or environmental civic group
need to join as a committee and autonomy of PSA council is also required to be
reinforced by cooperation with environmental civic group. Additionally, an
institutional strategy should be provided to regularly monitor the environmental
ideologies of environmental PSAs, and the atmosphere to produce qualified
environmental PSAs should be created by evaluating environmental knowledge
of public before and after of advertising exposure. Lastly, sustainable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continued and followed by long-term
campaigns to contribute the green lifestyle for the public.
From the poi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is research has a meaning that
environmental PSAs can be the way of informal environment education and
many implications can be come up with environmental PSAs, along with the
environmental ideologies by analyzing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PSAs and
improvement plan as a next step.
Keywords : environmental public service announcements(PSAs),
environmental ideologies, environmentalism,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visual media, i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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