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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환경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책임감 있는 행동(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의 형성을 위해서는 행동 요인들의 본질을 규명

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허미란·이상

원, 2013).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을 들여다보면 교육에 참여하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만남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교수자 또는 학

습자와 관련된 요인이 학교 환경교육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고민하

는 일은 그 의미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측면에 주목하여 초등학생의 친환경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교수자 요인 

중 첫 번째로 초등학교 환경교육에서 필히 선행되는 환경교육 재구성 자

료에 사용되는 환경 용어-‘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친환경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고, 두 번째로는 환경교육 재구성 자료의 

서술 유형-과정 중심 멘탈 시뮬레이션 유형과 결과 중심 멘탈 시뮬레이

션 유형-이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학습자 

요인 중 첫 번째로 학습자의 환경적 자기효능감이 친환경행동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목하였고, 두 번째로는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가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요인이 초등학생의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색한 후 

각 요인은 얼마나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친환경행동의도를 설명할 수 있

는지도 추가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16명이 참가하였다. 그 중 응답에 불성실한 7명을 제외한 309명의 자료

를 분석하여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사용된 설문지는 이태연(2001), 

Whitmarsh(2009),  Schuldt et al.(2011),  Villar·Krosnick(2011), 금지헌

(2011)의 선행연구에 사용된 연구 설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투입된 교

육 자료는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에 제시되는 텍스트를 재구성하여 

제작하였다. 환경 용어와 환경교육 자료 서술 유형에 대한 조사는‘개발



된 자료를 학생들에게 투입하였을 때 그 자료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학생들의 환경적 자기효능감과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환경교육 자료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이

미 학생들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설문지에 제시된 

문항에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교수자 요인으로 환경교육 초등학생에게 제시되는 환

경 용어가‘지구온난화’(평균 3.49)일 때가 ‘기후변화’(평균 3.25)일 

때보다 친환경행동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p=0.005). 그러나 환

경교육 자료 서술 유형에 대한 결과는 환경교육 자료가 결과 중심 유형

일 때 더 높은 평균을 보이나(평균=3.54)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도출

되지 않았다(p=0.379). 학습자 요인으로 환경적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환경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친환경행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00).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가 높아질수록 친환경행동의도 역

시 높아졌다(p=0.000). 위의 네 가지 요인 중 유의한 결과만 추출하여 각

각의 요인이 초등학생의 친환경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분

석한 결과 환경적 자기효능감이 친환경행동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

(p<0.01)을 미치며 두 번째로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p<0.01)가, 세 번째

로 환경 용어 중‘지구온난화’를 사용하는 경우(p<0.05) 순서로 높은 영

향력을 미쳤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교수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에 대한 간단한 

재구성만으로도 학생들의 환경행동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 환경교육 자료 재구성시 이를 활용하는 실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

다. 또한 학습자 요인이 가지는 영향력을 이해하고 평생을 환경소양인으

로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주는 방향에 주목하여 학교 환경교

육을 설계하고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초등학생, 친환경행동의도, 환경 용어, 환경적 자기효능감, 환경

문제 심각성 인식도, 환경교육 자료 서술 유형

학  번 : 2015-2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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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PCC 5차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됨에 따라 온난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기후 시스템을 이루는 모든 구성요소들은 장기적으로 변

화하여, 결과적으로 인간계 및 생태계에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기상청, 2014). 환경문제는 인

류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왔으나 오늘날 우리가 겪는 환경문제는 인간

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오진숙·김정숙, 

2011).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 관련 사안들은 인간을 두렵게 만들면서

도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근원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 근원적 해

결책이란 바로 환경교육이다. 

   환경교육은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탐구 및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교육이다(남상준, 1995). 환경교육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제

공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흔히 생태

학이나 환경쟁점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제공하고, 이것이 요구되는 태도

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환경적으로 윤리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최돈형 등, 2007). 따라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마지막 도

달점은 올바른 환경태도와 환경문제에 대한 행동이 되어야 바람직하지만 

환경교육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효과는 뚜렷하지 못하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환경 행동이 관찰되

는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 그 근거 중 하나이다(박가을, 2015). 

   많은 환경교육자들이 환경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반면

에, 최근까지 소수의 교육자들만이 행동과 관련된 수업을 교육과정에 포

함시키고 있다(최돈형 등, 2007). 또한 학습자들의 주인의식과 실천 역량

을 키워주기 위한 진지한 시도를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최돈형, 2005). 따라서 환경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책임감 



- 2 -

있는 행동(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이하 REB)의 형성을 위

해서는 행동 요인들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 개발

과 적용이 요구된다(허미란·이상원, 2013). 

   이 같은 환경교육계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찰해보는 동

시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적 소양을 가진 환경소양인을 양성하

는 학교 환경교육의 목적(남상준, 1995)을 더불어 생각한다면 환경교육을 

공교육의 현장에서 실행하는 일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행

동’ 또는 ‘친환경행동의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가지는 중

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친환경행동이나 친환경행동의도를 높이는 데는 많은 방안이 있겠으나 

첫 번째로 학교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교수자 요인 중 교수학습 자료 요

인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안주현·이연숙(2010)은 환경 친화적인 행동

을 유발할 수 있고 친환경 행동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교사의 

‘의도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교사의 의도된 교육에는 교

육 자료가 필수적으로 포함되고 초등학교 환경교육 자료에 사용되는 환

경 용어를 살펴보면 학년을 막론하고 사용되는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학

습자들에게 교육적 일관성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환경교육을 실행

하는 주체인 교사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는 나아가 교사들에게 

교육 용어가 가지는 의미와 구별성을 인식시키지 못하게 되고 의도된 교

육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고민하고 연구해볼 필요

가 있다. 

   그 중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에 공통적으로 등

장하는 ‘지구온난화’라는 용어와 ‘기후변화’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

추었다. 매 학년마다 제시되는 환경 현상에 대한 용어는 그 현상이 가지

는 의미가 중대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다양한 원

인, 해결 방안, 실천 방안 등이 초등학생의 일상적 환경 관련 생활양식

에 특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명 두 용어는 그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정의되는 바가 다르므로 용어의 의미를 이해시키

는 목적으로 교육될 때는 반드시 구분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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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환경교육의 목표를 감안하여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행동

을 유발하고 환경적 소양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적이고 의도된 교육을 위

해서는 어떠한 교육용어가 더 영향력을 가지며 그 용어가 친환경행동의

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최돈형 등(2007)은 환경교육자들이 책임 있는 환경행동(REB)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어느 정도 성공시키려면, 이러한 과제에 적합한 교육 자

료를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책임 있는 환경행동을 성공시키기에 적합한 교육자료’를 

친환경행동의도를 높일 수 있는 데 적합한 교육자료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노성종·이완수(2013), Villar & Krosnick 

(2011), Whitmarsh(2009)의 환경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표현하는 두 가지 

용어-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받아들이는 대중들의 반응에 대한 연구

를 바탕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주는 차별적 행동 반응

에 주목하고 Escalas & Luce(2004), Thompson et al.(2009), Ulkumen & 

Thomas(2013)가 연구한 개인의 의사결정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멘탈 시뮬레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발달수준과 교

육과정에 적합하게 적용해보았다.   

   두 번째로 학교 환경교육을 제공받는 학습자 요인에 대하여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친환경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친환경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 및 방안에 대

해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자발적 친환경행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환경

을 해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또는 그러하려고 의도하는 행위 능력이

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친환경행동을 유발하는 내적 

요인 중에서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자신의 행동이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

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환

경태도에 비하여 친환경행동으로 더 쉽게 전환될 수 있다(김민경, 2014).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기는 사회 심리적으로 자신의 행동방향에 

대한 자아의식, 가치관 및 윤리의식을 확립해 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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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 시기에 형성된 환경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전 일생을 거쳐 영향

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환경행동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생활화 

하도록 자기효능감이라는 학생의 내적 요인에 주목해 환경교육체제를 정

립할 필요성이 있다(오해섭·김성수, 1998). 다시 말해 현재 학교 환경교

육을 받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대해서 고찰해보고 이를 통하여 학교 

환경교육의 방법을 모색해보는 과정은 전인적 환경 소양인을 기르는 궁

극적 의도에 한걸음 다가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UNESCO, UNEP 등에서 공표한 학교 환경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는 ‘학생들이 가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고양’을 바탕으

로 실천적 활동을 이끌어낸다는 표현이 있다(남상준, 1995). 이는 학생들

의 내적 요인 중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도가 학교 환경교육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환경문제 심각

성 인식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로 이재록(2011), 오진숙·김정숙(2011)은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가 청소년 소비자의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고 김종흠(2013)은 환경문제 심각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친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일

반인·중고등학생의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이 친환경행동이나 친환경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왔으나 초등학생의 

친환경행동의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는 거의 연구되지 

않은 실정이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가 실제로 

친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친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탐색해 보고 그러한 요인들이 친환경행동의도를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교수자 요인 중 교수학습 자료에 사

용된 환경 용어와 환경교육 자료 서술 유형이 실제로 초등학생들의 친환

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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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학교 환경교육을 제공받는 학습자 요인 중 환경적 자기효능감

과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가 실제로 초등학생들의 친환경행동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셋째, 학교 환경교육 내 제 요인들이 초등학생의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다.

나. 연구 문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초등학생의 친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인가?

        1-1. 초등학생에게 제시되는 환경 용어에 따라 친환경행동의도

는 영향을 받는가?

        1-2. 초등학생에게 제시되는 환경교육 자료의 서술 유형에 따라 

친환경행동의도는 영향을 받는가?

        1-3. 초등학생의 환경적 자기효능감은 친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1-4. 초등학생의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는 친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환경 용어, 환경교육 자료의 서술 유형, 초등학생의 환경적 

자기효능감,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는 친환경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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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가. 환경 용어로써 ‘지구온난화’와‘기후변화’

   Broecker(1975)는‘지구온난화’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이

다. 그가 최초로 사용한‘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라는 용어는 지구

냉각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 각 사회에 던져진 하나의 경고였다. 냉각화 

되고 있는 지구 환경에 대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재와 같다면 다음 세기의 10년 동안 지구의 기온이 지난 1000년 동안

의 변화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온난화 효과(warming 

effect)가 전 세계 강수량의 패턴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였다(Broecker, 

1975). 그리고 40여년이 지난 지금, 그의 예측은 현실이 되었다. IPCC1) 4

차 보고서에기후계의 온난화는 확실하다는 표현을 시작으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눈과 얼음 범위의 감소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

면서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산업혁명 이후 급속히 증가되고 

이것이 자연적 온실효과를 초과시킨 주원인이라고 명시하였다(국가기후

변화적응센터, n.d.). 

   지구온난화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오존 및 프레온가스 등으로 인하여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에서 방출되는 열이 우주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온실가스에 과다하게 흡수되어 지구의 열 균형에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자연적 온실효과'에 의한 적절한 온도보다 지나치게 더워지는 현상을 

말한다(산림청, n.d.). 간단하게 말하자면 온실효과로 인하여 지구의 온도

가 상승하는 현상이다(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n.d.). IPCC 5차 보고서에 

1)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
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
(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이다. 기후 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
한 노력이 인정되어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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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기후변화의 뚜렷한 증거들은 21세기 말까지 지속적인 지구온난화

가 진행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한다(기상청, 2014).

   한편,‘기후변화’라는 용어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IPCC 4차 보고서에는 기후변화를 기후 특성의 평균이나 변동성의 변화

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예: 통계 분석을 통해) 수십 년 혹은 그 이상 오

래 지속되는 기후상태 변화라고 정의하고 UNFCCC2)에서는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 활동에 직․간접 원인이 있고 그에 더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자연적 기후변동이 관측된 것이라고 정의한다(기상청, 2008). 

   두 용어의 정의로만 보자면 온실가스에 의한‘지구온난화’는‘기후

변화’의 현상 중 한 가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비슷한 해석으로 미

국 환경보호국의 최근 정의에 따르면‘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의 표면기온 상승을,‘기후변화’는 기상패턴의 그 어떤 지속

된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을 뜻한다(노성종·이완수, 2013).  

   이처럼‘지구온난화’와‘기후변화’라는 용어들은 서로 의미하는 바

가 다르고 정의되는 바가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지구기후변화를 지칭하

는 용어로 상호 대체적으로 두 용어를 사용한다(노성종·이완수, 2013), 

또 신문과 방송, 일상적 대화, 환경 관련 설문조사 속에서 양자의 용어

를 동일한 환경문제를 지칭하는 용어로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있다

(Schuldt et al., 2011).

   환경부에서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94%이상의 

국민과 전문가들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고 

응답하였다(환경부, 2013). 이러한 결과로 보아 대중들은 두 용어가 가진 

‘정의’보다 ‘이미지’와 ‘느낌’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두 

현상 모두 심각한 환경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

다. 또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로 국민 개개인(42.2%)과 

중앙정부(39.8%)라고 응답한 결과(환경부, 2013)로 미루어보아 개개인이 

2)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기후 변화에 관
한 국제 연합 기본 협약의 약칭으로 온실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의체이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
결되었고 이산화탄소를 비롯하영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온난화를 막
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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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대응 행동(action)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용어를 강조 프레임으로 배치할 때 어떤 용어가 사람들

을‘더’실천적으로 행동하게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한 탐색은 환경행동

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을 발견하게 되는 접근이라 할 수 있

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 Whitmarsh(2009)는‘지구온난화’라는 용어가 

‘기후변화’라는 용어보다 대중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더 효과적이

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대중들에게 지구온난화는 기온상승의 영향으로 

사람에 의해 일어난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현상으로 인식되었고 기후변화

는 기상, 기후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매우 광범위하고 자연적으

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인식되었다. 즉, 두 용어를 접한다고 하여도 확

연히 다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응답한 결과에 따

라 선호하는 환경문제 해결책도 달랐는데 지구온난화를 선택한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선택한 사람들에 비하여 개인과 공공의 책임 행동을 더 많이 

강조했다. 비슷한 맥락으로 노성종 ․ 이완수(2013)는 대한민국 성인을 대

상으로 두 용어의 강조프레임에 대하여 연구했는데‘지구온난화’프레임

이‘기후변화’프레임보다 시민들로 하여금 반박증거에 대한 생각을 줄

이고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행동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가지게 한다고 밝

혔다. 

   한편, 두 용어가 가진 힘에 대한 연구 중 개인의 성향과 상호작용하

는 용어가 따로 있다고 밝힌 것도 있는데 Villar & Krosnick(2011)은 미국 

내 성인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평가할 때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라는 

용어에 각각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연구했다.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민주당 지지자는‘지구온난

화’라는 용어에, 공화당 지지자는‘기후변화’라는 용어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비슷한 결과로 Schuldt et al.(2011) 역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실재성에 대한 신념을 조

사하였는데 공화당 지지자들은‘기후변화’라는 용어를‘지구온난화’라

는 용어보다 더 지지하고, 지구온난화보다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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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 믿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

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그 외의 정치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에게는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라는 소재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심

각한 환경 문제로 다뤄지는 사안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제시되는 환경교육의 목표와 그 소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덕과 >

[4도04-01]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인간 생명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 과학과 >

[6과05-03]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사례는 지역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고 아울러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의식

을 가지도록 한다.

< 실과과 >

[6실05-09]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 봉사활동 중 환경 보호 활동>

[활동목표]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과 공공시설을 아끼는 마음을 기른다.

표 1. 2015 초등 개정 교육과정 중 환경교육과 관련된 성취기준(교육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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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초등학교 환경교육에서는 태도나 정서를 중심으로 행동이나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는 일이 목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에서는 교사의 의도적인 목표 설정 및 자료 재

구성이 그들의 환경태도나 환경행동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환

경교육이 교사의 재량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환경에서 이러한 과

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뉴스에서 환경교육의 교수·학습 활동은 타 교과 

활동과 마찬가지로 학습 교재에 의하여 학생 스스로 이루어지거나, 학생

과 교사 또는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서 교수·학습 자료를 매개로 하는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남상준, 1995). 2016년 현재 초등학교에 공

식적으로 사용되는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소재로 한 텍스트와 참고 글, 이미지 삽화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 소재

가 가지는- 혹은 그 소재의 이미지가 하는-특징으로 인하여 주로 환경문

제 심각성을 강조하거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유

형의 자료가 많다.

   그 예로 지구기후현상을 주제로 한 2009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4학년 

도덕 교과서에 제시된 텍스트와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텍스트 자료,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텍스트 자료, 초등

학교 4학년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의 일부를 제시하고자 한다.

탄소발자국 기록장

  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 속

에서 탄소를 줄이려는 작은 노력 또한 지구를 살리는 환경 보호 활동

입니다. 

  그린스타트 누리집(www.greenstart.kr)에 들어가면 탄소 발자국 기

록장이 있습니다. 이 기록장은 여러분이 발생시키는 탄소를 없애려면 

몇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환경 보호 실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표 2. 초등학교 4학년 도덕 교과서「탄소발자국 기록장」(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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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하여 하루 한 시간 불을 끕시다

  여러분은 지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

족이 달라도 우리 모두는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상 이변과 지구 

온난화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입니다.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

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지 한 시간 전등 스위치를 내리기만 해도 여러분은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한 시간 동안 전등 스위치를 내리기만 하면, 석탄과 

석유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 시간’은 지구 온난화 방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전등 끄기 운동입니다. 해마다 3월 마지

막 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전등을 끄면 행사에 참

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 시간’에 많이 참여할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

어들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갈되어 가는 에

너지 자원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 년에 하루 한 시간은 지구를 위하여 불을 끕시다. 자원을 낭

비하여 지구의 온도를 올린 것도 우리이고, 올라가는 지구의 온도를 

멈출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우리입니다. 

    이제 기후 변화에 맞선 ‘지구인’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라는 공동의 운명을 함께 맞이한 지구인입니다.

표 3.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지구를 위하여 하루 한 시간 불을 

끕시다」(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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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온실가스 : 온실가스란 지구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 물질로 지표면

에 의하여 우주로 방출되는 특정 범위의 적외선을 (중

략)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온실가스 성분이다.

 지구온난화 : 지구온난화는 대기와 바다의 평균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으로 (중략) 앞으로도 지표면의 온도가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

연구・연수 자료

 1. 기후변화란?

    수십 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되는 기후 또는 변동성이 평균의 상

태에 대해 통계적으로 중요한 변동을 말한다.

 2. 기후변화의 요인

   (1) 자연적인 원인 : 기후 변화는 외적으로 야기된 변화뿐만 아니

라 (중략) 이는 기후시스템의 5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상호작

용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물과 전기를 

아껴 쓰는 것은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데 도

움이 된다.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멸종 위기에 높인 동

식물의 서식처 보호운동을 후원하는 활동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 여행을 할 때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환경친화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표 4.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교육

부, 2015)

표 5. 초등학교 4학년 도덕 교사용 지도서 수록 자료(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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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제시된 자료들의 공통점은 지구온난화 또는 기후변화를 주제

로 하고 두 용어가 혼재되어 제시된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교과서에는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설명

하기보다는 현상이 가져온 심각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알맞은‘태도나 

대응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개되는 반면 교사용 지도서에는 지구

온난화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의, 원인, 영향력, 향후 전망 등에 대하

여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환경교육 자료에서 혼용되어 쓰이는‘지구온난화’와‘기후

변화’라는 용어에 대해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선행연구를 보면 초・중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았으며 

동시에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30%정도 존재한다고 밝혔다(이지숙 외, 2011).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현재 학생용 교과서에 제시된 지구온난화와 기

후변화라는 환경 용어를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한 어떠한 용어

가 더 학생들의 환경 태도 및 행동을 유발하는 데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아가 교육과정 수준에 맞는 지구온난

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방향을 찾는 선행작업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 용어로써‘지구

온난화’를‘온실효과로 인하여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정

의하고, ‘기후변화’를‘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일어난 전 지구적 기후의 

흐름 변화’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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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멘탈 시뮬레이션(Mental Simulation)

   Taylor & Schneider(1989)은 멘탈 시뮬레이션을 특정한 사건 또는 연

속된 사건에 대하여 모방하여 상상을 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멘탈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사건에 대한 시나리오나 가상적 시나리오를 만

들어보는 인지적인 설계 과정이라고 해석한 것이다(권익현·이진석,  

2012).

   멘탈 시뮬레이션은 시간적, 공간적,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사건 등

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상상 과정’과도 같은 것(Tamir et al., 2015)

인데 그 범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하루 종일 일어날 일에 대한 상

상과 같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 잘못된 결정해서 배우자와 다투었던 

일에 대한 회상과 같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상,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 ‘환상’, 과거에 있었던 다툼을 떠올리며 ‘그 때 특정한 발언을 

했었더라면….’하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현실과 환상의 결합’등을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멘탈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Pham & 

Taylor, 1999). 이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리하자면 과정 중심 vs 

결과 중심, 회상 중심 vs 예상 중심, 문제 중심 vs 해결 중심 등으로 나

타낼 수 있다(권익현·이진석, 2012). 

   위와 같은 개념으로 멘탈 시뮬레이션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양한 경우

가 만들어지겠으나 Taylor et al.(1998)가 멘탈 시뮬레이션이 모두 동일하

게 태도, 행동의도,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제시하면서  

‘과정 중심 vs 결과 중심’유형이 특별히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 연구

(권익현·이진석, 2012)를 바탕으로 과정 중심 시뮬레이션과 결과 중심 

시뮬레이션을 비교유형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 두 유형의 멘탈 시뮬레이션은 자기효능감의 인식을 향상시키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Pham & Taylor, 1999)되기 때문에 사고

와 목표행동 간 관계를 향상시켜줄 수 있으며 행동을 위한 준비 과정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멘탈 시뮬레이션의 특징(Pham & Taylor, 1999)을 고

려하여 학생들의 친환경적 행동 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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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저자 및 
연도

연구 내용 및 결론
효과적인 
유형

1 심리학 Taylor ‣ 과정 중심 시뮬레이션은 문제 과정 

표 6. 과정 중심 시뮬레이션과 결과 중심 시뮬레이션 선행연구

    (권익현・이진석, 2012 ; Thompson et al., 2009 ; 권민택, 이호정, 

2014 의 연구 정리)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개념인 과정 중심 시뮬레이션은 개인이 자신의 목표에 도달

하기 위한 성취 과정에 대하여 상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외과의

사가 수행해야 할 과업의 단계를 정신적으로 구상해보면서 목표에 도달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자신이 책상에 앉아 있는 장면, 필기한 노트를 검토하는 장면 

등을 상상해 보는 것도 과정 중심 시뮬레이션의 일종이다(Thompson et 

al., 2009). 즉, 과정 중심 시뮬레이션은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목표지향적 

행동을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Pham & Taylor, 1999).

   두 번째 개념인 결과 중심 시뮬레이션은 목표 달성을 한 후의 상황에 

대한 상상, 목표를 설정하는 기술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성

공적인 외과의사가 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학생은 성취 목표를 자신이 상

상한 범위 내에서 설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구상을 하지 않는 학

생 보다 외과의사가 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결과 중심 시뮬레이션은 목표 추구 및 시간 

관리에서 다양한 자조기술로 대중에게 알려져 왔다(Pham & Taylor,  

1999).

   과정 중심 시뮬레이션과 결과 중심 시뮬레이션으로 구분하는 멘탈 시

뮬레이션 개념은 심리학, 교육학, 소비자 행동 및 광고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권익현·이진석, 2012). 선행연구

로 주로 두 유형의 성과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

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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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8)

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이나 

감정 조절에 더 효과적임

‣ 결과 중심 시뮬레이션은 목표 

행동 증진을 위한 동기 

부여에 더 효과적임

중심 

시뮬

레이션

2 마케팅 

Escalas 

& 

Luce

(2004)

‣ 가상의 샴푸와 비타민 제품을 

사용 과정(process-focused)과

  사용 결과(outcome-focused)에  

대하여 다르게 주목하도록 함 

‣ 과정 중심 시뮬레이션을 경험

한 참가자들이 제품에 대하여 

더 높은 구매 의도를 보임

과정 

중심 

시뮬

레이션

3 교육학

Pham

& 

Taylor

(1999) 

‣ 과정 중심 시뮬레이션을 하는 

학생들이 결과 중심 시뮬레이

션을 하는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학업적 성과를 얻음

과정 

중심 

시뮬

레이션

4 소비자학
Hoeffler

(2003)

‣ 과정 중심 시뮬레이션은 

신제품의 유용성을 평가할 때 

불확실성 감소에도 도움 됨

과정 

중심 

시뮬

레이션

5 소비자학

Escalas 

&

Luce

(2003) 

‣ 과정 중심 시뮬레이션일 때 

제품 광고에 소비자가 더 

분별력 있게 반응함

과정 

중심 

시뮬

레이션

6 소비자학

Thomp

son 

et al.

(2009)

‣ 소비자들이 여러 대안들 중에 

선택하는 과업을 통하여 과정 

중심과 결과 중심 시뮬레이션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결과 

중심 

시뮬

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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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중심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 선택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과업의 성과가 낮아짐

7 마케팅

여준상, 

송환웅

(2010)

‣ 제품의 혁신성 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평가에 있어 과정 중심 vs결과 중심 

시뮬레이션이 행동의도에 다른 영향을 

미침

‣ 인지욕구가 높을 때만 시뮬레이션의 

효과가 신제품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욕구가 낮으면 시뮬레이션 

효과가 없음

8
브랜드

디자인

권민택,

이호정

(2014)

‣ 가까운 미래의 경우 과정 중심 

시뮬레이션에 대한 평가가 브랜드와 광고 

평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먼 미래의 경우 결과 중심 시뮬레이션에 

대한 평가가 브랜드와 광고 평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이성적 사고를 할 경우 과정 중심 

시뮬레이션에 대한 평가가 브랜드와 광고 

평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경험적 사고를 할 경우 결과 중심 

시뮬레이션에 대한 평가가 브랜드와 광고 

평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정 중심 시뮬레이션

을‘환경교육 자료에 서술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친환경행동에 자체에 

대한 상상 과정’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결과 중심 시뮬레

이션은‘환경교육 자료에 서술된 친환경행동을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물질적 이익에 대한 상상 과정’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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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적 자기효능감

   UNESCO, UNEP, 미국, 영국, 독일 및 릴레함메르 세미나에서 논의된 

학교 환경교육의 목적과 목표는‘학생들로 하여금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고양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가치, 신념, 태도, 윤리를 

갖게 하고, 나아가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의사 결정과 실천적 활동을 이

끌어 내려는 교육적인 활동’으로 서술하고 있다(남상준, 1995). 즉, 지식

의 교육이기 보다는 가치, 태도, 기능, 실천력의 함양에 중점을 둔 목적

과 목표를 설정해야한다는 것인데, 이 중 가치 영역에 대해 주목해보고

자 한다.

   가치 영역 중 자아 개념과 자존심은 인간의 가치에 매우 밀접히 연계

되어 있으며(남상준, 1995) 환경교육에서 개인의 자아(self)가 가지는 영

향력이나 위치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되어져 왔다. 자기효능감 역시 인

간의 자아 개념 중 하나의 요소로 구분되는데 많은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이 인간의 행동, 인간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

스로 그 결과에 이르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라고 정의하였

다. Bandura(1977)는 인간의 행동이 스스로에 대한 기대 상황으로부터 

유발된다고 보고 기대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들을 효능기대와 

결과기대라고 명명하였다. 효능기대는 인간에게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

로 실행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고 결과기대는 궁극적으로 도출될 결

과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그림1). 

Human
(인간)

è
Behavior
(행동)

è
Outcome
(결과)

Efficacy
Expectations
(효능기대)

Outcome
Expectations
( 결과기대)

<그림 1> 효능기대와 결과기대 도식화(Bandura,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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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dura(1982)는 효능기대가 결과기대보다 더 인간행동을 예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효능기대가 없다면 행동이 없고, 결과기대, 결

과 역시 도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을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

지면서 행동 유도뿐만 아니라 사고와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해석되기도 한다(한숙경, 2006).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교육학 분야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Schunk(1983/84)는 수학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모방하도

록 하였을 때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김애경

(1996)은 메타인지 훈련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 연구 결과를 밝혔다.  

또한 오승환·김상국(2012)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학업성

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적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고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등학생들의 정서 영역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유지영·김춘경(2014)은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등학생들에게 자신감

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학습된 무기

력 수준을 낮추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

(Bandura&Wood, 1989)이 환경교육에서는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금지헌・김진모(2011)는 환경행동을 행하는 데 있어 외부의 영향력보

다 개인 내부의 결정에 의해 실천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서

지영(2012)은 환경문제에 대한 통제력 및 기여도 지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친환경가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같이 환경교육 내에서도 자기효능감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

는데 이태연(2011) 역시 자기 자신의 환경 친화적인 행동이 환경을 보존

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스스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환경에 대한 태도가 실제 행동으로 구체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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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환경에 대한 태도와 같은 측면보다 사회규범에 

대한 동조경향성과 자기효능감의 지각이 환경 친화적 행동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 Tabernero & Hernández(2011)는 자기효능감이 재활

용 활동에서 책임 있는 환경행동을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와 내

재적 동기가 재활용 활동과 자기효능감을 매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

다. 그 결과 자기 효능감이 재활용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재적 동기가 재활용 활동과 자기효능감을 매개한다고도 밝혔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환경적 자기효능감’

을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차용하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기여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친환경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신

념’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그림2).

Student

(학습자)
è

Pro-environmental

Behavior

(친환경행동)

è

Outcome

(친환경

행동의 

결과)

Self-Efficacy

Expectations

(자기효능기대)

-환경적 

자기효능감

Outcome

Expectations

(친환경행동

결과기대)

<그림 2> 환경교육 학습자의 자기효능기대, 결과기대

      (Bandura, 1977 도식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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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

   우리가 삶 속의 다양한 환경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다양한 환경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가지로 정의하기는 힘들다(안주현, 2010). 

  원동욱(2006)은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

는 산업화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로, 다른 하나

는 자연자원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생태파괴의 문제

로 구분하였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전반적

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환경문제의 심각성 인식, 환경보전에 대

한 태도, 환경 의식적 행동의 중요성 인식 정도로 설명되어지고 있다(이

재록, 2011).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하위범

주에 있는 개념이다. ‘심각성’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문제 사안에 대하

여  중대하게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고 ‘인식’은 지각·기억·상상·구

상·판단·추리를 포함한 광의의 지적 작용이며 ‘인식도’란 그러한 지

적 작용의 정도나 수준을 의미한다(위키피디아, n.d.).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는 공기, 물, 해양 등의 오염과 쓰레기문제, 

자원낭비문제 등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심각성 정도를 말한다(오진숙·

김정숙, 2011). 홍수미·성효현(1998)은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를 체감오

염도라는 용어로 나타내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 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소비자 행동·광

고 분야, 교육학 분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 행동·광고 분야

의 선행연구에서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환경적 소비 의도 

또는 소비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가 많은데 

이는 환경문제가 사회의 산업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소비행

동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류미현, 2014)하기 때문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환경부(2013)가 실시한 “2013년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90%이상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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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ton et al.(2015)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환경 구매의도

의 직접적 예측 인자가 될 수 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저절로 환경적 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소비자가 행동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비자에게 환경에 대한 관여도나 구매 행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자각이 없더라도 환경적 관심은 소비자의 환경적 구매 의사를 높여주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경하(2010)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을 탐색해 보았는데 소비자들은 환경문제 심각성

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환경 의식적 행동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오진숙·김정숙(2011)이 청소년소비자

들은 환경문제 심각성에 대하여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장 심

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 문제였고 마시는 물의 오염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소비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관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

으나 소비와 환경문제의 관계 대한 인식이 소비행동 전반적인 영역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절약성과 친환경성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김시월(2003)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이 환경 친화적 행동인 재활용, 절약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

다. 김종흠·박은아(2015)는 환경문제의 지각된 위험이 개인의 도덕적 규

범과 친환경행동의도 사이에서 부분적인 매개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학 분야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전례로는 이경한, 

장생환(1999)의 초등학생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환경보호의지에 관한 연

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은 전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나 거주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환경문제로는 공기오염과 

악취, 쓰레기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고 

환경교육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 환경문제 실천을 위한 행동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비슷한 연구로 정민이 등(2007)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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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 연구를 하였는데 중학생들은 지역적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보

다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높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을 

두루 잘 갖추고 있고, 인간 활동이 환경문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과 개인의 삶이 환경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문제들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는 소극적이라

고 밝혔다. 실제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부분‘알고는’있으나 

환경 행동을 하려는 의지는 낮음을 언급하면서 행동의지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홍수미·성효현(1998)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문제 심각성 인

식도 조사에서 대도시와 공업지역 학생들이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학생들

보다 환경오염 상태에 대하여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공업지역 학생들이 환경오염에 대하여 가장 심각하게 느끼

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주현(2010)은 모든 인식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실천적 목표

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 한다고 주장하였다. Weigel & Weigel(1978)은 환

경 과 관련된 딜레마는 과학 기술 보다는 개개인의 행동이나 기술을 활

용하는 태도의 변화로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환경문제에 관련된 

개개인의 태도나 인식은 환경행동을 예상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를 높여 환경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친환경행동의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

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와 친환경행동의도의 상

관관계를 규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한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원동욱(2006)이 구분한 

개념을 차용하여 환경문제를 ‘인간 생활의 결과로 일어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라고 정의하고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를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환경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느끼는 정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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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친환경행동의도

   친환경행동의도에 대하여 논하기 전 ‘친환경행동’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Heimlich&Harako(1994)는 친환경행동이 개인과 맥

락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Heimlich et al., 2013). 친환경행동

(Environmental Behavior)은 각 연구마다 다양한 용어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금지헌· 백성희, 2010)3). 

   Stern(2000)은 친환경행동을 환경을 해하지 않으려는 행동 또는 환경

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고, 김종흠·박은아

(2015)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를 예방하고 더불어 사는 공

동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고 또한 사회

적,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환경 친화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

다. NCR(2009)에서는 환경적으로 더 유익한 다른 옵션이 있더라도 개인

에게 친환경적이라고 이해되는 행동이라 정의하였다(Heimlich et al., 

2013). 

   이러한 의미를 가진 친환경행동과 ‘의도(intention)’라는 용어가 결

합한 친환경행동의도라는 용어는 Hungerford & Volk(1990)의 환경행동 

계통도에 등장하는데 환경행동을 강화하는 요인들 중 주 요인에 해당하

여 환경적 시민 행동을 행위코자 하는 의도라고 표현되었다. 

Marcinkowski(1988)는 환경행동의도를 특정한 환경에 관련된 행동을 실

천으로 옮기는 개인의 의지나 경향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친환경행동에 친환경행동의도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왜 

친환경행동의도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에서 

3)금지헌·백성희(2010)는 친환경행동과 관련된 용어로 environmental behavior, 
environmental action, ecological behavior, pro-environmental behavior, environmental 
friendly behavior,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subjectively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general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environmentally significant behavior, conservation behavior과 같
은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있다고 밝혔다(김원용, 2012). 이는 많은 연구에 친환
경행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합의된 공식적 의미는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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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도와 실제행동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주목했는데 행동의도가 높

은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

는 Norman et al.(2005)이 강한 의도를 가진 개인은 행동을 수행하고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동기를 가진다고 한 것과 상통한다. 

   실제로 친환경행동을 예언하는 요인들 중 친환경행동의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4)(Hines et al., 1986/87; Bamberg&Moser, 

2007)와 친환경행동의도가 환경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박희서 등, 2007)를 살펴보면 친환경행동을 위해서 친환경행동의도를 높

여주는 일이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지영(2012)은“실제 행동이 행동의사에 대한 표현인 의도보다 

더 정확하지만 행동의도는 행동을 직접관찰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실험

실과 같은 제한된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Parcel, 1984)에서 행

동의 가장 효과적인 대체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미

루어볼 때 학교 환경교육 현장에서 친환경행동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교

육이 이루어짐이 타당함을 이해할 수 있다.

   친환경행동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소비자·광고학 분야, 교

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소비자·광고학 분야에서 김종흠(2013)은 

개인이 인식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 수준과 환경보호에 대한 가치유형에 

따라 친환경행동의도가 달라짐을 가정하고 환경공익광고의 심리적 거리

감과 가치지향성 유형이 친환경행동의도를 일으키는 데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 것을 밝혔다. 즉, 친환경행동의도를 일으키는 데 개인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에게는 하위수준의 메시지가 효과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에게는 상위수준의 메시지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최정

구(2010)는 환경의식적 관련 변수들과 환경친화적 행동의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환경친화적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환경

에 대한 관심, 소비자 효과성 지각으로 나타났고, 친환경제품 구매의도

4) Hines et al.(1986/87)은 태도, 통제감, 도덕적 의무감, 행동의도 중 행동의도가 친환경
행동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서지영,2012) 밝혔고 Bamberg&Moser(2007)은 메
타분석을 통하여 문제, 문제의 속성, 사회적 규범, 죄책감, 자기통제감, 태도, 도덕적 
규범, 의도 중 의도가 친환경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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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에 대한 관심, 소비자 효과성 지각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혀냈다. 

   교육학 분야에서는 주로 학생들의 친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구가 많았는데 금지헌·김진모(2011)는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환경행동, 환경지식, 통제소재, 환경태도 및 환경행동의도의 인과적 

관계를 연구한 결과 친환경행동의도는 환경행동의 부분 매개 요인이 되

었으며 실제 환경행동을 실천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질 수 있도록 실천의

지를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서지영(201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행동 지식 제공, 공감

을 통한 정서 유발, 환경교육이 친환경행동의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

고 밝혔다.

   기타 분야에서는 박희서 등(2007)이 친환경행동의도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변수는 환경친화적인 태도이며, 환경친화적인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 공익성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바탕으로 정

부는 시민들의 의식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시민계몽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이혜미(2014)

는 환경정서가 관광객의 환경친화적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환경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환경정서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행동의도를 

‘환경에 가능한 한 적은 피해를 끼치면서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한도로 

사용하려고 행동하는 경향5)으로 정의한 김종흠·박은아(2013)의 개념을 

차용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5) 일반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일컫는다(김종흠·박은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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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연구

선행연구 검토

⬇

교육자료 개발

⬇

설문지 개발 

⬇

설문지 문항 수정 및 보완 : 내용타당도 검사

⬇

현장 연구

실험 대상 선정

⬇
 초등학생의 친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실시 

: 교육자료 투입 및 설문조사

⬇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

표 7. 연구의 흐름

3. 연구의 설계

가. 연구의 흐름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흐름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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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설설정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친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에 대하여 탐색해 보고 그러한 요인들이 친환경행동의도를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1. 환경교육 자료의 환경 용어, 서술 유형, 환경적 자기효능감,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는 친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초등학생에게 제시되는 환경 용어가‘지구온난화’일 때 

친환경행동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1-2. 초등학생에게 제시되는 환경교육 자료가 과정 중심 시뮬레

이션 유형일 때 친환경행동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1-3. 초등학생의 환경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친환경행동의도

는 높을 것이다.

        1-4. 초등학생의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가 높을수록 친환경행

동의도는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2. 제 요인들-환경 용어, 환경교육 자료 서술 유형, 환경적 자

기효능감,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은 각각 친환경행동의

도를 높은 수준으로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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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선정

   본 연구에는 2016년 10월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생활수준, 

학업 성취수준 등이 비슷하다고 판단된 3개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16

명이 참가하였다. 

   연구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설정한 까닭은 연구 가설에 환

경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효능감이 형성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

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일반적 지식 등의 기

본 개념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나 가치관, 신

념이나 감수성 등을 통하여 친화적 행동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서우석, 

1999) 설문 조사에 적합한 학년이라 판단되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2) 환경교육 자료 개발 및 투입

   본 연구에 사용된 환경교육 자료는 초등학교 6학년 국어-나 교과서에 

제시된 「지구를 위하여 한 시간 불을 끕시다」라는 제목의 텍스트를 재

구성한 것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텍스트에는‘지구온난화’라는 용어와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텍스트를 

‘지구온난화’ 라는 용어만 서술한 경우와 ‘기후변화’라는 용어만 서

술한 경우로 나누어 환경교육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그러한 다음 텍스트 

내에서 과정 중심 멘탈 시뮬레이션 유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

는 친환경행동에 대하여 제시하는 경우, 결과 중심 멘탈 시뮬레이션 유

형으로 학생들이 친환경행동을 했을 때 가져올 미래의 변화에 대하여 제

시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총 4가지 종류의 환경교육 자료가 재

구성되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텍스트 원본과 재구성한 텍스트의 내용을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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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원본 재구성 텍스트

  여러분은 지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라

와 민족이 달라도 우리 모두는 지

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

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상 

이변과 지구 온난화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입니다.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이산화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지 한 시간 전등 스위치를 내

리기만 해도 여러분은 지구를 구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한 시간 동

안 전등 스위치를 내리기만 하면, 

석탄과 석유를 전기 에너지로 바

꿀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 시

간’은 지구 온난화 방지와 에너

지 절약을 위하여 2007년부터 시

작된 세계적인 전등 끄기 운동입

니다. 해마다 3월 마지막 주 토요

일 오후 8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

안 전등을 끄면 행사에 참여할 수 

 여러분은 지구를 위하여 어떤 일

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달라도 우리 모두는 지구

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

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보

여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

입니다.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이산화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지 한 시간 전등 스위치를 내

리기만 해도 여러분은 지구를 구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한 시간 동

안 전등 스위치를 내리기만 하면, 

석탄과 석유를 전기 에너지로 바

꿀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 시

간’은 지구 온난화 방지와 에너

지 절약을 위하여 2007년부터 시

작된 세계적인 전등 끄기 운동입

니다. 해마다 3월 마지막 주 토요

일 오후 8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

안 전등을 끄면 행사에 참여할 수 

표 8. 환경교육 자료로 사용된 텍스트 구성 비교(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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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자료 

유형
내용

•「지구를 위하여 한 시간 불을 끕시다」라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동영상(3분10초)으로 재구성

• 동영상 재구성 자료를 본 후 동영상 화면을 이미지 자료로 제시

A

(지구온난화-

과정 중심)

‣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만 사용

‣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시
B

(지구온난화-

결과 중심)

‣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만 사용

‣ 환경문제를 해결하면 미래에 나타날 결과를 제시

C

(기후변화-

과정 중심)

‣ 기후변화라는 용어만 사용

‣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시
D

(기후변화-

결과 중심)

‣ 기후변화라는 용어만 사용

‣ 환경문제를 해결하면 미래에 나타날 결과를 제시

표 9. 환경교육 자료 재구성 내용

있습니다.

(중략)

  이제 기후 변화에 맞선 ‘지구

인’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

다. 우리는 기후 변화라는 공동의 

운명을 함께 맞이한 지구인입니다.

있습니다.

(중략)

  이제 지구온난화에 맞선 ‘지구

인’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

다. 우리는 기후 변화라는 공동의 

운명을 함께 맞이한 지구인입니다.

   이렇게 재구성 된 자료는 3분 10초의 동영상으로 학생들에게 제시되

었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영상 장면을 이미지 자료로 추가 제시하였

다. 환경교육 자료의 구성에 대한 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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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 및 환경교육 자료 투입의 의도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들의 친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교수자와 학습자의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 요인들이 초등학생의 친환

경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교수자 요인으로 구분된 2가지 요인-환경 용어와 환경교육 

자료 서술 유형-이 친환경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탐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투입된 교육 자료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자가 원 자료를 재구

성하여 제작하였다. 환경 용어와 환경교육 자료 서술 유형에 대한 조사

는 ‘개발된 자료를 학생들에게 투입하였을 때 그 자료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교육 자료를 투입한 후 4 그룹의 상

이한 교육 자료를 접한 초등학생들의 친환경행동의도를 설문지 문항으로 

조사하여 교수자 요인이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두 번째로 학습자 요인으로 구분된 2가지 요인-환경적 자기효능감, 환

경문제 심각성 인식도-이 친환경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탐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환경적 자기효능감과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환경교육 자료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이미 학생들의 내면에 형

성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환경적 자기효능

감과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에 대한 문항을 설문지에 제시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응답과 학생들의 친환경행동의도에 대한 응답 간의 관계

를 밝혀 학습자 요인이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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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내용

1
나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기 위해 계속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 함께 타기를 할 수 있다.

2
나는 식수의 오염을 막기 위해 수돗물을 아껴 쓰고 샴푸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3
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원인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4
나는 기회가 있다면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5
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신고할 수 있다.

6
나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사나 책에 나오는 용어를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표 10. 환경적 자기효능감 측정 설문 문항

라. 변인의 조작

1) 독립변인

   교수자 요인으로 환경교육 자료에 사용되는 교육 용어와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유형-멘탈 시뮬레이션-을 설정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

과서에 제시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동영상 환경교육 자료로 재구성하였

다. 환경 교육 자료는 총 4가지 유형으로 환경교육용어(지구온난화 vs 

기후변화)와 멘탈 시뮬레이션 유형(과정 중심 vs 결과 중심)의 조합으로 

재구성하였다.

   첫 번째 학습자 요인으로 초등학생의 환경적 자기효능감을 설정하였

다. 환경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태연(2001)의 자기효능감 항

목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수준에 

맞도록 어휘를 수정한 후 총 6문항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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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내용

1 나는 현재 지구온난화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2
나의 평소 행동은 지구온난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3
내가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행동을 한다 해도, 

그것은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6)

4
앞으로 아무도 친환경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온난화가 

더 심각해 질 것이다.

표 11.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 측정 설문 문항

   두 번째 학습자 요인으로 초등학생의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를 설정

하였다.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 측정 설문문항 작성을 위해서

Whitmarsh(2009),  Schuldt et al.(2011),  Villar·Krosnick(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 측정 도구를 수정·개발 하였다. 기

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미국, 유럽 성인 대상의 질문 문항을 한국의 정서

와 문화에 맞도록 수정하고 초등학생 발달 수준에 맞도록 설문문항 어휘

를 변경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려운 어휘의 뜻은 하단에 제시하였다.

6) 응답자의 설문 응답 이해도와 성실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역문항을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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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인

   종속변인으로 초등학생의 친환경행동의도를 설정하였다. 친환경행동

의도 측정 설문 문항 작성을 위해서 금지헌(2011) 의 환경행동의도 측정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환경행동의 하위영역 4개-소비자 행동, 육

체적 행동, 학습 행동, 상호작용 행동-에 준거하여 개발된 측정 도구의 

앞에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는 ~생각이 있다”라는 의도(intention)를 포

함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금지헌, 2011) 초등학생의 응답 집중도를 높

이기 위하여 원 측정도구 16문항 중 각 영역에서 2문항씩 추출하고 어휘

와 문장 배치를 수정 후 총 8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문항 내용

1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는 물건을 살 때 종이 또는 비닐 

봉투를 달라고 하지 않을 생각이 있다.

2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는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등)나 

즉석 식품(3분 카레 등)을 먹지 않을 생각이 있다.

3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는 세수나 양치를 할 때 수돗물을 

틀어놓지 않고 물을 받아서 사용할 생각이 있다.

4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는 사용하지 않는 전등(전구)을 끌 

생각이 있다.

5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는 TV에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시청할 생각이 있다.

6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는 환경행사(캠페인), 환경 동아리, 

환경 캠프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

7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는 친구, 가족, 선생님 등에게 

가까운 거리는 자가용 승용차 보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거나 걸어가자고 말할 생각이 있다.

8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는 친구, 가족, 선생님 등에게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상품(샴푸, 비누, 전자제품, 

음식 등)을 구입하자고 말할 생각이 있다.

표 12. 친환경행동의도 측정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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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측정도구의 분석

1) 신뢰도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경우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

능성이 있는지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신뢰도 검증 또는 Cronbach`s 

Alpha 검증 이라고 한다. 보통 논문에서는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

   환경적 자기효능감 문항은 신뢰도 값 0.718, 친환경행동의도 문항은 

신뢰도의 값 0.808,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 문항은 신뢰도의 값 0.639를 

확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모두 신뢰도를 확보하

였다고 할 수 있다.

항목 신뢰도 값(Cronbach`s Alpha)

환경적 자기효능감 0.718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 0.639

친환경행동의도 0.808

표 13. 설문문항의 신뢰도

2) 타당도

   연구에 사용된 환경교육 자료와 설문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확보

하기 위하여 초등교육 경력이 3년~20년 사이인 교사 11명과 환경교육 전

공자 3명, 총 14명의 교육전문가에게 교육 자료와 설문문항에 대한 질문 

및 의견을 조사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맞는 용어로 수정하였고, 환경교육 자료의 구성 체계를 수

정하였다. 



- 37 -

   또한 초등학생 316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접한 환경교육 자료의 멘탈  

시뮬레이션 유형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설문지에 문항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316명 중 256명(81%)이 바른 응답을 하였다. 

자료에 대한 정답률

전문가(14명) 초등학생(316명)

14명

(100%)

256명

(81%)

표 14. 환경교육 자료의 유형에 대한 응답

  마지막으로 설문지에 제시된 세 가지 영역이 타당하게 제시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으로 통하여 요인을 묶어줌으로써 변수들을 단순화 하였다. 

직교 회전 방법인 베리맥스 회전을 통하여 요인 회전을 하였으며, KMO

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도 동시에 하였다. 일반적으로 KMO값이 0.7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적 자기효능감 영역은 KMO값이 0.777,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 

친환경행동의도 영역은 0.828이 나왔으므로 양호하다고 판단이 된다. 

Bartlett 구형성 검증으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지 판단하였고 모두

0.05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왔으므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적 자기효능감 영역의 요인분석 결과 1개의 요인으로 분류

할 수 있고 이를 환경적 자기효능감이라는 상위변수로 명명하였다. 환경

문제 심각성 인식도와 친환경행동의도 문항이 합쳐진 설문 문항의 요인

분석 결과 2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를 친환경행동의도 그리

고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라는 상위변수로 명명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연구자가 의도한 측정도구 구분과 동일하므로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들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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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요인명
Cronbach`s 

Alpha
환경적 자기효능감

3환경적자기효능감 .717

.718

6환경적자기효능감 .698

4환경적자기효능감 .671

5환경적자기효능감 .614

2환경적자기효능감 .601

1환경적자기효능감 .565

아이겐값 2.509

변량 41.819

누적 변량 41.819

K M O 값 .77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298.600

자유도 15

유의확률 p<0.01**

표 15. 환경적 자기효능감 문항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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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요인명

Cronbach`s 

Alpha
친환경

행동의도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

4친환경행동의도7) .776 .066

.808

5친환경행동의도 .775 -.105

7친환경행동의도 .764 .119

6친환경행동의도 .656 .215

1친환경행동의도 .625 .319

2친환경행동의도 .512 .394

3환경문제심각성인식도 -.058 .784

.6391환경문제심각성인식도 .157 .733

4환경문제심각성인식도 .455 .488

아이겐값 3.104 1.723

변량 34.488 19.141

누적 변량 34.488 53.629

K M O 값  .82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715.250

자유도 36

유의확률 p<0.01**

표 16. 친환경행동의도 및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 문항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p<0.05, **p<0.01

7) 친환경행동의도 3번, 8번 문항,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 2번 문항은 설명력이 낮다고 
판단되어 삭제한 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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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는 경기도에 위치한 C초등학교와 I초등학교 6학년 학생 213

명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S초등학생 6학년 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불성실한 응답자 7명을 제외한 309명의 데이

터를 코딩하여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척도분석과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고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기본 가정 검증을 위해서는 독립표본 t-test를 실행하였다.

   연구가설1인 ‘환경교육 자료의 환경 용어, 서술 유형, 환경적 자기

효능감,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는 친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에는 하위 가설이 4가지가 있다.

   연구가설 1-1‘초등학생에게 제시되는 환경 용어가‘지구온난화’일 

때 친환경행동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환경 용어에 

따른 두 집단 간 친환경행동의도 차이를 비교하는 독립표본 t-test를 실

행하고 비교하였다.

   연구가설 1-2 ‘초등학생에게 제시되는 환경교육 자료가 과정 중심 

시뮬레이션 유형일 때 친환경행동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자료 멘탈 시뮬레이션 유형에 따른 두 집단 간 친환경

행동의도 차이를 비교하는 독립표본 t-test를 실행하고 비교하였다.      

   연구가설 1-3 ‘초등학생의 환경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친환경행

동의도는 높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으로 평균을 구한 

후 환경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8)과 환경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

으로 나누었다. 이 후 두 집단 간 친환경행동의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

여 독립표본 t-test를 실행하고 비교하였다. 

   연구가설 1-4 ‘초등학생의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가 높을수록 친환

경행동의도는 높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8) 이러한 과정으로 나누어진 집단을 환경적 자기효능감 상 집단, 환경적 자기효능감 하 
집단으로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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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연구가설2인 ‘제 요인들-환경 용어, 환경교육 자료 서술 유형, 환경

적 자기효능감,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은 각각 친환경행동의도를 높은 

수준으로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가.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변수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자 154 49.8

여자 155 50.2

거주지
인천광역시 92 29.8

경기도 217 70.2

환경적 

자기효능감 

상 156 50.6

하 153 49.4

표 17. 표본의 특성

  위의 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표이다. 성별을 살펴보

면, 전체 309명 중 남자는 154명(49.8%), 여자 109명(50.2%)으로 나타났

다. 사는 지역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29.8%(92명), 경기도 70.2%(217명)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자기효능감 상집단은 156명으로 50.6%, 

환경적 자기효능감 하집단은 153명으로 4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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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가정 검증

요인
과정 결과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환경적 

자기효능감 

상 집단

4.09 .381 4.01 .347 1.450 .149

환경적 

자기효능감 

하 집단

3.12 .352 3.14 .334 -.328 .742

표 18. 환경적 자기효능감 집단별 멘탈 시뮬레이션 유형 비교

  본 연구에 사용된 환경교육 자료는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에 제

시된 지문을 인용하여 동영상자료로 재구성한 것이다. 연구에 사용된 동

영상 자료는 서로 다른 4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교육자

료가 친환경행동의도에 차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료를 받아들이

는 데 집단별로 차이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확인해보았다.

  환경적 자기효능감 상 집단을 살펴보면, 멘탈 시뮬레이션 유형 중 과

정 중심 유형에서 평균은 4.09, 결과 중심 유형에서 평균은 4.01로 나타

났다. 검증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450이고 유의확률이 0.14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환경적 자기효능감을 하 집단을 살펴보면, 멘탈 시뮬레이션 유형 중  

과정 중심 유형에서 평균은 3.12, 결과 중심 유형에서 평균은 3.14로 나

타났다. 검증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28이고 유의확률이 0.74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곧 두 

집단이 동질집단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본가정이 충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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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가설1 검증 및 논의

1) 연구가설 1-1의 결과 및 논의

요인

환경 용어

「지구온난화」

환경 용어

「기후변화」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친환경

행동의도
3.49 .739 3.25 .713 2.828 .005

표 19. 환경 용어에 따른 친환경행동의도 차이

   위의 표는 가설1-1 ‘초등학생에게 제시되는 환경 용어가‘지구온난

화’일 때 친환경행동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것이다. 검증 

결과 t값이 2.828이고 유의확률이 0.00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

고 할 수 있다. 친환경행동의도를 살펴보면, 환경 용어 중 지구온난화라

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평균은 3.49,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평균은 3.25로 나타났다. 

   즉, 환경 용어가‘지구온난화’일 때 친환경행동의도가 더 높을 것이

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가지는 사안의 속성만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Cox, 2010). 다른 속성과 이해관계를 차치하

고 두 용어가 가진 이미지에 대한 반응부터 살펴보자면 이 역시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지구온난화',기후변화'와 관련된 용어는 이미지 

대부분이 응답자로부터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Lorenzoni 

& Pidgeon, 2006). 그러나 Luntz(2011)는 기후변화라는 용어는 지구온난

화보다 덜 심각하고 통제 가능한 용어로 들리기 때문에 대중들의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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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연히 달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Lakoff(2004)는 같은 뜻을 가진 다르게 

생긴 용어가 가진 상이한 힘을 중요시 여기면서 표면적으로 기후변화라

는 용어는 과학적으로 중립적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위험성 높은 용어

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지적9)하였다(Butler, 2004). 

   이처럼 두 용어는 표면적 의미만으로도 해석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들이 가지는 힘을 고려하여 교육의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활

용될 가치가 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교육 자료에 사용되는 용

어가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제시되

는 다양한 교육 자료는 특정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학교 환경교육 자료 역시 특정한 교육 목적을 설정하여 학

습자들에게 제공되므로 학생들의 친환경행동을 증진시킬 방향으로 제시

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지구기후관련 교육에 지구온난

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의미하는 바도 다르며 정의되는 바도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교육 내 인지·지식 측면에서 교육이 이루어

질 때 두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환경문제에 대한 오개념(이지숙 

등, 2011)을 만들어내고 학교급이 달라져도 그 오개념이 누적되는 사태

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친환경태도 및 친환경행동을 기르도

록 돕는 학교 환경교육의 목표를 생각한다면 초등학령기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중학교 환경과 교육과정

에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과 원인, 방향, 대응을 위한 노력 등을 공식적

으로 제시한 것과 같이(김미란・김찬국, 2014) 초등학령기를 넘어서면서 

체계적이고 더욱 더 정확한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안하는 바이다.

9) Lakoff(2004)는 기후변화 대시 기후 위기(climate crisis), 기후 붕괴(climate collapse), 
지구의 질식(suffocation of the earth)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global warming이라는 용어의 ‘warm’이라는 용어는 긍정적인 느낌을 주므로 대중
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Butler,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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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학교 환경교육에서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일

이 친환경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앞선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여 환경 

용어를 선택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적 고민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친환경행동의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개개인의 전 일생에 영향을 미

치는 친환경행동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교육 방안을 마련할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가설 1-2의 결과 및 논의

요인

환경교육 자료 유형

「과정 중심」

환경교육 자료 유형

「결과 중심」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친환경

행동의도
3.47 .639 3.54 .697 -.881 .379

표 20. 환경교육 자료 유형에 따른 친환경행동의도 차이

   위의 표는 가설1-2 ‘초등학생에게 제시되는 환경교육 자료가 과정 

중심 시뮬레이션 유형일 때 친환경행동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를 검증

한 결과이다. 위의 결과를 해석하면 초등학생의 친환경행동의도는 결과 

중심 유형에서 더 높은 평균을 가진다(평균=3.54).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도출되지 않았다(t=-0.881, p=0.379). 즉, 초등학생에게 제시

되는 환경교육 자료가 과정 중심 멘탈 시뮬레이션 유형일 때 친환경행동

의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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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1-3의 결과 및 논의

요인

환경적 자기효능감

상 집단

환경적 자기효능감

하 집단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친환경

행동의도
3.75 .615 2.98 .636 10.718 .000

표 21.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따른 친환경행동의도 차이

   위의 표는 가설 1-3 ‘초등학생의 환경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친

환경행동의도는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것이다. 친환경행동의도를 살

펴보면, 환경적 자기효능감 상 집단의 평균은 3.75, 하 집단의 평균은 

2.98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0.718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경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친환경행동의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환경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자기효

능감’은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그러한 행동

이 환경을 보존하는 데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개인의 신념으로 

환경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힌 연구결과와 일맥상통

하다(길수경, 2011). 또한 친환경행동의도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 혹은 

보상이나 처벌과 같은 외부의 영향력보다는 개인 내면의 도덕적 가치와 

심리적 만족감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주장한 의견과도 같은 맥락이다(김

종흠·박은아, 2015).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친환경행동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 학교 환경교육이 주목해야 할 학습자 요인을 자기효능감으로 설정하

고 이를 길러주는 다양한 교육 방안이 고안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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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친환경행동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학생 스

스로가 환경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높다고 생각할 때 실제 친환

경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초등학

교 환경교육에서 학습자의 요인 중 환경적 자기효능감은 수행성취 경험

을 통해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인 활동으로 환경보호 운동에 학생

이 직접 참여하거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방법이 적절하며, 대리경험을 통해서도 환경 친화적 행동을 변화시

킬 수 있는데 환경 친화적 행동을 하는 모델을 기술한 글이나 녹화자료 

등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러한 자료를 접하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이태연, 2001). 

   이를 참고하여 종전의 환경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실제 친환경행동을 

체험해보거나 모범적인 예를 많이 보여주는 교육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환경행동을 체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내 다양한 활동을 

분석하고 그 활동들을 실제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 학교 외 인적·물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살아있는 환경교육

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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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 1-4의 결과 및 논의

요인

친환경행동의도

B
Std 

Err
Beta t p DW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

.596 .068 .452 8.709 .000 1.624 .204

표 22.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에 따른 친환경행동의도 차이

 ※ 선형회귀모델: y= 0.596x + 0.894

   위의 표는 가설 1-4 ‘초등학생의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가 높을수

록 친환경행동의도는 높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한 것이다.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의 계수를 살펴보면, B의 값이 0.596, t값이 8.709이고 유

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준화된 베타의 값이 0.452이므로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이 증가

하게 되면 친환경행동의도는 45.2%증가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초등학생의 환경문제 심각성은 친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가 높을수록 친환경

행동의도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에 대한 선행연구들(홍수미·

성효현, 1998; 이경한·장생환, 1999)과는 다른 방향으로 환경문제 심각

성 인식도 자체가 초등학생의 친환경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연령별, 학교급별 

연구 대상자의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의 현황과 체계,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져 왔다면 이것이 친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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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명확히 밝혀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이 느끼는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

에 대해 재고하고 이를 반영한 초등학교 환경교육 방향을 설정해야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이미 환경문제의 심각성

에 대한 인식도는 높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자들의 특징을 학교 환경교

육에 어떻게 적용하여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많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환경문제를 대하는 학생 스스로의 고민

과 반성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그 심각성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보고 결국 인간의 

행동 변화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학생들

이 스스로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원인, 결과, 대처방안에 

대한 연결 관계가 공고해지고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를 친환경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노력에 대하여 

집단지능을 활용하여 논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 50 -

라. 연구가설2 검증 

요인
친환경행동의도

B SE Beta t p VIF DW   F

환경적

자기

효능감

.627 .059 .503 10.616 .000 1.159

2.103 .432
74.399

(.000)

환경

문제

심각성

인식도

.337 .063 .255 5.374 .000 1.163

환경

교육

용어

.132 .065 .090 2.043 .042 1.012

표 23. 제 요인들이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Ad =.427

   위의 표는 가설2‘제 요인들- 환경 용어, 환경교육 자료 서술 유형, 

환경적 자기효능감,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은 각각 친환경행동의도를 

높은 수준으로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것이다. 연

구가설 1에서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행동의도에 의미 있는 영향

을 미치는 3가지 독립요인만 추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F값이 74.3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은 

43.2%으로 높은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1%

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먼저 환경적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B의 값이 0.627로 나타났다. 검

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0.616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의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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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이므로 환경적 자기효능감이 증가하게 되면 친환경행동의도는 

50.3% 증가하게 된다. 

   다음으로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를 살펴보면, B의 값이 0.337로 나

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5.374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의 

값이 0.255이므로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가 증가하게 되면 친환경행동

의도는 25.5%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환경 용어를 살펴보면, B의 값이 0.132로 나타났다.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043이고 유의확률이 0.04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의 값이 0.090

이므로 환경 용어가‘지구온난화’일 때‘기후변화’일 때보다 친환경행

동의도는 9% 증가하게 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제 요인들 중 환경적 자기효능감,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 환경 용어 중 ‘지구온난화’를 사용하는 경우 세 가지는 초등

학생의 친환경행동의도를 높은 비율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인 중 환경적 자기효능감이 친환경행동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β=.627, p<0.01)을 미친다. 두 번째로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β

=.337, p<0.01)가, 세 번째로 환경 용어 중‘지구온난화’를 사용하는 경

우(β=.132, p<0.05) 순서로 친환경행동의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태연(2001)이 환경 친화적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 중

가장 설명력 높은 변인이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고 밝힌 연구와 

상통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요인이 교수자 요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친환

경행동의도를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 내면의 힘을 믿고 그 

힘을 길러주는 역량중심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교수자 요인 중 교수학습 자료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

히 초등학교 환경교육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재 개발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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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양질의 교수학습 자료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전적 지

식과 안내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종합해보자면 학교 환경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요인과 교수자 요인

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접근법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학

교 환경교육은 반드시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여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이 수반된다. 이 때 학습자 요인과 교수자 요인이 다방면으로 적절

히 고려되어 환경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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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가.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첫 번째로 초등학교 환경교육에 사용되는 환경 용어, 환경

교육 자료 유형, 초등학생의 환경적 자기효능감과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

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 요인들이 초등학생의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제 요인들이 초등학생의 

친환경행동의도에 얼마나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탐색하

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환경 용어 중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가 기후변화

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보다 친환경행동의도가 높아지며, 환경교육 자

료의 멘탈 시뮬레이션 유형은 친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밝혀졌다. 또한 초등학생의 환경적 자기효능감과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가 높을수록 친환경행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학생의 친환경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 

환경 용어, 환경적 자기효능감,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중 초등학생의 

친환경행동의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은 환경적 자기효능감이고 그 

다음으로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 환경 용어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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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여 초등학생의 친환경행동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그 중 실제 초등학생의 친

환경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가설을 밝혔고 이것이 가

지는 의의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환경교육을 행하는 교사들은 실제로 교육에 사용되는 

환경 용어가 가지는 힘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 최석진 등(1997)은 

“현재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환경교육을 강조하고, 

선택 교과로 환경교과를 공부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환경교과의 선택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고, 관련 활동도 효율적으로 활발히 추진된다고 하기

는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환경교육에 있어

서 교사의 의지와 역량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을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에 대한 간단한 재구성만으로도 학생

들의 환경행동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 환경교육에 투

입하는 실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둘째, 초등학교 환경교육에서 학습자 요인이 가지는 영향력을 이해하

고 평생을 환경소양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으로 환

경적 자기효능감과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두 

요인이 가지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학교 환경교육의 과정 내에 이를 함양

시킬 수 있는 활동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학교 환경교

육의 방향은 일회적 교육보다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행동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의를 바탕으로 환경 용어, 환경적 자기효능감, 환경문제 심

각성 인식도 요인을 반영한 학교 환경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및 재구성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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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및 교과  초등학교 6학년 사회 2차시 분량 재구성 자료
단원  2.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학습주제  환경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실천하기
학습목표  환경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다.

표 24. 초등학교 환경교육 교수학습과정안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도입

【동기유발】

 - 지구온난화 관련 영상 감상

 - 지구온난화는                다

   돌아가며 말하기

【전시학습 상기】

【학습 주제 안내】

환경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실천하기

10′

§

지구

온난화 

동영상

전개

【활동 준비】

 - 교과서 텍스트 읽기

【활동1】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 높이기 

 ※지구온난화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에 대

해 스스로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활동2】지구온난화에 대한 증거 찾기

 - 지구온난화에 대한 증거를 탐색하고 포토

신문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보기

 ※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심리적으로 가까운 

장소부터 먼 장소까지 지구온난화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고 지구온난화가 실제로 진

행되는 현상임을 느끼게 한다.

45′

§

활동지,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컴퓨터, 

모둠별 

필기

도구, 

4절지 등



- 56 -

수업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전개

【활동3】환경친화적 여행상품 만들기

 - 지구온난화에 대한 증거를 탐색하고 

포토 신문으로 정리해보기

 ※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

가 직접 행동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

을 제시하여 환경적 자기효능감을 높

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4】내 손으로 늦추는 지구온난화

 - 지구온난화를 늧추기 위한 실제 활동 

소개 및 참여 홍보

 ※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

가 직접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

하여 환경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기

회를 제공한다.

§

활동지, 

어플리

케이션 

소개 

활동지, 

모둠별 

필기

도구, 

4절지 

등

마무리

【활동5】나의 환경친화행동 책 만들기

 - 자신이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한 

행동을 책으로 만들어보기

 ※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

가 관여한 행동에 대하여 제목을 만

들고 표지를 꾸밈으로써 본 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앞으

로의 행동에 대해 다짐한다.

【차시평가】배움소감 적기

【다음차시 안내】

15′

§

배움

노트, 

책 

만들기 

활동 

자료, 

필기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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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물과 전기를 아

껴 쓰는 것은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데 도움

이 된다.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로 멸종 위기에 높인 동식

물의 서식처 보호운동을 후원하는 활동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행을 할 때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하면서 자연을 존중하고 지구온난화를 늦추고자 하는 마음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환경친화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 위의 글을 잘 읽고 다음 물음에 생각해 봅시다.

 활동1. 여러분은 지구온난화 실제로 겪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나요?

                                                     

 활동2. 지구온난화에 대한 증거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포토 신문을 

만들어 봅시다.

  예)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는

머나먼 그들의 지역에서는

 

(간단한 설명을 씁니다.)

사진출처: 구글이미지 (n.d.)‘지구온난화의 증거’, 2016년 12월 검색.

표 25. 초등학교 환경교육 교수학습자료 (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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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3. 여러분은 환경친화적인 태도를 가진 여행사의 사장입니다. 이

번 여행의 주제는 「내 손으로 늦추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어

떠한 여행 코스를 만들어서 여행객을 모집하고 싶은지 모둠별

로 생각하여 발표해 봅시다.

  예)

 

코스1 지구온난화를 늦춰요! 사랑스러운 동물들을 만나요!

 

코알라 관광              상어 관광  

코스2 지구온난화를 늦춰요! 자연 속 아름다운 나를 만나요!

 

자기 명상              타인과 교감

코스3 지구온난화를 늦춰요! 행복한 미래를 만나요!

 

멸종위기 식물 배우고 가꾸기

사진출처: 구글이미지 (n.d.)‘생태관광’, 2016년 12월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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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4. 여러분이 직접 지구온난화를 늦추는데 할 수 있는 일에 대하

여 알아보고 다음의 활동에 참여해봅시다.  

  

1) 트리플래닛 어플리케이션 활용

2) 빅워크 어플리케이션 활용

사진출처: 구글이미지 (n.d.) ‘트리플래닛10)’, ‘빅워크11)’, 2016년 12월 검색.

 활동5. 여러분은 지구온난화를 늦추는데 큰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

분의 노력을 기록한 책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책 

제목과 표지를 직접 만들고 디자인해봅시다. 

　　　　　　　 책 제목:　　　　　　　　　　　　　　

책 앞면                    책 뒷면

10) 트리플래닛(Tree Planet) : 사용자가 게임에서 가상의 나무를 심으면 실제로 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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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가 가진 한계 및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모

든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저학

년, 중학년 등 다른 발달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일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생활환경, 학업성취수준 등이 다른 초등학생들에게 적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적용된 학습자 요인으로 환경적 자기효능감과 환경

문제 심각성 인식도가 사용되었는데 학습자의 다른 자아개념 하위요소도 

고려하여 환경교육과 연계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넷째, 본 연구에 적용된 교수자 요인으로 환경교육 자료의 교육 용어

와 유형이 사용되었는데 이 외에도 미래 학교 환경교육의 흐름을 고려하

고 학교 환경교육에서 이슈화되는 중요한 외적 요인을 도입한 후속연구

를 제안하는 바이다.

심어주는 방법으로 개인 또는 그룹의 신청을 받아 숲을 조성하는 ‘크라우드펀딩 서
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열대림 파괴와 숲 손실로 인한 생태계 문제, 도심의 대기오
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위키피디아, n.d.).

11) 빅워크(Big Walk): 빅워크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들이 켜고 걷기만 하면 거리에 따라 
기부가 되는 시스템으로 소모된 시간, 거리, 칼로리등을 계산 해주어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걷기를 통하여 탄소절감 효과도 가져온다. 모인 기부금은 걷지 못하는 이들
에게 의족, 생계지원 등 걸을 수 있게 만드는 희망으로 선물된다(빅워크,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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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환경교육 읽기 자료 A 유형 : 지구온난화-과정 중심

2. 환경교육 읽기 자료 B 유형 : 지구온난화-결과 중심

3. 환경교육 읽기 자료 C 유형 : 기후변화-과정 중심

4. 환경교육 읽기 자료 D 유형 : 기후변화-결과 중심

5. 학생용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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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환경교육 읽기 자료 - A 유형 : 지구온난화-과정 중심

「지구를 위하여 한 시간 불을 끕시다」 
다음은 여러분이 본 동영상 화면 자료입니다. 방금 본 내용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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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환경교육 읽기 자료 - B 유형 : 지구온난화-결과 중심

「지구를 위하여 한 시간 불을 끕시다」 
다음은 여러분이 본 동영상 화면 자료입니다. 방금 본 내용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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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환경교육 읽기 자료 - C 유형 : 기후변화-과정 중심

「지구를 위하여 한 시간 불을 끕시다」 

다음은 여러분이 본 동영상 화면 자료입니다. 방금 본 내용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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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환경교육 읽기 자료 - D 유형 : 기후변화-결과 중심

「지구를 위하여 한 시간 불을 끕시다」 

다음은 여러분이 본 동영상 화면 자료입니다. 방금 본 내용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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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와  

 친환경행동의도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답하신 것은 단지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즉,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평소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이므로 정답이 

없습니다.

 설문지에 쓴 모든 내용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제시된 상황을 잘 읽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총 3쪽이며, 소요 시간은 10분정도입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교육전공 석사과정

평진영 올림

<부록 5>  학생용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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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환경교육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환경적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 정답은 없으며 여러분의 학교 성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

다. 설문지의 응답 결과는 환경교육 연구 자료로 이용됩니다. 문제를 읽고 편안

하고 성실하게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여러분에 대하여 간단히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알맞은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사는 지역     ①인천광역시   ② 경기도

※ 다음은 여러분이 느끼는 환경적 자기효능감을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기 위해 계속해
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 함께 타
기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식수의 오염을 막기 위해 수돗물을 아
껴 쓰고 샴푸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원인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기회가 있다면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
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사나 책에 나오는 
용어를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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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환경교육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와 친환경

행동의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에 정답은 없으며 여러분의 학교 성적

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문지의 응답 결과는 환경교육 연구 자료로 이용

됩니다. 문제를 읽고 편안하고 성실하게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동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동영상 자료를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내가 본 자료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 중심으로 나와 있었다.

 (2) 내가 본 자료는 환경오염을 막았을 때 나타날 효과 위주로 나와 있었다.

2. 앞에서 본 동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써 보세요. 

(간단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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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 지구온난화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평소 행동은 지구온난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행동
을 한다 해도, 그것은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앞으로 아무도 친환경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온난화가 더 심각해 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는 물건을 살 때 종
이 또는 비닐 봉투를 달라고 하지 않을 생
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는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등)나 즉석 식품(3분 카레 등)을 먹지 
않을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는 세수나 양치를 할 
때 수돗물을 틀어놓지 않고 물을 받아서 사
용 할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는 사용하지 않는 전
등(전구)을 끌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는 TV에 환경과 관
련된 내용이 나오면 시청 할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는 환경행사(캠페인), 
환경 동아리, 환경 캠프 등의 프로그램에 참
여 할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는 친구, 가족, 선
생님 등에게 가까운 거리는 자가용 승용
차 보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거나 걸어가
자고 말 할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앞으로 한 달 동안 나는 친구, 가족, 선
생님 등에게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상
품(샴푸, 비누, 전자제품, 음식 등)을 구입
하자고 말 할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래의 문항을 자세히 읽고, 자신의 생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예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구를 보호하는 일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용어의 뜻 >

친환경 행동 :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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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the Factors affec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o-environmental Behavior 

Intention

- Focused on Environmental Terms, 

Self-efficacy, Perception of the 

Severity of Environmental Problems

Pyeong, Jin You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form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the ultimate go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strategies to investigate and promote the essence of behavior factors 

(Heo, Mi-ran & Lee, Sang-won, 2013). In environmental educ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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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there is an encounter between the instructor and the learner 

who participate in the education. Therefore, it has a great significance 

to be concerned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 

instructor or learner in environmental education in school.

  This study would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o-environmental behavior intention, focusing on the 

aspects of instructor and learner. Of the instructor factors, this study, 

first, focused on the impacts of the environmental terms  ‘global 

warming’ and 'climatic change’ used as reconstructed environmental 

education materials, which are necessarily taught in advance in the 

elementary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on pro-environmental 

behavior intention and second, focused on the impacts of the types of 

the description in the reconstructed environmental education materials  

process-based mental simulation type and result-oriented mental 

simulation type  on pro-environmental behavior intention. Of the 

learner factors, this study, first, focused on the impact of the 

learner’s environmental self-efficacy on pro-environmental behavior 

intention and second, focused on the impact of the perception of the 

severity of environmental problems on pro-environmental behavior 

intention. After investigating the impacts of the four factor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o-environmental behavior intention, this 

study additionally investigated how high explanation power of each 

factor in explaining pro-environmental behavior intention. 

  316 students in the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participated in 

this study, who were living in Gyeonggi-do Province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Analyzing data on 309 persons, excluding seven 

students who responded insincerely, the result of the study was drawn. 

The questionnaires used were partial revisions of the preceding studies, 

including Lee, Tae-yeon (2001), Whitmarsh (2009), Schuldt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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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r & Krosnick (2011) and Geum, Ji-heon (2011). Education materials 

to put in the study were produced by reconstructing the texts 

presented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the six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A survey on environmental terms and types of the 

description in environmental education materials were conducted by 

‘investigating students’ responses when the developed materials were 

put in them.’ The students’ environmental self-efficacy and 

perception of the severity of environmental problems were defined as 

‘something that had already been formed in the inner side of the 

students’ instead of the environmental education materials developed 

in this study, and the results of responses to the questions presented in 

the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turned out that pro-environmental 

behavior intention was higher when the environmental term presented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ving environmental education as the 

instructor factors was ‘global warming’ (average: 3.49) than when it 

was ‘climatic change’ (average: 3.25) (p=0.005). However, as a result 

of an examination of the type of the description in environmental 

education materials, the average was higher when environmental 

education materials were result-oriented type (average: 3.54); however,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drawn (p=0.379). To examine 

environmental self-efficacy with learner factors, it turned out that the 

higher the environmental self-efficacy, the higher the 

pro-environmental behavior intention became (p=0.000).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the severity of environmental problems, the higher the 

pro-environmental behavior intention became (p=0.000). As a result of 

an extraction of only significant results from the above four factors 

and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each factor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o-environmental behavior intention,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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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fficacy has the greatest impact on pro-environmental behavior 

intention (p<0.01), followed by the perception of the severity of 

environmental problems (p<0.01) and the use of ‘global warming’ of 

the environmental terms (p<0.05).

  Based on this study, the instructor should recognize the fact that it is 

possible to change students’ environmental behavior just with the 

simple reconstruction of the words we often use and have an actual 

behavior of utilizing this in reconstructing school environmental 

education material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sign and realize 

environmental education in school system, understanding the effect of 

the learner factors and paying attention to the direction that develops 

inner strength which allows a life as an environmental literate person.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o-environmental behavior 

intention, Environmental terminology, Environmental self-efficacy, 

Perception of the severity of environmental problems, Types of the 

description in environmental education materials 

Student Number : 2015-2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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