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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행동의 일환인 생물다양성 교육이 대두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환경

에서는 잘 시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생물다양성 교육 

시행이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비형식 교육 환경에서의 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형식 교육 환경에서의 생물다양성 교육을 보충할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비형식 교육 환경에서 생물다양성 교육이 이뤄지는 여러 기관 중 

생물다양성 교육에 특화 되어있는 국립생물자원관을 선정하였고,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분석과 함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할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교육프로

그램에서 다뤄지는 교육 내용의 영역별 빈도 및 비율을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의 경우 136명을 대상으로 15개 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은 학교의 과학 

교과에서 생물종을 관찰하는 활동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교과영역인 

경제나 윤리와 연관된 생물다양성의 가치, 생명 윤리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었다. 참가자들의 인식조사 결과에서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은 학교에 비해 다양하게 생물을 접할 수 있는 체험ㆍ활동 

기회가 많다고 인식되는 한편,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서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가자들이 생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5회 이상의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처럼 일회성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 여러 회 또는 장기적으로 

교육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생물다양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지식들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생물에 대한 지식 함양과 흥미 증진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학교와는 차별화

되는 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교육 내용 

빈도 및 학습자들의 요구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 함양이라는 뚜렷한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요어: 생물다양성 교육, 비형식 교육 환경, 국립생물자원관 (NIBR) 

학  번: 2014-2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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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생물다양성은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태계의 안정과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이며(강치구 등, 2009),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될 뿐 아니라(최은영, 2007), 후손들까지도 활용할 생물자원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보전 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진다. 하지만 생물다양성은 인류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함이라는 명분 아래 위협받고 있다(OECD, 2012). 

급속도로 진행되는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비가역적인 과정임을 고려할 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하며,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하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 중 하나는 

생물다양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생물다양성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왔다. 

초등학교 과학교과서에서 일부 생물종을 관찰하며 정보를 얻는 단계부터 

시작하여 생물다양성을 구성하는 요소와 이에 관여하는 주변 환경 등을 

인지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물다양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다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과에서 다뤄지던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 등의 내용을 중학교 과학 ‘생물의 

다양성’ 단원에서 다루게 되면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 많은 

학생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교육부, 2015). 학교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등에서도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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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을 위한 환경교육을 찾아볼 수 있으며(관계부처합동, 2009, 2014), 

생물 분류를 위해 야외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박기석 등, 2007), 

멸종위기종 복원과 연계한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캠프에 

적용한(김수경 등, 2010) 연구 등을 통해 학교 밖 교육환경에서도 

생물다양성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와 연계하여 개발된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은 학생의 생물다양성 

가치 인식과 보전 태도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탐구 능력의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김동렬, 2008; 김정은 & 이상원, 2010; 최창희, 

2010; 오연숙 등, 2016).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생물다양성 

교육을 위한 교육 시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교사가 분류 

체계를 포함한 생물학적 내용 지식이 부족하거나 생물에 대한 실물 경험이 

거의 없어 교수에 곤란을 겪는 등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김미나 & 박재근, 2015). 또한 과학 교과를 통해 학습하게 

되는 생물다양성 관련 내용도 교과서의 일부 설명이 특정 내용으로만 

치우쳐 있거나(최은영, 2007) 생물다양성 관련 내용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어(성기철, 2001) 가르치지 않은 부분은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감소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기도 

하다(윤소현, 2008).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교육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제한사항이 적으며 개인의 특성과 흥미를 고려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과학관이나 박물관 같은 비형식 교육 환경에서의 생물다양성 

교육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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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형식 교육 환경을 가진 세계 각국의 기관들은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는 

넓은 연령대와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수준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과학자들의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등 

특별한 환경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들이 과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선경 등, 2004; 윤정원 등, 2013). 때문에 국내에서도 비형식 교육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윤소현, 2008; 최창희, 2010; 박도원 & 심규철, 2012; 현정아, 

2013). 하지만 개발된 교육프로그램들은 비형식 교육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기관에서 운영중인 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평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가 이루어져도 교육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강사나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성과 중심의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정경열 & 최유현, 

2011)가 많아, 교육생들의 생물다양성 관련 지식 수준이나 교육 효과는 

물론 교육프로그램 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또는 

개발에 필요한 실체적인 준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에서 교수 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참가자인 교육생들이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확인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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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비형식 교육 환경에서 운영되는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학교의 생물다양성 교육을 

보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비형식 교육 환경에서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비형식 교육 환경을 가지는 기관 중 하나인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실행되는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가? 

둘째, 교육생들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셋째, 교육생들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만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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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용어의 정의 

1.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은 육지, 해양 및 기타 수중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살아있는 유기체들의 가변성과 종 내부, 종간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 생태학적 복잡성으로 정의되며, 종내의 

다양성과 종간의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CBD, 1992). 

 

2. 비형식 교육 환경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비형식 교육 환경이란 교실은 아니지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공간을 의미하며(Fortner, 2001), 교육이 

이뤄지는 여러 환경 중 학교와 가정을 제외한 과학관이나 박물관 등이 

해당된다(김기상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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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모든 비형식 교육 환경에서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전체 비형식 교육 

환경에서 이뤄지는 생물다양성 교육의 상황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또한 

이 연구 결과만으로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효과를 확인하거나 교육프로그램 설계에 필요한 교육 참가자의 지식 

수준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심층면담과 같은 정성적인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각 

교육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교육 효과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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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비형식 학습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제 1 절 비형식 학습 

학습은 학교의 교실에서 이뤄지는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박물관, 책, 

미디어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과정 중에 또 특정 주제에 대해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일어난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9).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학습은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비형식, 

무형식, 형식 학습으로 구분되며(OECD, 2005), 과학 교육에서는 형식 

학습(formal learning)과 비형식 학습(informal learning)으로 구분되고 

있다. Wellington(1991)이 제시한 형식 학습과 비형식 학습의 특성 

차이를 보면, 형식학습은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과정을 따르며 대부분 

의도된 성과를 기대하는데 비해 비형식 학습은 사회적 강제성이 없으며,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의도치 않은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형식 학습은 학습자의 주도 하에 자발적인 학습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구조적이고 연속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형식 학습과 구별된다. 과학에서의 

비형식 학습은 또한 과학 개념, 탐구 과정, 과학적 사고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넓힐 수 있을뿐 아니라, 과학에 대한 흥미로부터 

과학이나 기술 관련 분야로의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까지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최경희, 장현숙 & 이현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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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 최경희, 2012; 정유진 등, 2014). 때문에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와 같은 형식 교육 환경으로만 

한정 짓지 않고, 학교 수업 이외의 상황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비형식 

교육 환경으로 확대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박승재 등, 2000). 

비형식 교육 환경은 과학관이나 박물관과 같이 비형식 학습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장소를 말하며, 과학과 관련된 지식이나 

연구결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과학에 대한 관람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등 과학적 소양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송진웅 등, 

2002). 비형식 교육 환경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은 평가에 대한 

부담감 없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복합적인 내용도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며 

(Rennie 등, 2001), 과학의 과정을 체험하게 하고(이선경 등, 2004), 

구체적인 현상의 관찰이나 실제적 경험을 토대로 자연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과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인지적 

ㆍ정의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준다(김태형 등, 2009). 또한 비형식 교육 

환경에서는 비교적 시간의 제약이 적을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기자재가 

구비되어있어 학교의 교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생물 표본 등을 관찰하며 

생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비형식 

교육 환경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과학적 이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과학 

교육의 목표가 ‘과학적 소양 함양’ 임을 고려할 때, 학교와 같은 형식 

교육 환경에서 갖추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비형식 교육은 필수적 



- 9 - 

 

이라 할 수 있다. 

비형식 교육 환경으로 대표되는 과학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한 

결과는 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의 과학교육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함을 제언한다(최경희 등, 2006). 이는 교과 

내에서 시공간적 제약에 의해 분명하게 다뤄주지 못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관과 같은 비형식 교육 환경에서의 교육은 학교의 

과학교과에서 부족하게 다루는 것을 찾아내 교수함으로써 여러 

개념간의 연계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과학 교육을 

조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고 기대할 수 있는 

교육 분야가 바로 생물다양성 분야이다.  

 

제 2 절 생물다양성 

1. 생물다양성의 의미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은 육지, 해양 및 기타 

수중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살아있는 유기체들의 

가변성과 종 내부, 종간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 생태학적 

복잡성으로 정의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제 1장 2조 1항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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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생물다양성은 생물이 지닌 유전자 다양성(genetic diversity)과 종의 

다양한 정도를 말하는 종 다양성(species diversity), 그리고 생물을 

둘러싸는 환경인 생태계의 다양성(ecosystem diversity)으로 구분한다 

(McNeely et al., 1990). 유전자 다양성이란 생물이 가지는 유전정보 

전체의 다양성을 일컫는 말로, 생태적으로 또는 지형적으로 격리된 

개체군, 혹은 개체군과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종내의 유전적 변이라 할 

수 있다. 한 종에 속하는 여러 개체들이 다른 유전자 구성을 가지는 것이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존과 다른 형질의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생물의 다양한 정도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에 생물의 종 다양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원천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종 다양성이란 종 수준 

에서의 다양성으로 생식 단위로 구분되는 지구상의 종 단위의 생명체 

전체를 말한다. 또한 분류학적 다양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종 다양성은 

생태계 내에서 군집과 먹이사슬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생태계 

다양성이란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생물종의 서식처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태적 특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차이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 속에서 물질을 순환시키고 노폐물의 

분배를 통해 다양한 생물의 생명활동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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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중요성 

지금도 우리는 다양한 생물들을 생존에 필요한 식량이나 의약품 

등의 자원으로 사용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으며, 생물종과 그들이 

이루는 생태계로부터 파생되는 물질과 서비스 등을 산업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생물다양성이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생물 

자원의 기반이 됨을 의미한다(국립생물자원관, 2014).  

생태계 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편익을 뜻하는 말로,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33~72조로 추산되며, 

기능에 따라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문화적 서비스, 부양 서비스로 

구분한다. 공급 서비스는 생물다양성이 식물이나 목재, 의약품 등의 

기반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조절 

서비스는 생물다양성이 토양의 형성으로부터 시작해 이산화탄소의 흡수, 

오염물질의 정화, 자연재해로부터 보호, 기후 조절 및 정화 기능까지 지구 

생태계를 지탱하는 생물다양성을 의미한다. 문화적 서비스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생물로부터 얻은 영감을 작품에 담거나, 생태체험이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시도들을 통해 생물을 문화·예술의 소재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부양서비스는 생물다양성이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연구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창조의 원천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렇게 생태계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생물다양성은 인류의 생존과 문명 

발달의 바탕이 되며, 인류에게 경제적 이익도 주는 한편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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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다양성의 현황과 감소 

지구에는 천만 여종의 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현재까지 발견된 생물종은 160만여종이다(Roskov 등, 2018). 국내의 

경우 10만종 이상의 생물종이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고된 생물종의 수는 49,027종이다(국립생물자원관, 2017). 2017 

국가생물종목록에 따르면 포유류 125종을 포함한 동물계가 

28,639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홍조류를 포함한 식물계가 7,782종, 

지의류를 포함한 균계가 5,056종, 돌말류 등의 유색조식물계가 2,879종, 

세균계 2,417종, 원생생물계 2,243종, 고세균계가 11종 이었다. 한편, 

멸종위기목록(Red List)에 등재된 생물은 25,062종으로(IUCN, 2017), 

우리나라 국가생물종목록에 보고된 생물종 수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생물의 멸종은 과거에도 자연계에서 나타나지만, 현재의 멸종 속도가 

자연적인 현상에 비해 100~1000배 빠른 점을 고려할 때,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 2050 환경전망보고서의 

예측대로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가 심화된다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육상 생물다양성의 10% 정도가 더 사라질 것이다(OECD, 2012). 멸종된 

생물종은 복원이 불가하다는 점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생물의 존재 

가능성이 인간 활동에 의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함은 물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인과 

감소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서식지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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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 침입, 기후 변화, 자연자원의 남용, 환경오염의 5가지가 

있다(국립생물자원관, 2014). 각 요인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연관되어 생물다양성 감소에 함께 작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위에 언급한 다섯가지 주요 요인의 사례 모두를 우리나라 안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특히 서식지 파괴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위해 산림, 습지, 농경지 등의 서식지를 훼손한 사례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외래종 침입의 경우 기존 생태계에 새로운 생물종이 도입되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고유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심한 경우 절멸을 야기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육지에서는 사과나 농작물의 

재배지역이 북상하였고, 바다에서는 명태 등의 한류성 어종이 줄고 

오징어와 같은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불어 대표적인 

난대성 식물로 알려진 후박나무와 참식나무 등은 2050년이면 황해도 

이북까지 생육지가 확대될 수 있으며, 한반도 내륙까지 이미 진출해 있는 

송악과 마삭풀, 사스레피나무 등의 난대 상록성 식물도 100년 뒤에는 

잠재 생육지가 북한지역 대부분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태계가 

생물의 생존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자연 자원의 남용은 필요 이상으로 

식물과 동물종을 남획하거나 밀렵하는 행동으로 인해 해당 생물종이 

번식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개체수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이렇게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5대 분야의 

14개 추진전략을 세워 생물다양성 증진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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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보전 

생물다양성을 보존 및 보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생물다양성으로부터 

유래되는 많은 가치들을 보전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로는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관련된 연구 활동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생물자원의 발굴이 곧 

국가경쟁력과 연결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생물자원을 

발굴하려는 노력과 함께 확보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들이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논의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개최된 

이 회의에는 178개국의 정부 대표가 참여하였으며,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생물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자는 내용의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채택하는 성과가 있었다. 2010년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를‘UN 

생물다양성 10년’으로 선포하여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인한 심각성을 

알리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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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물다양성 교육  

주변의 생물들을 탐구하는 기회를 통해 과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들이 주변의 생물들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생물다양성 교육은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때문에 생물다양성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도 발견되며,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와 관찰로부터 시작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중요성, 생명윤리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구나경 등, 2014). 한편 

과학교과에서 다뤄지는 생물다양성 관련 내용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만으로는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 과학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생물다양성의 정의가 주되게 교수 

되는 것에 비해 생물다양성의 감소나 보전의 중요성 등이 부족하게 

다뤄지고 있으며(윤소현, 2008),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의 경우 해당 

내용을 추가해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할 정도로 교과서에서 

깊이 있게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되었다(성기철, 2001; 최은영, 

2007; 윤소현, 2008). 이에 학교 이외의 환경으로 생물다양성 교육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과학관이나 자연사 박물관의 

비형식 교육 환경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국립서울과학관, 2005). 

자연사박물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학생들에게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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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긍정적 변화와 함께 생태적 기본 

소양 함양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며(황지원, 2013),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서의 인식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윤소현, 2008). 본 연구의 대상지인 국립생물자원관의 

전시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되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생물다양성 및 환경에 대한 태도, 지식, 

인식 변화에 긍정적이었다(최창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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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비형식 교육 환경을 가지며 생물다양성이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기관인 자연사박물관과 과학관도 본 연구의 연구 

대상지로 고려되었으나, 지구과학, 물리 등 여러 분야의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이 적어 전문적인 교육을 요구하기 힘들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정원 등, 2012)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교육이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기관을 우선 탐색하였다. 생물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중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 및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환경부 소속기관으로서 생물다양성 교육에 특화되어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을 연구 대상지로 선택한 선행연구로는 전시관을 활용한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최창희, 2010; 현정아, 2013)과 교육과정에 따른 

전시물의 전시 특성을 분석한 사례(공예진 & 신명경, 2012) 등이 있는 

반면, 이 곳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보고하거나 분석한 사례는 

전무하다. 

분석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 

프로그램 중 교육 주제 영역이 가장 다양하고 교육대상자의 연령이 넓게 

분포하며,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되어 연중 상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개인 대상 생물다양성 교실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선정하였다. 



- 18 -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2016년도에 운영된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62종의 강의계획서와 활동지, PPT 등의 강의 자료이며, 각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90분의 수업 중 7분 이상 다뤄진 교육 내용을 해당 교육프로그램 

내에서 제시한 유효한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7분이라는 시간은 

연구자가 관찰을 통해 설정한 시간으로, 강사들이 교육프로그램 내에서 

하나의 개념을 학생에게 충분히 설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평균값이며 

90분의 수업 중 도입과 마무리 시간 각 10분씩을 제외한 70분의 

수업시간의 1/10에 해당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제 2 절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내용 분석 

기존에 생물다양성 교육 내용으로서 제안된 것들은 주로 생물다양성의 

의미,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그 원인, 생물다양성의 보전 대책으로 한정 

되어있으며(구나경 등, 2012), 생물교과에서 지도해야 할 개념으로 

생물다양성의 존재를 설명하는 진화와 생물 분류 그리고 생태와의 

연관까지 제시하는 것에 대해 고찰한 연구(김영신 등, 2009) 등을 볼 때 

생물다양성 교육에서 다뤄야 할 내용 영역의 범위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각 

교육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교육 내용의 영역을 범주화 

하였다(표 1),  

본 연구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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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오연숙 등(2016)의‘생물다양성 교육 

내용 체계’를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표 2). 해당 교육 내용 체계는 

기존에 생물다양성 교육 내용으로 제안된 선행 연구들 중 생물다양성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계통 분류나 진화, 생태학적 관점 등 상대적으로 

넓은 교육 내용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선택되었다. 세부 교육 내용 요소 

추가 등의 수정ㆍ보완은 선행연구(김동렬, 2009; 구나경 등 2012)를 

참고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내용 분석 예시는 <표 3>과 

같다. 예를 들어 가족 대상 교육프로그램 ‘고마운 고마리는 얼마 

인가요?’에서는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전통지식 속 생물자원 

이라는 내용을‘생물다양성의 의미와 가치’의 교육 영역에서 다룬 

내용으로, 교구를 통해 생물종을 이해하는 활동을‘종 이해’교육 

영역에서 다룬 내용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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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결과 

연구자 

(연도) 

생물다양성 교육 내용 

종 

이해 
진화 

다양

한 

생물 

분류 
생태

계 

생태

계 

상호 

작용 

생물 

다양

성의 

의미

와 

가치 

생물 

다양

성의 

감소 

현실

과 

원인 

보존 

성기철(2001) 
      

○ ○ ○ 

윤소현(2008) 
     

○ ○ ○ ○ 

김동렬(2008) 
    

○ ○ ○ 
  

김동렬(2009) 
    

○ ○ ○ ○ 
 

김수경 등(2010) 
   

○ ○ ○ 
 

○ ○ 

김정은, 이상원 

(2010)       
○ ○ ○ 

최창희(2010) 
    

○ 
 

○ ○ ○ 

안강이(2011) 
      

○ ○ ○ 

구나경 등(2012) ○ 
 

○ 
 

○ 
 

○ 
  

손정희 등(2013) 
      

○ ○ ○ 

황지원(2013) 
   

○ ○ 
 

○ 
 

○ 

김미정 등(2016) 
      

○ ○ ○ 

오연숙 등(2016)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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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생물다양성 교육 내용 체계 

내용 범주 세부 내용 요소 

종 이해 생물의 구조와 기능, 생존전략 

진화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 진화 계통 

다양한 생물 다양한 환경에 적응, 공진화한 결과로서 다양한 생물 

생물 분류 분류 계급, 학명, 유연관계, 인위·자연분류, 분류방법 

생태계 생태계 구성,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 

생태계 상호작용 생태계 내 종간 상호작용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가치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생물자원, 

생태학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생명윤리 

생물다양성의 

감소 현실과 원인 

생물다양성 감소 현실, 감소 원인(서식지 감소, 서식지 오염 및 

단편화, 기후변화, 과도한 이용, 외래종 유입) 

생물다양성 보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개발과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 



- 22 - 

 

표 3.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분석 예시 

프로그램명 고마운 고마리는 얼마인가요? 대상 가족 

시간(90분) 세부 내용 해당 내용 범주 

도입(10분) 

• 인사(1분) 

• 동기유발(생물자원 전쟁과 국가 간 협약) 

- (3분) 빼앗긴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                          

(예: 구상나무, 미스킴라일락 등) 

- (6분) 생물다양성 협약과 나고야의정서의 등장 

 

전개 1 

(20분) 

• 생물다양성과 경제학(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 (12분) 생물다양성 보전이 주는 경제적 기회(꿀벌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 (8분) 약식 가상가치평가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가치 

활동 1 

(20분) 

• 생물자원 꼬치동자개 화폐 모으기 

- (15분) 무당거미, 솜덩이해면 등 14종이 포함된 교구로 생물종 이해하기 

- (5분) 위의 자생생물이 가지는 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알기 

종 이해 

전개 2 

(15분) 

• 전통지식 속 생물자원 

- 전북동부산간지역: 천남성수제비(담 치료), 하늘타리(소 위장약) 등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가치 

활동 2 

(15분) 
• 우리 가족 생물자원 도감 만들기 및 발표 

 

마무리 

(10분) 

• 복습 퀴즈 및 질의응답 

• 인사  

 

  



- 23 - 

 

제 3 절 교육 참가자 및 설문 조사 

2017년 1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개설한 

개인 대상 생물다양성 교실에 참가한 교육생들이 연구에 참여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정규 교육과정에서 

과학 교과를 다루는 초등학교 3학년을 연구 참여 최소 기준연령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준 연령 이상의 연구 참여자를 학생군과 보호자군으로 

나누었다. 연구 참여를 희망한 교육생은 148명이었지만, 설문에 불성실 

하게 임하거나 일부 항목의 응답을 누락한 경우가 있어 42명의 학생과 

94명의 성인으로 구성된 총 136명의 설문결과를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학생군의 연령을 좀 더 세분화하여 조사하고자 했으나 

중ㆍ고등학생의 응답이 없어 10대 응답자는 모두 초등학생이다. 

보호자군의 경우 학부모 이외에 학생과 동행한 조부모나 교사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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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 참여자 특성         Number(% Frequency) 

 
학생 보호자 전체 

성별 

남성 25 (59.5) 31 (33.0) 56 (41.2) 

여성 17 (40.5) 63 (66.0) 80 (58.8) 

거주지 

경기 9 (21.4) 23 (24.5) 32 (23.5) 

서울 3 (7.1) 19 (20.2) 22 (16.2) 

인천 30 (71.5) 51 (54.3) 81 (59.6) 

기타 0 (0.0) 1 (1.1) 1 (0.7) 

연령 

10대 42 (100.0) 0 (0.0) 42 (30.9) 

20대 0 (0.0) 2 (2.1) 2 (1.5) 

30대 0 (0.0) 21 (22.4) 21 (15.4) 

40대 0 (0.0) 66 (70.2) 66 (48.5) 

50대 이상 0 (0.0) 5 (5.3) 5 (3.7) 

 
전체 42 (100.0) 94 (100.0) 13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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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육 참가자들의 인식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

였다. 다만 연구지의 여건 상 교육프로그램 수강이 끝난 직후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했기에 통제집단의 설정이 불가하다는 한계를 가지는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one-group posttest-only design)를 따랐다. 설문 문항은 

비형식 교육 환경을 가진 자연사박물관의 교육 만족도 조사(손정주 등, 

2009)와 과학관 관람객의 학습 기대도 조사(정유진 등, 2014)에 이용되

었던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을 위해 설계되었는데,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비형식 교육 

환경에서는 기관 운영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이주희 등, 2001)를 고려한 결과이다. 참가자 

인식 조사를 위해 응답자들의 과거 교육 경험, 선호하는 교육 주제, 교육에 

참여한 이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한 점, 학교 교육보다 좋은 

점에 대한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추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 

참고할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식 조사 문항은 다중응답문항으로 구성하여 여러 

변인 간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자 하였다. 설문 문항은 연구자가 

두 차례의 검토를 통해 학생들이 질문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으며 

(표 5), 이후 4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높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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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설문 문항 구성 

구성요소 설문 문항 문항 수 

인식 

조사 

교육 경험 - 과거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가? 1 

교육프로그램  

-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는? 

-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한 점은? 

- 학교 교육에 비해 국립생물자원관 교육이 좋은 점은? 

3 

만족도 

조사 

학습내용 

- 교육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이 흥미롭다. 

-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쉬웠다. 

- 교육내용의 양은 적당 하였다. 

- 교육내용이 다른 곳의 교육내용과 중복되지 않는다. 

- 교육에서 중요한 목표로 삼은 것은 과학적 사고 촉진이었다. 

5 

성취도 

-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았다. 

-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생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생물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졌다. 

-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생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게 되었다. 

4 

기타 
- 교육기자재 등 전반적인 시설에 만족한다. 

-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육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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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및 논의 

제 1 절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내용 분석 결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2016년 운영된 교육프로그램은 총 62개로 

230회 시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8개의 프로그램은 서로 중복된 

교육명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교육대상에 차이를 두고 설명 

수준과 활동 등을 다르게 구성했다는 점에서 독립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간주하였다. 교육 대상별 운영된 교육프로그램 수와 그 횟수는 가족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22개 103회,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21개 58회,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대상 교육프로 

그램이 19개 69회였다. 이를 토대로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분석을 위해 제시하였던 <표 2>를 

토대로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속 교육 내용 

영역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들은 

평균 1.9개의 교육 내용 영역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 대상 별로 주된 

교육 내용 영역은 ‘종 이해(51.6%)’,‘생물다양성의 의미와 가치 

(37.1%)’,‘생물다양성 보존 (30.6%)’ 순으로 나타났다.  

22개의 가족 대상 교육프로그램에는 평균 1.8개의 교육 내용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많이 나타난 교육 내용 영역은‘종 

이해(54.5%)’였으며,‘생물다양성의 보전(36.4%)’과‘생물다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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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가치(31.8%)’가 뒤를 이었다. 반면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나 

진화 계통을 교육 내에서 다룬 경우는 1개의 프로그램에 불과했고, 

‘생태계’와 ‘생태계 내 상호작용’에 대해 다룬 교육프로그램은 한 

개도 없었다. 21개의 초등 저학년(1~3학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역시 

1.8개의 교육 내용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다.‘종 이해(47.6%)’에 

해당하는 내용이 높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생물다양성의 

의미와 가치(33.3%)’,‘생물다양성의 감소 현실과 원인 (23.8%)’,‘생물다양성 

보존(23.8%)’등이 뒤를 이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들에서는 

‘생태계(14.3%)’와 ‘생태계 내 상호작용(9.5%)’ 을 다룬 경우가 

있었지만,‘진화(0.0%)’영역은 다뤄지지 않았다. 19개의 초등 고학년 

(4~6학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평균 2.1개의 교육 내용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앞의 경우와 같이‘종 이해(52.6%)’와‘생물다양성의 의미와 

가치(47.4%)’,‘생물다양성의 보존(31.6%)’의 영역들이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진화(5.3%)’와‘다양한 생물(0.0%)’영역은 낮은 빈도를 

나타내거나 교육이 시행되지 않았다.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인‘종 

이해(51.6%)’영역의 경우, 초등 과학교과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생물의 

이름을 제시하는 정도로 그쳐 주변의 생물종을 탐색하고 학습할 기회가 

부족한 초등학생들에게(주은정 등, 2012) 생물종에 대해 이해할 기회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학교 수업과는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 참여로 얻게 된 지식과 경험, 

특히 실물을 관찰하는 활동 등의 경험은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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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분류군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배경지식으로 

작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한문정 등, 2010; 

박도원 & 심규철, 2012) 학교에서의 경험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또한 학습자들이 생물다양성의 개념 중 종 

다양성을 가장 쉽고 익숙하게 받아 들인다(구나경 등, 2012)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다른 내용 영역에 비해‘종 이해’영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지는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이 종 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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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 영역 분포 

교육 

대상 

(프로 

그램  

수) 

교육 내용 영역
* 

별 분포도(%) 

프로그램별 

평균 

교육 

영역 

개수 (개) 

종 

이해 
진화 

다양한 

생물 
분류 생태계 

생태계 

내        

상호 

작용 

생물 

다양

성의 

의미

와 

가치 

생물 

다양

성의 

감소 

원인 

생물 

다양

성의 

보존 

가족 

(n=22) 
54.5 4.5 13.6 18.2 0.0 0.0 31.8 22.7 36.4 1.8 

초등 저 

(n=21) 
47.6 0.0 9.5 19.0 14.3 9.5 33.3 23.8 23.8 1.8 

초등 고 

(n=19) 
52.6 5.3 0.0 15.8 10.5 15.8 47.4 26.3 31.6 2.1 

전체 

(n=62) 
51.6 7.7 8.1 17.7 8.1 8.1 37.1 25.8 30.6 1.9 

※ 교육프로그램 내 다수의 교육 내용 영역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표기 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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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분류(17.7%)’,‘다양한 생물(8.1%)’,‘생태계(8.1%)’, 

‘생태계 내 상호작용(8.1%)’,‘진화 (7.7%)’영역을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진화’영역이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는 이유는 다른 영역들에 비해 개념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이 많으므로 초등학교 에서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김영신 등, 2009)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 

내용 영역에서 낮은 빈도를 나타내거나 교육이 시행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점은 시간 관계상 9개의 교육 내용 영역을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 다루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일회성으로 이뤄질 경우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여러 내용 중 일부만 

인식하게 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생물다양성은 생명과학 교과 외에도 

지구과학 교과와, 넓게는 사회과 범주인 윤리, 경제 등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지만,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속에는 생물다양성 관련 

내용이 학년과 교과에 따라 분리되어 교수되고 있다. 초등 교육과정의 

경우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와 관찰은 과학과에서,‘생물다양성의 

가치’로도 설명되는 실생활 속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등의 내용은 

실과에서, 생명윤리와 관련된 내용은 도덕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구나경 등, 2012; 박재근, 2014). 중등 교육과정의 과학 교과에서도 

생물다양성의 의미나 보전 등으로 내용이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은영, 2007; 윤소현, 2008). 이렇게 생물다양성 관련 내용이 분리 

되어 교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 이라는 개념이 과학교과 

에서 주로 다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이 생물다양성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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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경제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계하여 사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생물다양성의 손실 발생 시 생태학적 관점에서만 생물다양성 

문제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Menzel & Bogeholz, 2009; Navarro-

Perez & Tidball, 2012). 따라서 학습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물다양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분포가 적게 나타난 진화, 

분류, 생태계 등의 교육 내용 영역들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빈도를 증가 시킬 필요가 있으며, 교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생물다양성 

관련 지식을 생물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도 설계될 필요가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된 대상이 담임 

교사의 지식 수준에 많이 영향 받는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생물 교수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만날지라도 학교의 교사가 놓칠 

수 있는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또한 비형식 교육 

환경에서의 생물다양성 교육 참여를 통해 얻은 생물학 지식이 학교 

교육 속에서 배경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생물다양성에 대해 편중된 시각을 가질 

가능성을 적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방문객들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인해 생물주권이 강화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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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생물의 다양성’ 단원을 

새로 도입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는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Park(2017)에 의하면 교과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반면, 학생들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개인 및 사회적 노력을 체감할 수 있는 실제 

활동 사례를 필수 탐구 활동을 통해 조사하여 학습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홍보활동까지도 제안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시수의 문제로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활동을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밖 교육 환경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실행할 기회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일부 

교육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30.6%)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나고야의정서 채택 

등의 사례를 다루며, 국가적 노력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등의 활동 

사례를 다루는 점은 해당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교과 내에서 필수 

탐구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체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인식이 낮은 중‧고등학생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최은영, 2007).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된 학생 연령은 초등학생 이므로 교육프로그램 내에서 생물다양성 



- 34 - 

 

보전에 대한 내용이나 활동을 제시할 때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참가자 설문 조사 결과 

1. 국립생물자원관에서의 생물다양성 교육 경험 

참가자들이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교육 참가자 중 설문일에 처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6.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5회 

이상 교육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합(2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군의 63.9%와 학생군의 64.3%가 이전에도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부적

으로는 1~2회 참여(25.0%), 5~9회 참여(14.7%), 3~4회 참여(13.2%), 

10회 이상 참여(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프로그램 참여 횟수 

증가에 따른 응답자 수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교육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점은 설문을 

시행한 시기가 겨울방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새 학년이 되기 전 여유를 

가지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10대와 40대가 교육생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와 학령기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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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들이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큼을 나타낸다. 실제로 연구 참가자들의 설문 응답 기초 기재사항인 동반자 

관계 항목을 확인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며, 136명 중 11명을 제외한 

응답자들이 부모-자녀의 관계라고 응답하였다.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

자의 36.0%를 차지했으며 10회 이상 참여한 참가자가 11.0%에 그쳤다는 

결과는 비형식 교육환경을 가지면서 연간 비슷한 개수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립과천과학관과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 

국립과천과학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조사한 김이슬 등

(2011)의 연구에서는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참가자들의 교육 경험과 해당 빈도가 비

례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과학관에 한 번 방문하면 반복적으로 방문

하는 경향이 있다(김진국 & 박종원, 2013)는 선행 연구결과를 함께 고려

할 때, 점차 재방문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

다양성 교육프로그램에는 여러 차례 또는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한 요인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에 학습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조사해본 결과, 국립

생물자원관에서는 홈페이지에서 교육 참가 신청을 받은 후 추첨을 통해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참가자를 선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청방법은 

생물다양성에 관심이 있더라도 참가자 선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프로

그램의 참여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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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인식이 일회성의 교육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 

참가자들이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표 7.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Number(% Frequency) 

 
처음 1 회 이상 3 회 이상 5 회 이상 10 회 이상 합계 

구분 
학생 15 (35.7) 9 (21.4) 6 (14.3) 8 (19.1) 4 (9.5) 42 (100.0) 

보호자 34 (36.2) 25 (26.6) 12 (12.8) 12 (12.8) 11 (11.7) 94 (100.0) 

연령 

10 대 15 (35.7) 9 (21.4) 6 (14.3) 8 (19.0) 4 (9.5) 42 (100.0) 

20 대 2 (10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30 대 12 (57.1) 5 (23.8) 3 (14.3) 0 (0.0) 1 (4.8) 21 (100.0) 

40 대 20 (30.3) 19 (28.8) 9 (13.6) 8 (12.1) 10 (15.2) 66 (100.0) 

50 대 

이상 
0 (0.0) 1 (20.0) 0 (0.0) 4 (80.0) 0 (0.0) 5 (100.0) 

전체 49 (36.0) 34 (25.0) 18 (13.3) 20 (14.7) 15 (11.0) 13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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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관별 교육 참가자들의 교육 참여 경험 비교  

    (국립과천과학관 데이터 출처 : 김이슬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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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앞서 진술된 결과에 의거하여 과학관 방문 횟수가 적을수록 학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김진국 & 박종원, 2013),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의 요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최지은 등, 2004)는 판단 아래, 

본 항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프로그램의 주된 참가자 유형으로 나타난 

부모-자녀 관계의 참가자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진술하였다. 

먼저 교육 참가자들에게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한 점 그리고 학교보다 좋은 점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부모와 자녀 집단의 응답 결과는 <표 8>과 같다.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자녀 집단은

‘생물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30.9%)’,‘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30.2%)’,‘학교 공부에 도움 이 될 것 같아서(15.9%)’,‘전시물 이해

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14.3%)’,‘과제(숙제) 해결을 위해서(8.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부모 집단은‘자녀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시키고 싶어서(31.7%)’주로 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으며,‘자녀의 

과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24.0%)’,‘생물에 대한 지식 획득을 위해서

(19.1%)’,‘자녀의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19.5%)’그리고

‘전시물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5.7%)’교육에 참여하였다고 응답

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신의 교육을 위해 교육에 참여하기보다 

자녀의 보호자 신분으로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학부모들이 환경교육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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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선행연구(김범수 & 이숙정, 2009)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들의 생물에 대한 친밀감 형성에 부모의 생물에 대한 관심이 

큰 영향을 미친다(전민정 등, 2012)는 점에서, 부모가 단순한 보호자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 내에서 부모가 조력자로서 수행할 역할을 

할당하여 교육프로그램 속에서 주체로서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한 점에 

대한 응답은 <표 9>와 같다. 자녀 집단은‘풍부한 과학(생물학)적 

상식(27.0%)’, ‘생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25.4%)’,‘창의력 및 탐구 

능력 증진(21.4%)’,‘학교 과학(생물) 성적 향상(15.9%)’,‘발표 등 

적극적 학습태도(10.3%)’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한편 부모 집단은 

자녀가‘생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30.1%)’,‘창의력 및 탐구 능력 

증진(29.3%)’,‘풍부한 과학 상식 함양(28.0%)’,‘발표 등 적극적 

학습태도(7.3%)’ 증진 그리고‘학교 과학(생물) 성적 향상(5.3%)’을 

희망하였다. 부모 집단의 인식은 비형식 교육 환경에서의 교육이 자녀의 

학교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과학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 것을 

기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수경 등, 2010)를 따르고 있었다. 학생 

들이 비형식 교육 환경인 과학관의 교육프로그램 참여로 과제에 대해 

흥미를 갖고 탐구 방법을 경험한다(이선경 등, 2010)는 점에서,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 역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흥미와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험의 장, 탐구의 장으로서 기능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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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이 학교 교육보다 좋은 점을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자녀 집단에서는‘체험·실습 기회가 

많음(24.6%)’,‘전문성 있는 선생님이 가르침(23.0%)’,‘표본, 전시물 

이용 등 다양한 수업 방식(21.4%)’,‘생물에 대한 쉽고 상세한 설명 

(20.6%)’,‘다양한 과목 선택 가능(10.4%)’순으로 응답하였다. 부모 

집단은‘표본, 전시물 이용 등 다양한 수업 방식(26.4%)’,‘체험·실습 

기회가 많음(25.6%)’,‘생물에 대한 쉽고 상세한 설명(22.4%)’,‘전문성 

있는 선생님이 가르침(19.9%)’그리고‘다양한 과목 선택 가능(5.7%)’ 

순으로 응답하였다. 두 집단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체험·실습 기회가 

많음(25.3%)’과‘표본, 전시물 이용 등 다양한 수업 방식 (24.7%)’ 이 

선택된 점은 교육 참가자들이 체험·실습 기회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음을 말하며, 학교에서 접하지 못하는 생물 표본을 활용하거나 

전시관과 연계하는 등의 다양한 수업 방식을 선호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사실은 관찰이나 실험 등의 직접적인 활동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탐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반면(서임철, 2007)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실험이나 조사 활동을 직접 수행해보는 활동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이재봉, 2016)는 현실과도 연결된다. 이를 고려할 때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참가자들의 

기대를 반영하여 충분한 체험‧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내에서 표본과 전시물 등의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생물다양성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배경지식의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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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을 활용한 분류 활동은 과학과 교육과정 내에서 아직 생물 분류를 

배우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 생물의 실물을 접하고 관찰해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추후 인지할 수 있는 생물의 범위를 넓혀줄 수 있을 

것이며, 관찰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근거로 다양한 분류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경험을 통해 분류에 대한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학생들이 추후 중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에서 

일부 접하게 되는 가상 생물 분류 활동에 비해 실제적인 경험이 될 

것이며, 교과서에서 의도한 분류 기준 외의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재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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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교육프로그램 참여 이유(부모-자녀)                  Number(% Frequency) 

 

자녀 

(n=42) 

부모 

(n=82) 

합계 

(n=124) 

종합 

① 학교 학습에 도움 20 (15.9) 48 (19.5) 68 (18.3) 

② 생물 관련 지식 획득 39 (30.9) 47 (19.1) 86 (23.1) 

③ 전시물 이해 도움 18 (14.3) 14 (5.7) 32 (8.6) 

④ 다양한 체험·활동 38 (30.2) 78 (31.7) 116 (31.2) 

⑤ 과제해결/과학적소양 11 (8.7) 59 (24.0) 70 (18.8) 

전체 빈도 수 126 (100.0) 246 (100.0) 372 (100.0) 

1순위 

① 학교 학습에 도움 7 (16.8) 11 (13.4) 18 (14.5) 

② 생물 관련 지식 획득 24 (57.1) 12 (14.6) 36 (29.0) 

③ 전시물 이해 도움 3 (7.1) 2 (2.4) 5 (4.0) 

④ 다양한 체험·활동 5 (11.9) 48 (58.6) 53 (42.8) 

⑤ 과제해결/과학적소양 3 (7.1) 9 (11.0) 12 (9.7) 

전체 빈도 수 42 (100.0) 82 (100.0) 124 (100.0) 

2순위 

① 학교 학습에 도움 7 (16.7) 11 (13.4) 18 (14.5) 

② 생물 관련 지식 획득 9 (21.4) 15 (18.3) 24 (19.4) 

③ 전시물 이해 도움 8 (19.0) 8 (9.8) 16 (12.9) 

④ 다양한 체험·활동 17 (40.5) 20 (24.4) 37 (29.8) 

⑤ 과제해결/과학적소양 1 (2.4) 28 (34.1) 29 (23.4) 

전체 빈도 수 42 (100.0) 82 (100.0) 124 (100.0) 

3순위 

① 학교 학습에 도움 6 (14.3) 26 (31.7) 32 (25.8) 

② 생물 관련 지식 획득 6 (14.3) 20 (24.4) 26 (21.0) 

③ 전시물 이해 도움 7 (16.7) 4 (4.9) 11 (8.8) 

④ 다양한 체험·활동 16 (38.0) 10 (12.2 26 (21.0) 

⑤ 과제해결/과학적소양 7 (16.7) 22 (26.8) 29 (23.4) 

전체 빈도 수 42 (100.0) 82 (100.1.0) 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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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한 점(부모-자녀)        Number(% Frequency) 

 

자녀 

(n=42) 

부모 

(n=82) 

합계 

(n=124) 

종합 

① 생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 32 (25.4) 74 (30.1) 106 (28.5) 

② 학교 성적 향상 20 (15.9) 13 (5.3) 34 (8.9) 

③ 풍부한 과학 상식 34 (27.0) 69 (28.0) 103 (27.7) 

④ 창의력 및 탐구능력 27 (21.4) 72 (29.3) 99 (26.6) 

⑤ 발표 등 학습 태도 13 (10.3) 18 (7.3) 31 (8.3) 

전체 빈도 수 126 (100.0) 246 (100.0) 372 (100.0) 

1순위 

① 생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 14 (33.3) 44 (53.7) 58 (46.8) 

② 학교 성적 향상 7 (16.7) 2 (2.4) 9 (7.3) 

③ 풍부한 과학 상식 13 (30.9) 18 (22.0) 31 (25.0) 

④ 창의력 및 탐구능력 7 (16.7) 17 (20.7) 24 (19.3) 

⑤ 발표 등 학습 태도 1 (2.4) 1 (1.2) 2 (1.6) 

전체 빈도 수 42 (100.0) 82 (100.0) 124 (100.0) 

2순위 

① 생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 8 (19.1) 19 (23.2) 27 (21.8) 

② 학교 성적 향상 3 (7.1) 1 (1.2) 4 (3.2) 

③ 풍부한 과학 상식 14 (33.3) 33 (40.2) 47 (37.9) 

④ 창의력 및 탐구능력 13 (31.0) 26 (31.7) 39 (31.5) 

⑤ 발표 등 학습 태도 4 (9.5) 3 (3.7) 7 (5.6) 

전체 빈도 수 42 (100.0) 82 (100.0) 124 (100.0) 

3순위 

① 생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 10 (23.8) 11 (13.4) 21 (17.0) 

② 학교 성적 향상 10 (23.8) 10 (12.2) 20 (16.1) 

③ 풍부한 과학 상식 7 (16.7) 18 (22.0) 25 (20.2) 

④ 창의력 및 탐구능력 7 (16.7) 29 (35.4) 36 (29.0) 

⑤ 발표 등 학습 태도 8 (19.0) 14 (17.1) 22 (17.7) 

전체 빈도 수 42 (100.0) 82 (100.1.0) 124 (100.0) 



- 44 - 

 

표 10. 학교보다 좋은 점(부모-자녀)                      Number(% Frequency) 

 

자녀 

(n=42) 

부모 

(n=82) 

합계 

(n=124) 

종합 

① 교사의 전문성 29 (23.0) 49 (19.9) 78 (21.0) 

② 다양한 수업 방식 27 (21.4) 65 (26.4) 92 (24.7) 

③ 많은 체험·실습 기회 31 (24.6) 63 (25.6) 94 (25.3) 

④ 과목 선택 가능 13 (10.4) 14 (5.7) 27 (7.2) 

⑤ 쉽고 상세한 설명 26 (20.6) 55 (22.4) 81 (21.8) 

전체 빈도 수 126 (100.0) 246 (100.0) 372 (100.0) 

1순위 

① 교사의 전문성 16 (38.1) 16 (19.5) 32 (25.8) 

② 다양한 수업 방식 9 (21.4) 28 (34.2) 37 (29.8) 

③ 많은 체험·실습 기회 13 (30.9) 26 (31.7) 39 (31.5) 

④ 과목 선택 가능 2 (4.8) 1 (1.2) 3 (2.4) 

⑤ 쉽고 상세한 설명 2 (4.8) 11 (13.4) 13 (10.5) 

전체 빈도 수 42 (100.0) 82 (100.0) 124 (100.0) 

2순위 

① 교사의 전문성 5 (11.9) 15 (18.3) 20 (16.1) 

② 다양한 수업 방식 11 (26.2) 22 (26.8) 33 (26.6) 

③ 많은 체험·실습 기회 12 (28.6) 26 (31.7) 38 (30.6) 

④ 과목 선택 가능 4 (9.5) 5 (6.1) 9 (7.3) 

⑤ 쉽고 상세한 설명 10 (23.8) 14 (17.1) 24 (19.4) 

전체 빈도 수 42 (100.0) 82 (100.0) 124 (100.0) 

3순위 

① 교사의 전문성 8 (19.0) 18 (21.9) 26 (21.0) 

② 다양한 수업 방식 7 (16.7) 15 (18.3) 22 (17.7) 

③ 많은 체험·실습 기회 6 (14.3) 11 (13.4) 17 (13.7) 

④ 과목 선택 가능 7 (16.7) 8 (9.8) 15 (12.1) 

⑤ 쉽고 상세한 설명 14 (33.3) 30 (36.6) 44 (35.5) 

전체 빈도 수 42 (100.0) 82 (100.0) 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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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1) 학생군과 보호자군의 교육 만족도 차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군과 보호자군의 만족도는 각 영역에서 5점 

리커트 척도 중 평균 4점 이상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1). 

학생군에서는 상대적으로 기타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학습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보호자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조사된 반면 기타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조사

되었다.  

학습 내용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학생군(M=4.60)과 보호자군

(M=4.54) 모두가‘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같은 범주의 응답 중 가장 높은 응답 평균을 나타내었다. 한편 국립생물자

원관의 교육 내용이 다른 기관들의 교육내용에서 차별성을 가지는지, 또 

교육프로그램 내에서 과학적 사고를 촉진했는지에 대해 학생군과 보호자

군은 의미 있는 응답 평균 차이를 보였다. 먼저 교육에서 과학적 사고를 

촉진했는지에 대한 보호자군(M=4.24)과 학생군(M=4.50)의 응답 차이는 

성인에 비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선지식이 적은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에 

대해 가지는 호기심의 정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사고가 촉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교육 내용의 차별성 항목에서는 학생군(M=4.00)이 보호자군

(M=4.44)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국립생물

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이 자연사박물관이나 과학관 등에서의 교육프로

그램과 유사한 교육 내용을 제공했을 가능성과 연결된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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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을 위한 교육이라는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육 내용을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특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타 기관 교육프로그램과의 

교육 내용 유사성 확인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만의 생물다양성 교육 체

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취도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학생군과 보호자군 사이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학생군(M=4.57)과 보호자군(M=4.66) 

모두에게서 생물에 대한 태도 변화 항목의 응답 평균이 다른 항목의 응답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생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응답 평균이 학생군(M=4.52)과 보호자군

(M=4.62) 모두에게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영역의 시설만족도의 경우 학생군(M=4.57)이 보호자군

(M=4.2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교육프로

그램 내에서 보호자보다 학생들이 교육기자재 등의 시설을 더 많이 이용

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다른 사람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추천

하고 싶은 정도에 대한 응답은 학생군(M=4.55)과 보호자군(M=4.51) 

모두에게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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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의 교육 만족도 차이 

영역 설문내용 
학생 (n=42) 보호자 (n=94) 

t p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학습 

내용 

학습 소재의 흥미 정도 4.57 0.63 4.51 0.63 0.517 0.606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 4.60 0.66 4.54 0.60 0.458 0.648 

학습 내용 양의 적절성 4.38 0.85 4.34 0.66 0.300 0.765 

타 기관 교육 내용과의 차별성 4.00 1.23 4.44 0.63 -2.174 0.034
*
 

과학적 사고 촉진 정도 4.50 0.67 4.24 0.67 2.058 0.042
*
 

 
평균 4.41 0.66 4.41 0.49 -0.047 0.962 

성취도 

새로운 지식 획득 4.55 0.77 4.64 0.58 -0.680 0.499 

지적 호기심 증가 4.43 0.89 4.57 0.60 -0.972 0.335 

생물에 대한 태도 변화 4.57 0.77 4.66 0.52 -0.677 0.501 

생물의 중요성과 가치 인식 4.52 0.67 4.62 0.59 -0.817 0.416 

 
평균 4.52 0.65 4.62 0.46 -1.066 0.288 

기타 
시설 만족도 4.57 0.74 4.23 0.68 2.607 0.010

*
 

추천 의사 4.55 0.86 4.51 0.62 0.284 0.777 

 
평균 4.56 0.69 4.37 0.57 1.650 0.101 

*p<0.05, **p<0.01,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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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교육 만족도 차이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만족도는 학습 내용 영역 중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 성취도 영역 중 새로운 지식 획득, 

생물에 대한 태도변화, 생물의 중요성과 가치 인식 측면에서, 기타 영역의 

추천 의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표 12).  

학습내용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다른 항목들에 비해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 항목에서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M=4.65)과 없는 집단(M=4.40)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

다양성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없었던 참가자들에 비해 교육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은 여러 번 교육에 참여하면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용어 등이 

친숙해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성취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4문항 중 3문항에서 교육 참여 경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새로운 지식 획득의 경우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

(M=4.71)과 없는 집단(M=4.44)에서 응답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생물에 대한 태도 변화에서도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

(M=4.77)과 없는 집단(M=4.40)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물의 중요성과 가치 인식 항목은 집단별 응답 

평균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문항으로서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

(M=4.73)과 없는 집단(M=4.34)에서 응답 평균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 경험을 가지는 참가자 집단이 교육 경험이 없는 참가자 

집단의 응답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평균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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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생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횟수 증가에 따른 

성취도 영역의 응답 평균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두 요인은 비례하여 증가

하였다(표 13). 생물의 중요성과 가치 항목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에 5회 

이상 참여해야 처음 교육에 참여한 것에 비해 성취도 영역의 응답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로운 지식 획득 

항목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를 갖기 위해서는 3회 이상 교육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생물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5회 이상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 영역의 추천 의사 항목에서는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

(M=4.34)에 비해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M=4.63)에서 긍정적으로 반응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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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만족도 차이 

영역 설문내용 

자원관 교육 경험 

있음 (n=86) 

자원관 교육 경험 

없음 (n=50) 
t p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학습 

내용 

학습 소재의 흥미 정도 4.59 0.60 4.42 0.67 1.548 0.124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 4.65 0.55 4.40 0.70 2.179 0.032
*
 

학습 내용 양의 적절성 4.43 0.76 4.22 0.65 1.640 0.103 

타 기관 교육 내용과의 

차별성 
4.41 0.83 4.12 0.94 1.849 0.067 

과학적 사고 촉진 정도 4.40 0.64 4.20 0.73 1.634 0.105 

 
평균 4.50 0.50 4.27 0.60 2.227 0.029

*
 

성취도 

새로운 지식 획득 4.71 0.59 4.44 0.70 2.277 0.025
*
 

지적 호기심 증가 4.58 0.74 4.44 0.61 1.139 0.257 

생물에 대한 태도 변화 4.77 0.55 4.40 0.64 3.407 0.001
***

 

생물의 중요성과 가치 인식 4.73 0.58 4.34 0.59 3.765 0.000
***

 

 
평균 4.70 0.50 4.41 0.53 3.220 0.002

***
 

기타 
시설 만족도 4.40 0.69 4.24 0.74 1.229 0.221 

추천 의사 4.63 0.63 4.34 0.77 2.355 0.020
*
 

 
평균 4.51 0.55 4.29 0.69 1.932 0.057 

*p<0.05, **p<0.01,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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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교육 참여 횟수에 따른 만족도 평균 차이 

종속변수 교육 참여 횟수 
평균 

(M) 

표준편차 

(S.D) 
F/p 사후검증결과 

새로운 지식 획득 

처음 참여(a) 4.43 0.71 

2.793/0.029
*
 

c>a 

(Dunnett T3) 

1~2회(b) 4.74 0.51 

3~4회(c) 4.83 0.38 

5~9회(d) 4.80 0.41 

10회 이상(e) 4.40 0.99 

생물에 대한 태도 

변화 

처음 참여(a) 4.39 0.64 

3.486/0.010
*
 

d>a 

(Dunnett T3) 

1~2회(b) 4.74 0.62 

3~4회(c) 4.78 0.55 

5~9회(d) 4.85 0.37 

10회 이상(e) 4.73 0.59 

생물의 중요성과 

가치 인식 

처음 참여(a) 4.33 0.59 

4.254/0.003
**

 

d>a 

e>a 

(Dunnett T3) 

1~2회(b) 4.65 0.69 

3~4회(c) 4.72 0.57 

5~9회(d) 4.80 0.52 

10회 이상(e) 4.87 0.35 

*p<0.05, **p<0.01,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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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형식 교육 환경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형식 교육 환경에서의 생물다양성 교육을 보충할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형식 교육 환경인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운영되는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참가자의 인식 및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들은 과학 교과에서 

다루는 생물종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교육 내용 범주에 

포함되지만 다른 교과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가치, 생명 

윤리까지도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다루는 생물다양성 관련 

배경지식의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내용 영역의 

빈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 일회성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생물다양성의 일부 내용만으로 생물다양성 문제에 대해 편중된 사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참가자들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생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장으로 인식하는 

한편, 부모의 경우 자신의 역할을 교육생이 아닌 보호자로 한정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학교에 비해 체험·활동의 



- 53 - 

 

기회가 많으며,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표본 등의 교구나 전시관을 

교육에 연계할 수 있는 점 등이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과 다른 점이라고 응답하였다.  

  셋째, 참가자들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 중 평균 4점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보호자군(M=4.44)에 비해 학생군(M=4.00)에서 교육 내용의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인식되었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참가자 집단(M=4.77)이 참여 경험이 없는 참가자 

집단(M=4.40)에 비해 생물의 중요성과 가치 인식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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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첫째,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일부 지식만 습득하게 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므로 여러 차례 또는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빈도가 낮게 나타난 교육 내용 영역을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횟수를 증편함으로써 생물다양성과 연관된 다양한 내용 

영역에 대한 배경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과 관계없이 생물다양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관련 

지식들을 연관 지어 포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일회성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교육생들의 장기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립생물자원관이 비형식 교육 환경임을 고려할 때, 학교와는 

차별화되는 교육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참가자들이 

학교 교육과 다른 점으로 체험 활동의 기회가 많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한다는 점을 꼽았으므로 개발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에 다양한 

수업 방식을 추가하거나 체험 활동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생물에 대한 지식 함양과 흥미 증진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학교에서의 생물다양성 교육에서 부족한 경험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부 교육프로그램은 부모가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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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므로 자녀가 생물다양성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데 부모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부모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교육프로그램 내에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교육 내용 빈도 및 학습자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 함양이라는 뚜렷한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 체계를 구상해야 하며, 자연사박물관이나 과학관 등의 

기관과 구별되는 교육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 개인이 생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어도 5회 이상의 충분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비형식 교육 환경에서 이뤄지는 생물다양성 

교육의 효과와 참가자들의 지식 수준을 심층적으로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심층 면담 등의 정성적인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각각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교육 

효과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생물다양성 교육의 

활성화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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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biodiversity is rapidly reduced, the need of education program 

for conserving biodiversity is increasing. To develop more desirable 

biodiversity education programs for informal biodiversity education, 

we analyzed biodiversity education program opera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NIBR) and surveyed 

participants' opinion on the program. The contents of education 

program were analyzed based on the biodiversity content criteria 

and 136 people replied to the questionnaire with 15 questio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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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indicated that the contents of NIBR's biodiversity education 

program dealt with biodiversity related to economics and ethics, as 

well as biology that students learn in school science class. However, 

evolution and classification contents were often treated with a 

relatively low frequency, which can be leading to biased thinking 

about biodiversity. Survey results showed that NIBR's biodiversity 

education program offers more opportunities for various 

experiences and teaching methods than in schools but NIBR's 

biodiversity education program contents should be specialized in 

biodiversity. Participants also represented that they recognized the 

importance and value of biodiversity when they participated NIBR's 

biodiversity education program at least 5 times. 

 

Keywords: Biodiversity Education, Informal Education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NI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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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교육프로그램 목록) 

- 가족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체계 

(n=22) 

교육프로그램명 대상 
종 

이해 
진화 

다양한 

생물 
분류 생태계 

생태계 

상호 

작용 

생물 

다양 

성의 

의미와 

가치 

생물 

다양 

성의 

감소 

원인 

생물 

다양 

성의 

보전 

계 

고마운 고마리는 얼마일까? 

초등 

학생을 

포함한 

가족 

      
○ 

  
1 

기생생물의 생존전략 ○ 
        

1 

나고야의정서를 알아보자 
      

○ 
  

1 

나는 누구의 씨앗일까요? ○ 
        

1 

내 이름은 꽝꽝나무야 ○ 
 

○ 
      

2 

내가 만드는 나뭇잎 도감 ○ 
  

○ 
     

2 

도전!! 에너지 제로 하우스 
        

○ 1 

돌아온 소백산 여우 ○ 
      

○ ○ 3 

둥지 짓고 탑 쌓는 물고기의 꿈 
  

○ 
    

○ ○ 3 

멸종위기 생물 골든벨 
       

○ ○ 2 

봄나물은 천연 비타민 ○ 
  

○ 
     

2 

분류를 부탁해 
 

○ 
 

○ 
     

2 

생물로부터 배운다 ○ 
     

○ 
  

2 

아름다운 해조류 ○ 
  

○ 
  

○ 
  

3 

우리 바다에 사는 젖먹이동물 ○ 
      

○ ○ 3 

자연이 주는 건강 
      

○ 
  

1 

작은 곤충의 생존전략 ○ 
       

○ 2 

전통의 지혜와 생물자원 
      

○ 
 

○ 2 

지구를 위한 시간 
       

○ 
 

1 

특별전 연계_살아남아라 ○ 
 

○ 
      

2 

흉배,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 
      

○ 
  

1 

흥미 쏙쏙 표본 이야기 ○ 
       

○ 2 

계 12 1 3 4 0 0 7 5 8 40 

전체 중 비율(%) 54.5 4.5 13.6 18.2 0.0 0.0 31.8 22.7 36.4 - 



- 69 - 

 

 

- 초등 저학년(1~3학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체계 

(n=21) 

교육프로그램명 대상 
종 

이해 
진화 

다양한 

생물 
분류 생태계 

생태계 

상호 

작용 

생물 

다양 

성의 

의미와 

가치 

생물 

다양 

성의 

감소 

원인 

생물 

다양 

성의 

보전 

계 

곤충의 이해 

초등 저 

(1~3) 

○ 
  

○ 
   

○ 
 

3 

금강초롱아 내가 지켜줄게 
   

○ 
  

○ 
  

2 

나는 누구의 씨앗일까요? ○ 
        

1 

나는야 기후변화 탐정단 
       

○ ○ 2 

나비야, 너는 이름이 뭐니? ○ 
  

○ 
     

2 

너의 집을 소개시켜줘 ○ 
    

○ 
   

2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 ○ ○ 3 

물속에 사는 친구를 알아봐요 ○ 
   

○ 
    

2 

생물과 자외선 ○ 
        

1 

생물발광 ○ 
        

1 

생물의 방어전략 ○ 
 

○ 
      

2 

숨어있는 도시 속의 동물들 
  

○ 
 

○ 
    

2 

식물일까 아닐까 ○ 
  

○ 
     

2 

약이 되고 힘이 되는 우리 생물 
      

○ 
  

1 

어류 다양성 
      

○ 
 

○ 2 

자연 속의 먹이 관계 
    

○ ○ 
   

2 

자연을 모방하는 과학자들 
      

○ 
  

1 

자원식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 
  

1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 
 

1 

지켜야 할 우리 생물, 조류 ○ 
      

○ ○ 3 

향기 나는 우리식물 
      

○ 
 

○ 2 

계 10 0 2 4 3 2 7 5 5 38 

전체 중 비율(%) 47.6 0.0 9.5 19.0 14.3 9.5 33.3 23.8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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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고학년(4~6학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내용 체계 

(n=19) 

교육프로그램명 대상 
종 

이해 
진화 

다양한 

생물 
분류 생태계 

생태계 

상호 

작용 

생물 

다양 

성의 

의미와 

가치 

생물 

다양 

성의 

감소 

원인 

생물 

다양 

성의 

보전 

계 

금강초롱아 내가 지켜줄게 

초등 저 

(1~3) 

   
○ 

  
○ 

  
2 

나는야 기후변화 탐정단 
       

○ ○ 2 

내 춤은 대화야 ○ 
     

○ 
 

○ 3 

너는 고향이 어디니? 
     

○ 
 

○ 
 

2 

명탐정 새탐정 ○ 
  

○ 
     

2 

물속에 사는 친구를 알아봐요 ○ 
   

○ 
    

2 

방구쟁이 노린재 ○ 
     

○ 
 

○ 3 

사라지는 친구들 
       

○ ○ 2 

생물로부터 배운다 ○ 
     

○ 
  

2 

신비한 자연의 건축술 
      

○ 
  

1 

약이 되고 힘이 되는 우리 생물 
      

○ 
  

1 

외래종이란? 
     

○ 
 

○ 
 

2 

유쾌하게 살아남기 ○ ○ 
      

○ 3 

자연을 모방하는 과학자들 
      

○ 
  

1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 
 

1 

지켜야 할 우리 생물, 양서파충류 ○ 
      

○ ○ 3 

환경 파수꾼 거미 ○ 
    

○ ○ 
  

3 

흑산도의 생물학자 ○ 
  

○ 
  

○ 
  

3 

흙 그리고 방선균 ○ 
   

○ 
    

2 

계 10 1 0 3 2 3 9 6 6 40 

전체 중 비율(%) 52.6 5.3 0.0 15.8 10.5 15.8 47.4 26.3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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