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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미지 프레이밍과 마음챙김 학습이 초등학생의 환경태도에 주는 영
향을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 유형(긍정/부정)에 따라 환경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마음챙김 질문에 따라 환경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 유형(긍정/부정)과 마음챙김 질문
유형(마음챙김/마음놓음)은 서로 상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4) 마음챙김 학습은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자체가 갖는 제한
점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2회의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각 조
사연구는 전반적인 내용은 같더라도 이미지의 구성 방식 및 마음챙김 학습에 따
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토대를 둔다. 먼저 연구문제 1, 2, 3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초등학교 6학년 8개 학급(183명)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의 설문지는 긍정적·부정적 자연환경 사진 이
미지 프레이밍, 마음챙김·마음놓음 질문에 따라 4가지 종류로 제작하였다. “긍정
적 이미지 프레이밍/마음챙김 질문”에는 아름다운 긍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6장
을 마음챙김 질문과 함께 제시하였고, “긍정적 이미지 프레이밍/마음놓음 질문”
에는 아름다운 긍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6장을 마음놓음 질문과 함께 제시하였
다. 또한 “부정적 이미지 프레이밍/마음챙김 질문”에는 오염된 부정적인 자연환
경 사진 6장을 마음챙김 질문과 함께 제시하고, “부정적 이미지 프레이밍/마음
놓음 질문”에는 오염된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6장을 마음놓음 질문과 함께
제시하였다.
마음챙김 질문으로 제시한 문구는 ‘사진을 하나씩 자세히 봅니다. 당신이 아래
사진과 같은 장소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4가지 적어 봅시다.’ 이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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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음 질문으로 제시한 질문은 ‘사진을 하나씩 보고, 전체 사진에 대한 특징이나
느낌 중 한 가지를 간단히 써 봅시다.’이다. 마음챙김과 마음놓음 질문의 구분은
Langer의 정의에 따라 ‘대상이나 현상을 기존의 관점이나 관습에 얽매이는 대
신 자기 자신만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을 마음챙김으로,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현상을 관습이나 정해진 틀에 맞추어 한가지 고정된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마음놓음으로 보고 질문을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환경태도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은 자연의 즐거움, 과학기술주의, 자연개발, 개인
적 환경 행동, 인간 지배주의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총 20개 문항이다.
두 번째 실험 연구는 연구문제 4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서
울 소재 초등학교 6학년 4개 학급(1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는 부정적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에 대해 마음챙김/마음놓음 질문, 2가지 종류로 제
작하였다. 부정적 이미지 프레이밍에는 첫 번째 실험에 사용된 사진 중 1개를 사
용하였고, 사진과 함께 제시한 마음챙김/마음놓음 질문도 첫 번째 실험의 것과 동
일하게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환경태도 측정 설문 문항도 총 20개로 첫 번째 실
험 설문지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즉, 두 번째 실험은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를 1개만 제시한 후 첫 번째 실험과 동일한 설문 내용으로 학생들의 환경태
도를 측정하였다.
설문조사를 마친 후 SPSS 21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고, 학생들의 주관식
응답을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인 자연환경 이미지 프레이밍이 부정적 자연환경 이미지 프레이밍
보다 환경태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음챙김/마음놓음 질문에 따른 환경태도, 자연환경 긍정/부정 사진 이미
지 프레이밍과 마음챙김/마음놓음 질문에 따른 환경태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오지 않았다.
셋째, 부정적인 사진이라도 마음챙김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환경태도 함양이
되고, 개방적이고 다양하며 해결 지향적인 태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환경태도 함양은 긍정적인 자연환경 이미지 사진이 더 효과적이
라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이미지 프레이밍 연구의 영역을 환경교육적 측면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라도 마음챙김 질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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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자연환경에 대해 개방적이고 다양하며 균형잡힌 태도를 가질 수 있
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환경교육 현장에서 긍정적 자연환경
사진 사용과 마음챙김 학습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입을
통하여 환경태도 함양과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관념을 최소화하고 개방적이고 균형적인 태도를 기르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의 환경태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 마음챙김 학습, 환경태도, 환경교육
학 번 : 2009-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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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학습자가 다양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자연환경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
전한 환경태도를 갖게 하는 것은 환경교육의 주요 목표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태도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태도의 함양은 교육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매우 절실
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환경교육 현장에서 교육자료로 쓰고 있는 자연환경 이미지는, 학생들이 살아가
고 있는 환경과는 다르게 매우 오염되어 있거나 매우 아름다운 경우가 많다. 그
러다 보니 학생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자연환경 모습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과정
에서 편견이나 왜곡된 이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연환경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적이며 다양한 인식 관점에서 자연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을 통하여 특히 오염되고 훼손되어 경관적으로 부정적 이미지
가 강한 자연환경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사실과 해결책을
바탕으로 한 우호적 태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
생들이 환경 수업을 통해 자연환경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다양
하고 균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환경 이슈를 다루면서 제시하는 사진은 아름답고 깨
끗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더럽고 훼손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환경교육에서 같은 주제를 다루는 내용이라도 삽입되는 사진이 긍
정적 이미지의 사진인지 부정적 이미지의 사진인지에 따라 수용자의 내용 해석
과 의미 부여, 행동 변화 등의 측면에서 차별적 프레이밍(Framing) 효과가 나
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래서 이들의 프레이밍 효과를 환경태도 측면에서 확
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수-학습자료들 중에서, 가장 기
본이 되는 사진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진 이미지는 어느 교과에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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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초적이며 폭넓게 사용되는 교수-학습자료로, 사진 구성 방법과 사진을
이용한 학습방법에 따라 교수-학습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ahnman과 Tversky(1982)의 ‘프레이밍 효과’를 ‘사진 이미지’
에 접목하고자 한다. ‘프레이밍 효과’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광고학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해왔고,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효과를 입증
하였다. 이를 다양한 상황에서 환경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환경교육에 적용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의사 결정은 질문이나 문
제의 제시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런 사실에 착안해 Kahnman과
Tversky는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을 판단이나 선택에 있어서의 '프레임(frame)이
라 부르고, 프레임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판단이나 선택이 변하는 것을 '프레이
밍 효과'라 이름 붙였다(도모노 노리오, 2006).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것과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경우에 사람들의 인
식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는 예상이론 혹은 전망이론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데, 사람들은 이익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위험을 피하고 확실한 이익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손실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손실을 줄
이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Kahneman & Tversky,
1979). 따라서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전문가 차원의 노출 인식이나 최대의 기대
효용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망하는 결과의 가치 평가를 통해
서 위험과 관련한 의사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김영욱, 2008).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통제력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위험의 경우 그것을 회
피하려는 쪽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통제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거나
참여를 결정하게 된 위험의 경우에는 그것을 수용하려는 쪽으로 편견화 한다.
예를 들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위험을 수용하는 쪽으로 편견화 한다. 이
러한 사람들은 위험 수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대 수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위험 요인’에는 무조건 위험
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전화를 통해서 무작위로 얻게 되는
부동산 투자나 은행 대출 정보에 대해서 무조건 회피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데, 이는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은 위험 회피로 편견화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 편견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이 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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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모두 위험과 관련한 담론들이 편견과 연결되고 있으며, 배려하는 커뮤니케이
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김영욱, 2008). 그래
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위험 요인’이 되어 위험 편견
이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자연 환경이미지 사진에 마음챙김 학습을 도입하여,
편견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또한 주어진 사진 이미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음챙김 학습’을 연결하여 살펴보았다. 즉 동일한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를 활용하더라도 사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에만 몰두하기 보다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게 지도함으로써, 사진 이미지에 나타난 자연환경
에 대한 균형잡힌 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다. 그
래서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를 다양하고 개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방안으로 ‘마음챙김
(mindfulness)’개념에 주목하였다. 마음챙김이란 대상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다
양한 관점 및 이에 토대로 한 새로운 범주 만들기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심
리학적 개념이다(이양원 역, 2006; Langer, 2000). 선행연구에서는 마음챙김을
통해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음은 물
론, 이를 통해 대상이 가진 특성을 우열이 아닌 차이의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차별이나 편견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도 가진다고 확인되었다(Langer, 1993;
Langer et al., 1985; 이동민, 2014). 더욱이 마음챙김은 간단한 질문 제시와
같이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시각과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Langer and Moldoveanu, 2000; Langer

et al., 1985; 이동민, 2014).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마음챙김을 환경교육에 적용하여 환경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피하고 싶은 성향, 위험 편견
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음챙김(mindfulness)’라는 개념을 요소를 도입
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에 마음챙김 질문, 즉 사진 이미지 자체가
아닌 이와 관련된 다양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질문을 첨부함으로
써 보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환경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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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환경교육 현장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한층 균형 잡힌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교수-학습 방안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환경태도를 높일 수 있
는 방안으로 긍정적인 자연 환경 이미지와 부정적 자연 환경 이미지 중 어떤 것
이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고, 마음챙김 학습 질문을 통해 환경태도를 더욱 함양
할 수 있는 있는지를 실험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 효과와 마음챙김 학습에 입각한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활용이 환경태도 함양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 유형(긍정/부정)에 따라 환경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 마음챙김 질문에 따라 환경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 유형(긍정/부정)과 마음챙김 질문
유형(마음챙김/마음놓음)은 서로 상호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4 : 마음챙김 학습은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자체가 갖는 제
한점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의 측정을 통해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이 환경태도에 미
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연구문제 2>의 측정을 통해 마음챙김 학습이
환경태도 함양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3>을 통
해 이미지 프레이밍과 마음챙김 질문간의 상호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연
구문제 4>를 통해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에 대한 편견 극복에 마음챙
김 학습이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에 간단한 질문을
첨부하여 의미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함은 환경교육 현장에 의미
를 줄 수 있는 논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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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및 논문구조
본 연구는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 효과와 마음챙김 학습에 입각한 자
연환경 사진 이미지 활용이 환경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계량적·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환경태도’측정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환경태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여러 개
념과 측정도구를 종합하여 개발한 Milfont와 Duckitt(2010)의 환경태도 측정도
구를 토대로 설문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된 20개 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연환경 사진은 중·고등학교의 환경 교과서에서 선정하였다. 깨끗한 물과 울
창한 숲, 맑은 하늘,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로 구성된 긍정적 이미지 사진, 혹은
황폐화된 숲, 벌목 현장, 많은 쓰레기 봉투가 쌓인 모습, 오염된 물에 죽은 물고
기 떼를 보여주는 부정적 이미지의 사진을 각각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어떤 이미지의 사진을 제시했을 때 학생들의 환경태도가 높아져 자
연을 사랑하고 친환경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형성하는지를 비교하였
다. 즉, 긍정적 이미지의 사진과 부정적 이미지의 사진을 각각 제시하였을 때
나타나는 차별적 이미지 프레이밍 효과를 현장 실험을 통하여 연구 하였다.
마음챙김이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 진행을 위해, 동일한 사진 이미지를 제시하더라도 이를 마음챙김 학습에
입각하여 활용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사진을 보고 즉각 반응하는 느낌
에만 주목하여 활용하는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학생들이 설문에 작성한 주관식
내용을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긍정/부정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에 대한 마음
챙김 질문, 즉 이미지에 대한 다각적, 개방적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을 첨부하는
경우가 이미지의 단순 반응을 요구하는 질문을 첨부하는 경우에 비해 환경에 대
한 태도가 좋은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나서
SPSS21을 통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긍정/부정 자연환경 사진에 대한 프
레이밍 효과와 마음챙김 학습 효과 측정으로, 각각의 환경태도 평균 비교는 독
립표본 t-검증을 하였다.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긍정/부정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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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태도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마음챙김 학습과 관
련지어 이미지 자료의 활용이라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자료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프레이밍효과를 예상이론부터
편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살펴보았고, 더불어 마음챙김, 환경태도 관련 연
구를 검토하였다.
3장과 4장까지는 연구문제부터 결과를 다루는 장으로 실험1과 실험2의 주제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실에서 용이하게 실천할 수 있는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활용 기법을 통한 환경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균형 잡
힌 태도 함양 방안을 이미지 프레이밍 효과와 마음챙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 전체에 대한 결과 요약 정리와 시사점 및 제언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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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가. 예상이론(Prospect Theory)
예상이론이란 같은 위험 상황에서도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사
람들의 상황판단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상이론의 한 예
로 도박과 관련된 사람들의 판단을 살펴보면, 가능한 손실의 방향으로 메시지가
제시된 경우 도박을 하는 사람은 더 위험을 수용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고, 가
능한 이익의 방향으로 메시지가 제시된 경우 위험을 회피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된다. 즉 손실이 프레임된 메시지를 접한 경우에 위험을 더 수용하려고 하고,
이익이 프레임된 메시지를 접한 경우에는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예상
이론은 설명한다.
이러한 경향성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이익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가능
하면 위험을 피하고 이익을 확실히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손실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손실을 줄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강해
지기 때문이다(Kahneman & Tversky, 1979). 이러한 예상이론은 메시지 프레
이밍 효과(Framing Effect)와 맞닿아 있다.
랜(Renn, 1992)의 경우 위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으로 보험학 접근, 보
건학 접근, 확률 통계적인 접근, 경제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 문화적 접근 등
을 들고,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위험의 단위, 위험 도출의 방법, 위험 개념의 범
위, 평가 방법, 사회적 기능 등이 다르다고 보았다. 이처럼 위험 인식은 보는 관
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중에서 심리학적 접근은 위험을 어떻게 제시, 즉 framing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위험 인식을 달리한다는 데 주목한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측면을 부
각하는 것과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경우에 사람들의 인식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예상이론 혹은 전망이론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익과 관련
된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위험을 피하고 확실한 이익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지
만, 손실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위험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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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Kahneman & Tversky, 1979). 이렇듯 사
람들은 과학 기술적·경제학적 접근이 보여주는 것처럼, 위험에 대한 전문가 차
원의 노출 인식이나 최대의 기대 효용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망하는 결과의 가치 평가를 통해서 위험과 관련한 의사 평가를 하곤 한다(김
영욱, 2008).
사람들은 자신의 통제력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위험의 경우 그것을 회피하려는
쪽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위험 요인에는 무조
건 위험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두 경우 모두 위험과 관련한 담론들이 편견과 연결되고 있으며,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러한
위험 편견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예상이론은 편견을 좀 더 상황과 메시지에 결부시켜 이론화한 것이다.

따라서

예상이론은 손실 메시지가 프레임된 경우 위험을 더 수용하려고 하고, 이익 메
시지가 프레임된 경우 위험을 더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예상
이론은 메시지 프레이밍(framing effect)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나.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앞의 예상이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질문이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답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에 착안해 기대효용이론에 대한 반례를 든
사람들이 바로 Kahneman과 Tversky이다. 그들은 이를 판단이나 선택에 있어
서의 '프레임(frame)이라 부르고, 프레임이 달라짐에 따라 판단이나 선택이 변
하는 것을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라고 하였다(도모노 노리오, 2006).
즉 프레이밍 효과란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하는 방식을 달리하면 차별적인 효과
가 나타나는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Kahneman & Tversky, 1984; 이기령,
2012),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프레이밍된 정보를 접하느냐에 따라 다른 선택
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설득 메시지 효과 연구의 일환으로 불확실한 대안에 관한 정보를 잠재적
인 이익 또는 손실을 통해 평가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호하는 지는 정보 제시
방식으로 프레이밍 방식을 변화시킴으로 바뀔 수 있다는 Kahneman &
Tversky의 기대이론(1979)이 나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pluto,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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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ls & puto, 1989 ; 김동욱, 2009).
프레이밍 효과 연구는 환경교육 뿐만 아니라 건강(조형오 & 김병희, 2000), 서
비스 (이슬기 & 김동진, 2013), 광고(Youjae Yi, 1990, 김동욱, 2009)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메시지 프레이밍 연구들은 주로 설득적인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의 효과
를 제고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다루었는
데,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 긍정적 프레이밍이 부정적 프레이밍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
로서 긍정적 단서 이론(positive cue effects), 감정전이 이론(affect transfer)
을 들 수 있다. 긍정적 단서 이론은 긍정적 프레이밍이 광고 또는 상표에 대하
여 긍정적인 연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Maheswaran &
Meyers-Levy, 1990 ; Roberson & Rogers, 1988 ; Rothman et al, 1993).
긍정적 단서이론과 유사한 감정전이이론은, 광고태도를 감정전이과정을 통해 형
성되는 것으로 보아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메시지는 광고태도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메시지는 광고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고 설명한다. 그래서 긍정적 광고태도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프레이밍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Andreoni, 1995 ; Gaeth, Levin, Cours
& Combs, 1990 ; Levin & Gaeth, 1988).
프레이밍 효과 연구의 두 번째 방향은 부정적 프레이밍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으
로, 예상이론(Prospect Theory)과 부정적 편향가설(negativity bias), 공포유발
가설(fear arousal hypothesis)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예상이론은 선택 대안이 긍정적인 프레이밍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
험을 회피(averse)하려고 하고 부정적인 프레이밍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험을 감수(seeling)하려 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설득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위험하거나 불확실한 것을 지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 프레이밍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Meyerowitz & Chaiken, 1987 ; Rothman et al,
1993). 또한 부정적 편향 가설은 부정적 프레이밍의 정보가 긍정적 프레이밍 정
보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판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
고 주장한다(Ganzach & Karsahi, 1995 ; Macinnis & Jaworski, 1989 ;
Homer & Yoon, 1992). 그리고 공포유발가설에 의한 부정적 프레이밍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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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손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선택에 따른 이점을 강조
하는 것보다 많은 정보처리를 이끌어냄으로써 받아들이는 사람의 판단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행동적 차원과 관련된 연결을 발달시켜 설득 효과
가 높다고 한다(Weinbeger, Allen & Dillon, 1981; 김동욱, 2009).
앞에서 언급한 많은 프레이밍 효과 연구를 프레이밍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의 선행연구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메시지, 이미지 프레이밍 유형에 따른 선행 연구
논문

프레이밍 유형

Self-interest and

car-sharing에 대한 설명을 경제적

pro-environmental

메시지

behaviour

framing

긍정 메시지로는 재활용을 했을 때

and

persuasion : A Message
(Smith.G&Petty.

긍정/부정
메시지

processing analysis
R,

강한/약한 주장

1996)

메시지

advertisements

을 강조하였다. 주장의 강도를 강하
게 또는 약하게 함으로써 메시지의

측면, 감정적 측면에서 긍정적, 부정
적으로 메시지 프레이밍을 한 후 광
고 효과 측정

(Youjae Yi, 1990)
담배 회사의 메시지 유형

금연에 관한 긍정 메시지, 부정 메시

별 금연 광고가 광고 효과
메시지, 이미지

영향

지를 신체소구와 심리소구와 함께
제시하여 광고효과와 기업이미지를
측정

(김동욱, 2009)

물을 주제로 보호와 절약이라는 메

공익 광고 메시지의 프레
이밍과 결과 지각이 환경

는 재활용을 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

자동차에 대한 광고 문구를 인지적

priming effects of the

와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의 이익을 강조하고, 부정 메시지로

효과 측정

Cognitive and affective
context for print

이익 또는 환경 정보 측면에서 제시
하였을 때 재활용 분리 배출량 비교

(Laurel Evans 외, 2012)
Message

내용

메시지

시지 프레이밍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긍정적, 부정적 메시지에 대

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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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휘, 신진석, 2004)

한 환경 행동의도 차이를 측정

광고 유형과 오디언스 특

긍정 메시지, 부정 메시지, 개인의

성이 공익 광고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박유식, 경종

메시지, 이미지

이익을 강조, 공익을 강조, 정보 제
공형 광고, 이미지형 광고 등으로 조
작된 8가지 프레이밍 효과 측정

수, 2002)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정보
와 소비자 태도-시나리오

메시지

법을 이용하여(변광인 외,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정보
를 접했을 때의 소비자 태도 측정

2013)
수혜자

기부액을 절대액으로 하였을 때, 일

수, 그리고 성별이 공익

정 비율로 하였을 경우와 기부 대상

기부

프레이밍과

연계 마케팅 효과에 미치

메시지

수혜자 수를 한명으로 했을 때, 다수

는 영향 (안아림, 민동원,

로 했을 때, 또한 성별에 따른 효과

2013)

차이 분석
환경보호와 세계문화이해라는 지리

메시지 프레이밍이 학습자
의 지리적 가치 태도에 미

메시지

치는영향(유수진, 2010)

부정적으로 메시지 프레이밍 한 뒤
학습자 선호도와 가치태도 측정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게

게임 중독 예방 메시지를 긍정 프레이

임 중독 예방 메시지 : 신
체-사회적 소구와 긍정-부

적 가치 관련 텍스트를 각각 긍정적,

메시지

정 소구를 중심으로 (유현재

밍, 부정 프레이밍 하였을 때 그리고
신체, 사회적으로 소구하였을 때의
효과 측정

외, 2014)
지리 교육 정보 디자인에

공정무역에 관한 긍정적 이미지와

서 긍,부정적 이미지 사진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세계시민 의

의 차별적 프레이밍 효과:

이미지

식과 세계적 양극화 문제에 대한 인

공정무역을 사례로(이기령,

식, 문제 해결에의 참여 의지 고취에

2012)

대한 효율성 측정

이미지를 이용한 프라이밍
효과가 창의성 향상에 미

이미지

치는 영향(이진희, 2011)

지리적 이미지를 통한 창의성 향상
프라이밍 효과 측정

위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본 연구의 의의는, 이미지 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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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 영역을 환경교육으로 확장하였고 마음챙김 학습과 이미지 프레이밍을 연결하
여 그 효과성을 측정하였다는 데에 있다.
다. 편견과 커뮤니케이션
사람들은 자신의 통제력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위험의 경우 그것을 회피하는 쪽
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통제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참여
를 결정하게 된 위험의 경우에는 그것을 수용하려는 쪽으로 편견화 한다.
위험 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접근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가 위험 인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견과 관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
서 설명했듯이 위험과 관련한 편견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
는데, 그것은 결국 사람들이 가지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근거에 기반하
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가야 하는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편견을 대표적
으로 이론화한 것이 예상이론Prospect theory이라고 할 수 있다(Tversky &
Kahneman, 1974).
예상이론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신봉되어 왔던 기대효용이론, 즉 가장 효용 가
치가 큰 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 현실의 위험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상이론은 결국 사람들이 이익
과 손실이라는 상황을 바탕으로 효용 가치와는 상관없는 다른 행동을 보여 주게
된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좀 더 확실한 이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이
익과 관련해서는 위험을 회피하지만 손실과 관련해서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두
가지 큰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전자를 확실성 효과, 후자를 반사효과reflection
effect라고 한다. Tversky와 Kahneman의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위험 상황
을 기준점으로써 이익과 손실의 차원으로 파악하며, 항상 확실한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방향이나 좀 더 손실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되어 따라
서 이익과 손실 차원이라는 판단에 따라 위험을 회피하거나 수용하게 된다.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편견에 전문인과 일반인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
다(Bennett, 1999). 따라서 이러한 편견의 편재성을 이해한다면 위험 문제가 커
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될 수 있다. 사람
마다 위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며 위험에 대한 해결 방법 또한 다르다. 위험
편견을 딛고 다양한 시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만 위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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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결에 다가설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위험 사안을 다루는 사람들은 편견
의 존재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벽을 허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개인이 느끼는 위험에 대한 생각들, 즉 친숙함, 잠재적인 가능성, 태도, 믿음
등이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개인의 위험 인식 변수들을 고
려한다는 면에서 심리학적인 접근이 과학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인간 중심적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김영욱,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자연 환경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불쾌
감과 피하고 싶은 성향과 같은 자연환경 오염에 대한 위험편견을 감소시키기 위
한 방안으로 마음챙김 학습이라는 요소를 도입하고자 한다.

2. 마음챙김
‘마음챙김(mindfulness)이란 대상이나 현상을 기존의 관점이나 관습에 얽매이
는 대신 자기 자신만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바라보고 인식하며, 대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재범주화 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마음놓음(mindlessness)’으로, 마음현상을 관습이나 정해진 ’
틀’에 맞추어 한가지 고정된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Langer에 따
르면 마음챙김은 개방적이고 유연한 생각을 촉진시켜 학습능력이나 직무 수행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면, 마음놓음은 이와 같은 생각을 저해함으로써 학습
이나 직무 수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양원 역, 2006;
Langer and Moldoveanu, 2000; 이동민, 2014).
“마음챙김’ 이론에서는 제공된 정보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를 마음챙김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마음놓음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그 효용성이나 효과는
상이해진다고 한다. 즉, 동일한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마음챙김, 즉 다양항 관점
에서 정보가 가진 새로운 속성과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해 가면서 받아들일 때와
마음놓음, 즉 정해진 틀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따라 정보가 가진 의미와 효용성은 달라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마음챙김은 정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고하며 변용할 수 있는 능력의
토대가 되는 반면, 마음놓음은 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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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능력
이나 직무능력, 창의성의 향상은 물론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감소와 같은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Langer,

1993;

Langer

and

Moldoveanu, 2000; Langer et al., 1989). 예를 들어 남북 전쟁의 원인에 대
해 단순히 ‘남북 전쟁의 원인은 다양하다’라는 식의 설명이 아닌 ‘남북 전쟁의
원인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라는 식으로 다양한 관점의 존재를 전제해서 설명
하는 정도로도 마음챙김을 유도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 이는 어떠한 주제나 현
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해당 주제나 현상의 맥락을 고려
한 비판적 사고력, 현상이 갖는 의미에 대한 한층 심층적인 이해, 현실과의 비교
및 적용능력, 의사결정 능력 형성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다(Carson and Langer,
2006; :Langer, 1993; Langer and Moldoveanu, 2000).
종합하면 마음챙김이란 어떠한 대상이나 현상을 ‘틀에 박히지 않은’ 다양한 관
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하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한다. 마음챙김은 다각적인 관점
에서 생각 할 수 있는 질문제시, 조건부적이거나 다양한 관점의 존재를 전제하
는 서술어 사용등의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유도 및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업무 수행 등 현실에 실제로 적용되고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챙김의 활성화는 주제에 대한 집중력 및 다양한 관
점에 입각한 생각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학습능력 및 과업 수행능력을 증진시
킴은 물론, 포용력이나 관용, 다양성 존중과 같은 가치 및 태도를 함양하는데에
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이동민; 2014).

3. 환경태도
태도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이고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태도는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보다는,

반응으로부터

추론해야

한다

(Himmelfarb, 1993: Milfont, 2010).
환경태도(environmental attitudes)란 일반적으로 환경적인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실증적인 조사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Dunlap & Jones, 2002;
Fransson & Gärling, 1999) 개인이 감수성과 가치, 신념을 통합하여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행위 경향성을 구체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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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임해진, 2011; 박미진, 2013). 많은 연구자들은 “환경 관심”과 “환경태
도”를 유의어로 사용(Dunlap & Jones, 2003; Van Liere & Dunlap, 1981)해
온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그것들과는 구별하였다(Heberlein, 1981; Schultz et
al., 2005; Schultz, Shriver, Tabanico, & Khazian, 2004; Stern & Dietz,
1994). 결과적으로 몇몇 개념들은 두가지 용어들로 제안되어 왔다(Milfont,2007).
환경태도는 태도의 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태도와 재활용·에너지
보존과 같이 특정 환경행동에 대한 태도, 두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진다(Hines et
al., 1986/87; Lytle & Chamberlain, 1985; 금지헌,2011). 첫 번째 관점은
NEP(New Environmental Paradigm)와 같은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에 대
한

태도로

특정한

주제에

한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Maloney와

Ward(1973)의 환경태도 영역 중에서 정서(affect)에 해당된다. 두 번째 관점은
에너지, 소비, 재활용, 물, 음식물 쓰레기 등 특정한 주제에 대해 인간이 취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금지헌, 2011). 본 연구는 이와 같은 2가지 관점
중에서 첫 번째 관점인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환경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많이 있지만, 오직 세 가지 종류가 넓게 쓰이고
있다(Dunlap & Jones, 2003; Fransson & Garling, 1999: Taciano, 2010).
그것은 생태척도 (Maloney &Ward, 1973; Maloney,Ward, & Braucht,
1975), 환경개념척도(Weigel &Weigel,1978), 그리고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
(NEP)척도이다(Dunlap & Van Liere, 1978; Dunlap, Van Liere, Mertig, &
Jones, 2000). 이 세 가지 척도는 믿음, 태도, 의도와 행동과 같은 개념의 다양
한 현상 또는 표현을 측정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오염과 천연 자원과 같은
다양한 환경 주제에 대한 개념을 조사한다(Milfont, 2010).
환경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 방법이 있다. 여러 측정 도구들 중 개발된 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측
정도구는 Maloney 외(1975), Dunlap과 Van Liere(1978)의 측정도구가 있으며
Milfont와 Duckitt(2010)도 환경태도의 구성개념을 정립하면서 여러 환경태도
측정도구를 종합하여 개발하였다. Maloney외(1975)는 Maloney와 Ward(1973)
의 환경태도 측정도구의 104문항을 수정하여 구두몰입, 행동몰입, 정서 영역 각
10문항의 총 30문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태도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Leeming 외(1995)는 이 측정도구를 초등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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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는 구두몰입 12문항, 행동몰입 12문항, 정서 12문항의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태도는 정서적인 부분에서 한정하였고, 구두몰입은
환경행동에 대한 의지를 묻는 환경행동의도를 측정한 것이고, 행동몰입은 환경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응답양식은

5단계

리커트

척도이며

신뢰도는

0.88~0.91의 범위로 나타났다.
NEP 측정도구는 환경태도를 측정하는 측정도구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측정도구이다(Hawcroft&Milfont, 2010; Watson & Halse, 2005).
Milfont와 Duckitt(2004)은 NEP(Dunlap et al., 2000) 15문항, 환경과 인간
중심 환경태도(Gagnon Thompson & Barton, 1994) 24문항, 환경세계관
(Blaikie, 1992) 24문항, 환경인식(Bogner & Wiseman, 1999) 20문항을 종합하
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ogner와 Wisemen(1999, 2006)의 구분과 같이 보
존과 활용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 10개 하위영역의 99문항을 개발하였
다. 이후 두 차례 수정 및 타당화 과정을 거쳐 하위 영역이 “자연의 즐거움, 보
전 정책에 대한지지, 환경운동, 인간중심주의, 과학기술주의, 환경파괴, 자연개
발, 개인적 환경행동, 인간지배주의, 자연의 활용, 환경관심, 인구 성장”의 12개
로 변경하였다(Milfont & Duckitt, 2006; Milfont & Duckitt, 2010). 최근에는
72문항과 24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제시하여 활용도를 높였다(Milfont &
Duckitt,2000 ; 금지형,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환경태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여러 개념과 측정도구를
종합하여 개발한 Milfont와 Duckitt(2010)의 환경태도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설
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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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미지 프레이밍 효과와 마음챙김 학습 효과
3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이미지 프레이밍 기법, 마음챙김 기법을 자연환경
사진에 적용함으로써, 이미지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개방적이며 균
형잡힌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
사진의 긍정/부정 이미지가 학습자의 환경태도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연환
경 사진 이미지에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하는 마음챙김 질문을 첨부함
으로써 환경태도 함양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총 2회
의 실험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2회의 실험 중 첫 번째 실험 주
제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 효과와 마음챙김 학습을 통한 환경태도
함양”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연구 대상 및 기간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 6학년의 8개 학급 학생 183명이다. 총 4
가지 유형의 설문지를 2개 학급씩 배포하였다. 이들을 설문 유형 1(N=47), 설문
유형 2(N=44), 설문 유형 3(N=45), 설문 유형 4(N=47)로 나누어서 설문을 수행
하였는데 각 설문 유형별로 2개 학급씩 배포하였다.
연구 대상의 설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목표는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과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하고 수준 높
은 자질 함양을 지향한다. 세부적으로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의
활동을 실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 목표에는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
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우고자 한다. 또한
학년군(학교급)별 성취기준에서 초등학교 5~6학년군 성취기준을 보면 생물과 환
경의 기본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있다. 이 영역은 일정한 공간에 살고 있는 생물
과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을 포함하는 생태계와 관련
된 내용을 다룬다. 이 영역을 학습함으로써 초등학교 5~6학년은 우리가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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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지구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한다. 그리고 환
경오염에 따른 생태계 파괴에 대하여 알아보고, 환경의 개발과 보전 사이에 균
형과 조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한다. “학습 내용 성취 기준” 안에는 환경오염
의 원인을 알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사례를 이해하며, 인간 생활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한다. 그리고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인간의 노력을 알게 하는 기준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또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Littledyke,
2004 ; 권혜선, 2013), 학생은 공식적인 국가 교육기관인 학교와 그 외 사회 교
육기관에서 실시되는 환경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기도 하다(권혜선, 2013).
청소년들은 환경문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환경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
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린 시기에 발달하기 시작하는 환경태도는 특별히
중요하다(Bradley et al, 1999,17; 하경환, 2006). 이처럼 미래의 주역이 될 초
등학생의 환경태도를 측정하고 이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봄으로써
미래의 환경을 책임지는 주체로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 1>에는 서울 소재 00초등학교 6학년 8개 학급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긍정/부정 이미지 프레이밍, 마음챙김/마음놓음
질문에 따라 4가지 종류로 제작하었다.
4가지 종류의 설문지가 유형별로 2개 학급씩 총 8개 학급에 배분되었으며 담
임 선생님의 지도 아래, 학생 스스로 사진과 주관식 질문에 답을 하고 이어지는
설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4년 6월 9일부터 2014년 6월
25일에 실시하였다.

2. 연구 문제의 설정
첫 번째 실험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환경태도의 효과를 결정짓는
수용자 특성인 긍정적 · 부정적 이미지 프레이밍 및 마음챙김 학습에 대한 주효
과(mail effect :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와 상호작용 효과
(interaction effect : 2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여 종속 변수에 미
치는 영향)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개별적인 독립 변수의 효과뿐만 아니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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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립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실험을 실행함으로써 긍정적 사진 이미지와 부
정적 사진 이미지 유형별로 마음챙김 질문을 각각 제시하였을 때 어떤 유형이
환경태도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 유형(긍정/부정)에 따라 환경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마음챙김 질문에 따라 환경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 유형(긍정/부정)과 마음챙김 질문
유형(마음챙김/마음놓음)은 서로 상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4) 마음챙김 학습은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자체가 갖는 제한
점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 1에서는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긍정적/부정적)과 마음챙김 질문
이 학습자의 환경태도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두가지 독립 변수로써 이미지 프레이밍 유형은 “긍정적/부정적”으로,
마음챙김 질문 유형은 “마음챙김/마음놓음”으로 나누어서 환경태도를 측정하였
다. <그림 1>은 앞에서 설명한 연구 모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미지 프레이밍
(긍정적/부정적)
피실험자
마음챙김 질문
(마음챙김/마음놓음)
그림 1. 실험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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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태도 측정

3. 연구 설계 및 절차
실험 1의 주제인 “긍정적·부정적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의 마음챙김 기법에 따
른 프레이밍 효과가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분석 방법
으로 실험연구를 선정하였다. 실험설계는 2 (긍정적 자연 환경 사진 이미지 :
부정적 자연 환경 사진 이미지) × 2 (마음챙김 질문 : 마음놓음 질문)요인 설계
방안(factorial design : 두 개 이상의 독립처치변수의 수준 변화에 따른 결과
변수 값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 디자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설
계 내용은 <표 2>과 같다.
표 2. 실험1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및 실험 집단별 피실험자 수
변수

독립변수

표본

종속변수

이미지 프레이밍 유형
긍정적 프레이밍

N

부정적 프레이밍

마음챙김

마음놓음

마음챙김

마음놓음

질문

질문

질문

질문

47

44

45

47

합계

환경태도

183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 탐색 및 연구설계 절차를 거쳐, 현장 실험 연구 후 실
험 결과 분석과 정리 절차를 거쳤다.
이론적 배경 탐색 절차에서는 먼저, 프레이밍 효과의 근간이 되는 예상이론을
통해 프레이밍 효과를 정의 내리고, 프레이밍의 효과를 증명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음챙김의 선행 연구를 탐색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환경태도의 개념과 측정 방법을 알아보았다. 환경
태도란 일반적으로 환경적인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실증적인 조사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Dunlap & Jones, 2002; Fransson & Garling, 1999). 많은
환경태도 측정 도구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Milfont(2007)가 그의 연구에서 개
발한 환경태도 측정 도구를 재구성하여 환경태도 측정 설문 문항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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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구설계를 하였다. 연구설계 절차에서는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실험
일정을 계획하였다. 또한 문헌 연구를 통해 실험 도구를 만들었다. 그 결과 중·
고등학교 환경 교과서에서 자연환경 사진을 주제로 한 사진 이미지(긍정/부정)
를 각각 6장씩 총12장을 선정하였고 마음챙김에 따른 질문 2가지를 만들었다.
또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환경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20개 문항을 구성하여 설
문지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실험 도구로 현장에서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
용한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와 설문지는 모두 인쇄물 형태로 제작하였다. 학생들
은 (긍정적, 부정적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 X (마음챙김 질문, 마음놓음 질문) 4
가지 실험 유형 중 무작위로 배정된 설문에 응하였다. 피실험자들은 자연환경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고 마음챙김 또는 마음놓음 질문에 답을 한 후, 환경태도
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 20개에 답하였다. 설문지는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
었으며, 각 유형별로 2개 학급씩 총 8개 학급에 독립적으로 제시되었다. 어느
학급이 어느 유형의 설문지를 받을지는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 학급이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모두 같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성별 이외의 개인
정보나 신상정보는 일절 수집하지 않았다.
설문조사를 완료한 후, SPSS 21 통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문제 1,2,3인 자
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이 환경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마음챙김 질
문에 따른 질문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서로 상호 효과가 있는지를 확
인하였다.
가. 독립변수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미지 프레이밍 유형과 마음챙김 질문기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미지 프레이밍은 긍정적 자연환경 이미지와 부정적 자연환경 이
미지를 중·고등학교 환경 교과서에서 각각 6개씩 추출하여 제시하였고, 마음챙
김 질문 여부는 마음챙김 질문과 마음놓음 질문으로 구분하였다. 마음챙김 질문
은 “사진을 하나씩 자세히 봅니다. 당신이 아래 사진과 같은 장소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4가지 적어 봅시다.”이며, 마음놓음 질문은 “사진을 하나씩 보
고, 전체 사진에 대한 특징이나 느낌 중 한가지를 간단히 써 봅시다.‘로 설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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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속변수
자연환경 이미지 프레이밍과 마음챙김 질문에 따른 환경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로

피실험자의

환경태도를

측정하였다.

환경태도(environmental

attitudes)는 일반적으로 환경적인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실증적인 조사 보고서
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Dunlap & Jones, 2002; Fransson & Gärling, 1999).
즉 “개인이 감수성과 가치, 신념을 통합하여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행위 경향성을 구체화 한 것”이다(임해진, 2011; 박미
진, 2013).
종속변수인 환경태도를 측정하는 설문문항은 환경태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여러 개념과 측정도구를 종합하여 개발한 Milfont와 Duckitt(2010)의 환경태도
측정도구를 재구성하였다. 환경태도 점수는 문항당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
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단계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각 단계당 5점, 4점, 3점, 2점, 1점을 부여하여 평균을 계산하였다.
다. 실험 1의 실험도구
본 연구의 <실험 1>은 마음챙김 학습과 긍정/부정 자연환경 이미지에 따른 환
경태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음챙김 학습에 따른 이미지 프레이밍 효과
에 관한 것이다.
실험 이미지 사진은 긍정적인 자연 이미지와 부정적인 자연 이미지를 마음챙김
질문 일 때 6개, 마음놓음 질문 일 때에도 6개를 제시하였다. 마음챙김 학습에
따른 긍정/부정 이미지 실험 구분은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이미지 사진과 마음챙김 학습의 구분
구분

마음챙김 질문

마음놓음 질문

긍정적 프레이밍

긍정적 자연 이미지, 마음챙김 질문

긍정적 자연 이미지, 마음놓음 질문

부정적 프레이밍

부정적 자연 이미지, 마음놓음 질문

부정적 자연 이미지, 마음놓음 질문

긍정적 자연 이미지 프레이밍을 하기 위해 중 · 고등학교 환경 교과서에서 발
췌한 아름다운 자연환경 사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마음챙김 질문과 마음놓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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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각각 6개씩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정적 자연 이미지 프레이밍에는 중 · 고등학교 환경 교과서에서 발췌한
오염된 자연환경 사진을 제시하였다. 마음챙김 질문과 마음놓음 질문에 각각 6
개씩을 제시하였다.
마음챙김 질문으로는 “사진을 하나씩 자세히 봅니다. 당신이 아래 사진과 같은
장소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4가지 적어 봅시다.”을 제시하고, 사진을 보
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10분의 시간을 주었다.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마음챙김의 정의에 따라 위의 질문은 설문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유도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마음놓음 실험 또한 사진을 보고 질문에 답하는 10분의 시간을 주었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하였다. “사진을 하나씩 보고, 전체 사진에 대한 특징이나 느
낌 중 한 가지를 간단히 써 봅시다.” 마음챙김과 반대되는 개념인 마음놓음의
정의에 따라 질문에 즉각적인 느낌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아래
<표 4>는 설문지에 제시한 마음챙김과 마음놓음 질문이다.
표 4. 마음챙김/마음놓음 유형별 질문
마음챙김 질문

마음놓음 질문

긍정이미지

사진을 하나씩 자세히 봅니다.
사진을 하나씩 보고, 전체 사진
당신이 아래 사진과 같은 장소
에 대한 특징이나 느낌 중 한
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를 간단히 써 봅시다
4가지 적어 봅시다.

부정이미지

사진을 하나씩 자세히 봅니다.
사진을 하나씩 보고, 전체 사진
당신이 아래 사진과 같은 장소
에 대한 특징이나 느낌 중 한
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를 간단히 써 봅시다
4가지 적어 봅시다.

실험 집단은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룹1에게는 긍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와 마음놓음 질문이 있는 실험지를 주었고, 그룹2에게는 부정적인 자연환
경 사진 이미지와 마음놓음 질문이 있는 실험지를, 그룹3에게는 긍정적인 자연
환경 사진 이미지와 마음챙김 질문이 있는 실험지를, 그룹4에게는 부정적인 자
연환경 사진 이미지와 마음챙김 질문이 있는 실험지를 나누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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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험지를 10분 동안 들여다보고 질문에 답하게 한 후 환경태도를 측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환경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 문항은 Milfont와
Duckitt(2010)가 개발한 환경태도 측정도구를 재구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
한 설문 문항의 범주 및 문항 정보는 <표 5>와 같다. 또한 이와 같은 범주하에
구성한 설문 문항은 <표 6>과 같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
다.
ㅍ
표 5. 환경태도 측정 설문의 영역별 문항 구성
영역

설문 내용 범주

문항 번호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즐겁고 도시지역에서 시
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선호하는 믿음
vs

자연의 즐거움

1~10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지루하거나 즐겁지 않고
도시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는 믿음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의 인간 발명품은 모든 환경 문
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미래의 손상을 피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주의

믿음
vs

11,12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의 인간 발명품은 모든 환경문제
를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
인간들은 그들의 목표·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자연을 변화시키고 바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믿음
vs

자연 개발

13~16

자연과 자연환경은 원래 초기 모습 그대로 보전해야
하고 인간의 활동이나 개입에 의해 어떤 형태로든 변
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매
개인적 환경 행동

17

일 행동하는 것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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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행동 안에서 자원을 보존하고 돌보는 것에 대한
흥미가 부족한 것
자연은 주로 인간의 사용을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
vs

인간 지배 주의

18~20

인간과 자연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
표 6. 환경태도 측정 설문문항
영역

(문항번호) 설문 문항
(1) 나는 자연, 야생 지역에서 시간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2) 나는 숲이나 들과 같은 지역을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3) 나는 자연, 야생 지역에 있는 것이 지루하다.
(4) 숲에 있는 나무를 보면 편안해 진다.

자연의 즐거움

(5) 자연 속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6) 나는 도시보다는 자연(산,들,바다)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다.
(7) 나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
(8) 나는 자연의 고요함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
(9) 나는 자연과 새가 있는 숲보다는 쇼핑몰에 가는게 더 좋다.
(10) 나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루하다.
(11) 현대과학은 우리 환경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과학기술주의

(12) 과학과 기술은 환경에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좋은 일도
수행한다.
(13) 잡초와 풀이 보도블럭 사이에서 자라나는 것은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그것들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대로 놔두는게 좋

자연 개발

다고 생각한다.
(14) 사용하지 않는 땅을 농사 지을 땅으로 바꾸는 것은 좋은 일이다.
(15) 포장된 도로에 풀이 나있으면 보기 안 좋다.
(16) 야생 지역을 없애는 것이 경제 발전에 이익이 있을지라도 반대한다.

개인적 환경 행동

(17) 나는 물과 자원을 아끼려고 노력한다.
(18) 식물과 동물은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 지배 주의

(19) 인간은 자연에서 다른 생물보다 더 중요하다.
(20) 인류는 자연의 나머지 부분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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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및 논의
가. 긍정/부정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 효과
연구문제 1)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 유형(긍정/부정)에 따라 환경태
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검증을 위해 독립 표본 t-검증을 통하여 통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표 7. 이미지 프레이밍 유형별 환경태도
이미지
프레이밍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긍정

91

2.74

1.243

부정

92

2.48

1.367

t

유의확률

-5.951

p<.001

<표 7>은 프레이밍 유형에 대한 집단별 환경태도의 평균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표이다. 프레이밍 유형별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자연환경 이
미지를 본 집단의 환경태도 평균 점수는 2.74, 부정적인 자연환경 이미지를 본
집단의 환경태도 평균 점수는 2.48로 나타났으며, t값은 –5.951이 나왔다. 이를
통해 긍정적 프레이밍에 대한 환경태도 점수가 부정적 프레이밍에 대한 환경태
도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낸 것을 알 수 있다.
프레이밍 유형별 평균치의 통계적 유의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01)가 확인됐다. 즉, 두 집단의 평균치 차이는 통계적인 관점에서 충분
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 이미지 프레이밍의 평균치
는 부정적 이미지 프레이밍보다 의미있게 높다고 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주제인 자연환경을 다룬 사진 이미지라 할지라도 긍
정/부정의 이미지 프레이밍 유형에 따라 환경태도의 효과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표 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은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보다 환경태도를 향상시키는데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치를 나타냈다. 이는 환경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구
성할 때, 긍정적인 이미지 사용이 보다 즉각적인 환경태도 함양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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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마음챙김 질문 유형에 따른 환경태도 분석
연구문제 2) “마음챙김 질문에 따라 환경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검증
을 위하여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양적분석은 마음챙김/마
음놓음 질문 유형과 환경태도를 독립 표본 t-검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마음챙김/마음놓음 질문에 따른 환경태도
질문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마음챙김

91

2.65

1.277

마음놓음

92

2.58

1.348

t

유의확률

1.615

.106

마음챙김/마음놓음 질문에 따른 환경태도 측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8>는 마음챙김 학습에 따른 집단별 평균 차이를 통계
적으로 검증한 표이다.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에 대한 마음챙김 질문에 답을 한
학생들의 환경태도 점수 평균은 2.65, 마음놓음 질문에 답을 한 학생들의 환경
태도 점수 평균은 2.58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는 마음챙김 질문에 답한 학생들이
더 높았으나 유의 확률이 .106으로 p<.05보다 크기 때문에 마음챙김 질문과 마
음놓음 질문 간에 환경태도 효과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주관식 서술의 질적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에 대해 마음챙김/마음놓음 유형의 질문에 대해 조
사 참여자들인 학생들이 서술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마음챙김/마음놓음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서술 내용 (실험 1)

범주

응답률

서술 내용

마음놓음

42%

풍경이 아름답다, 평화롭다, 편안함

·

24%

깨끗하다, 맑다, 상쾌하다, 시원함

긍정사진

13%

강과 나무가 있다, 산이나 강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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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4%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다. 자연과 함께 이롭다
는 느낌이 든다.
자유로워 보인다.

2%

자연을 보니까 약간 지루하다

6%

기타

46%

환경이 오염됐다.

19%

불쾌하다.

12%

사람들로 인해 환경이 오염된 것 같다.

10%

2%

우리나라의 오염이 너무 심해서 슬프다.
자연이 파괴된 것을 보니 사람들이 노력해서
지켜야 겠다.
나중에 지구가 쓰레기로 뒤덮여, 우리가 살 곳이
사라질 것 같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이유이다.

43%

수영, 야영, 걷기, 등산, 낚시, 달리기,

33%

경치를 감상한다, 휴식, 배타기, 놀기, 소풍

7%

사진을 찍는다.

2%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줍는다, 풀을 밝지 않고,
동물을 괴롭히지 않는다.

1%

담력훈련, 정신수련

14%

기타

33%

쓰레기를 주어서 분리수거한다.

적극적 행동

21%

나무를 심는다. 나무를 자르지 않는다,
일상 생활에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바
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약이나 그런 화
학성 액체를 강에 버리지 않는다. 기름을 적게
쓴다, 물고기를 위해 물 오염을 하지 않는다)
물고기를 치우고 주변을 정리
환경부에 전화해서 문제를 고쳐달라고 한다.
피한다, 그냥 먼 곳으로 간다.

적극적 행동

9%

마음놓음
·
부정사진

7%
4%

마음챙김
·
긍정사진

13%

마음챙김
·
부정사진

16%
2%
2%
1%
1%

물고기를 사서 강에 놔두어 물고기를 늘린다.
오염된 땅에 지렁이를 풀어서 자연스럽게 회복

적극적 행동

적극적 행동

적극적 행동
적극적 행동
적극적 행동
소극적 행동
적극적 행동
적극적 행동

1%

되게 한다.
마구 잘린 나무들을 가져다가 땔감으로 쓴다.

1%

안전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적극적 행동

2%
2%
5%

자연을 보호한다(물을 깨끗하게 만든다)
벌목을 하지 말라고 한다.
기타

적극적 행동
적극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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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놓음 질문을 통하여서는 긍정적인 사진과 부정적인 사진을 통해 즉각적인
느낌을 바로 서술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챙김 질문에서는 부정적
인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개방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더 많이 강구하는 모
습을 볼 수 있었다. 부정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에서 마음놓음 질문에 대한 답에
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정
적인 사진이라도 마음챙김 학습을 통해 다양하고 개방적인 생각을 주의깊게 함
으로써 더욱 균형잡힌 생각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시적으로 빠르게
환경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긍정적인 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마
음챙김 학습을 통해 주의 깊고 개방적이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교육자가
조치한다면 부정적인 사진이라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라도 마음챙김 활성화 여부에 따
라 학습자가 인지하는 환경에 대한 태도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 마음챙김 학습과 이미지 프레이밍 효과의 상호작용 효과
연구문제 3)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 유형(긍정/부정)과 마음챙김 질
문 유형(마음챙김/마음놓음)은 서로 상호 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알아보기 위해
이 둘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알아보았다. 이미지 프레이밍에
따른 처치 수준이 2가지 (긍정적 이미지 프레이밍/부정적 이미지 프레이밍)이
며, 마음챙김 학습여부 (마음챙김 질문/마음놓음 질문)가 2가지이기 때문에 이
둘의 처치효과(treatment effect)를 조사하기 위하여 2×2요인 설계 형태인 이
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의 검증 결과는 <표
10>,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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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이미지 프레이밍과 마음챙김 질문에 따른 환경태도의 ANOVA 분석 결과-1
마음챙김/놓음
마음챙김 질문

마음놓음 질문

긍정/부정

N

평균

표준편차

긍정적 이미지

47

2.70

1.234

부정적 이미지

45

2.44

1.445

긍정적 이미지

44

2.78

1.253

부정적 이미지

47

2.52

1.287

183

2.61

1.313

마음챙김/놓음 * 긍정/부정

표 11. 이미지 프레이밍과 마음챙김 질문에 따른 환경태도의 ANOVA 분석 결과-2
종속변수 : 환경태도
소스

제III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마음챙김/마음놓음

5.442

1

5.442

3.187

.074

긍정/부정

61.359

1

61.359

35.938

.000

마음챙김/마음놓음 * 긍정/부정

.001

1

.001

.000

.985

위의 2개 표는 종속변수인 환경태도에 대한 마음챙김·마음놓음 질문과 긍정·부
정 사진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의확률이 .985로 나
타나서 p<.05 수준에서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
음챙김·마음놓음 질문과 긍정·부정 사진은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
다.
앞의 3가지 연구문제 검증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환경교육 영
역에서 빠르게 환경태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은 긍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며, 부정적인 자연환경 이미지 프레이밍의 환경태도 함양 효과성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챙김 학습을 통해 학습자
들이 보다 개방적이고 다양하며 균형잡힌 생각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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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정적 자연환경 이미지에 대한 마음챙김 학습의 적용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실험 2>에서는 서울 소재 00초등학교 6학년 4개 학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에서
마음챙김/마음놓음 질문을 달리한 2가지 종류로 제작하였다.
2가지 종류의 설문지를 각각 2개 학급씩 총 4개 학급에 배포하였으며 담임 선
생님의 지도 아래, 학생 스스로 사진과 질문에 답을 하고 이어지는 설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4년 12월 23일에 실시하였다.

2. 연구 문제의 설정
<연구문제 4> “마음챙김 학습은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자체가 갖는 제
한점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의 검증을 위해 두 번째 실험을 실시하였다.
앞 장에서 살펴본 마음챙김 기법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자연환경 사진
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이미지를 제시하더라도, 이를 마음챙김 질문을 통
해 개방적이며 균형잡힌 환경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는 논의를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실시한 연구를 통해 얻은 이론적 고찰과 논의를 한층
심화하여, 마음챙김 학습이 부정적 자연환경에 가지는 환경에 대한 균형적인 태
도 함양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지 프레이
밍 효과와 마음챙김 학습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
한 논의를 환경교육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동일한 주제를 다루더라도 좀 더 환
경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프레이밍 요소와 마음챙김 학습 요소를 적용하여 구성
한다면 교수-학습자료로써의 효과가 뛰어남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번장에서는 마음챙김 학습이 부정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편견 극복과 개방
적이며 균형잡힌 환경태도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
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실험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진의 내용에 대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하는 질문, 즉 마
음챙김 질문을 제시받은 참여자 집단이 더욱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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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선행연구 결과(Langer, 1985)에 착안하여,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
지라 하더라도 마음챙김 학습의 작용이 이루어 질 때, 이미지 자체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설계 및 절차
<실험 2>의 주제인 “마음챙김 학습에 입각한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의 활용이 환경태도 함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
구분석 방법으로 실험연구를 선정하였다. 실험설계는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에 대한 마음챙김/마음놓음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실험 설
계에 대한 내용은 <표 12>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12. 실험 2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및 실험 집단별 피실험자 수
변수

독립변수

표본

종속변수

이미지 프레이밍 유형
부정적 프레이밍

N
합계

마음챙김 질문

마음놓음 질문

50

50

환경태도

100

실험 2의 연구 설계 절차는 실험 1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연구대상 선정 및 실
험도구를 만들고, 실험 일정을 계획하였다. 부정적 자연환경 이미지 프레이밍에
사용한 사진은 실험 1에서 사용한 사진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마음챙김 질문과
마음놓음 질문도 실험 1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마음챙김 기법과 이미지 프레
이밍이 완료된 후 환경태도 측정 설문 문항 또한 실험1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실험 2에 사용한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와 설문지는 모두 인쇄물 형태로 제작
하였다. 학생들은 (부정적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 X (마음챙김 질문, 마음놓음
질문)의 2가지 실험 유형 중 무작위로 배정된 설문에 응하였다. 피실험자들은
부정적 자연환경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고 마음챙김 또는 마음놓음 질문에 답을
한 후, 환경태도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 20개에 답하였다. 설문지는 모두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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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2개 학급씩 총 4개 학급에 독립적으로 제
시하였다. 설문지 배정은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 학급이 각 집단에 속할 확률이
모두 같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하였으며 성별 이외의 개인정보
나 신상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를 완료한 후, SPSS 21 통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마음챙김
학습에 입각한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의 활용이 환경태도 함양에 영향
을 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마음챙김 학습에 입각한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의
활용이 환경태도의 함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중 이미지 프레이밍은 부정적인 사진으로, 마음챙김 질문 유형은 마음챙김/마음
놓음으로 나누어서 환경태도를 측정하였다.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부정적 이미지
프레이밍
피실험자

환경태도 측정

마음챙김 질문
(마음챙김/마음놓음)
그림 2. 실험 2 연구 모형

가. 독립변수
두 번째 연구에서는 부정적 이미지 프레이밍과 마음챙김 질문 유형을 독립변수
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연구가 첫 번째 실험과 다른점은 이미지 프레이밍 종류
를 부정적 프레이밍 한가지로 한정하였고, 프레이밍할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을 한개만 제시했다는 것이다. 제시한 사진은 첫 번째 실험에서 사용한 6장의
사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였다. 마음챙김 질문 유형은 마음챙김 질문과 마음놓
음 질문으로 구분하였다. 마음챙김 질문은 “사진을 자세히 봐주세요. 그리고 당신
이 아래와 같은 장소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4가지 적어주
십시오.”이며, 마음놓음 질문은 “사진을 자세히 봐주세요. 이에 대한 특징이나
느낌 중 한 가지를 간단히 써 봅시다.”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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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속변수
마음챙김 학습에 입각한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의 활용이 환경태도 함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의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를 환경태도로 설정하였다.
환경태도 측정 설문문항은 첫 번째 실험의 설문 문항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다. 실험 2의 실험도구
본 연구의 <실험 2>은 마음챙김 학습에 입각한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
지의 활용이 환경태도 함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부정
적 자연이미지에 마음챙김 기법을 도입하였을 때 환경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목
적이다.
<실험 2>에서 사용한 부정적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는 <실험 1>에서 사용된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마음챙김 질문 일 때 1개, 마음놓음 질문 일 때에도 1개씩
을 제시하였다. 부정적 자연환경 이미지에 따른 마음챙김 학습이 환경태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구분은 다음 <표 13>와 같다.
표 13. 부정적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와 마음챙김 학습의 구분

부정적
프레이밍

마음챙김 질문

마음놓음 질문

부정적 자연 이미지,
마음챙김 질문

부정적 자연 이미지,
마음놓음 질문

부정적 이미지 프레이밍에 사용된 자연환경 사진은 중 · 고등학교 환경교과서
에서 발췌한 자연 사진을 각각 1개씩을 제시하였는데, 실험 1에서 사용한 6개의
사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사진 제공과 함께 마음챙김/마음놓음 질문을 함께 제시하였다. 마음챙김 질문
실험은 사진을 보고 질문에 답하는 10분의 시간을 주었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사진을 자세히 봐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아래와 같은 장소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곳
에서 할 수 있는 일을 4가지 적어주십시오.”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마음챙김의 정의에 따라 위의 질문은 설문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생각
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만들었다. 마음놓음 실험 또한 사진을 보고 질문
에 답하는 10분의 시간을 주었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사진을 자세히 봐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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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이에 대한 특징이나 느낌 중 한 가지를 간단히 써 봅시다.” 아래 <표 14>는
설문지에 제시한 부정 이미지에 따른 마음챙김/마음놓음 질문 문구이다.
표 14. 마음챙김/마음놓음에 따른 설문 질문
유형

마음챙김 질문

이미지

마음놓음 질문

사진을 자세히 봐주세요. 그리고 당
부정 이미지

신이 아래와 같은 장소에 있다고 가
정하고,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4가지 적어주십시오.

사진을 자세히 봐주세요. 이에 대한 특
징이나 느낌 중 한 가지를 간단히 써
봅시다.

실험 집단은 2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룹 1에게는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와 마음챙김 질문이 있는 실험지를 주었고, 그룹 2에게는 부정적인 자연
환경 사진 이미지와 마음놓음 질문이 있는 실험지를 나누어 주었다.
각 실험지를 10분 동안 들여다보고 질문에 답하게 한 후 환경태도를 측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환경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 문항은

Milfont와

Duckitt(2010)가 개발한 환경태도 측정도구를 재구성한 <실험 1>과 동일한 설
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배점은 ‘매우 그
렇다’에 5점, ‘약간 그렇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약간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태도가 높은 것
으로 보았다.
환경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코딩한 후, 코딩된 자
료를 가지고 SPSS 통계 프로그램 21.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여 연구 문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정적 이미지 프레이밍과 환경태도 평균 차이는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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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및 논의
가. 마음챙김 학습을 통한 부정적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활용
두 번째 실험에서는 부정적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
한 방안으로 마음챙김 기법을 도입하였을 때 환경태도 함양에 도움을 주는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 4 “마음챙김 학습은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자체가 갖는 제한점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의 검증을 위해 독립 표본 t검증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15>과 같다.
표 15. 부정적인 자연환경 이미지의 마음챙김/마음놓음 질문에 대한 환경태도
질문 유형
마음챙김
마음놓음

이미지
프레이밍
부정적

N

평균

표준편차

50

3.84

1.128

50

3.57

1.218

t

유의확률

5.144

.000

마음챙김/마음놓음 질문에 응답한 설문자는 각각 50명씩으로 총100부의 설문
지가 배부되었으며 100부 모두 통계 분석에 사용되었다. 부정적인 자연환경 이
미지에 대한 마음챙김 질문의 환경태도 평균은 3.84이며, 마음놓음 질문의 환경
태도 평균은 3.57이다. t값은 5.144, 유의확률은 .000으로 부정적 이미지 프레
이밍에서 마음챙김 질문이 마음놓음 질문보다 효과가 큰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통해 마음챙김 학습이 부정적인 자연환
경 사진 이미지에 대한 환경태도 함양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마음챙김/마음놓음 질문에 대해 설문자들이 적은 주관식 답을 통해 더
심층적인 마음챙김 학습의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각적인 반응이나 느낌을 요구하는 마음놓음 질문에 대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한 응답은 “자연이 파괴되었다”였으며 응답률은 34%였다. 그 다음으로
24%가 사진을 보고 “무섭고 폐허같다”, “텅비고 황량하며 숲이 파괴되어 슬프
다”는 서술을 하였다. 그리고 “나무가 외로워 보인다”는 응답이 4%로 뒤를 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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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질문을 통해 살펴본 학생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45%는 “나무를 심고 자연을 가꾼다” 였다. 그리고 뒤이어 17%가 “나무
에서 쉬거나 열매를 구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 외에 “잘려진 나무를 이용해
집을 짓는다”, “잘린 나무로 불을 피운다”, “돌아다니면서 식량을 얻거나 사람
을 찾는다”, “바닥에 있는 나뭇가지를 치운다”, “남은 나무를 자른다”, “못본척
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는 학생들이 마음챙김 질문을
통해 제시한 사진의 자연환경을 개선할 방안들을 생각해 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각적인 느낌만을 요구하는 마음놓음 질문에서는 단지 부정적인 반응
만 보이다가, 마음챙김 질문에 대한 답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
하여 답을 제시하는 것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실험 2에서 학생들이 마음챙김/마
음놓음 질문에 답한 내용은 다음 <표 16>와 같다.
표 16. 마음챙김/마음놓음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서술 내용 (실험 2)

범 주

마음놓음
·
부정사진

마음챙김
·
부정사진

응답률

서술 내용

34%

자연이 파괴되었다.

24%

무섭고 폐허같다.

24%

텅 비고 황량하며 숲이 파괴되어 슬프다.

6%

마지막 남은 나무가 희망이다.

4%

나무가 외로워 보인다.

8%

기타

45%

나무를 심고 자연을 가꾼다.

17%

나무에서 쉬거나 열매를 구한다.

8%

잘려진 나무를 이용한다.(집짓기, 가구, 땔감 등)

7%

잘린 나무로 불을 피운다.

6%

돌아다니면서 식량을 얻거나 사람을 찾는다.

6%

바닥에 있는 나뭇가지를 치운다.

3%

남은 나무를 자른다.

1%

못본 척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

1%

농사짓기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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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에 마음챙김 질문을 제시하고 주관식으로
답하게 한 뒤, 이어서 20개의 설문문항을 통해 환경태도를 측정함으로써 자연환
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 마음챙김 기법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환경태
도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매우 그렇다’는 5점, ‘약간 그렇다’
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약간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으로 배점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실험은 2회 수행되었으며, 첫 번째 실험은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00초등학교
6학년 8개 학급 학생 18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실험은 서울시 관
악구에 소재한 00초등학교 6학년 4개 학급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긍정/부정)효과와 마음챙
김 기법이 환경태도 함양에 효과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설문 그
룹을 4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각 그룹의 구분과 학생수는 다음과 같다. 그룹 1
의 “긍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와 마음놓음 질문”에 답한 학생은 46명이었
으며, 그룹 2의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와 마음놓음 질문”에 답한 학생
은 45명이었다. 그룹 3의 “긍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와 마음챙김 질문”에
답한 학생은 45명이었으며, 그룹 4의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와 마음챙
김 질문”에 답한 학생은 48명이었다.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는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가 각각 독립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사진을 주의 깊게 보고 질문에 답한
다음 이어지는 환경태도 측정 설문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실험은 서울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4개 학급 총 100명을
대상으로 수행했다.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가 가지는 위험 편견을 극복
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음챙김 기법의 효용성을 환경태도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은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각 그룹의 구분과 학생수
는 다음과 같다. 그룹 1은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와 마음놓음 질문”에
답하게 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학생수는 2개 학급으로 50명이었다. 그룹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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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와 마음챙김 질문”에 답하게 하였고 설문에 응
답한 학생수는 2개 학급으로 50명이었다. 사진을 보고 질문에 대한 주관식 답을
한 후, 환경태도 측정 설문 문항에 답하도록 조치하였다.
환경태도를 측정하는 20개 설문 문항들이 설문 응답자로부터 정확하고 일관되
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 후,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
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Cronbach α값은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는
데,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 α= .795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사
용된 문항의 신뢰도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연환경 사진을 대상으로 긍정적 · 부정적 이미지 프레이밍과 마
음챙김 학습에 따른 질문을 설정하고 이러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로 설정한 환
경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어떤 이
미지 프레이밍이 환경태도 함양에 효과적인가의 여부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이미지 프레이밍의 학습효과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에도 마음챙김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자연 환경 이미지 사진의 유형(긍정/부정)에 따라, 마음챙김 학습 질문
(마음챙김 질문, 마음놓음 질문)이 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인
가?’이며 이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이미지 프레이밍의 효과성, 마음챙김 질
문 유형에 따른 효과성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을 알
아보았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환경태도는 긍정적 이미지 프레이밍에서 더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인 사진을 제시했을 경우 마음챙김 질문이
환경태도 함양에 효과적임이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주관식 서술을 분석한 결과 마음챙김 학습을 통
해 학생들이 보다 개방적이고 다각적이며 균형있는 환경보호 대책을 세우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가지 독립변수로 설정한 이미지 프레이밍의 차
이와 마음챙김 질문 차이에 대한 환경태도 간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39 -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 유형(긍정/부정)에 따라 환경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 2) 마음챙김 질문에 따라 환경태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 3)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 유형(긍정/부정)과 마음챙김 질문
여부는 서로 상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 4) 마음챙김 학습은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자체가 갖는 제
한점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문제 1>의 결과를 통해 환경태도에 있
어서 부정적으로 이미지 프레이밍된 사진(M=2.48)보다는 긍정적으로 프레이밍
된 사진(M=2.74)이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문제 2>의 결과에서는 마음챙김 학습에 따른 긍정적 · 부정적 이미
지 프레이밍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유의 확률이 .985로 p<.05보다 크기 때문
에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주관식 서술
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사진이라도 마음챙김 학습 질문을 통해 개
방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면 학습자는 편견을 버리고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이는 환경태도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3>에서는 종속변수인 환경태도에 대한 마음챙김/마음놓음 질문과 긍
정/부정 사진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연구문제 4>의 결과에 의하면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에 대하여
마음챙김 질문에 답한 학생들의 환경태도 점수(M=3.84)가 마음놓음 질문에 답
한 학생들의 환경태도 점수(M=3.57)에 보다 높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으며 학생들의 주관식 응답을 분석한 결과 마음챙김 질문을 통해 개방적이
며 다양한 환경보호 대책을 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환경교육 현장에서 교육용 이미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긍정적 이미지
의 자연환경 사진을 삽입하는 것이 부정적 이미지의 자연환경 사진을 삽입하는
것보다 환경태도를 높이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음챙김 질
문을 통해 학생들의 다각적이며 개방적인 환경태도를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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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에서 마음챙김 질문이 학생들의 다각적이
며 개방적인 환경태도 형성를 형성하여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음놓음 질문(사진을 하나씩 보고, 전체
사진에 대한 특징이나 느낌 중 한가지를 간단히 써 봅시다.)에서는 ‘불괘하다’,
‘더럽다’, ‘환경문제가 심각하다’와 같이 위험에 대해 피하고자 하는 위험편견적
인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면, 마음챙김 질문(사진을 하나씩 자세히 봅니다. 당신
이 아래 사진과 같은 장소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4가지 적어 봅시다.)에
서는 좀 더 해결적인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한
다’, ‘나무를 심는다’, ‘오염된 땅에 지렁이를 풀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한
다.’ ‘오염 물질을 제거한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를 통해 환경교육 영역에서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을 이용할 때에는 마음챙
김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그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함으로써 해
결책을 더 많이 도출하고, 위험에 대해 회피하고자 하는 편견을 줄이는 데에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를 토대로, 이미지 프레이밍을 통한 환경태도 함양 및
이와 관련된 마음챙김 학습을 통한 교수-학습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
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프레이밍의 환경교육에 대한 체계적 도입이 요청
된다.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주제의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
라도 긍정적으로 이미지 프레이밍한 경우가 부정적으로 이미지 프레이밍한 경우
보다 환경태도에 좋은 효과를 준다고 확인되었다. 따라서 환경교육 교수-학습에
서는 교재나 교육자료 제작시 긍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여
학습자의 환경태도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둘째, 부정적인 자연환경 사진을 사용할 때 마음챙김 질문을 적극 활용하여 학
생들의 환경태도와 개방적이며 해결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생각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환경교육 수업 현장에서 간단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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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를 통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자연환경 이미지를 보여주었을 때, 학습자의 환경태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환경교육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
록 많은 이미지 사진을 다루는데 이때 긍정적인 자연환경 사진은 부정적인 자연
환경 사진보다 더 환경태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
정적인 자연환경 사진 이미지라도 마음챙김 학습을 통해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실행한 프레이밍 효과를 긍정
과 부정으로만 실행하고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설문에
응한 학생의 고유한 환경태도와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교과에서 다루는 여러 이미지들 중 어떤 것이 학생들의 환경태도를
증진시키는 프레이밍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재 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으로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를 전체 학생의 경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환경태도는 개
인의 경험이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도시와 시골, 같은 도시 내에서
도 대도심과 그 외 지역의 학생들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태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중 이미지를 활
용한 프레이밍, 마음챙김 학습의 두가지 기법을 검증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프
레이밍 기법과 학습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제안할 수 있는 연구
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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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_ 실험1 설문지

환경태도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학생들의 환경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3면이며, 응답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5분~10분입니다. 조사
결과는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있는 응답은 향후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
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교육전공 석사과정 박소연 올림

- 49 -

부록 1. 긍정적 자연환경 이미지 프레이밍 + 마음놓음 질문

★ 사진을 하나씩 보고, 전체 사진에 대한 특징이나 느낌 중 한 가지를 간단히 써 봅시다.

전체 사진에 대한 느낌을 아래에 한 가지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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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부정적 자연환경 이미지 프레이밍 + 마음놓음 질문
★ 사진을 하나씩 보고, 전체 사진에 대한 특징이나 느낌 중 한 가지를 간단히 써 봅시다.

전체 사진에 대한 느낌을 아래에 한 가지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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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긍정적 자연환경 이미지 프레이밍 + 마음챙김 질문

★ 사진을 하나씩 자세히 봅니다. 당신이 아래 사진과 같은 장소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4가지 적어 봅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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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부정적 자연환경 이미지 프레이밍 + 마음챙김 질문

★ 사진을 하나씩 자세히 봅니다. 당신이 아래 사진과 같은 장소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4가지 적어 봅시다.

1.
2.
3.
4.

- 53 -

부록 5. 환경태도 측정 설문지
아래 문항을 자세히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V)해 주십시오.
<응답예시>
매우
그렇다

예 시

약간
그렇다

자연을 사랑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V

< 설문지 >
매우
그렇다

내 용
1. 나는 자연, 야생 지역에서 시간을 보
내는 것을 좋아한다.
2. 나는 숲이나 들과 같은 지역을 여행하
는 것을 좋아한다.
3. 나는 자연, 야생 지역에 있는 것이 지
루하다.
4. 숲에 있는 나무를 보면 편안해 진다.
5. 자연 속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6. 나는 도시보다는 자연(산, 들, 바다)
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다.
7. 나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
8. 나는 자연의 고요함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
9. 나는 자연과 새가 있는 숲보다는 쇼
핑몰에 가는 게 더 좋다.
10. 나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
루하다.
11. 현대 과학은 우리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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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내 용
12. 과학과 기술은 환경에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좋은 일도 수행한다.
13. 잡초와 풀이 보도블럭 사이에서
자라는 것은 지저분하게 보이지
만, 그것들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대로 놔두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14. 사용하지 않는 땅을 농사 지을 땅
으로 바꾸는 것은 좋은 일이다.
15. 포장된 도로에 풀이 나있으면 보기
안 좋다.
16. 야생 지역을 없애는 것이 경제 발
전에 이익이 있을 지라도 반대한다.
17. 나는 물과 자원을 아끼려고 노력한다.
18. 식물과 동물은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
고 있다.
19. 인간은 자연에서 다른 생물보다 더 중
요하다.
20. 인류는 자연의 나머지 부분을 지
배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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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록 _ 실험 2 설문지

환경태도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학생들의 환경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3면이며, 응답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5분~10분입니다.
조사결과는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있는 응답은 향후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교육전공 석사과정 박소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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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부정적 자연환경 이미지 프레이밍 + 마음챙김 질문

★ 사진을 자세히 봐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아래와 같은 장소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4가지 적어주십시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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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부정적 자연환경 이미지 프레이밍 + 마음놓음 질문

★ 사진을 자세히 봐주세요. 이에 대한 특징이나 느낌 중 한 가지를 간단히
써 봅시다.

전체 사진에 대한 느낌을 한 가지 적어 주십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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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환경태도 측정 설문지
아래 문항을 자세히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V)해 주십시오.
<응답예시>
매우
그렇다

예 시

약간
그렇다

자연을 사랑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V

< 설문지 >
매우
그렇다

내 용
1. 나는 자연, 야생 지역에서 시간을 보
내는 것을 좋아한다.
2. 나는 숲이나 들과 같은 지역을 여행하
는 것을 좋아한다.
3. 나는 자연, 야생 지역에 있는 것이 지
루하다.
4. 숲에 있는 나무를 보면 편안해 진다.
5. 자연 속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6. 나는 도시보다는 자연(산, 들, 바다)
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다.
7. 나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
8. 나는 자연의 고요함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
9. 나는 자연과 새가 있는 숲보다는 쇼
핑몰에 가는 게 더 좋다.
10. 나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
루하다.
11. 현대 과학은 우리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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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내 용
12. 과학과 기술은 환경에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좋은 일도 수행한다.
13. 잡초와 풀이 보도블럭 사이에서
자라는 것은 지저분하게 보이지
만, 그것들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대로 놔두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14. 사용하지 않는 땅을 농사 지을 땅
으로 바꾸는 것은 좋은 일이다.
15. 포장된 도로에 풀이 나있으면 보기
안 좋다.
16. 야생 지역을 없애는 것이 경제 발
전에 이익이 있을 지라도 반대한다.
17. 나는 물과 자원을 아끼려고 노력한다.
18. 식물과 동물은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
고 있다.
19. 인간은 자연에서 다른 생물보다 더 중
요하다.
20. 인류는 자연의 나머지 부분을 지
배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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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Abstract

The Different Framing Effects of
images on natural
environmental images and
Educational Potentials of Mindful
Learning in Cultivating
Environmental Attitude
Park, So Yeo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ing image framing strategies to mindful learning and find an
effective method of usage of such doing and to validate the
effects to elementary students’ environmental attitude.
For that, the assighnments are to be set as the followings. Four
hypotheses were conducted for the reserch topic;
First, this study examined different effects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natural environmenta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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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how

effective

is

environmental

attitude

by

mindful

learning.
Third, there will be interaction effect between natural environmental
positive/negative

image

framing

&

mindfulness/mindlessness

question types.
Fourth, mindful learning probably becomes a complement of the
limitations of negative natural environmental images.
To test the hypotheses, two experiments were performed, each
proceeding along the logical basis of previous studies - that the
style of images and mindful learning possibly influence the
attitudes.
To resolve Hypothesizes 1,2,3, the test had been conducted
subjecting 183 of 6th graders. The survey were produced in 4
types of total according to positive/negative image framing &
mindfulness/mindlessness question. 6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al
photos & mindfulness question were suggested by positive image
framing/mindfulness question and 6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al
photos & mindlessness question by the positive/mindlessness.
Also

6

contaminated

mindfulness

question

framing/mindfulness
environmental

natural

were

suggested

question

photos

&

environmental

and

6

by

photos

negative

contaminated

mindlessness

question

&

image
natural
by

the

negative/mindlessness.
And

questionnaires

measuring

environmental

attitude

were

suggested as (respectively common images and) common survey
questionnaires.
The questionnaires measuring environmental attitude consisted of
enjoyment

of

nature,

altering

nature,

personal

behaviour and human dominance over nature.

- 62 -

conservation

To test Hypothesizes 4, second experiment was performed. To
resolve Hypothesizes 4, the test had been conducted subjecting
100 of 6th graders.
1 contaminated natural environmental photos

& mindfulness

question were suggested by negative image framing/mindfulness
question and 1 contaminated natural environmental photos &
mindlessness question by the negative/mindlessness.
And

questionnaires

measuring

environmental

attitude

were

suggested as respectively common images and common survey
questionnaires.
The questionnaies resulted as the following by analysis using
SPSS statistic program. First, positive image framing showed
larger effects towards environmental attitude than the negative.
The result of the first experiment showed that the means of the
groups that ask mindfulness question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groups that ask mindlessness question, but the mindful
learning

variable

Environmental

showed

attitude.

no

significant

Moreover,

no

difference

statistically

on

serious

interactions between the mindful learning and image framing was
observed. Third, the result of the second experiment showed that
the

means

of

the

groups

that

negative

image

framing

&

mindfulnes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groups that negative
image framing & mindlessness.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rom results. First,
the boundary of message framing studies have been expanded by
proving

that

positive

natural

environmental

image

framing

showed larger effects towards environmental attitude than the
negative.

Second,

mindful

learning

should

be

applied

to

environmental education actively to cultivate balanced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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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environment more effectively.

Concrete and systemic

strategies should be applied to the use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based on mindful learning, a promising alternative to
the limits of geography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Such
effor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cultivation of balanced
attitudes toward environment.

Keywords : image framing, mindfulness, environmental attitude,
environment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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