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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존의 연구 및 실제 학교 교육현장에서 매체를 활용한 환경교육
사례들을 보면 '지식채널 e', 'Discovery' 등을 보여주며 많은 학
자들이 말하는 환경교육의 목표인 바람직한 환경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러한 방식으로 매체
활용 환경교육을 하였을 때 많은 학생들은 초반에는 집중하지만
금방 흥미를 잃어 영상을 보는 대신 낙서를 하거나 옆의 친구와
떠든다. 지식채널 e와 같은 영상은 내용면에서는 우수할지 몰라도
각종 매체에 등장하는 흥미로운 내용과 구성방법들에 비하면 학생
들의 관심을 끌기엔 역부족인 것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
록 환경과 관련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들을
감안하면 환경교육에서도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하는 매
체 활용 방법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매체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심리학, 광고학 등
의 분야에서는 유명인을 활용한 마케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유명인들은 신뢰도와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광고 모델로서 효과가 크다고 한다. 실제로 금연 캠
페인에 유명한 모델이 등장하여 금연할 것을 당부할 때 일반인 모
델이 등장하여 금연할 것을 당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따라서 같은 환경 메시지도 일반인보다는 유명인이
제시한다면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특
히,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초등학생들은 모델링효과가 성인보다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유명인이 가져오는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이처럼 환경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
이는 것이 필요하고, 본 연구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
는 방법 중 하나가 유명인이 등장하는 매체를 활용한 환경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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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았다. 즉, 같은 환경 메시지를 보더라도 환경 메시지를 제
시하는 주체가 유명인일 때 학생들이 환경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
을 것이라는 가설을 생각했다. 이 가설의 타당성을 알고자 ‘환경
메시지가 초등학생 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와 일반인의 환경 메시지가 초등학생 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였다.
실험은 서울의 Y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 149명(총 8반)에게
사전 검사를 실시한 뒤 3주간 환경 메시지를 제시하고 같은 검사
지로 사후 검사를 하도록 설계하였다. 환경 메시지를 제시하기 1
주일 전 실험군(75명)과 대조군(74명) 모두에게 사전 검사로 평소
환경 행동을 측정하는 설문 14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실시했다.
그 후, 3주 동안 실험군과 대조군의 교실 뒤편에는 유명인과 일반
인 사진이 있다는 차이점 외에는 동일한 환경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인쇄물이 실험 자극물로써 게시되었다. 환경 메시지를 제거한 뒤
학생들의 평소 환경 행동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사전 검사와 동일
한 문항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환경 메시지에 노출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검사를 대응
표본 t-test로 검증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환경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또한, ANCOVA로 분석한 결과 유명인의 환경 메
시지를 본 실험군과 일반인의 환경 메시지를 본 대조군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환경 행동의 증진 정도는 유명인의 환경 메
시지를 본 실험군이 더 컸다. 즉,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가 일반인
의 환경 메시지보다 환경 행동의 긍정적 변화에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미세먼지 급증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로 TV 여러 프로그램에서 환경을 다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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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시청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환경 행동의 필요성을 말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매
체를 활용한 환경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의 환경 행동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환경 행동, 환경 관심, 유명인, 환경 메시지, 환경교육
학

번 : 2015-2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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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6년 국민환경의식조사1)에 의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환경정보 및 환경교육의 확산이 29.4%, 환경규제의
엄격한 집행 18.8%, 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 강화 14.5% 등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정보 및 환경교육의 확
산이 필요하다.
환경교육은 학생들이 환경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환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습득하고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Hungerford(1976) 등 여러 환경교육자들은 환경교육의 목적이 책임
있는 환경 행동(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REB)을 개발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책임 있는 환경 행동(REB)을 증진
시키기 위해 많은 환경교육자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환경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교육을 하면서 부딪치는 가장 큰 어
려움 중 하나는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하
면 적다는 것이다. 2016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 의하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7.1%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중요
1) 2016년 국민환경의식조사는 2016년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연수소의 방문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는 환경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및 관련 정책수요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2년
이후 매년 국민환경의식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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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는 3.8%였다(5점 척도, 척도 평균 3.96). 한편, 환경에 대한 관
심도에 대해서는 53.9%는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0.8%는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5점 척도, 전체 평균 3.49).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51.3%에서 2015년 53.6%, 2016년 53.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증가폭이 크진 않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 미세먼
지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심각성을 따라가지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
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말하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한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환경
관심과 환경 행동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바
람직한 환경 행동을 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관심
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교수법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인간을 둘러싼 기술적·경
제적·물질적 환경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문화적 환경의 영향이 날로 커
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환경 행동을 주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원동력
이 되는 것에는 기술적·경제적·물질적 환경의 요소 외에도 문화가 미치
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매체가 발
달하면서 각종 매체가 인간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안주현, 이연숙(2010)이 654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에
의하면 환경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4.1%, 환경교육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35.9%였다. 또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TV, 라디오,
신문(매스컴)이 70.6%, 학교 21.3%, 환경단체 4.3%, 가족, 이웃, 친구를
통해서가 3.8% 순으로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학교 교육보다도 매체를 통해서였다. 우선, 학생들 중 환경교육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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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2/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환경교과가
필수과목으로서 학교에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타 교과에서 환경
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배운 것으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 환경교과가 정규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을 고려할 지라도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가 학교가 아닌 매
체라는 사실은 그만큼 학생들에게 매체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고온현상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환경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매체들에서는 환경 문제를 이슈화하여 다
루고 있다.
한편, 매체를 활용한 광고학, 심리학, 경영학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되는
것들 중 하나는 유명인을 활용한 전략이다. 유명인이 등장하는 제품광고
를 했을 때 창출되는 광고 효과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높은 광고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유명인을 활용한 마케팅을 하게 되는 당위성을 말하
는 연구들이 많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유명인을 활용한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유명인은 일반인에 비해 신뢰도와 주목도가 있기에 유명인
이 등장하게 되면 메시지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흥미도 역시 함께 높아지
기 때문이라고 한다(Paek, H., 2005).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최근 환경 문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화두가 되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친환경 제품 마케팅에도 유명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처럼
산업 분야에서 친환경 제품을 강조하면서 광고학, 심리학, 경영학 등에서
환경과 관련된 마케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중에서도
유명인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의 효과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김홍탁, 2004; 이병관 외, 2004; 홍종필, 2006; 허철무, 안상현, 2013; Mic
hael A. Kamins, 1990). 하지만, 교육적 관점에서 환경 메시지가 학습자
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한 사례는 서은정 외(2012)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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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관한 친환경 메시지 디자인이 대학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 정도에 그친다.
이처럼 환경교육에서는 구체적으로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였을 때 교육
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 연구한 사례가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최근 각종 매체들에서 유명인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유명
인을 활용한 환경교육이 효과적인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고자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연구가설: 같은 환경 메시지를 보더라도 환경 메시지를 제시하는 주
체가 유명인일 때 학생들이 환경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환경 메시지를 제시하는 주체와 무관하게 환경 메시지를 보더라
도 학생들의 환경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일반인이 효과적인지 유명인이
효과적인지 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 메시지 자체
가 환경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우선 알아본 뒤, 환경 메시지를 제시하는
주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가설을 검
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정하였다.

연구문제 1: 환경 메시지는 초등학생의 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의 환경 행동에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와 일반
인의 환경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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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절차
우선, 환경 행동, 유명인, 환경 메시지와 관련된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를 고찰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환경 행동과 관련해서는 환경
행동의 개념, 환경 행동의 구성 요소, 환경 행동의 요인을 알아보았다.
유명인과 관련해서는 유명인의 개념, 유명인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환
경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환경 메시지 전달 매체, 환경 메시지 디자인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과 연구 문제를 선
정한 뒤, 연구 문제를 알아보기에 적합한 초등학생의 환경 행동 측정도
구를 선정하고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실험 1주일 전, 서울의 Y초등학교 5학년 4개 학급, 6학년 4개 학급 총
8개의 학급에 평소 환경 행동을 알 수 있는 환경 행동 측정 도구를 이용
해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군과 대조
군이 동질집단이 될 수 있도록 실험군 4개 학급, 대조군 4개 학급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선행연구와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실험자극물인 환
경 메시지를 제작하였다.
실제 실험은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3주간 환경 메시지에 노출하여 이루
어졌다. 환경 메시지는 독립변인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동일한 조건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자극물이 제시된 지 3주가 되는 날 환경 메시
지 자극물을 제거한 후, 사전 검사와 같은 문항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
였다.
실험을 모두 마친 뒤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처음 실험을 설계할 때 가
설하진 않았지만, 실험 결과 알게 된 정보들까지 함께 분석하여 결론 및
제언을 하였다.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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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선행연구 고찰

- 유명인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 환경 메시지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

연구 설계

- 연구 문제 선정
- 연구 계획 수립
↓
- 초등학생 환경 행동 측정 도구로

실험 전

학생들의 평소 환경 행동 검사 실시
- 실험군, 대조군 분류
- 실험 자극물 제작
↓

실험

- 실험 자극물을 실험군, 대조군에 각각
3주간 제시
↓

실험 후

- 초등학생 환경 행동 측정 도구로
학생들의 변화된 환경 행동 검사 실시
↓

연구 결과 정리

- 결과 분석
- 결론 및 제언

[그림 1-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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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환경 행동
1. 환경 행동의 개념
환경교육에서 환경 행동과 관련한 여러 용어들은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
다. 사용된 용어들에는 환경 행위(environmental action), 환경 친화적 행동/
행태(pro-environmental behavior), 친환경 행동(environmental friendly beha
vior), 지속가능한 행동(sustainable behavior), 책임 있는 환경 행동(respons
ible environmental behavior, REB) 등이 있다. Hines(1986)는 위에 사용된
용어들은 그 의미상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였고,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연구자들 사이에 보편화 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금지헌, 손장호(200
7), 김경옥(1999), 김진동(2005), 오해섭(1996), 이태연(2002), 한상진(2002)
등 여러 연구자들이 환경 행동(environmental behavior)의 용어를 사용했
기에 본 연구에서도 환경 행동(environmental behavior)을 사용하고자 한
다. 한편, 환경 행동과 관련하여 이렇게 많은 용어가 등장하였다는 것은
환경교육 분야에서 그만큼 환경 행동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환경교육 분야에서 환경 행동을 왜 이렇게 많이
연구했는지는 환경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Tbilisi 선언(1978)에 의하면 환경교육의 목적은 지역들 간 경제적, 사회
적, 생태학적 상호 의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관심을 바탕으로 환경
에 대한 개인, 집단, 사회 전체로서의 새로운 행동양식을 창출하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데 요구되어지는 지식, 가치, 태도, 참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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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획득할 여건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Unesco(1978)에 의하면 환경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
을 갖고 형식, 비형식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환경에 관한 기존의 지식을
획득, 분석, 종합, 의사소통, 적용, 그리고 평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환경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해결책을 구안하는 데 능동적인 역할을 하
도록 하는데 있다.
Hungerford & Volk(1990)는 트빌리시 선언과 유네스코에서 발의한 것
들을 바탕으로 환경교육의 목표를 정의하였다. 그에 의하면 환경교육의
상위 목표는 ‘환경과 인간 각각의 소중함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들 간
에 상호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적인 지식을 알고 관련 기능
을 갖춰 개인적으로나 연대적으로나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시민
을 양성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Hungerford & Volk가 제시한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달성해야할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즉, 생태학적 기초 지식을 우선 쌓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
하는 환경 문제와 가치들을 인식하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
를 통해 적절한 방법을 고안한 뒤, 해결 방안을 실천하는 환경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위목표 단계 1, 2,
3, 4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표 2-1]).

상위목표
환경과 인간 각각의 소중함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들 간에 상호 평
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적인 지식을 알고 관련 기능을 갖춰
개인적으로나 연대적으로나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시민을 양
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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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목표 단계 1 하위목표 단계 2 하위목표 단계 3 하위목표 단계 4
생태학적
단계.

기초

생태학적

기초 지식을 알
도록 하여 환경
에 대한 경외심
을 갖고 생태적
으로

바람직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문제와 가치에
대한 개념 인식
단계.

개인적으

로 또는 연대적
으로 어떻게 행
동하는가에

따

라 우리의 삶과
환경의 질이 결
정된다는

조사 및 평가

환경과
인간
단계. 환경 문제 각각의 소중함
를 조사하고 이 을 저해하지 않
문제를 해결하 으면서 이들 간
기 위한 대안을 에 상호 평형을
고안하고 적절 유지하기 위한
환경 행동을 함.
성을 평가.

사실

을 인식.

[표 2-1] Hungerford & Volk(1990)에 의한 환경교육의 목표
이처럼 Hungerford & Volk(1990)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환경 행동,
책임 있는 환경 행동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총 네 단계의 하위목표 중 마지막 단계의 목표로 환경 행동을
제시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도 환경을 위한 행동이 중요하다고 여겨
지금까지 환경 행동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Emmons(1
994), 오해섭(1996), 김경옥(1999), 서우석 외(1999), 임형백(2002), 이태연
(2002), 한상진(2002), 김진동(2005), 금지헌, 손장호(2007)).
Emmons(1994)는 환경 행동이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환경 결과를 만들
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의 결정, 계획, 실행, 반성을 포함한 의도된 것이
라고 보았다. 서우석 외(1999)는 환경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
등을 통합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며, 환경을 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도
록 창출해야하는 것으로 보았다. 임형백(2002)은 환경 문제에 대한 지식,
기능, 가치, 신념, 태도와 감수성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며,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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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교육 행동, 재정 행동, 물리적 행동, 설득 행동으로 구분하여 측정
된 행동 수준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환경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자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
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 행동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는 연구자들의 견해가 사뭇 다르다.

2. 환경 행동의 구성 요소
1977년 트빌리시 선언에서 정의된 것에 의하면 환경 행동은 환경에 대
한 인간의 인지(Awareness), 민감성(Sensitivity), 태도(Attitudes), 기능
(Skills), 참여(Participation)가 있을 때 발현된다. 이를 바탕으로 Hugerfo
rd & Peyton(1980)은 환경 행동을 설득, 소비주의, 정치적 행동, 법적 행
동, 생태 관리 등 5개의 범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표 2-2]).
구성

의미

요소
설득
소비
주의
정치적
행동
법적
행동
생태
관리

환경 쟁점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다
른 사람에게 호소하는 행위
환경 쟁점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 재정적
압력을 사용하는 행위
환경 쟁점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정치적 절차, 조직,
정당, 기관을 이용하는 행위
환경 쟁점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을 지지하거나
단속하도록 하는 행위
환경 쟁점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자연환경에서 직접
일하는 행위

[표 2-2] Hugerford & Petyon(1980)이 제시한 환경 행동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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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mith-sebasto & D' Costa(1995)는 Hugerford & Peyton(1980)
의 연구에서의 구성 요소들 중 법적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네 구성요소
의 의미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학습 행동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환경 행동을 6가지 범주(시민적 행동, 학습적 행동, 경제적 행동,
법적 행동, 신체적 행동, 설득적 행동)로 나누어 정의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3]).
구성

의미

요소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금전적 대가나 설득 전략과 무관하게
시민적
행동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연환경 보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행동.
예) 투표, 공청회 참석, 탄원서 서명, 시민 불복종, 항의 등

학습적
행동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환경 이슈나 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
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동.
예) TV 프로그램 시청, 기사나 책 읽기, 학문적인 과정 이수 등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금전적으로 교환될 수 있거나 교환
보유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자연 환경 보전의 증진을

경제적
행동

목적으로 한 행동.
예) 환경친화정도에 근거한 상품의 구매 또는 불매운동, 환경
보호단체에 대한 기부, 환경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에 대
한 투자, 환경 캠페인에 대한 기부 등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환경 법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지된 어떤 환경 행동에 법적

행동

인 재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동.
예) 소송, 금지 명령 등

신체적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금전적인 교환 조건은 아니며 다소

행동

운동적인 노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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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행동
예) 휴지 줍기,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생활화, 지역사회 정
화 프로젝트 참여, 가정 내에 자원 절약을 위한 기계 설치 등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비금전적인 의도를 가지고 개인, 집
설득적
행동

단, 회사, 공장, 정부가 자연환경 보전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한 행동
예) 편지쓰기, 연설, 비공식적인 담화, 입법 과정에서 영향력
을 행사하는 로비 활동 등
[표 2-3] Smith-sebasto & D' Costa(1995)가 제시한
환경 행동 구성 요소

Hugerford & Peyton 그리고 Smith-sebasto & D' Costa가 환경 행동
에 대하여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국내외로 여러 학자들은 환경 행동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각각 정의하였는데 어느 것이 구성 요소인
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학자들마다 용어는 다를지라도
유사하게 설명한 것들은 묶어서 체계화하면 아래와 같다([표 2-4]).
구성요소
연구자

시민

소비자

법적

육체적

설득적

학습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행동

Hungerford & Peyton(1976)

○

○

○

○

○

Hungerford & Peyton(1980)

○

○

○

○

○

Champeau(1982)

○

○

○

○

○

Scott & Willits(1994)

○

○

Smith-sebasto & D'Costa(1995)

○

○

○

○

○

○

○

○

○

○

○

○

○

김대성(1995)
Hsu(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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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섭(1998)

○

○

Stern et al(1999)

○

○

이재영, 김인호(2002)

○

○

임형백(2002)

○

○

진옥화, 최돈형(2005)

○

○

김미진 외(2006)

○

○

○

○

○

○

○

○

○

○

○

○

○

○

○

○

○

○

정현희, 서우석(2008)

○

○

○

금지헌(2011)

○

○

○

○

[표 2-4] 국내외 환경교육 연구자들이 제시한 환경 행동 구성 요소
한편, 이러한 환경 행동의 구성 요소 모두를 초등학생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법적 행동의 경우는 초등학생이 실제로 실천하기가
어렵다. 또한, 경제적 행동의 경우에도 학생은 환경 단체에 기부를 하고
싶을지라도 금전적으로 여의치 않거나 단체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가 필
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연구된 환경 행동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초등학생 수준에서 실천 가능한 요소들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육체적 행동(절약,
참여, 재활용)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금지헌, 2011; 정현희, 서우석, 200
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환경 행동의 여러 구성 요소들 중 육체적 행
동(절약, 참여, 재활용)에 중점을 두어 측정하고자 한다.

3. 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환경 행동을 하도록 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지금까지
KAB 모형, Hines의 책임 있는 환경 행동 모형, Hungerford & Vol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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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행동 흐름도 등 여러 연구들이 있어왔다.
환경교육에서 고전적인 생각으로는 환경 및 환경 이슈와 관련된 많은
지식들을 교육하면 환경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현될 것이라는 KA
B 모형이 있다. 즉, 교육받은 환경 지식(Knowledge)이 환경적인 태도(A
ttitude)를 만들 것이고 이는 환경 행동(Behavior)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다(Bettinghaus, 1986).

지식(K)

→

인지 또는
태도(A)

→

행동(B)

[그림 2-1] 환경 행동 시스템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
하지만 KAB 모형은 인간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지나치
게 단순화하였다는데서 비판을 받았다. 지식, 인지 또는 태도, 행동의 관
계가 단순한 선형적(linear)인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인즈(Hines, 1986-87)는 책임 있는 환경 행동(REB) 모형
을 제시하였다. Hines(1986-1987)는 환경 행동에 대한 128개의 연구들을
상위 분석하여 환경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책임 있는 환경 행동(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REB)
은 상황적 요인(situational factors)과 행동 의도(intention to act)가 있을
때 실현된다. 이때, 행동 의도는 행위 기술(action skills), 행동 전략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action strategies), 문제에 대한 지식(knowledg
e of issues), 개인적 요인(personality factors)의 요소의 영향을 받는데
개인적인 요인에는 태도(attitudes),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 개인적
책임감(personal responsibility)이 영향을 준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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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하인즈의 REB 모형
이후, Hugerford & Volk(1990)는 환경 행동에 대한 Hines의 후속 연구
들을 종합하여 ‘환경 행동 흐름도’를 제안하였다. ‘환경 행동 흐름도’ 에
는 기초 변인(Entry-Level Variables), 주인의식 변인(Ownership Variabl
es), 역량 변인(Empowerment variables)이 있다. 기초 변인은 개인이 수
용한 환경 행동을 하도록 결정 내리는 것을 고양시키는데 필수적이다.
기초 변인의 주된 변인은 환경과 공감하는 능력인 환경 감수성(Environ
mental sensitivity)이다. 기초 변인의 부가적인 변인에는 양성성(Androg
yny), 생태학적 지식(Knowledge of ecology), 기술·경제·오염에 대한 태
도(Attitude toward pollution/technology/economics)가 있다. 주인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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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은 환경 문제와 관해 개인과 환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이 환경 문제를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때, 환경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어 REB를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주인의식 변인의 주된 변인은 깊이 있는 지식(In-depth knowledg
e), 개인적 쓸모(Personal investment)다. REB를 실천하기 전에 개인은
자연과 관련된 문제 및 생태와 관련된 지식을 알 때 REB를 할 가능성
이 더 높아진다. 또한, 환경적인 행동이 개인적으로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개인의 주인의식이 높아져 REB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인의식의 부가적 변인은 환경 행동 결과 나타날 수 있는 긍
정적·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the consequence of beh
avior-both positive and negative), 문제 해결에 대한 개인적인 노력(A
personal commitment to issue resolution)이 있다. 역량 변인은 개인이
중요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REB를 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역량 변인은 교사가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교사의 교수법도 매우 중요하다.
역량 변인의 주된 변인은 환경 행동 전략과 관련된 지식(Knowledge of
environmental action strategies),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 환경 행
동 의도(Intention to act)이다. 통제 소재에는 내적 통제(Internal locus o
f control)와 외적 통제(external locus of control)가 있다. 내적 통제를
가진 사람들은 환경적인 문제가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
에 자신이 노력하면 환경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본다. 역량 변인의 부
가적인 변인은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In-depth knowledge about i
ssues)이다. 이러한 것들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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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Hugerford & Volk(1990)의 환경 행동 흐름도
하인즈의 REB 모형과 Hugerford & Volk(1990)의 환경 행동 흐름도에
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식과 행동
의도이다. 또한, 여러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환경 행
동 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Weigel & Weigel(1978), AragonCorrea & Lorens-Montes(1997), Sauer & Ruttinger(2004)). 환경 행동
의도가 높아지면 궁극적으로 환경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은 환경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에 대한 관심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부터 환경 보호를 지
지하는 것까지의 넓은 범위에 해당한다(Dunlap, 2000). Weigel & Weige
l(1978)에 의하면 1124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환경 행동을 예측하기 위
한 선행 변수를 살펴본 결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 행동은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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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auer & Ruttinger(2004)에 의
하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단은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보다
물을 절약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광범위한 환경에 대
한 관심과 환경 행동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
의 정도를 알면 미래의 환경 문제에 대한 태도와 행동도 예측 가능하다
는 것이다. Aragon-Correa & Lorens-Montes(1997)는 환경 관심이 환경
행동 의도를 촉진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환경 행동을 하도록 하는 기
폭제가 된다고 보았다. 김은희, 이상원(2010)에 의하면 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소양의 영역별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환경 행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영역은 환경 감수성, 환경
기능, 환경 관심, 환경 위기, 조절점이었다. 특히, 환경 관심은 환경 감수
성, 환경 기능, 환경 위기, 조절점들과도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여러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
러 변인들 중 환경에 대한 관심이 하나의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4]). 따라서 본 연구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효과적
인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환경에 대한 관심

→

환경 행동 의도

→

환경 행동

[그림 2-4] 환경에 대한 관심, 환경 행동 의도, 환경 행동의 관계
최영분(2003)에 의하면 언론 매체가 초등학생의 환경 의식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는 언론 매체에서 환경 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많
이 다루기 때문에 환경 관심과 환경 위기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이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면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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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유명인을 통해 환경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제 2 절 유명인
1. 유명인 기준
과거에는 커뮤니케이션의 범위가 면 대 면으로 하는 것이 주된 커뮤니케이
션이었지만 현대 사회는 텔레비전, 휴대폰, 인터넷 등 각종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그 영향력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편, 각종 매체들은 서로 경쟁하듯 유명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미국
에서는 전체 TV 광고의 25%에서 유명인을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Erdogan,
Baker & Tagg, 2001). 한국의 경우 TV 광고에서 유명인 모델의 등장 비율
이 무려 6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홍탁, 2004). 특히 한국 TV
광고의 경우는 제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광고에서 유명인 모델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병관 외, 2004). 이처럼 유명
인들이 여러 매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대중들은 매체를 통해 이들을 접
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유명인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유명인 문화(The culture of celebrity)의 유행은 현대 사회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손꼽힌다. TV 채널의 확장, 인터넷 시대의 도래, 온라인 쇼
핑몰의 발전 등으로 표상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
하는 ‘유명한 인물들(wellknown people)’은 곳곳에 넘쳐나고 있다(강귀영, 윤
영민, 2016). 한편, 어떤 사람을 유명인이라고 할 것인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

- 19 -

라 그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Boorstin(1962)은 유명인에 대해 ‘유명세(wellknownness)를 통해 알려진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Blackwell 외(2001)에 의
하면 유명인이란 ‘영화배우나 가수, 탤런트, 스포츠 선수 등과 같이 주로
자신의 분야에서 쌓은 뛰어난 업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개인’을 말한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명
인을 ‘자신의 분야에서 쌓은 업적으로 인해 유명세를 얻어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처럼 유명인의 정의는 시간이 지남에 확장되
었으며, 유명인의 효과에 대해서 심리학, 광고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었
다. 하지만, 이를 환경교육 분야에 접목하여 교육적 효과를 본 연구는 없었
다.
한편, 유명인이 우리 사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견해가 엇갈린다. Fe
rris(2007)는 유명인이 경쟁과 불평등을 야기하는 무자비한 자본주의 사
회를 가리는 가면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교육적 활용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
이기에 자본주의적 폐해보다는 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유명인을
선정하여 교육 자료로써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유
명인들 중에서도 학생들이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면서 유명인 효과가 가장
잘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되는 한 명을 선정하여 실험군에 실험 자극물로 제
시하고자 한다.
유명인에는 스포츠 선수, 영화배우, 정치인 등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학생
들이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연예인 중 환경 메시지를
전달하였을 때 환경 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사람을 선정하였다. 특히, 유명인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유명인 효과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
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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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유명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쌓은 업적
으로 인해 유명세를 얻어 널리 알려진 사람 중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
과를 일으킬 수 있는 모범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2. 유명인 효과
1) 신뢰성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변인에는 메시
지 신뢰도가 있다고 한다(Eisend & Kűster, 2010; Mackenzie, Luts & B
elch, 1986; Mick, 1992). Van Reijmersdal 외(2005)에 의하면 잡지의 권
위를 높게 평가할수록 메시지 정보성과 흥미성이 높게 나타났다. Eisend
& Kűster(2010)는 광고와 퍼블리시티의 정보 원천의 신뢰성과 메시지
태도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발견함으로써 정보 원천의 신뢰성이 높아질수
록 메시지 태도 역시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즉, 커뮤니케이
션에서 메시지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성이 높을 때, 메시지 수용
자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높을 수 있다는 것
이다.
유명인이 주는 신뢰성은 후광 효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후광 효과 이론
은 교육심리학자인 Thorndike가 제시한 이론으로서, 타인에 대한 전반적 인
상이 그 사람의 평가 전반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1차 세계
대전 때 Thorndike는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는데, 지휘관들은 체
격이 좋고 품행이 단정한 병사들은 지성, 리더십 역시 높을 것이라 예상했
고, 그렇지 않은 군인들은 대부분의 역량들이 낮을 것이라 보았다. 또한, Blu
m & Naylor는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의 다른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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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성들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았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유명인은 후광 효과에 의해 전문분
야가 아닌 타 분야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
다.
이러한 후광 효과는 광고 및 마케팅 분야에서 후광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
대되는 인물을 활용하는 마케팅으로 발전되었다. 즉, 광고 모델이 가지고 있
는 이미지 혹은 평가가 광고의 이미지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허철무, 안상현, 2013; 황인석, 김문용, 2011). 이러한 후광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은 설득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인지적 → 정서적 → 행동적
이렇게 순차적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홍종필, 2006). 설득 메시지는 언어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수용자의 신념과 메시지를 접하는 태
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Moschis 외, 1986).
Michael A. Kamins(1990)는 유명인 모델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광
고 메시지에 대해 보다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Jagdish Agrawal & Wagner A. Kamakura(199
5)는 많은 광고들에서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인물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일반인보다 유명인이 공신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국내에
서는 이를 금연 캠페인에 활용한 사례가 있다. 조재현(2008)에 의하면 유
명 연예인이 등장한 금연 캠페인은 성공적인 금연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허철무, 안상현(2013)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광고메시지 신뢰
성과 광고태도, 금연의도에 대한 스포츠 모델 및 메시지 유형별 효과를 연구
하였다. 연구 결과 금연의도에서 스포츠 모델을 사용한 메시지가 일반인 모
델을 사용한 메시지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12.14, p < 0.01). 즉,
일반인이나 전문가를 광고 모델로 등장시키는 것보다 유명인 모델을 사용할
경우 모델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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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메시지 전달하는 주체를 유명인으로 사
용할 경우 후광 효과로 인해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2) 모델링

Atkin & Block(1983)에 의하면 이러한 광고모델의 설득 효과는 젊은 층에
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층의 유명인에 대한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동경심, 모방심리, 신뢰감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쳐서 광고 모
델과 일체감을 형성하려는 모델링(modeling)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박재진, 2011).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광고에는 유명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유명인을 모델로 사용할 경우 동일시(identification)와 내
면화(internalization)가 성인들보다 아동들에게는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F
riedman & Friedman(1979)은 Kelman(1961)의 사회화 이론을 바탕으로 동
일시와 내면화를 말했다.
동일시(identification)는 메시지를 제시하는 모델을 보았을 때 모델과 비슷
하게 되고 싶다는 열망 혹은 모델이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일어나는 현
상이다. 이러한 동일시는 유명인에 대하여 호감도, 유사도, 친밀도가 높을 때
발생한다. 내면화(internalization)는 모델이 메시지를 제시했을 때 메시지 수
용자들이 이를 믿기 때문에 순응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성기, 2002).
이러한 동일시와 내면화는 유명인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강화된다. 전
우영 외(2012)는 기부와 관련이 높은 유명인의 점화가 기부하려는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집단을 둘로 나누어 기부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한 가수 ‘김장훈’과 상대적으로 기부활동을 적게 한 가수 ‘김
종서’의 사진에 각각 노출되었을 때 어느 쪽이 더 기부하려는 성향이 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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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를 실험을 통해 측정하였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학
습이론(Bandura, 1977)에서 주장하는 관찰과 모방의 과정을 가정하지 않더
라도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동을 하는 유명인에 자주 노출되는 환경에 놓인
학습자들은 내면화가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하나는 메시지에 대한
이해도이다. Stewart(1986)와 배성우(2008)에 의하면 메시지 이해도가 커
뮤니케이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렇게 유명인 효과
를 활용할 지라도 메시지를 적절히 구성하지 못한다면 효과는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 메시지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알아보는 것
이 필요하다.

제 3 절 환경 메시지
1. 환경 메시지 전달 매체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어떤 것일까? 2016년 국민환
경의식조사에 의하면 TV를 통해 얻는 정보가 68.1%, 인터넷을 통해 얻
는 정보가 19.6%로 TV와 인터넷의 비율이 약 90%에 달했다. 매체를 통
해 전달된 메시지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거쳐 메시지를 접한 객체에게 심
동적, 인지적, 정의적 변화를 일으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
떤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가는 언어적 상호작용 방식에 많은 영
향을 미친다. 한편, 도가흰, 박범순(2013)의 연구에 의하면 제품유형에 따
라 커뮤니케이션 효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메시지 신뢰도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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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메시지 이해도 역시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인임을 발견했다. 따라서 환경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Jacoby & Hoyer(1990)에 의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예) TV, 라
디오, 잡지 등)에 따라서 메시지에 대한 이해 및 오인(misconceive)이 발
생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한다. 다양한 유형의 응답자들을 조사한 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쇄 매체와 방송 매체(TV, 라디오 등)를 비교했을
때, 방송 매체에 비해 인쇄 매체의 오인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국
외 연구를 바탕으로 고한준(2010)은 광고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및 오인의 정도가 매체의 종류(TV, 인쇄, 인터넷)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와 정보와 이미지 중 어느 것을 주로 하였을 때 오인의 정도가 적은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잡지 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
로는 인터넷 광고, TV광고로 나타났다. 즉, 인쇄 매체가 다른 매체들에
비해 메시지를 오인할 가능성이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상 매체
에 비해 인쇄 매체가 상대적으로 광고 메시지에 대한 높은 주의와 이해
과정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지 위주의 광고
와 정보 위주의 광고에 의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은 각각 65%(이
미지 위주), 69%(정보 위주)로 정보 위주가 정확성이 좀 더 높았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쇄 매체를
택해 인쇄 매체에 정보와 이미지를 모두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자극물로
제시하였다.

2. 환경 메시지 디자인
환경과 관련된 광고를 만들 때, 환경에 대한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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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친환경 광고가 제품에 대한 태도, 광고주에
대한 태도, 제품 구매의향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Davis,
1993). 또한, 친환경 주장 유형을 실체적 주장(Substantive Claim)과 연
상적 주장(Associative Claim)으로 구분하였을 때, 실체적 주장 유형이
연상적 주장 유형보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져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김연신, 2008). 따라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환경 메
시지를 제시할 때, ‘환경을 보호하자.’, ‘환경을 사랑합시다.’, ‘환경을 위해
실천합시다.’와 같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만을 넣는 것보다는 구
체적으로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넣는 것이 적
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국내의 초등학생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 행동에 대해서 기존 연
구에서는 육체적 행동(절약, 참여, 재활용)이 가장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금지헌, 2011; 정현희, 서우석, 2008) 본 연구에서도 절약, 참여, 재활용
의 3가지로 요목화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실천 내용은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등장하는 용어들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 못지않게 환경 메시지 정보를 제시할 때
장문과 단문의 글 형태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고아한 외(2013)는 유명인 광고모델 계정을 활용
한 광고 메시지를 전달했을 경우, 링크 유형, 단문 메시지 유형, 사진 유
형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브랜드
태도는 단문 메시지와 사진 유형이, 신뢰도 측면에서는 사진 유형을 사
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쇄 매체
에 이미지와 정보를 모두 담되, 정보는 단문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미지와 정보는 어떻게 배치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좋을까?
이은경(2009)의 연구에 의하면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에서 삽화와 그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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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배치가 학생들이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
아래 그림 A, B 중 학생들은 B 유형으로 제시된 경우 학생들이 알아야
할 개념인 ‘카나트’를 보다 잘 이해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말풍선 등을 활용하여 인물 사진과 환경 메시지의 배치를 적절히 안배하
였다.

[그림 2-5] A 유형의 삽화

[그림 2-6] B 유형의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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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 메시지를 B 유형의 삽화 형태로 내용을 구성할 때 환경 메
시지를 전달하는 포스터의 색깔도 학생들이 환경과 관련하여 인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나무, 숲 등을 떠올릴 수 있
게 하는 등 환경이 갖는 이미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녹색을 주된 색깔로
하였다.
제작된 환경 메시지는 학생들에게 학습지 형태로 전달될 수도 있지만,
학습지 형태로 제시할 경우 학생들이 한 번만 읽어보고 다시 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다. 그렇다고 연구하는 기간 내내 매일 학습지를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한 종이 낭비로 환경 메시지의 내용으로 종이 절약
을 말하면서 무분별하게 종이를 남발하는 것은 환경 행동을 독려하는 교
사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미지와 단문의 형태로 구성된 정보를
적절히 안배하여 포스터 형식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자주 보는 교실 뒤편
게시판 증에서도 쓰레기통 및 분리수거함이 있는 곳 주변에 A1 사이즈
로 게시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제시할 경우 과연 교실 뒤에 있는 환경 메시지를 자주
볼 것인가와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과연, 학생들이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환경 메
시지를 게시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광고학 분야의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무의식적으로 노출된 광고들도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Shapiro 외(1997)에 의하면 비주의적으로 처리된 광고 정보도 기
억 체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려군(consideration)에 영향을 주어 광
고 태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학
습이 일어날 수 있고 기억이 형성되어 암묵적 기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Schacter, 1998). 즉, 주의와 기억의 관계를 확장시킨다면, 시각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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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울여진 광고자극은 명시적 기억으로, 시각적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
은 광고 자극은 암묵적 기억으로 존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김지호
외, 2007). 또한, 이렇게 학습자들에게 인식된 암묵적 기억은 암묵적 기
억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때마다 활성화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진
행하고자 하는 유명인이 등장하는 TV프로그램, 인터넷 영상 혹은 유명
인의 이름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기억이 활성화되는 개념적 점화가 발생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환경 메시지를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쓰레
기를 버리거나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게 될 것
이고 그 결과 교실 뒤에 환경 메시지가 게시되어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환
경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환경 행동, 유명인 효과, 환경 메시지에 대한 선행 연구
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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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설계
1. 실험 설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동일한 사전 검사(O1=O3), 사후 검사(O2=O4)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 모두에게 실험 처치를 하였으나, 실험군에게는 유명
인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가 있는 환경 메시지(X1)를, 대조군에게는 일반
인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가 있는 환경 메시지(X2)가 자극물로 제시되었
다는 차이점이 있다([표 3-1]).

집단

사전 검사

실험군

O1

대조군

O3

실험 처치
X1
(유명인 환경메시지)
X2
(일반인 환경메시지)

사후 검사
O2

O4

[표 3-1] 실험 설계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한 Y초등학교 5학년 4개 학급과 6
학년 4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환경 메시지에 노출되기 1주일
전 학생들의 환경 행동을 측정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질 집단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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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5학년 2개 학급, 6학년 2개 학급을 실험군으로, 나머지 5학년
2개 학급과 6학년 2개 학급은 대조군으로 하였다. 실험군은 유명인이 등
장하는 환경 메시지가 교실 뒤에 게시될 것임을 안내받았다. 대조군은
비교 집단으로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등장하는 환경 메시지가
교실 뒤에 게시될 것임을 안내받았다. 사전 검사, 사후 검사에서 한 번호
로 무성의하게 응답하는 경우와 일부 문항을 빼고 응답하여 결측치가 있
는 경우는 분석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유명인 환경 메시지를 보고 응답
한 실험군은 75명, 일반인 환경 메시지를 보고 응답한 대조군은 74명이
었다. 성별, 학년별로 분석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
다([표 3-2]).

5학년

6학년
합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실험군

15

20

20

20

75

대조군

15

20

18

21

74

합계

30

40

38

41

149

[표 3-2]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별, 학년별 구성

3. 연구 기간
연구 기간은 3주로 정하였다. 만약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가 학생들의
환경 행동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면 연구기간을 늘릴수록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가 학생들의 환경 행동을 촉진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동일한 조건일 때,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와 일반인의 환경 메시지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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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물로써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한 실험이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교실에
게시된 환경 메시지 외의 다른 부가적인 요소(담임교사의 수업 방식, 학
생들이 읽는 도서, 가정 학습의 영향 등)가 연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아진다. 반면, 연구 기간을 짧게 하여 환경 메시지를 보여준 직후 환경
행동을 측정하는 것은 일시적인 환경 행동 의도 혹은 경향만을 측정하는
것이지 환경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환경 행동을
측정하는 데 1회성으로 보여주고 측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라고 판단
했다. 따라서 지나치게 길지도 짧지도 않으면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기
간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습관을 바꾸려면 최소 21일은 계속해야 한다고 한다. 미국의 의사 존
맥스웰은 1960년대에 사고로 사지를 잃은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여러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사고로 자신의 팔과 다리를 잃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기간을 연구한 결과 약 21일이 걸린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그에 의하면 21일은 생각이 의심·고정관념을 담당하는 대뇌피질
과 두려움·불안을 담당하는 대뇌변연계를 거쳐 습관을 관장하는 뇌간까
지 가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다. 이후 많은 심리학자와 의학자들은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행동이 습관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인지 연구하였다. 영국 런던대 필리파 랠리 교수팀도 ‘새로운 행동이 습
관화되는 데는 최소 21일이 걸린다.’ 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이론이 심리학 치료에 적용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배재대 심리철
학상담과 최애나 교수도 ‘실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한 단계
당 3주 단위로 진행된다.’ 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본 연구도 학생들이 3
주간 환경 메시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하여 올바른 환경 행동이 몸
에 체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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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인
본 연구에서의 독립 변인은 유명인 여부이다. 실험군에게는 유명인이
전달하는 환경 메시지가 제공되었고, 대조군에게는 일반인이 전달하는
환경 메시지가 제공되었다. 유명인으로는 ‘유재석’을 선정하였다. 여러 유
명인 중 유재석을 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를 종합한 결과이다.
유재석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동안 매년 말 방송사에서 이뤄지
는 연예대상에서 2013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항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방송활동을 꾸준히 하여 지속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편이다. 특히, 초등학
생들이 많이 보는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브랜드 컨
설팅 전문기관 브랜드38연구소가 884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TV 광고모
델에 어울리는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재석이 27.61%
로 앞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8.07%의 응답률을 기록한
김연아가 차지했으며, 3위는 수지(13.64%), 4위 류현진(9.89%), 5위 원빈
(8.18%) 등이 뒤를 이었다(조사기간: 2013년 11월 1일∼11월 11일). 한국
기업평판연구소에 의하면 예능 방송인 11명(유재석, 정준하, 김구라, 박
명수, 이경규, 차태현, 하하, 김국진, 신동엽, 이휘재, 김병만)에 대하여
브랜드 빅데이터

7,180,015개의 브랜드 평판지수2)를 분석한 결과 유재

석의 브랜드 평판지수가 가장 높았다(조사기간: 2016년 3월 7일∼2016년
4월 8일).
한편, 위의 조사들은 모두 일반 성인들의 의견도 반영된 것이다. 2015년
한우리 독서 토론 논술에서 초등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 학기
가장 원하는 담임 선생님’ 설문 조사에서 유재석이 47.2%(100표)의 득표
2) 브랜드 평판지수는 브랜드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소비자 행동분석을 하여 참

여가치, 소통가치, 미디어가치, 소셜가치로 분류하고 가중치를 두어 나온 지
표이다.

- 33 -

율을 차지했다. 유재석을 꼽은 초등학생들은 설문 조사 참여 후 유재석
을 뽑은 이유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것 같아서”, “배려심이 많고
재미도 있어서”, “자상하게 가르칠 것 같아서”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처럼,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유명인에는 유재석 외에도 많을 수 있
지만, 일시적인 인기가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바른 이미지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유재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지금
까지의 행실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
동을 할 가능성이 적다고 여겨져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아 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명인으로 적합하
다고 보았다. 실제로 실험군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재석에 대
한 사전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사전 호감도(5점 만점)는 4.1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대조군으로 사용된 일반인은 유재석과 나이가 비슷하며 호감도가 나쁘
지 않은 인물을 동료 교사 및 환경교육 석사 졸업 4명, 박사 2명에게 자
문을 구해 1명을 선정한 뒤, 환경 메시지 인쇄물에 등장할 일반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환경 메시지에 활용하였다.
위와 같은 독립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속변인은 환경 메시지를 3주
간 보고난 뒤, 환경 행동 설문지를 통해 학생들이 응답한 평소의 환경
행동이다.
종속변인에 독립변인 외의 다른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고
자 본 연구자는 환경 메시지에 대한 내용 설명 및 환경 메시지에 등장하
는 인물 외의 모든 요소(환경 메시지 크기, 인물 사진 외의 글자 등)는
모두 동일하게 하였다. 환경 메시지를 게시하는 장소의 위치도 동일하게
하였고, 게시된 환경 메시지 외의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실험 기간 동안
각 반 담임 선생님께 환경과 관련한 수업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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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름이 줄 수 있는 영향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게 초성이 같도록 하였다(유명인: 유재석, 일반인: 이진수). 초성만 같
게 한 것은 일반인의 이름이 유재석일 경우 유명인으로 알려진 유재석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의
나이도 40대 중반으로 비슷하게 하여 나이에 의한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옷차림, 얼굴의 표정 등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두 인물 모두 양
복을 입고 있고, 이가 드러나게 웃는 모습으로 통일하였다.

제 2 절 측정도구
국내 외 환경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어휘가 어렵고 초등학생 단계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문항들이
있어 초등학생들이 응답하기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 정현희, 서우석(2008)은 초등학생용 환경 소양 측정도구를 개발하였
다. 각각의 문항은 학생들의 환경 소양을 측정하기 적합하나 사전에 5학
년, 6학년 학생들에게 사전에 설문해 본 결과 이 도구에는 요즘 학생들
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등장(예)소풍)하고 ‘학교 주변 쓰레기 줍기에
참여한 적이 있다.’ 와 같은 문항의 경우 학생들의 의지보다는 담임교사
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문항도 있었다. 또한, 정현희, 서우석(20
08)이 개발한 측정도구의 제한점으로 환경 행동 영역에 대한 문항수가
적어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점을 미루어볼 때 본 연구에는 이
측정도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국가환경교육 표준지침(최석진 외, 2007)이 델파이 방법으로 전문
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되었다. 금지헌, 김진모(2010)은 국가환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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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표준 지침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용 환경 행동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표 3-3]). 개발한 환경 행동 측정 도구는 환경교육 전공 대학원생과 박
사 6명에게 자문을 구하고 초등학생 5, 6학년 각 1반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구성되어 안면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
와 같았다([표 3-3]).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0.809

근사 카이제곱

402.431

자유도

91

유의확률

0.000

[표 3-3] 국가 환경교육 표준 지침을 활용한 초등학생용 환경 행동
측정 도구의 안면타당도
일반적으로 KMO 값이 0.90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 0.80∼0.89이
면 꽤 좋은 편, 0.70∼0.79 적당한 편, 0.60∼0.69 평범한 편, 0.50∼0.59
바람직하지 못한 편, 0.50 미만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라는 것을 감
안할 때, 국가 환경교육 표준 지침을 활용하여 만든 초등학생용 환경 행
동 측정 도구는 KMO 값이 0.809으로 꽤 좋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 α= 0.799 로 0.6보다 큰 값을 가져 신뢰
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도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이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환경 행동 측정 도구를 사
용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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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문항

호
1
2

3

나는 연필, 볼펜 등의 내 물건에 이름을 쓰거나 붙인다.
나는 컴퓨터 등의 전기제품을 사용한 후 바로 끄거나 콘센트
를 뽑는다.
나는 옷이나 문구 등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동생이나 주변사람
에게 물려주거나 또는 물려받는다.

4

나는 세수하거나 양치질 할 때 물을 받아서 한다.

5

나는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의 1회용 용품 사용을 멀리한다.

6
7
8

나는 캔, 우유팩, 종이 등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분리배출(수
거)한다.
나는 평소에 재활용하여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한다.
나는 환경마크 또는 높은 등급의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마크가
붙어 있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9

나는 햄버거, 콜라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멀리한다.

10

나는 환경교육 및 캠프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11

나는 친구나 주변사람들에게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한다.

12

나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

13

나는 TV, 책, 컴퓨터 등에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관심 있게 본다.

14

나는 부모님께 일회용 봉투 보다는 장바구니 사용을 말씀드린다.
[표 3-4] 국가 환경교육 표준 지침을 활용한
초등학생용 환경 행동 측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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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가 일반인의 환경
메시지보다 효과적인지 알기 위해서는 자극물인 환경 메시지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환경 메시지에 노출되기 이전에 개개인의 평
소 환경 행동이 어떠했는가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사전 검
사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동질 집단이 되도록 나누었지만 사후 검사 자체
만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이처럼 매개변수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적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실험 실시 후에
매개변수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S
PSS를 통해 ANCOVA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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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제 1 절 사전 동질성 검사
학생들을 동일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기 위해 실험에 임하기 1주
일 전 설문지를 통하여 사전 검사를 하였다. 검사 결과에 대하여 Likert
척도에 따라 문항별 응답에 1점∼5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여 총 14문항
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그 후,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p<0.05일 때 동질집단)보다 크며 유의확률(p) 값이 가장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전체 8반을 실험군(5학년 2개 학급, 6학년 2개 학급)과 대조군(5
학년 2개 학급, 6학년 2개 학급)으로 나누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질
집단이 될 수 있도록 나눈 검사 결과, 유명인 환경 메시지(N=75)를 보게
될 실험군의 사전 검사 평균은 3.363, 일반인 환경 메시지(N=74)을 보게
될 대조군의 사전 검사 평균은 3.334로 나타났다. 평균 외에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가 포함된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4-1]).

집단
실험군
(유명인 환경 메시지)
대조군
(일반인 환경 메시지)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75

3.363

0.626

0.072

74

3.334

0.564

0.067

[표 4-1] 사전 동질성 검사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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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순하게 평균이 같다고 두 집단이 동질집단인 것은 아니므로
독립표본 검정을 해본 결과 두 집단의 F 값은 0.329, 유의확률은 0.567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의확률(p) 기준인 0.05보다 크기 때문에 두 집단은
등분산이 가정된다. 즉, 사전 검사 결과 실험군(유명인 환경 메시지)과
대조군(일반인 환경 메시지)은 동질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Levene의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등분산검정
F
등분산이
가정됨

0.329

유의
확률

0.56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유의확률

t

자유도

0.296

147

0.767

0.297

145.823

0.767

(양쪽)

[표 4-2] 사전 동질성 검사 결과 2

제 2 절 사전-사후 검사
1.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 사전-사후 검사 비교 결과
환경 메시지가 학생들의 환경 행동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는지 알
아보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 대하여 대
응표본 t-test를 하였다.
실험 전과 실험 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알아보면 실험군의 실험 전
의 평균은 3.363이고, 실험 후의 평균은 3.589으로 실험 후의 평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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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의

평균

N

표준편차

실험 전

3.363

75

0.626

0.072

실험 후

3.589

75

0.671

0.077

표준오차

유명인

[표 4-3]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 사전-사후 검사 결과 1
한편, 대응표본 t-test한 결과에 의하면, t값은 4.702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률(p)은 0.000으로 0.05보다 작으므로 실험 전과 실험 후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는 학생들의 환경행동을 증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표 4-4]).

대응차
평균

유명인

실험 후 –실험 전

0.226

표준

t

편차
0.416

4.702

자

유의

유

확률

도

(양쪽)

74

0.000

[표 4-4]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 사전-사후 검사 결과 2
문항별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문항은 5번 문항 ‘나는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의 1회용 용품
사용을 멀리한다.’였다. 5번 문항의 사전, 사후 관계의 유의확률(p)은 0.010
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차이가 가장 적
게 나타난 문항은 14번 문항 ‘나는 부모님께 일회용 봉투 보다는 장바구
니 사용을 말씀드린다.’였다. 14번 문항의 사전, 사후 관계의 유의확률(p)
은 0.984로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문항별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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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학생들이 환경 메시지를 보고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하였지
만,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험군의 유명인 유재석에 대한 사전 호감도(5점 만점)는 4.11로
검사 전에도 높은 수치였지만, 사후 호감도는 4.39로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환경 메시지에 유명인이 등장하는 것은 유명인의 이
미지에도 좋은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일반인의 환경 메시지 사전-사후 검사 결과
실험 전과 실험 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보면, 실험 전의 평균은 3.33
4이고, 실험 후의 평균은 3.431로 실험 후의 평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5]).
평균의

평균

N

표준편차

실험 전

3.334

74

0.564

0.066

실험 후

3.431

74

0.648

0.075

표준오차

일반인

[표 4-5] 일반인의 환경 메시지 사전-사후 검사 결과 1
대응표본 t-test 한 결과를 보면 t값은 2.296로 ±1.96보다 크고, 유의확
률(p)은 0.025으로 0.05보다 작으므로 실험 전과 실험 후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인의 환경 메시지
도 학생들의 환경 행동을 증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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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차

평균

일반인

실험 후 - 실험 전

0.097

t

표준
편차
0.362

2.296

자

유의

유

확률

도

(양쪽)

73

0.025

[표 4-6] 일반인의 환경 메시지 사전-사후 검사 결과 2
실험 결과에 의하면 실험 전과 실험 후 환경 행동을 비교해 보았을 때, 유
명인의 환경 메시지를 본 집단과 일반인의 환경 메시지를 본 집단 모두 환경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따라서 연구문제 1 ‘환경 메시지는 초등학생
의 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는 성립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만으로는 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체에 따라 환경 행동이 향상되
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
와 일반인의 환경 메시지를 본 학생들 중 어느 집단이 더 향상되었는가
를 알기 위해서는 효과 차이를 분석해보아야 한다.

3. 유명인과 일반인의 환경 메시지 효과 차이 분석
본 연구의 가설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가 일반인
의 환경 메시지보다 효과적인지 알기 위해서는 자극물인 환경 메시지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환경 메시지에 노출되기 이전에 개개
인의 평소 환경 행동이 어떠했는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사전 검사 결과를 매개변수로 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사용 하
였다. 공분산분석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Bonferroni
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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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분산분석을 위해서는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의 세 가지 가정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독립성과 정규성 검정은 앞에서 확인하였다. 등분
산성은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마찬가지로 Levene의 검정을 통해 p > 0.05
일 경우 분산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를 접
한 집단과 일반인의 환경 메시지를 접한 집단 간의 Levene의 검정을 통
해 p < 0.05 를 만족할 경우는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
고, p > 0.05 일 경우는 두 집단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전 검사 효과가 반영되어 수정된 사후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7]).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를 본 학생들의 사후 검사 결과는 3.589 이
지만,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면 3.576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인의 환
경 메시지를 본 학생들의 사후 검사 결과는 3.431 이지만, 사전 검사 결
과를 반영하면 3.444로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환경 행동이
반영된 사후 검사 결과 평균 차이는 0.132로 나타났다.

집단

평균

표준오차

유명인 환경 메시지

3.576a

일반인 환경 메시지

3.444a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0.045

3.487

3.664

0.045

3.355

3.532

[표 4-7]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와 일반인의 환경 메시지
사전-사후 검사 ANCOVA 비교 분석 결과 1
평균값 자체는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가 일반인의 환경 메시지보다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ANCOVA로 사전의 환경 행동이 반영된 유명인 환경 메시
지를 접한 집단의 환경 행동과 일반인 환경 메시지를 접한 집단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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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은 유의 확률(p)이 0.039로 p〈0.05 를 만족
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4-8]).

제III유형

소스

제곱합

자
유
도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부분
에타
제곱

43.062a

2

21.53
1

144.300

0.000

0.664

0.649

1

0.649

4.352

0.039

0.029

오차

21.785

146

0.149

합계

1900.612

149

수정합계

64.847

148

수정모형
사후 유명인
환경메시지
& 사후 일반인
환경메시지

[표 4-8]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와 일반인의 환경 메시지
사전-사후 검사 ANCOVA 비교 분석 결과 2
따라서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의 환경 행동에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와
일반인의 환경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가?’ 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모두 충족하므로 연
구가설 ‘같은 환경 메시지를 보더라도 환경 메시지를 제시하는 주체가
유명인일 때 학생들이 환경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성립함
을 알 수 있다.
한편, 설문 문항 중에는 ‘환경 메시지를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까?’ 라
는 질문이 있었다. 이 문항에 대하여 실험군(유명인의 환경 메시지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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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총 75명 중 44명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였고, 대조군(일반인의 환
경 메시지를 본 집단)은 총 74명 중 37명이 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비율로 보았을 때, 실험군은 59%가 대조군은 50%가 자세히 본 것으로,
두 집단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
다. 실험군 중 자세히 보았다고 한 비율이 남학생은 40%, 여학생은 75%
였다. 한편, 대조군 중 자세히 보았다고 한 비율이 남학생은 42%, 여학
생은 56%로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세히
본 비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환경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남주현(1985)의 연
구에 의하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본 결
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환경문제 인식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기 때문
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세히 본 비율이 남학생은 2% 차이로 비슷
하였지만, 여학생은 20%가량 차이가 났다. 따라서 가설로 설정하진 않았
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지 부가적으로 알아보았다. ANCOVA로
분석한 결과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를 본 여학생(실험군)과 일반인의 환
경 메시지를 본 여학생(대조군)의 경우에는 유의확률(p) 값이 0.017로 나
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4-9]).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유
명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일수도 있지만, 제시된 유명인이 남자이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효과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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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I)

유명인
환경
메시지
(남학생)

유명인
환경
메시지
(여학생)

일반인
환경
메시지
(남학생)

평균
차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유명인
환경 메시지
(여학생)

-0.039

0.091

일반인
환경 메시지
(남학생)

0.040

일반인
환경 메시지
(여학생)

비교대상(J)

차이에대한95%
신뢰구간b
하한값

상한값

0.665

-0.220

0.141

0.094

0.670

-0.145

0.225

0.168

0.090

0.065

-0.011

0.346

유명인 환경
메시지
(남학생)

0.039

0.091

0.665

-0.141

0.220

일반인
환경 메시지
(남학생)

0.079

0.093

0.394

-0.104

0.263

일반인
환경 메시지
(여학생)

0.207

0.086

0.017

0.038

0.377

유명인 환경
메시지
(남학생)

-0.040

0.094

0.670

-0.225

0.145

유명인
환경 메시지
(여학생)

-0.079

0.093

0.394

-0.263

0.104

일반인
환경 메시지
(여학생)

0.128

0.092

0.168

-0.05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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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환경
메시지
(여학생)

유명인 환경
메시지
(남학생)

-0.168

0.090

0.065

-0.346

0.011

유명인
환경 메시지
(여학생)

-0.207

0.086

0.017

-0.377

-0.038

일반인
환경 메시지
(남학생)

-0.128

0.092

0.168

-0.310

0.054

[표 4-9] 성별에 따른 환경 메시지의 영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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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많은 교육자 및 환경교육 연구자들이 환경에 대한 지식, 환경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여러 환경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지만, 환경 행동을 증진시
키기 위해 매체를 활용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다. 환경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자는 매체가 환경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매
체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의 통계자료와 타 분야에서 많
이 연구된 유명인 효과를 활용하여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를 본 학생들에
게 환경 행동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같은 환경
메시지를 보더라도 환경 메시지를 제시하는 주체가 유명인일 때 학생들
이 환경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를 증
명하고자 했다.
서울의 Y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149명에게 교실 뒤 공간을 이용하여
포스터 형식으로 환경 메시지를 제시하였다. 실험 전과 후, 환경 행동 변
화를 알기 위해 ‘국가 환경교육 표준 지침을 활용한 초등학생용 환경 행
동 측정 도구’ 14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실시하였다. 실험 1주일 전
실시한 환경 행동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군(75명), 대조군(74명)으로
나누었을 때 두 집단은 동질 집단이었지만 실험 후 실험군과 대조군은
이질 집단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환경 메시지에 노출된 실
험군과 대조군은 모두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 환경 행동 증진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를 접한 집단이 일반인의 환경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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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접한 집단보다 환경 행동 증진의 폭이 컸고, 두 집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같은 환경 메시지를 보더라도 환경 메시지를 제시하는 주체가
유명인일 때 학생들이 환경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 성립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2 절 교육적 의미와 시사점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변인을 최대한 고려하여 유명인을 활용한 매체
활용 환경 교육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였지만, 실제로 교육
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도 고려하여 교육해야 한다.
첫째,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이 선호하는 유명인을 활용하여 교육에 적
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여러 설문을 근거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
를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유명인을 선정하고, 사전에 유명인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하였다. 하지만, 이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일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효과적일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유재석보다
는 유명한 만화 캐릭터가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에게 유명인에 대한 호감도를 사전에 조사한 것처럼 사전
에 교사가 연예인에 대한 선호도를 질문하였을 때, 매체에 자주 등장하
면서 선호도가 높은 유명인 혹은 유명 캐릭터를 활용함으로써 적용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명인의 성별을 다양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유명인으로 1명의 남자만 등장시켰다. 즉, 유명인의 성별이 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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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었다. 만약 유명인이 남자가 아닌 여자였다면 여학생과 남학생의
결과가 반대로 나왔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 교육을 할 때에는 남자
유명인과 여자 유명인을 동시에 등장시키는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환경 교육에서 매체 활용하는 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유명인
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많은 교
사들은 환경교육 자료로써 디스커버리, EBS 지식 채널 등의 자료를 이
용한다. 물론 이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 측면에서 훌륭하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였고, 예전에 비해 다양한 컨텐츠를 빠른 시
기에 접하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만큼 흥미로운 구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
다. 환경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생각할 때, 환경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서는 환경 행동을 위한 내적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 감수성 등을
교육하는 것 못지않게 외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학에서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방
법과 외적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이 있다.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외
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보다 훨씬 장기적인 교육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내적 동기가 발생하기도 전에 학습을 포기하는 것을 우려하여 여전히 초
등학생 등 어린 학생들에게는 사탕, 칭찬 스티커 등 외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유명인을 이용하여 환경에 대
한 관심을 갖도록 하여 환경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환경에 대한 외적
동기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한편, 외적 동기만으로는 장
기적인 환경 행동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는 환경과 관련하여
교사가 구체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외적 동기 유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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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
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이 있는 자료들일지라도 학생들의 교육적 변화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
다. 즉, 유명인의 사진을 넣어서 교육 자료를 만들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다. 또한, 유명인이 환경 메시지를 말하는 장면 또는 환경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다면 이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 자료를 만들 때 유명인을 활용하여 제작하
여 학생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흥미도와 관심도를 높여 환경 행동을 변화
시킨다면 학생들의 환경 행동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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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전 검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 석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이화진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실천 정도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고
자 합니다.
모든 문제에 성실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결과
는 연구 목적 이외에 성적 등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

1. 성별

남 (

2. 학교명

(

3. 학년

①5학년

4. 반

(

5. 출석번호

(

)

여(

석사과정

이화진

지도교수

류재명

)
)초등학교
②6학년

)반
)번

※두 차례 이루어진 조사에서 응답자의 두 질문지를 연결하기 위해
출석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6. 평소 연예인 유재석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합니까?
①매우 싫다

②싫다

③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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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좋다

⑤매우 좋다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환경과 관련하여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평소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를 하기 바랍니다.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문항

나는 연필, 볼펜 등의 내 물건에
이름을 쓰거나 붙인다.
나는 컴퓨터 등의 전기제품을 사용
한 후 바로 끄거나 콘센트를 뽑는다.
나는 옷이나 문구 등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동생이나 주변사람에게 물
려주거나 또는 물려받는다.
나는 세수하거나 양치질 할 때 물을
받아서 한다.
나는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의 1회
용 용품 사용을 멀리한다.
나는 캔, 우유팩, 종이 등의 재활용
이 가능한 것은 분리배출(수거)한다.
나는 평소에 재활용하여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한다.
나는 환경마크 또는 높은 등급의 에
너지소비 효율등급 마크가 붙어 있
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나는 햄버거, 콜라와 같은 패스트푸
드를 멀리한다.
나는 환경교육 및 캠프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나는 친구나 주변사람들에게 환경보
호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한다.
나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
나는 TV, 책, 컴퓨터 등에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관심 있게 본다.
나는 부모님께 일회용 봉투 보다는
장바구니 사용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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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후 검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 석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이화진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실천 정도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고
자 합니다. 모든 문제에 성실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 성적 등에는 절대 사용되
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

1. 성별

남 (

2. 학교명

(

3. 학년

①5학년

4. 반

(

5. 출석번호

(

)

여(

석사과정

이화진

지도교수

류재명

)

)초등학교

②6학년

)반

)번

※두 차례 이루어진 조사에서 응답자의 두 질문지를 연결하기 위해 출석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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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실 뒤에 붙어있는 환경 포스터를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아래의 문항(6-1번부터 6-3까지)은 6번이 ‘①예’ 인 경우만 응답하시오.)
6-1. 포스터에 등장하는 인물을 기억합니까?
①예

②아니오

(6-1번이 ‘①예’ 인 경우만 응답하시오.)
6-2. 포스터에 등장하는 인물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합니까?
①매우 싫다

②싫다

③보통이다

④좋다

⑤매우 좋다

6-3. 포스터에서 본 것 중 기억나는 단어들을 최대한 많이 적어보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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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환경과 관련하여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평소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를 하기 바랍니다.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문항

나는 연필, 볼펜 등의 내 물건에
이름을 쓰거나 붙인다.
나는 컴퓨터 등의 전기제품을 사용
한 후 바로 끄거나 콘센트를 뽑는다.
나는 옷이나 문구 등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동생이나 주변사람에게 물
려주거나 또는 물려받는다.
나는 세수하거나 양치질 할 때 물을
받아서 한다.
나는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의 1회
용 용품 사용을 멀리한다.
나는 캔, 우유팩, 종이 등의 재활용
이 가능한 것은 분리배출(수거)한다.
나는 평소에 재활용하여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한다.
나는 환경마크 또는 높은 등급의 에
너지소비 효율등급 마크가 붙어 있
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나는 햄버거, 콜라와 같은 패스트푸
드를 멀리한다.
나는 환경교육 및 캠프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나는 친구나 주변사람들에게 환경보
호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한다.
나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
나는 TV, 책, 컴퓨터 등에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관심 있게 본다.
나는 부모님께 일회용 봉투 보다는
장바구니 사용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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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유명인 환경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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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일반인 환경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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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elebrity's
environmental message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vironmental behavior
Lee Hwa Ji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previous study and spot of education about
environmental education using mass media, they show students
the video such as 'Knowledge channel E', 'Discovery'. And
they try to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behavior. But unfortunately many students watch that kinds of
video in a short time and lose interest. 'Knowledge channel E'
has very good contents but not as interesting as TV programs
which broadcast on Sunday evening. However, there are a lot
of previous studies that when we have much interest about
environment, we tend to do environmental behavior. So,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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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to develop somewhat creative teaching method using mass
media.
In advertising research, psychology, marketing study, they
research the effect of mass media, especially on the effect of
celebrity. When we use celebrities in advertisement, they give
people good feelings and that result in attention and trust about
the things in the advertisement. For example, there is a study
that

when

we

do

antismoking

campaign,

the

effect

was

different between using celebrity model and ordinary person
model. So, when we give students environmental message, it
could be more effective using celebrity model than using
ordinary person model. Especially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 would be more effective because they tend to follow
celebrities and copy celebrities.
Thus to promote student’s environmental behavior, we need to
enhance interest about environment. And in this research using
celebrity could improve environmental interest. So, we can
hypothesis that when students watch the same environmental
message, there will be difference between celebrity model and
ordinary person model. To validate this hypothesis, I designed
an experiment to verify two question. 'Does environmental
message

effect

o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vironmental behavior?', 'Is there any different effect between
celebrity’s

environmental

message

and

ordinary

person's

environmental message?'.
Before the experiment, I did preliminary inspection to assort
experiment group and control group. Preliminary inspectio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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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ed of 14 questions which are asking usual environmental
behavior. The questions were 5 Likert-type scale. Experiment
group was 75
and

6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ich are 5th grade

grade.

Control

group

was

74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ich are same grade. Experiment group and control
group were homogeneous ability group before the experiment.
One week after preliminary inspection, in experiment group's
class, there was an environmental message with celebrity.
However, there was an environmental message with ordinary
person in control group's class. It last 3 weeks locating next to
recycling and wastebasket. All conditions were same except on
the person in the environmental message. 3 weeks after, I
removed the message and do the same test as preliminary
inspection for the post-inspection.
There was a enhancement between preliminary inspection and
post-inspection both of two group by t-test. But by ANCOVA,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preliminary inspectio
n and post-inspection. Experiment group show more improveme
nt than control group.
B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e could make many education
materials using celebrity. Also, these days there are many TV
programs and news about environment. We could also use this
kinds of media for Environment Education.
keywords : Environmental behavior, Environmental interest,
Celebrity, Environmental message, Environment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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