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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함께 환경인식 또한 향상되고 있다. 육군은 앞으로 지

속되고 심화될 기후변화에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극한기

후에 따른 일일단위 일과표의 재구성, 경계작전 시스템 변화, 장병 환경

의식 개선 등 장기적인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이 갖는 특성에 기초하여 다양한 임무

를 수행하는 군 장병의 환경의식 수준 측정 및 환경의식 영향요인을 분

석함으로써 대한민국 육군에게 환경인식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

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형적, 기후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갖도록 

1개 사단 내에서 경계부대, 전투부대, 작전지속지원부대, 행정지원부대의 

4가지 임무유형으로 구분한 4개의 중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야

외활동 정도와 환경교육(환경경험) 정도의 2가지를 독립변수로, 환경에 

대한 관심, 태도, 그리고 행동의 3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한 환경의식을 

종속변수로 각각 선정하여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월평균 야외훈련 일자와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의 

횟수가 부(-)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부대별 환경의식 수준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모든 부대가 서열을 가지고 서로 다른 수준을 보이

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에서도 분명 부대 간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입대 전 환경교육 경험 유무,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경험 유무, 그리

고 간부와 용사로 구분되는 신분에 따른 차이는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경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통제변수로 회

귀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환경교육은 

환경의식의 모든 영역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야외활동과 간부들의 환경의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군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 활동이 장병 환경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간부들의 환경의



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간부들의 실천과 적절한 수시교육이 

용사들의 환경의식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

한 조직적이고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환경의식의 집단적 개선효

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며, 용사들도 일과 후 및 휴일에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

츠를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 수단을 개발하는 데

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서로 다른 임무형태를 가진 다양한 장병들의 환경의식 수

준을 비교하고, 군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이 장병 환경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지만, 장병들의 환경에 대

한 관심과 태도의 개선이 행동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으며, 환경의식 수준을 1회의 단순설문을 통해 

조사하였기 때문에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확인이 제한되었다는 한계도 있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의 환경의식 수준이 그들의 친환경행동 

정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인과요인인가를 함께 고려하여 장병들의 환경행

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보다 입체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육군, 장병, 환경의식, 야외활동, 환경교육, 환경경험

학 번 : 2018-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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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특징 때문에 대한민국 육군은 계절에 따라 적응하는 방향으

로 발달해왔고, 따라서 연간 훈련일정이 비교적 일정한 편이다. 즉, 여름

에 유격훈련, 겨울엔 혹한기 훈련을 실시하고, 그 사이에 동원훈련 및 

각종 전술훈련들을 실시한다. 더불어 지구 유일의 휴전국가로서 현재까

지도 전쟁이 종결되지 않았기에 24시간 일반전초(General OutPost, GOP)

와 해·강안 경계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IPCC에서 발표한 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 지구 평

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인 1880년에 비해 100여년 간 0.85℃ 상승하였으

며, 이는 지구 탄생 이후 유래 없는 급격한 상승이다(IPCC, 2014). 이에 

따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중위도 지역의 기후는 점차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에 가깝게 변화하고 있으며(IPCC, 2014), 2018년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과 북극 제트기류의 약화로 인하여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

래 111년 만에 가장 높은 값(서울 39.6℃)을 기록하고, 전국 평균 폭염 

일수가 39.2일(평년 8.7일)로 197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등 여

름철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기상청 보도자료, 2018. 8. 17.).

이처럼 전 지구적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파리협정

(Paris Agreement)을 통해 2020년까지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미

만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의하고 각국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RCP2.6 시나리오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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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약 2050년까지는 안정화가 되지 않고 이미 배

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지속적으로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것

으로 예측했다(IPCC, 2014). 또한 온실효과로 인한 극단적 라니냐 현상의 

발생빈도 증가는 극단적 엘니뇨 현상의 발생빈도 증가와 일치한다는 연

구도 있다(Wenju Cai et al, 2015). 다시 말해서 평균기온 상승률이 안정

화되기 이전까지는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극한기후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제

48차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승인됨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2℃가 아닌 1.5℃ 미만으로 기온 상승률을 

제한하는 것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IPCC, 2018).

앞서 언급한 2018년 여름, 군에서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 한낮을 

피해 일과시간을 조정하고 야외훈련을 실내훈련으로 대체하는 등 재빠르

게 대응했었다. 그러나 육군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앞으로 지속되고 심화

될 기후변화에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대한민국 육

군의 연간 훈련주기 뿐만 아니라 극한기후에 따른 일일단위 일과표의 재

구성, 경계작전 시스템 변화, 장병 환경의식 개선 등 장기적인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7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54.4%)의 국민이 평소 환

경(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78.6%의 국민이 환경보전이 

개인에게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환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미지를 묻는 질문에 ‘기후변화’라고 답한 응답률은 2016년 이후 2배 

이상 급증(2014년: 9.9% → 2016, 2017년: 25.7%, 25.1%)하기도 하였다

(KEI, 2017). 이처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

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함께 환경의식 또한 향상되고 있다. 국내·

외에서 수행된 환경의식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환경의식 수준 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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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변인들이 연구자의 전공과 분야마다 다르고(김두식, 2007; 조윤애, 

김경환, 2003; Lucy et al,. 2010; 박시현, 2013), 여전히 대다수의 연구자

들에 의해 수용되는 통일된 환경의식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조윤애, 

2005; 박희제, 허주영, 2010; 박시현, 2013).

더욱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환경의식 연구는 여전히 기초적인 수

준이며, 군의 조직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군 장병들의 환경의식 연구사

례는 특히 미흡하다. 이러한 가운데 군 조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환

경전담부대원의 환경의식을 측정하고자 한 박시현(2013)의 연구에서는 

장병 개개인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 수준을 측정하고, 장병의 환경의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환경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1)

한 편, 환경의식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변수

는 나이와 교육변수이며(Jones and Dunlap, 1992; Klineberg et al., 1998), 

성인 초기의 발달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환경관련 태도를 긍정적으로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성

기월, 2008).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문화의 특성 상 집단의 환경

의식 수준이 개인의 환경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복무기간 중 

이루어지는 환경교육과 환경활동의 경험이 개인의 환경의식 형성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군 장병들의 환경의식 수준 향상

을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집단적 차원의 접근이 수월할 것

이고 군에서의 환경교육은 장병들의 환경의식 변화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박시현, 2013; 박효선, 2016). 나아가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군이 국민교육의 도장으로서 복무 중 전 장병

1) 환경전담부대는 2007년 창설되어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유류유출사고 현장 환경정

화 등 환경 관련 임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다(박시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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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환경교육 및 의식 전환을 통해 매년 약 25만 명의 전역 병사들

이 사회 직장 및 가정에서 환경지킴이로서 환경보전운동을 선도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육

군본부, 2008; 이상섭, 2010; 최형진 등, 2011; 박효선, 2016).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이 갖는 특성에 기초하여 다

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의 환경의식 수준 측정 및 환경의식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 육군에게 환경인식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야외활동과 환경교육은 군 장병의 환경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대의 구성, 임무특서에 따라 부대별 환경의식에 차이가 있는

가?

셋째, 군 장병의 환경의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는 어떤 변화가 필요

한가?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환경의식 수주과 그 영

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지형적, 기후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갖도록 1개 

사단 내에서 경계부대, 전투부대, 작전지속지원부대, 행정지원부대의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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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대유형으로 구분하여 대상 부대 4곳을 선정하였고, 각 소속 1개 중

대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하여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 육군의 전기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 현황,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살펴보고, 특

히 장병 교육을 통한 환경의식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어떻

게 추진해왔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환경의식에 대한 학술적 정의와 개념

을 정리하면서 환경교육과 야외활동 빈도가 환경의식에 각각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군 조직이 갖는 특성과 

더불어 환경의식에 대한 군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장병들의 환경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육군

의 관련 실무자와 지도교수의 검토를 거친 후 예비설문조사를 통해 설문

지를 보완하는 과정을 가졌다. 설문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와 비율척도, 

명목척도를 사용하여 구성하였으며, 개인적 자기기입법을 사용하였다.

조사결과의 분석을 위해 각 변수들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으며, 환경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독립변수

로 설정하고 환경의식 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장병들의 환경의

식 수준과 환경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Microsoft Excel 2013과 SAS 9.4 프로그

램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전·후 중대장과 간이면접을 통해 해당 부대가 갖는 특성

과 장병들의 생활패턴, 환경과 관련된 특정 사건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결과 분석에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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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논의의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대한민국 육군의 전기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

출 현황

육군 인트라넷에 탑재된 ‘전력 및 전기에너지 연도별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2년 육군의 전력 소비량은 약 198,853,000kWh였다(국방부, 

2012). 2014년 10월 기준 육군 병력이 약 49.5만 명(국방부, 2014)이므로, 

1인당 연간 전력 소비량은 약 402kWh로 산술 계산되는데, 이는 하나의 

건물 또는 하나의 방(생활관)에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단체 생활하는 

육군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매우 적은 수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최형진 등(2018)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육군 전체의 탄소배

출량인 약 86만tonCO2eq 중 전력에 의해 가장 많은 37.53%의 온실가스

가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유가 고정연소 28.91%, 이동연소 

11.78%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그 뒤를 이었다(그림 1 참조).2)

출처: 최형진 등(2018), p.213

<그림 1> 2012년 육군 에너지별 탄소배출량

2) 원 논문에는 2012년 육군의 탄소 배출량이 140,607 tonCO2eq 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논문상의 오류로서, 저자에게 e-mail을 통해 약 86만 tonCO2eq 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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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 연구에서 2012년 육군 월별 에너지별 탄소배출량을 분석한 

결과에서 육군은 하절기(5월∼10월)에 비해 동절기(11월∼4월)에 상대적으

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그림 2 참조), 2012

년 육군 월별 경유와 전력 탄소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동절기

(11월∼4월) 경유의 탄소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하절기(5월∼10

월) 전력에 의한 탄소배출량은 오히려 겨울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 참조). 

출처: 최형진 등(2018), p.217

<그림 2> 2012년 육군 월별 에너지별 탄소배출량

출처: 최형진 등(2018), p.218

<그림 3> 2012년 육군 월별 경유와 전력 탄소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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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사용하는 전기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연중 고르게 분포하는 것

은 GOP 및 해안경계부대의 경계작전과 제대별 지휘통제실 등 24시간 감

시체계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기에너지 사용량의 비중이 더 크고, 냉

방 등 계절에 따라 변동하는 전기에너지 사용량의 비중은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 단체생활을 하는 육군의 특성이 반영되

어 에어컨 가동 등 냉방을 위한 1인당 전기에너지의 사용량이 적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겨울철 난방을 위한 경유의 탄소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노후된 군 생활관과 그 구

조적 특성 때문에 온돌 대신 스팀보일러 라디에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난

방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이 때문에 생활관이나 사무실에 

전기온풍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겨울철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현상 또한 설명된다.

이처럼 군이 가지는 특성 상 절대적 전기에너지 사용량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가장 많은 탄소배출량을 가지는 부문 역시 전기에너지라는 

것 또한 사실이며, 전 장병의 환경의식 향상을 통해 전기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것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제 2 절 대한민국 육군의 환경정책

우리나라 군 환경정책의 목표는 주둔지 환경 개선 등 환경친화적 군

부대 관리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 국토환경보전에 기여

하며, 환경 모범군으로서 신뢰받는 군 위상을 정립하는 데 있다(국방

부·환경부, 2011). 대한민국 육군은 그 특성 상 많은 부대가 민가지역과 

분리되어 청정한 상류 지역에 넓은 토지를 보유 및 통제하고 있으며, 60

만여 명의 인원이 다량의 물자를 소비하고 많은 탄약류와 유류 등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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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오염물질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수질과 환경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전체의 환경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국방부·환경

부, 2011; 박시현, 2013). 또한 연간 25만여 명의 장병들을 사회로 재배출

하는 국민교육의 도장으로서 환경보전에 대한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제정

된 “군인복무규율”에 명시하고 군의 환경보전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국방부 훈령 제837호 “군 환경관리 규정” 및 이하 “군 환

경보전 지침”, 각 군 “환경보전 규정”, “군 환경 실무지침서”등을 

제정 및 규정하여 자연환경, 수질환경, 대기환경 및 소음관리, 토양환경, 

해양환경, 군 폐기물 및 유해작업장 관리 등으로 구체화하여 환경보전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본연의 국토방위 임무 수행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토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방부·환경부, 2011).3)

이와 함께 군에서도 1993년, 환경처(현 환경부)의 군 환경 전담부서 

설치요구에 따라 1994년 국방부 차원에서 군 환경보전 지침서를 발간하

고 1995년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환경전담부서 설치 및 군 환경관리 규

정을 제정하는 등 환경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후 군 내에서

도 환경문제 의식의 전환과 실천적 행위자로서 적극적인 환경정책이 지

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발전해왔다(박시현, 2013). 특히, 2008년 8월 15

일 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저탄소 녹생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함에 

따라 국방부 또한 2009년 6월, “국방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

여 국방 녹색성장 3대 목표를 제시하였으며,4) 7월에 국방차관을 위원장

3) 군인복무규율 제11조 2항에서는 “군인은 직무수행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오염

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군환경관리 규정

에서는 자연환경은 원래대로 보전되어야 하며 각 급 부대 지휘관은 군사 작전, 교육 훈

련, 그리고 각급 공사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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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국방 녹색성장 추진위원회를 구성, 8월에는 “국방녹색기술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저탄소 미래에너지 기반 무기체계 연구 등 

국방 녹색기술 개발을 추진하였다. 다음의 [표 1]은 국방 녹색성장의‘3

대 전략, 7대 정책과제, 23대 실천과제’를 보여준다.

4)‘국방자원의 고효율화, 녹색 국방기술의 성장 동력화, 전 장병의 녹색시민화’의 3가지

로, 녹색성장 국가전략 3대목표인 Green Society, Green Economy, 그리고 Green Korea

를 군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설정한 것이다. 국방자원의 고효율화는 많은 에너지 물

자를 소비하는 국방 무기 및 비무기체계를 탄소소비를 최소화하는 에너지 효율적인 시

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녹색 국방기술의 성장동력화는 방위산업 분야 수

출 및 성장을 위하여 기존 산업을 녹색화하고 국방 녹색기술 산업에서 신기술을 선점

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전 장병의 녹색 시민화는 국민교육기관으로서 

장병들에 대한 녹색 성장 교육을 통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미래 국가성장의 초석이 되

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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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방 녹색성장 추진과제

3대전략 정책과제(7) 실천과제(23)

기후변화 

대응 및

국방 

에너지 

혁신

□1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국방운영

① 군부대 탄소관리모델 개발 활용

② 탄소 저감형 장비 /차량 보급 확대

③ 저탄소 연료사용 확대

④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 확대

⑤ LED 전등 교체

⑥ 에너지 절약 실천

□2 녹색 작전·훈련

  체제 구축

⑦ 기후변화의 작전 영향요소 분석/예측

⑧ 환경친화적 교육훈련 방법 개발

□3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

⑨ 재난 대비 민·관·군 대응체제 강화

⑩ 기후변화 관련 질병 예방활동

국방 

신성장 

동력 

창출

□4 녹색 국방기술 개발

⑪ 국방 녹색기술 혁신 기반 구축

⑫ 저탄소/고에너지형 신무기체계 개발

⑬ 친환경 / 녹색에너지 기술개발

⑭ M&S 기반 군사훈련체계 개발

□5 군 녹색 기능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⑮ 군 녹색 기능인력 양성·활용

⑯ 녹색 국방기술 개발 전문인력 유치

장병 

생활방식

변혁 및

녹색군 

위상강화

□6 병영생활의 녹색화

⑰ 장병 교육 및 의식개혁

⑱ 자연환경 보호 육성

⑲ 폐기물 발생 최소화 / 자원재활용

⑳ 자전거 이용 활성화

□7 녹색 국방환경 조성

㉑ 친환경적 부대이전 / 시설재배치

㉒ 군 주둔지 오·폐수 처리시설 개선

㉓ 녹색개념의 국방 정보화 추진

출처: 국방부·환경부(2011), p.125에서 다시 그림.

국방부 예하 각 군에서는 국방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도출 가능

한 과제와 목표를 식별 및 선정하여 각 군의 실정에 맞게 녹색성장을 추

진하였는데, 육군은 2009년 2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저탄소 녹

색육군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여단급 이상 부대는 자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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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 및 시행토록 지시하였으며, 7월 보병 제55사단에 의해 ‘저

탄소 녹색부대 운영을 위한 육군 시범식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녹색성

장 실천을 위한 표준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국방부·환경부, 

2011). 육군은 국방부에서 제시한 실천과제 중 육군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 17개를 선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 ‘실천 기

반체계 구축’ 등의 3개 분야에 따라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실천과

제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육

군의 이미지를 고취할 계획을 수립하였다(이상섭, 2010). 아래 [표 2]에 

육군의 녹색성장 세부과제를 정리하였다.

[표 2] 육군 녹색성장 추진과제

분  야 실  천  과  제(19)

□1  온실가스 감축

① 탄소 저감형 차량보급 확대

②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확대

③ LED 전등 교체

④ 에너지 절약 실천

⑤ 환경친화적 교육훈련 방법 개발

⑥ 친환경적 부대 이전 및 시설 재배치

⑦ 군 주둔지 오·폐수 처리시설 개선

⑧ 국방 정보자원 녹색화 추진

⑨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⑩ 식목 및 육림활동

⑪ 자전거 이용 활성화

□2  기후변화적응

⑫ 자연환경 보호활동 전개

⑬ 재난 대비 민·관·군 대응체제 강화

⑭ 기후변화 관련 질병 예방활동

□3  실천기반 체계 구축

⑮ 군부대 탄소관리모델 개발·활용

⑯ 녹색 기능인력 양성 및 장병 교육

⑰ 저탄소 녹색육군 기획 홍보

출처: 이상섭(2010), p.35에서 다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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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방부는 2018년 5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장병 건강관리와 관련된 부대운영 분야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분야 등 

2개 분야 13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한 과제로 장병들

의 의식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부대교육 및 홍보를 강화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에는 미세먼지 예보 시 대응요령과 저

감 실천 등을 집중 홍보하겠다고 계획하였다(국방부, 2018). 이어 국방부

는 2019년 4월 30일,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협약’을 체

결하여 국가 배경농도 측정을 위한 접경지역 대기측정망 설치, 군부대 

미세먼지 배출현황 분석, 비상 저감조치, 전기차 충전소 및 노후 경유차

량 교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제 3 절 대한민국 육군의 환경교육 실태

군은 국토방위의 임무수행과 더불어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

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는데, 군인복무규율에서도 장병들

에 대한 지휘관의 친환경적인 생활화교육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5) 군 

환경교육은 장병 개개인이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서 친환경적인 마인드와 실천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일반 장병을 대상으

로 하는 인식교육과 환경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국방부·환경부, 2011). 장병 교육

을 통한 환경의식 개선과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한 군 환경교육의 궁극

적인 목표는 ‘쾌적한 병영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며 전역 후에도 환경친화적인 생활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

5) 군인복무규율 제11조 2항에서는 “지휘관은 주둔지 시설물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규

제, 감독하여야 하며, 장병이 환경보전 및 전장정리를 생활화하도록 교육,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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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국방부, 2007). 이를 위해 육군에서는 환경

인식교육, 환경전문교육, 환경위탁교육, 전문학위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정을 운영해왔으며, 그 중 환경인식교육은 일반 장병들의 환경의식 전환

을 위해 각종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추진해왔다. 다음의 [표 3]은 육군의 

교육대상별 환경의식 교육목표를 보여준다.

[표 3] 육군의 환경의식 교육목표

구  분 교  육  목  표

부사관

및 용사

• 환경보전의식 향상 및 생활과 실천
• 환경문제 분석 및 해결기술 함양
※ 지휘관 정신교육, 기회교육, 체험학습 및 유인물

생도 및 

후보생

• 환경윤리적 관점 확대
• 국제 환경정책 및 환경법 인식
• 각종 군사활동의 환경 영향 인식

위관장교
• 관련 질병의 다양한 환경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인식
• 환경오염과 관련된 질병 / 코핑 기술
• 환경 문제 및 친환경 사업 기술 파악

영관장교

• 환경 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 이해 / 인식
• 부대 명령과 환경 보호 활동 간의 관계 인식
• 환경 성과 시스템 이해의 일부
• 군인 대상 환경보전 정신 주입

대령 이상

장교

• 통합적 기술로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부대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기 위한 의사 결정 및 군사 운영
• 책임자인 군인의 실용적인 기술에 대한 사고방식 / 환경 형성

출처: 박효선(2016), p.43에서 다시 그림.

특히 육군에서는 병영생활 녹색화를 달성하기 위해 장병들에 대한 지

속적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과 

더불어 교육 외 창의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장병 의식개혁에 힘

쓰고 있는데, 장병 정신교육을 통한 녹색성장 필요성 및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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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기회교육을 통한 친환경행동 습관화, 국군복지단 계통으로 납품되

는 종이컵 및 충성클럽용 비닐봉투에 저탄소 녹색성장 문구 인쇄를 통한 

공감대 확산 및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국방부·환경부, 2011).

이와 더불어 2010년에는 환경부와 에코트리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

격장 방음림과 산림훼손지역에 대한 식목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 및 방음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각 지역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자연

보호 활동, 수중정화활동, 국토대청결 운동, 1부대 1산 1하천 가꾸기 등

의 활동을 통해 환경정화에 힘쓰고 있다(국방부·환경부, 2011).6)

그러나 최근 군의 환경교육은 간부교육을 통한 전 장병의 참여마인드

를 확산하겠다는 육군본부의 계획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다. 지휘관의 관

심이 높고 여건이 마련되어있는 일부 부대에서는 다양한 환경활동을 전

개하여 대통령부대표창을 받을 정도로 환경교육 및 활동이 활성화되어있

지만, 전체적으로는 환경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 동향에 비추어 미약해 

보이는데, 2015년 기준 직접적으로 환경업무를 실시하는 공병, 군수, 화

학 등의 병과를 제외하고는 학교기관에서의 환경 관련 교육이 중단된 실

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박효선, 2016).7) 특히 장교들의 경우 입대 전 

개인적인 학위과정에서 환경 관련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나, 군사교육과

정에서는 별도의 환경인식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부사관이나 용

사들의 경우 양성교육 과정에서 환경인식교육이 편성되어있지 않기 때문

에 장병들의 환경의식 전환은 어려운 실정이다(박시현, 2013).

6) 지자체 및 환경단체와 연계한 민·관·군 합동 환경정화활동의 일환으로 국방 녹생성장

에 기여하고 장병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정화활동 및 지휘관에 의한 관련교육을 실시하는 행사이며, 2009년 기준 육군은 

2,944회에 걸쳐 265,627명의 인원과 1,386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2,525톤의 쓰레기를 국

토대청결 운동을 통해 수거했다 (국방부·환경부, 2011).

7) 2007년도 육군의 학교교육 계획에는 모든 보수교육 과정에 최소 0.5시간에서 최대 16시

간까지 환경관련 교육을 반영하여 실시하였다 (육군본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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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1. 환경의식의 개념

환경의식은 연구자의 전공과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환경의식과 환경실천을 구분하여 ‘친환경행동’, ‘환경친화적 소비행

동’, ‘환경실천행동’, ‘환경 의식적 행동’ 등 본인이 관심 있는 환

경실천 분야와 환경의식을 분리하여 살펴봄으로써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어떻게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는가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한편

(민현선·이기춘, 1999; 안승철·박선영, 1999; 한상진, 2002; 성영애, 

2005; 이양수, 2009; 박희제·허주영, 2010; 박경자 외, 2012; 이현지, 

2015; 정주원·조소연, 2015), 환경의식의 개념 안에 환경실천의 영역까

지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들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임현술·정해관, 1997; Dunlap and Jones, 2002; 조윤애·김경환, 

2003; 조윤애, 2005; 이광미, 2008; 류경화, 2009; 박시현, 2013; 박효선, 

2016).

환경의식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Dunlap et al.(2002)은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또는 해결에 기여하고

자 하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Brand(1997)는 ‘감성적인 관점과 인식을 

갖고 바라보는 일반적인 환경쟁점에 대한 정신적 표현’이라고 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조윤애와 김경환(2003)이 실천이 수반되지 않

은 관심만을 가지고 환경의식이라 정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환

경문제에 대한 관심,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실

천의지 등이 어우러져 구성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하였고, 성

기월(2008)은 ‘환경관련 지식과 환경에 대한 태도’, 이광미(200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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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지식을 갖추며,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배양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니며, 행동으로 옮

기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환경의식에는 관련지식과 함께 인식, 태도, 

행동 등이 포함됨을 주장하였다. 또한 박시현(2013)은 ‘환경 또는 환경

문제에 대해 단순히 알고 있는 수준의 지적정도가 아닌, 환경에 대한 관

심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의지적

인 사고방식이나 태도’, 박효선(2016)은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해 바르

게 인지한 가운데 환경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적인 사고와 태도’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환경의식이란, ‘환경 및 환경에 대한 문

제점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에 대한 지적 수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태도 및 행

동’으로 정의할 것이며, 환경의식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다

음의 [표 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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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환경의식의 개념 정의

저 자 연 도 내    용

Brand 1997
감성적인 관점과 인식을 갖고 바라보는 일반적인 환

경쟁점에 대한 정신적 표현

Dunlap et al. 2002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또

는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도

천재은 1999

환경문제의 발생원인과 파급효과, 개인의 행동이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의식

조정원 2000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 중 환경문

제를 깊이 인식하고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행동을 

배제하여 생태적인 생활양식을 선택하여 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고 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

는 의식

조윤애, 

김경환
2003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의지 등이 어우러져 구성되

는 포괄적인 개념

성기월 2008 환경관련 지식과 환경에 대한 태도

박소영 2009

제품 구매, 사용, 처분하는 전체 소비과정에서 발생

하는 개인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일관성 있는 

관심을 가지고 개인의 욕구충족 뿐 아니라 사회복지

향상을 고려하는 소비자 의식

이광미 2008

환경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지식을 갖추며, 일상생활

에서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배양하고 환경문제를 해

결하려는 태도를 지니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

박시현 2013

환경 또는 환경문제에 대해 단순히 알고 있는 수준

의 지적정도가 아닌, 환경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의지적인 사고방식이나 태도

이현지 2015

일상생활 중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하며 오염된 환경

을 개선하고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생각과 관심

박효선 2016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해 바르게 인지한 가운데 환경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적인 사고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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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의식의 영향요인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정치적 성향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이 환경의식의 유의한 영향요인임

을 보고하고 있으나(Jones and Dunlap, 1992; Austin and Wiilever, 1994; 

조윤애·김경환, 2003; 박희제·허주영, 2010),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성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연구도 이루어졌으며(김두식, 2007), 

인구통계적 변수들이 소비자의 복잡한 행동 패턴과 그 안의 사회적 가치 

및 태도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

도 하였다(김경희, 2010).

또한 국내의 환경의식에 관한 연구는 환경의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낼 수 있는 단일 척도의 개발이 미비하며(성기월, 2008; 박희제·허주영, 

2010), 설문조사 결과를 일차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그치고 있고(조윤애·

김경환, 2003), 단일문항으로 환경의식을 측정하던 관행은 환경의식이나 

친환경행동을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박희제·

허주영, 2010).

한편, 환경행동을 환경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하위개념으로 보

는 관점의 연구들(임현술·정해관, 1997; Dunlap and Jones, 2002; 조윤

애·김경환, 2003; 조윤애, 2005; 이광미, 2008; 류경화, 2009; 박시현, 

2013; 박효선, 2016)뿐만 아니라, 환경의식과 환경행동을 독립적인 개념

으로 간주하여 환경의식이 환경행동을 이끌어내는 인과요인으로 설명하

는 연구들(Cottrell, 2003; 최남숙, 1994; 민현선·이기춘, 1999; 안승철·

박선영, 1999; 한상진, 2002; 성영애, 2005; 이양수, 2009; 박희제·허주영, 

2010; 박경자 외, 2012; 이현지, 2015; 정주원·조소연, 2015)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들이 누적되면서 개인의 환경의식 수준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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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친환경행동 정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인과요인이라는 연구결과와 함

께 매우 제한된 설명력만을 갖는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동시에 보고되

고 있다(박희제·허주영,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식 수준과 친

환경 행동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에서 직접적인 영향관계

를 보여주고 있다(이종호 외, 2000; 조윤애·김정환, 2003; 성영애, 2005; 

당옥영, 2010; 박경자 외, 2012).

환경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는 환경에 대한 경험, 지식의 

정도, 관심, 태도,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

면 환경의식이 더 높아지고, 친환경적인 행동을 더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김기남 외, 1997; 임상희·남상준, 2004; 성기월, 2008; 최하얀 외, 

2008; 이지형·이상원, 2009). 특히 환경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은 환경

의식 관련 변인으로서 환경태도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경자 

외, 2012). 환경프로그램 체험 등 환경경험이 환경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최현정·윤여창, 2000; 전명자 외, 2011; 박준홍 

외, 2013; 정주원·조소연, 2015)이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하시연

(2001)은 인터넷을 통한 간접적인 자연경험보다 야외환경에서의 직접적인 

교육이 환경에 대한 태도변화에 더 높은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유선미

와 김선영(2011)은 체험학습이 자연에 대한 친밀감과 생명존중 의식을 함

양시켜 친환경적인 태도를 기르게 한다고 하였고, 강선미 등(2011)의 연

구에서는 학교 숲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초등학생의 환경감수성 

및 환경친화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아웃도어 스포츠나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자연경험과 환경

의식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야외활동이나 자연경험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환경태도를 가지

고 환경보전의식이 높으며 친환경행동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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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최현정, 1999; 김대희, 2002; 이광수, 2005; 박수정, 2012; 장대갑·박

선기, 2015).

한편, 엄영숙과 오형나(2019)는 미세먼지 건강위험과 회피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평상시 야외여가활동 빈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미세먼지 노출

에 대한 우려로 야외활동을 줄일 가능성이 높았고 감소 수준 또한 높았

으며, 마스크 사용, 실내 창문 닫기 등 다른 회피행동도 병행해서 취하

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적 선택으로 야외활동을 줄일 수 없는 군의 

특성 상 장병들에게는 반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임무에 따른 

야외활동 빈도가 높을수록 야외활동을 줄이고 싶을 것이지만 실제로 그

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증가하고, 

결국 환경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단이나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 개인의 환경의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들도 존재하는데, 환경관련 경험이 많은 집단일수록 환경의

식이 긍정적이었으며(강혜연, 2004),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에는 이웃이

나 친구의 환경의식적 행동, 환경관련 지식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진을 위해서는 주변사람들의 환경의식적 행동수준 

및 환경관련지식을 함께 높여야 그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성영애, 

2005)도 있다. 이는 집단성이 높고 조직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 상 집단

의 환경의식 수준이 장병 개개인의 환경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집단적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다(박시

현, 2013).

3. 환경의식의 척도

환경의식의 하위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환경의식의 척도들 또한 환

경의식의 개념만큼이나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환경의식 척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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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선구자적 위치를 갖고 있는 Dunlap and Van Liere(1978)은 기존

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관하여 지배적으로 자리잡고 있던 인간예외

주의 패러다임(Human Exemptionalism Paradigm, HEP)을 대체하는 신환

경주의 패러다임(New Environmental Paradigm, NEP) 척도를 제시하였다

(Dunlap and Van Liere, 1978).8) 이는 인간이 생태계와 상호 의존적인 관

계를 맺고 있는 많은 종 가운데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조

화를 강조하고 있다(양종회·김두식, 2004). Dunlap and Van Liere(1978)

은 이러한 NEP 측정을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자연의 조화, 성장의 

제한, 인간의 자연지배 등 3개의 영역으로 구별되는 12개의 환경의식수

준 측정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4개의 항목(3, 4, 6, 10번)은 NEP

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나머지 8개의 항목은 긍정적인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Dunlap and Van Liere, 1978). 이후 NEP 

척도는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되어 사용되어왔는데, 

시간이 흘러 생태적 세계관의 변화와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기존의 

NEP 척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생태주의 패러다임(New Ecological 

Paradigm, NEP)을 15문항으로 개발 및 제시하였다(Dunlap et al., 2000). 

신생태주의 패러다임에서도 기존의 신자연주의 패러다임과 같이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문제를 바라볼 때 경

제성장보다는 환경보호를 더 중요시하는 시각을 가짐으로써 친환경적 의

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양종회·김두식, 2004; 김두식, 2007).

이러한 가운데 환경의식의 척도는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하

게 정리되고 개발되었는데, 임현술과 정해관(1997)은 환경에 대한 인식, 

환경에 대한 태도,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등의 3가지 영역으로 구

8) 인간 예외주의 패러다임에서는 인간이 동식물과는 달리 인간만의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이를 통해 자연을 지배할 수 있으며 그 지배는 정당한 것이라고 봄으로써 인간이 다른 

생물들과는 구별되는 예외적인 존재라고 본다 (김두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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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대학 신입생들의 환경의식을 조사하였고, 조윤애와 김경환(2003)

은 환경의식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실

천의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성기월(2008)은 환경관련 지식, 환경태

도, 그리고 환경실천행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함귀자(2008)는 

환경의식의 하위영역으로 정서영역, 태도영역, 행동영역의 3가지 항목으

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박희제와 허주영(2010)은 환경의식을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 정도를 묻는 5문항으로 설정하고 개인적·집합적 환경행동으

로 구분하여 환경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환경의식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정주원과 조소연(2015)은 환경체험활동경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환경의식

과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측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군 조직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장병들의 환경의식을 측정하고자 한 박시

현(2013)의 연구에서는 환경의식의 하위영역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

(concern), 태도(attitude), 행동(behavior)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측

정하였으며, 이후 군 내 환경교육과 환경의식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고자 

한 박효선(2016)의 연구에서도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박시현(2013)과 박효선(2016)이 제시한 환경의식 

척도에 따라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환경의식을 측정할 것이며, 환경

의식 척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다음의 [표 5]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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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연구에서 사용된 환경의식의 척도

저 자 연 도 척 도   구 분

임현술,

정해관
1997

• 환경에 대한 인식     • 환경에 대한 태도

•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안승철,

박선영
1999

• 사회적·생태적 책임의식 • 환경활동 참여의식

• 자원절약의식 • 재활용 참여의식

조윤애,

김경환
2003

•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의지

조윤애 2005
• 경제 대 환경 • 환경오염 인식

• 일상적 생활 실천 • 경제적 부담 실천

성기월 2008
• 환경관련 지식 • 환경태도

• 환경실천행위

함귀자 2008 • 정서영역 • 태도영역 • 행동영역

박희제,

허주영
2010

•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 정도

• 개인적 환경행동 • 집합적 환경행동

정주원,

조소연
2015 • 환경의식 • 환경친화적 소비행동

박시현 2013
• 환경에 대한 관심 • 환경에 대한 태도

• 환경에 대한 행동

박효선 2016
• 환경에 대한 관심 • 환경에 대한 태도

• 환경에 대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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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사 설계

제 1 절 변수 선정과 분석틀

1. 종속변수 : 환경의식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의 환경의식 수준 

측정 및 환경의식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 육군에게 환경인식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함이므로 종속변수는 환경의식

으로 하였다. 환경의식의 하위영역은 선행연구(임현술·정해관, 1997; 조

윤애·김경환, 2003; 성기월, 2008; 함귀자, 2008; 박시현, 2013; 박효선, 

2016)를 바탕으로 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 태도, 행동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2. 독립변수

종속변수인 군 장병의 환경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독립변수는 

선행연구(김기남 외, 1997; 최현정·윤여창, 2000; 하시연, 2001; 김대희, 

2002; 이광수, 2005; 성기월, 2008; 박경자 외, 2012; 정주원·조소연, 

2015; 엄영숙·오형나, 2019) 검토를 통해 야외활동 정도와 환경교육(환

경경험) 정도의 2가지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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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적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들이 유의미하게 

환경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야

외활동 정도와 환경교육(환경경험) 정도가 군 장병들의 환경의식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의 계급 및 신분, 입대 전 

환경교육 경험 및 환경 관련 활동 경험, 환경문제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경험 등의 내용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4. 분석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분석틀은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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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군 장병의 환경의식과 독립변수인 야외활

동 정도와 환경교육 정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가

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임무에 따른 야외활동이 많은 장병일수록 환경의식이 높

다.”

가설 2. “입대 후 환경교육(환경경험)을 많이 받은 장병일수록 환경

의식이 높다.”

가설 3. “지휘관과 간부들의 환경의식이 높은 부대 소속 장병들이 

그렇지 않은 부대 소속 장병들보다 환경의식이 높다.”

이상의 연구가설에서 가설 1은 야외활동 정도와 환경의식의 정(+)의 

상관관계를, 가설 2는 환경교육 정도와 환경의식의 정(+)의 상관관계를 

각각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이다. 그리고 가설 3은 군이 

가지는 집단적, 계급적 특성에 따라 지휘 계급인 하사 이상의 간부들의 

환경의식과 일반 병사들의 환경의식 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가정하고 

검증하고자 한 가설이다.

제 3 절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환경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야외활동 

정도, 환경교육 정도, 환경에 대한 관심, 태도, 행동과 관련한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총 64개의 문항을 5단계 Likert 척도와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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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환경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관심, 태도, 행동 

영역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입증한 문항을 중심으로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군 장병에 맞게 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특히 군 

조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군 장병을 대상으로 환경의식을 측정하고

자 한 박시현(2013)과 박효선(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신뢰도(crombach 

α)가 높은 항목들과 본 연구에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하고,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에서 국민들의 환경의식 및 환경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

를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해 수행하고 있는 국민환경의식조사(곽

소윤 외, 2016; 안소은 외, 2017)의 환경인식, 환경태도 및 실천 영역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공유하여 구성함으로써 일반 국민들과의 차이를 비교하

고자 하였다.

독립변수인 야외활동 정도와 환경교육 정도는 장병 개개인이 경험에 

기초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비율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부

대별 지휘관 및 관계 참모와의 면담을 통해 부대의 임무특성 및 상황일

지 등 기록에 근거한 환경교육 정도 등을 확인하여 그 객관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또한, 홍두승(1996)에 따르면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조사에

서는 지휘관들이 그들의 부대가 갖는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사실 반영이 아니라 규범적 선망의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응답결과에 대한 신뢰성 검토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당 부대에 

특정한 주관적 성향의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문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음의 [표 6]에 설문문항의 구성을 요약하였다.



- 29 -

[표 6] 설문지 구성

구 분 측정지표 문항 수 비 고

환경경험

평균 야외활동 시간 1

비율척도평균 야외훈련 일수 1

입대 후 환경교육 경험 1

환경의식

수준

환경에 대한 관심 16

5점 척도환경에 대한 태도 14

환경에 대한 행동 12

개인적

일반사항

계 급 1

명목척도

부대 내 개인의 임무 1

군 복무 기간 1

입대 전 환경교육 경험 2

입대 전 환경활동 경험 2

환경문제에 의한 피해경험 2

입대 전·후 환경에 대한

관심정도 변화와 그 이유
4

군 복무 경험의 영향 1

종속변수인 환경의식을 계량화하여 측정하기 위해 5단계 Likert 척도

로 문항을 구성하여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변수에 대해 높은 긍정도를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점수는 1∼5점으로 부여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설문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문항

을 역코딩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9) 각 변수의 측정결과는 긍정도에 대

한 산술적 평균점수를 척도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9) 환경에 대한 관심 변수에서 5개 문항 (2, 6, 11, 12, 14번), 태도 변수에서 5개 문항 (1, 

2, 5, 7, 13번), 그리고 행동 변수에서 2개 문항 (3, 9번)으로 총 12개 문항을 역코딩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 30 -

제 4 절 자료 수집과 분석

1. 설문대상 선정

본 연구의 대상 부대는 강원도 원통 소재의 00사단 예하 4개 중대이

며, 각각 24시간 GOP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A중대, 예비대대의 일

부로서 전·평시 최전선(Foward Edge of the Battle Area, FEBA)에서 적

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B중대, 사단 직할대의 일부로서 전·평시 야전부

대에 대한 작전지속지원을 임무로 하는 C중대, 그리고 사단 참모부 행정

지원 및 군악지원, 간부식당 운영 등 행정지원임무 위주의 D중대이다. D

중대의 경우 소속 장병 모두가 행정지원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일

부는 사단 사령부 경계 및 방호 임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소

속장병의 임무가 대부분 유사한 다른 3개 중대와 비교했을 때 과반수 인

원이 행정지원임무를 수행하기에 차별성이 있다.

2. 예비조사(pre-test)

본조사에 앞서 설문문항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9년 9월 11일에 인

천 부평구 소재의 000부대에서 임의 차출된 24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7]에 예비조사 대상 현황을 계급별로 정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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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예비조사 대상 현황

구 분 도 수 누적도수 상대도수 누적상대도수
일 병 10 10 41.6 41.6
상 병 8 18 33.3 74.9
병 장 2 20 8.3 83.2
하 사 1 21 4.2 87.4
중 사 1 22 4.2 91.6
상 사 1 23 4.2 95.8
대 위 1 24 4.2 100.0

특히, 설문조사 실시 전에 설문의 목적과 응답요령에 대해 충분히 설

명하여 답변의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비조사 후 종속변수

인 환경에 대한 관심, 태도, 행동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다음의 

[표 8]과 같이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여 제거되는 문장은 없었으

나,10) 설문지 회수 시 설문 문항 중 이해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문장 등

을 포함한 항목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해하기 쉬운 단어

나 문장으로 수정하였다.

[표 8] 예비조사 신뢰도 통계량

구 분 항목 수 Cronbach's α
환경에 대한

관심 항목
16 .791

환경에 대한

태도 항목
14 .901

환경에 대한

행동 항목
12 .820

10)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의 값을 계산하여 활용할 

경우, α의 값이 어느 정도일 때에 만족할 만한 값인가 하는 것은 조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나, 기초연구의 단계에서는 0.6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하며, 측정값을 토대로 중

요한 결정을 내리고자 할 경우에는 0.9 정도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남궁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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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

설문조사는 4개 중대 모두 연구자 방문을 통한 집단조사법으로, 자기

기입식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11) A중대는 2019년 11월 1일과 11월 8일 

2차례에 걸쳐 방문하였으며, 3개 소대가 각각의 소초로 나뉘어있어 소초

별 방문하여 생활관, 체력단련장 등 가용한 장소에서 설문을 실시하였

다. B중대는 2019년 10월 29일과 11월 8일 2차례에 걸쳐 방문하였으며, 

생활관에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C중대와 D중대는 2019년 11월 11일에 

각각 방문하였으며, C중대의 경우 부대 안 병영식당에서 1차례 설문을 

실시하였고, D중대의 경우 부대 안 강의장과 병영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고 부대 밖에 위치한 3개 회관은 별도로 연구자가 각각 방

문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매 설문 전 설문내용과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특히 집단조사법의 단점인 응답의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순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사전 설명하고 안내 문구

를 포함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설문결과의 신뢰성 향상과 익

명성 보장을 위하여 소속과 이름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다.

부대별 조사대상은 A중대 110명, B중대 92명, C중대 92명, 그리고 D

중대 96명을 각각 선정하였다. 열외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부대와 사

전 날짜를 협의하여 방문하였지만 군 부대 특성 상 장기파견, 입실, 휴

가 등과 같은 이유로 부재중인 장병들은 설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회수

된 설문지 중 편향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미완성한 설문지가 

A중대 11부, B중대 19부, C중대 4부, 그리고 D중대 10부로 확인되었고, 

11) 집단조사법은 연구대상자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들을 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모아 놓고 질문서를 교부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기재하게 하는 방

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무엇보다도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응답자들과 동시에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질문서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남궁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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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점수(Outlier)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중대에서 2부, 그리고 B중대에

서 2부가 각각 식별되었다. 이 설문지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A중대 

97부, B중대 71부, C중대 88부, 그리고 D중대 86부가 통계분석에 활용되

었다.

제 5 절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Microsoft Excel 2013과 SAS 9.4 프로그램

을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 측정지표의 신뢰도와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

해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우선 실시하였는데, 기술통계 과정과 표준화

를 통해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극단점수를 식별하여 정정 및 제거하였

고,12) 문항분석으로는 문항-전체 상관분석, 신뢰도(Cronbach's α) 분석

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주성분분석과 

배리맥스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환경에 대한 관심, 태도, 행동의 3가지 변

수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문항으로 각각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으므

로 변수마다 개별문항과 전체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낮은 상관성

을 보이는 문항을 우선적으로 제거하였으며,13) 동시에 신뢰도 분석과 확

12) 극단적인 점수(Outlier)는 상관계수의 추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두 변인의 실제 관계보

다 높거나 낮은 상관관계를 추정하게 되는데, 보통 Z-점수의 절대값이 3 이상인 경우를 

극단점수로 취급한다(백순근, 2018). 따라서 식별된 극단점수에 대해 연구자의 실수로 잘

못 입력된 값은 정정하였고, 표본의 답변 자체가 극단점수를 갖는 설문지 4부는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13) 사회조사에서는 어떤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다. 질문

을 여러 개 주어 응답하게 한 다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문항을 골라 차후의 분석과 척도 

구성에 사용하게 된다. 여러 문항이 하나의 공통개념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날 것이며, 여기서 높은 관계를 갖지 않는 문항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

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짓게 된다. 이 방법에 따라 상관계수가 0.50 미만인 항목은 우선 제

외한다(홍두승,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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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가장 높은 신뢰도와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을 

갖는 문항들로 축소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14) 그 결과, 환경의식을 측

정하기 위해 선정된 환경에 대한 관심, 태도, 행동변수는 다음의 [표 9], 

[표 10]과 같이 관심과 태도변수는 6개 문항, 행동변수는 5개 문항으로 

각각 줄어들어 결과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9] 종속변수 요인분석 결과

구 분 요인1 요인2 요인3 신뢰도

관 

심

관심 문항 3. .734 .022 .018

.791

관심 문항 6. .691 .015 .016

관심 문항 8. .663 .060 .098

관심 문항 10. .649 .053 .402

관심 문항 11. .612 .258 .298

관심 문항 12. .460 .138 .285

태 

도

태도 문항 3. .151 .746 -.021

.801

태도 문항 4. .006 .736 .087

태도 문항 9. -.063 .714 .173

태도 문항 10. .354 .711 .058

태도 문항 11. .262 .690 .076

태도 문항 12. .354 .422 -.108

행 

동

행동 문항 4. .116 .022 .789

.726

행동 문항 5. .089 .108 .758

행동 문항 6. .416 -.004 .560

행동 문항 7. .196 .058 .522

행동 문항 10. .418 .051 .516

14) 하나의 변수(문항)과 요인(factor) 사이의 상관관계는 요인부하값으로 표현된다. 요인부

하값은 상관계수와 유사하며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일반적으로 요인부하값

이 0.30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으로 볼 수 없다(남궁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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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종속변수 측정문항 축소 결과

구 분 측  정  문  항

관 심

3.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6. 자연의 회복력은 크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한 만큼 사용해도 된다.

8. 지구는 공간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우주선과 같다.

10. 만약 현재와 같이 자연을 보존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

리는 곧 심각한 환경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11. 비록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자연은 스스로 정화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2.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는 크게 과장되어 있다.

태 도

3. 즉각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 

희생과 봉사를 하겠다.

4. 환경오염은 나의 개인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9. 환경문제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말 해줄 

의향이 있다.

10. 나는 가끔 환경에 해로운 행위를 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11. 부대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병들을 보면 기분

이 좋아진다.

12.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

행 동

4. 양치질이나 샤워를 할 때 물을 계속 틀어놓지 않는다.

5. 친환경마크나 재활용마크가 있는 제품을 골라서 구매한다.

6. 환경문제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7. 부대 내에서 가급적 1회용품 (1회용 비닐백, 1회용 포장지, 종이

컵 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0. 입대 이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문결과는 군 장병들의 환경의식 수준과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설문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각각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중대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 36 -

셋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변수 간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항목

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사대상 특성에 따른 종속변수 차이를 검증하고 통제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항목별 t-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을 검정하고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6 절 설문조사 대상의 특성

회수된 유효 설문지는 A중대 97부, B중대 71부, C중대 88부, D중대 

86부이며, 이들 설문대상자들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급분

포를 살펴보면 A중대는 이병 3명(3.1%), 일병 28명(28.9%), 상병 37명

(38.1%), 병장 14명(14.4%), 하사 8명(8.3%), 중사 2명(2.1%), 상사 1명

(1.0%), 소위 2명(2.1%), 중위 1명(1.0%), 대위 1명(1.0%)이었고, B중대는 

이병 2명(2.8%), 일병 18명(25.4%), 상병 36명(50.7%), 병장 9명(12.7%), 하

사 2명(2.8%), 중사 1명(1.4%), 소위 1명(1.4%), 중위 1명(1.4%), 대위 1명

(1.4%)이었으며, C중대는 이병 1명(1.1%), 일병 33명(37.5%), 상병 14명

(15.9%), 병장 2명(2.3%), 하사 17명(19.4%), 중사 6명(6.8%), 상사 4명

(4.6%), 준위 2명(2.3%), 소위 1명(1.1%), 중위 1명(1.1%), 대위 1명(1.1%), 

그리고 군무원이 6명(6.8%)이었고, 마지막으로 D중대는 이병 2명(2.3%), 

일병 36명(41.8%), 상병 33명(38.3%), 병장 8명(9.3%), 하사 2명(2.3%), 중

사 1명(1.2%), 상사 1명(1.2%), 소위 1명(1.2%), 중위 1명(1.2%), 소령 1명

(1.2%)이었다.

용사들의 경우 주특기를 전투병, 전문특기병, 행정병, 그리고 기타 특

수임무병의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중대별 용사들의 주특기 현황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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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A중대는 전투병 50명(61.0%), 전문특기병 10명(12.2%), 행정병 16명

(19.5%), 기타 특수임무병 6명(7.3%)이었고, B중대는 전투병 58명(89.2%), 

전문특기병 4명(6.2%), 행정병 3명(4.6%)이었으며, C중대는 전투전문특기

병 41명(82.0%), 행정병 9명(18.0%)이었고, 마지막으로 D중대는 전투병 

24명(30.4%), 전문특기병 15명(19.0%), 행정병 20명(25.3%), 기타 특수임무

병 20명(25.3%)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설문응답대상의 계급과 주특기 특성

구 분

A중대 B중대 C중대 D중대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계 급

이 병 3 3.1 2 2.8 1 1.1 2 2.3

일 병 28 28.9 18 25.4 33 37.5 36 41.8

상 병 37 38.1 36 50.7 14 15.9 33 38.3

병 장 14 14.4 9 12.7 2 2.3 8 9.3

하 사 8 8.3 2 2.8 17 19.4 2 2.3

중 사 2 2.1 1 1.4 6 6.8 1 1.2

상 사 1 1.0 - - 4 4.6 1 1.2

준 위 - - - - 2 2.3 - -

소 위 2 2.1 1 1.4 1 1.1 1 1.2

중 위 1 1.0 1 1.4 1 1.1 1 1.2

대 위 1 1.0 1 1.4 1 1.1 - -

소 령 - - - - - - 1 1.2

군무원 - - - - 6 6.8 - -

합 계 97 100 71 100 88 100 86 100

주특기

(용사)

전투병 50 61.0 58 89.2 - - 24 30.4

특기병 10 12.2 4 6.2 41 82.0 15 19.0

행정병 16 19.5 3 4.6 9 18.0 20 25.3

기 타 6 7.3 - - - - 20 25.3

합 계 82 100 65 100 50 100 7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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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입대 전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의 유무에 대하여는 A중대에

서 37명(38.1%)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B중대는 22명(31.0%)이, C중대는 

36명(40.9%)이, 그리고 D중대는 33명(38.4%)이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입대 전 환경활동 경험 유무에 대하여는 A중대의 경우 13명(13.4%)이 

있다고 답변하여 가장 큰 빈도를 보였으며, B중대는 2명(2.8%)이, C중대

는 3명(3.4%)이, 그리고 D중대는 3명(3.5%)이 있다고 각각 답변하였다.

환경문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경험 유무에 대한 문항에서는 A중대

에서 23명(23.7%)이, B중대는 13명(18.3%)이, C중대는 25명(28.4%)이, 그리

고 D중대는 25명(29.1%)이 환경 관련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

다.

그리고 입대 전에 비해 입대 후 현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달라졌는

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A중대는 18명(18.6%)이 높아졌다고 답변하였

고, 77명(79.4%)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2명(2.0%)은 낮아졌

다고 답변하였다. B중대의 경우 11명(15.5%)이 높아졌다고, 57명(80.3%)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3명(4.2%)은 낮아졌다고 답변하였다. C

중대는 17명(19.3%)이 높아졌다고, 67명(76.1%)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

변하였으며, 4명(4.6%)은 낮아졌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D중대는 18

명(20.9%)이 높아졌다고 답변하였고, 67명(77.9%)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1명(1.2%)은 낮아졌다고 답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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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설문응답대상의 입대 전 환경관련 경험 특성

구 분

A중대 B중대 C중대 D중대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환 경

교 육

경 험

있 다 37 38.1 22 31.0 36 40.9 33 38.4

없 다 60 61.9 49 69.0 52 59.1 53 61.6

합 계 97 100 71 100 88 100 86 100

환 경

활 동

경 험

있 다 13 13.4 2 2.8 3 3.4 3 3.5

없 다 84 86.6 69 97.2 85 96.6 83 96.5

합 계 97 100 71 100 88 100 86 100

환 경

피 해

경 험

있 다 23 23.7 13 18.3 25 28.4 25 29.1

없 다 74 76.3 58 81.7 63 71.6 61 70.9

합 계 97 100 71 100 88 100 86 100

입 대

전 후

환 경

관심도

높아짐 18 18.6 11 15.5 17 19.3 18 20.9

그대로 77 79.4 57 80.3 67 76.1 67 77.9

낮아짐 2 2.0 3 4.2 4 4.6 1 1.2

합 계 97 100 71 100 88 100 86 100

입대 전 환경교육은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대상자에 대해 어디

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조사하였고, 그 결과 다음의 [표 13]과 같이 고등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자 수가 모든 부대에서 가장 많았다. A중

대의 경우 전체 99명 중 34명(34.3%)가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었으며, 중학교가 28명(28.3%)으로 그 뒤를 이었다. B중대는 전체 

73명 중 16명(21.9%)가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중학교

와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장병이 각각 10명

(13.7%)이었다. C중대의 경우 전체 88명 중 26명(29.5%)이 고등학교에서, 

18명(20.5%)이 중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각각 답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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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마지막으로 D중대의 경우에도 전체 86명 중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장병이 26명(30.2%)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장병이 16명(18.6%)으로 그 뒤를 이었다. 

환경단체 또는 모임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장병은 부대

별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으며, 기타 답변으로는 

부모님 또는 주변 친구들에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표 13] 입대 전 환경교육 경험자 현황

구 분

A중대 B중대 C중대 D중대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환경

교육

경험

초등학교 25 25.8 8 11.3 16 18.2 15 17.4

중학교 28 28.9 10 14.1 18 20.5 16 18.6

고등학교 34 35.1 16 22.5 26 29.5 26 30.2

대학교 9 9.3 10 14.1 11 12.5 11 12.8

환경단체 

또는 모임
3 3.1 1 1.4 7 8.0 3 3.5

기 타 - - 1 1.4 1 1.1 - -

* 해당되는 문항에 대해 중복응답 가능

입대 전 환경활동 경험에 대하여는 A중대를 제외하고는 아주 적은 

수만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A중대에서 9명(9.3%)이 환경 관련 동

아리 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환경 관련 단체에 가입하였거나 

후원을 한 경험자가 각각 2명(2.1%)이었고,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1명(1.0%)이 답변하였다. B중대의 경우에는 환경 관련 동

아리 활동과 환경단체 후원의 경험이 있다고 각각 1명(1.4%)씩 답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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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중대와 D중대는 각각 3명이 환경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는데, C

중대의 경우 환경 관련 동아리 활동, 환경 관련 학회 또는 세미나 참석, 

그리고 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각각 1명(1.1%)씩 답변하였고, D중대에

서는 환경단체 가입 경험 2명(2.3%), 환경단체 후원경험 1명(1.2%)이 각

각 환경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4]와 같다.

[표 14] 입대 전 환경 관련 활동 경험자 현황

구 분

A중대 B중대 C중대 D중대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환경

활동

경험

동아리 9 9.3 1 1.4 1 1.1 - -

단체 가입 2 2.1 - - - - 2 2.3

단체 후원 2 2.1 1 1.4 - - 1 1.2

학회·

세미나
- - - - 1 1.1 - -

기 타 1 1.0 - - 1 1.1 - -

* 해당되는 문항에 대해 중복응답 가능

환경문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장병들에게 어

떠한 종류의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하였다. 해당되는 문항에 중복으로 체

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A중대는 악취(11명, 11.3%),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10명, 10.3%) 순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B중대의 

경우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6명, 8.5%), 진동피해(5명, 7.0%) 순이었다. C

중대의 경우 악취(8명, 9.0%)와 온열질환(7명, 8.0%)을 가장 많이 답변하

였으며, 마지막으로 D중대는 악취,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가 각각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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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씩 답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타 피해로는 입대 

전 다니던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답변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국내 

스키장 개장 일수가 줄어들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아래의 [표 15]에 이상

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15] 환경 문제 피해자 현황

구 분

A중대 B중대 C중대 D중대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환경

피해

경험

자연재해 2 2.1 3 4.2 4 4.5 3 3.5

소 음 2 2.1 2 2.8 3 3.4 3 3.5

악 취 11 11.3 4 5.6 8 9.0 9 10.5

대기오염

미세먼지
10 10.3 6 8.5 4 4.5 9 10.5

수질오염 - - 1 1.4 - - - -

진동피해 1 1.0 5 7.0 5 5.7 5 5.8

온열질환 6 6.2 3 4.2 7 8.0 4 4.7

기 타 - - - - 2 2.3 - -

* 해당되는 문항에 대해 중복응답 가능

대부분의 부대에서 악취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많이 답

변한 이유는 군 입대 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직접 하게 되면서 직접적

인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에 

관한 문제의 경우 최근 각종 미디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고, 미세먼지

가 심한 날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군인으로서 임무수행

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야외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많은 답변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B중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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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부터 부대 전체가 생활관 개선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

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진동피해가 장병들의 답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입대 전·후 환경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아졌거나 낮아졌다고 

답변한 장병들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 높아졌거나 낮아졌는지를 조사하였

는데, 입대 전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변한 장병의 경우 

각종 매스컴에서 환경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높아졌다는 답변이 총 18명

이 답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부대 내 환경교육 및 관련 활동

을 통해 높아졌다는 답변을 한 사람이 1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후변

화(지구온난화)를 직접 체감하면서 높아진 경우는 13명, 부대 또는 동료

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위기로 인해 본인도 같이 높아졌다는 

답변은 12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의 경우 입대 전부터 원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생활하면서 자연스레 높아졌다는 답변

이 대부분이었으나, 입대 후 단체생활에서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답변도 있었고, 주변 전우들의 무관심과 

군의 좋지 못한 환경관리 실태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환경에 대한 관심

도가 높아졌다는 답변도 있었다. 입대 전에 비해 입대 후 환경에 대한 관

심이 더 낮아졌다고 답변한 장병 중에서는 7명이 부대 또는 주변 동료들

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낮은 분위기 때문에 본인도 함께 낮아졌다고 답

변하였으며, 기타 답변으로는 부대 적응 등 개인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더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2명이, 군 주변 자연경관이 너무 아

름다워 오히려 문제의식이 없어졌다는 답변을 1명이 제출하였다. 이를 정

리하여 다음의 [표 1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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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입대 전·후 환경에 대한 관심 변화자 현황

구 분

A중대 B중대 C중대 D중대

빈도
(명)

간부/
용사

빈도
(명)

간부/
용사

빈도
(명)

간부/
용사

빈도
(명)

간부/
용사

높

아

짐

부대 내

환경 관련 

교육·활동

5 3 / 2 4 2 / 2 2 1 / 1 3 2 / 1

매스컴에서 

환경 관련 

지식 습득

2 1 / 1 1 1 / 0 9 7 / 2 6 2 / 4

부대 또는 

동료들의 

환경 관심 

높은 분위기

5 1 / 4 1 1 / 0 2 2 / 0 4 0 / 4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체감

5 0 / 5 3 0 / 3 3 3 / 0 2 0 / 2

기 타 1 1 / - 2 - / 2 1 1 / - 3 1 / 2

낮

아

짐

부대 내

환경 관련 

노력·홍보

부족

- - - - - - - -

부대 또는 

동료들의 

환경 관심 

낮은 분위기

- - 3 0 / 3 3 0 / 3 1 0 / 1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반감 형성

- - - - - - - -

기 타 2 0 / 2 - - 1 0 / 1 - -

한 편, 위의 [표 16]에서 각 답변을 간부와 용사가 각각 몇 명 씩 답

변하였는지 분석한 결과 높아졌다는 64명 중 간부가 29명, 용사가 35명

이었으며. 낮아졌다는 10명은 모두 용사의 답변이었다. 높아진 이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대 내 환경 관련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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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답변은 간부와 용사가 각각 8명과 6명, 매스컴에서 환경 관련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간부와 용사가 각각 11명과 7명으로, 간부

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에 부대 또는 동료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위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간부와 용사가 각각 4명과 8명이 답변하

였으며, 기후변화(지구온난화)를 체감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간부가 3

명, 용사가 10명으로 용사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간부

들은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및 퇴근 후 TV, 인터넷 등의 매체 접근

이 유리하기 때문에 환경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용사들의 

경우에는 주변의 분위기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경향이 더 있고 실제 야

외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의식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성영애

(2005)의 연구와 박시현(2013)의 연구 등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집단적

으로 환경의식적 행동수준 및 환경관련지식을 높여야 한다는 결과와 일

맥상통하며, 엄영숙과 오형나(2019)의 연구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에 제약이 있는 군 장병, 특히 용사들의 특성 상 폭

염, 미세먼지 고농도 등 원치 않는 환경에 강제로 노출됨에 따라 환경의

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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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와 해석

제 1 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독립변수 분석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군 장병의 환경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에 본인의 일평균 야외활

동 시간과 본인이 소속된 중대의 월평균 야외훈련 일수를 기재하도록 하

였다. 이 때, 야외활동의 경우 식사 이동, 흡연 등 일상적인 생활을 제외

하고 경계작전, 학과출장 등 임무에 따른 야외활동만을 기재하도록 충분

히 설명하였으며, 야외훈련의 경우 부대의 연간부대운영계획 및 주간훈

련예정표에 따라 야외에서 행해지는 훈련을 더하여 기재하도록 하되, 복

무기간이 1년이 채워지지 않은 일·이등병의 경우 부대의 선임이나 간부

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조치했다. 또한 두 번째 독립변수인 

환경교육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본인이 입대 후 부대에서 받은 환경교육 

횟수를 기재하되, 환경교육의 종류는 ‘지휘관 등에 의한 부대 자체 교

육’,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교육자료(책자, 강의자료 

등)’,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야외활동을 통한 체험교육(국토대청결 운

동, 환경정화활동, 하천정화활동, 대민지원활동 등)’의 3가지로 구분하

여 기재하도록 안내하였다. 세 번째 항목인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야외

활동을 통한 체험교육’의 경우 첫 번째 독립변수인 야외활동변수에 포

함되어야 할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의 목적상 부대의 전·평시 고유 임

무에 따른 야외활동만을 야외활동변수로 포함하고 기타 임무로서 야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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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들은 체험교육 및 기회교육으로서 장병들에게 

환경교육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일평균 야외활동 시간은 B중대 5.11시간, C중대 4.28시간, A

중대 2.92시간, 그리고 D중대 2.82시간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야외

훈련 일수는 B중대가 6.99일, A중대 4.04일, C중대 3.56일, D중대 2.20일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해당 부대의 중대장과의 부대별 연간부대운영

계획을 통한 간이면접으로 확인한 부대별 연평균 야외훈련 일수(A중대 

약 45일, B중대 약 90일, C중대 약 40일, D중대 약 30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환경교육변수의 경우 부대 자체 환경교육 횟수가 D, C, 

A, B중대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외부기관에 의한 환경교육 횟수는 D, C, 

B, A중대 순으로, 그리고 야외활동에 의한 체험교육 횟수는 B, C, D, A

중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D중대 23.64회, A중대 15.40

회, C중대 14.92회, 그리고 B중대 9.15회 순으로 조사되었다. 환경교육 

중에서도 부대 자체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 정식으로 

‘환경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무생활 

간 간부 또는 선임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교육(예를 들어, “분리배

출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등)의 

횟수에 대하여 답변한 것이며, 이는 해당 부대의 중대장 및 무작위로 선

정한 장병들과의 간이면접을 통해 획득한 답변이다. 이는 앞서 제2장 제

3절에서 서술한 것처럼 부대 내에서의 환경교육은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

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다. 또한 간부 또는 선임에게 같은 말을 듣더

라도 그것을 ‘교육’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있기 때

문에 같은 부대 내에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어떤 종류의 환경교육

도 받지 않았다고 모든 항목에 ‘0회’로 답변한 장병도 중대별 7, 16, 

18, 21명으로 총 62명이었다. 따라서 y=1/x와 유사한 분포를 갖는 환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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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합계변수의 정규성 확보를 위해 log를 취해 변환하여 분석을 진행하

였다. 이상의 결과를 다음의 [표 17]에 정리하였다.

[표 17] 부대별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구 분

A중대 B중대 C중대 D중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야

외

활

동

일평균 

야외활동 시간
2.92 2.04 5.11 2.05 4.28 2.33 2.82 2.93

월평균 

야외훈련 일자
4.04 2.38 6.99 3.29 3.56 1.45 2.20 2.30

환

경

교

육

부대 자체 

환경교육 횟수
11.67 18.14 3.99 7.44 12.24 22.54 18.45 40.85

외부기관 

환경교육 횟수
2.36 4.48 1.53 2.64 1.66 2.84 3.57 12.73

야외활동 

체험교육 횟수
1.67 3.73 3.66 13.88 2.32 3.55 2.14 9.82

환경교육 합계

(회)
15.40 19.87 9.15 17.91 14.92 23.43 23.64 50.82

환경교육 합계

(log변환)
2.23 1.09 1.71 1.14 2.32 1.12 2.24 1.51

부대별 독립변수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변수에 대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일평균 야외활동 시간, 월평균 야외훈련 일자, 부대 환경교

육 횟수 합계의 세 가지 변수 모두 부대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18]에 정리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90% 

신뢰도의 유의수준(α=0.1)에서 일평균 야외활동 시간은 A중대와 D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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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같고, B중대와 C중대가 같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월평균 야외훈련 

일자는 A중대와 C중대만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대 환경교육 

합계변수의 경우에는 A중대와 C중대, 그리고 D중대가 모두 같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9]와 같다.

[표 18] 부대별 독립변수 분산분석 결과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값 P-값

일평균

야외활동

시간

집단-간 290.401 3 96.800 17.46 .000

집단-내 1835.059 331 5.544

합 계 2125.460 334

월평균

야외훈련

일자

집단-간 856.964 3 285.655 48.65 .000

집단-내 1749.582 298 5.871

합 계 2606.546 301

환경교육

횟수

집단-간 13.518 3 4.506 3.04 .029

집단-내 408.503 276 1.480

합 계 422.021 279

[표 19] 부대별 독립변수 분산분석 사후검정 결과

구 분 사후검정 결과

일평균 야외활동 시간 B = C > A = D

월평균 야외훈련 일자 B > A = C > D

환경교육 합계 A = C = D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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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장병들의 환경의식을 측정하여 단순 비교분석

하기 위해 하위개념으로 선정한 환경에 대한 관심, 태도, 행동변수의 평

균점수를 부대별로 각각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부대별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구 분

A중대 B중대 C중대 D중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관 심 4.07 0.54 3.94 0.59 4.16 0.51 3.94 0.57

태 도 3.39 0.74 3.30 0.68 3.59 0.58 3.39 0.52

행 동 2.80 0.59 2.86 0.75 3.10 0.68 2.78 0.58

부대별 관심변수를 먼저 살펴보면, C중대 4.16점, A중대 4.07점 순으

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B중대와 D중대는 3.94점으로 같은 점수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문항을 살펴보면 네 개의 부대 모두에서 3번 

문항인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8번 ‘지구는 공간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우주선과 같다’와 12번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는 크게 과장되어 

있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15)

부대별 태도변수에서도 C중대가 3.5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

며, 그 뒤를 이어 A중대와 D중대가 3.39점, 그리고 B중대가 3.30점으로 

15) 3번 문항은 A중대 4.36점, B중대 4.28점, C중대 4.51점, 그리고 D중대 4.1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8번 문항의 경우 중대 순서대로 3.65점, 3.80점, 3.80점, 3.69점

을, 그리고 12번 문항의 경우 중대 순서대로 3.88점, 3.58점, 3.89점, 3.73점으로 분석 

대상인 6개 문항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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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개별문항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개인의 태도

나 마음가짐에 관한 4번과 11번 문항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반

면,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된 9번과 12번 문항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16)

그리고 행동변수의 경우에는 C중대가 3.1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B중대가 2.86점, A중대 2.80점, 그리고 D중대가 

2.78점의 결과를 보였다. 개별 문항을 살펴보면 모든 무대에서 공통적으

로 4번 ‘양치질이나 샤워를 할 때 물을 계속 틀어놓지 않는다.’와 7번 

‘부대 내에서 가급적 1회용품(1회용 비닐백, 1회용 포장지, 종이컵 등)

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10번 ‘입대 이후 환경을 보

존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문항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

다.17)

부대별 종속변수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변수에 대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환경에 대

한 관심, 태도, 행동의 세 가지 변수 모두 부대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1]에 정리하였다. 사후검정 

16) 태도변수의 4번 문항 ‘환경오염은 나의 개인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A중대 3.39점, 

B중대 3.56점, C중대 3.56점, D중대 3.52점을 보였으며, 11번 문항인 ‘부대에서 에너

지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병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중대 순으로 3.69

점, 3.41점, 3.93점, 3.57점으로 B중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9

번 문항인 ‘환경문제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말 해줄 의향이 

있다.’는 중대 순으로 3.14점, 3.04점, 3.45점, 3.17점이었으며, 12번 문항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는 중대 순으로 

3.12점, 3.21점, 3.49점, 3.19점으로 나타나 분석 대상인 6개 문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17) 행동변수의 4분 문항은 A중대가 3.26점, B중대 3.24점, C중대 3.72점, 그리고 D중대가 

2.97점으로 모든 부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7번 문항의 경우 중대 순으로 

2.90점, 2.94점, 3.01점, 2.84점을 보였고, 10번 문항에서는 중대 순으로 2.93점, 3.03점, 

3.25점, 2.88점을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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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90% 신뢰도의 유의수준(α=0.1)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은 B중대와 C

중대가 같고, 동시에 C중대와 D중대가 같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환경

에 대한 태도는 B중대와 C중대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행동변수의 경우에는 A중대와 C중대, 그리고 C중대와 D중대가 각

각 서로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22]와 같다.

[표 21] 부대별 종속변수 분산분석 결과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값 P-값

환경에

대한 

관심

집단-간 3.145 3 1.048 3.41 .018

집단-내 103.996 338 0.308

합 계 107.141 341

환경에

대한 

태도

집단-간 3.734 3 1.245 3.08 .028

집단-내 136.798 338 0.405

합 계 140.532 341

환경에

대한 

행동

집단-간 5.877 3 1.959 4.70 .003

집단-내 140.990 338 0.417

합 계 146.867 341

[표 22] 부대별 종속변수 분산분석 사후검정 결과

구 분 사후검정 결과

환경에 대한 관심 C > B, C > D

환경에 대한 태도 C > B

환경에 대한 행동 C > A, C > D



- 53 -

3.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일평균 야외활동 시간, 월평균 야외훈련 일자, 

부대 환경교육 횟수 등 세 가지 변수와 종속변수인 환경에 대한 관심, 

태도, 행동의 세 가지 변수들 사이의 선형 관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표 23]과 같이 독립변수 사이에서는 일평균 야외활

동 시간과 월평균 야외훈련 일자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월평균 

야외훈련 일자와 부대 환경교육 횟수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외훈련이 적고 내무생활이 많을수록 부대 내에서 이루

어지는 수시 환경교육의 횟수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독

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진단통계량(Collinearity 

diagnositics)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모두 0.01 이상

이었으며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또한 모두 10 이

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8) 또한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환경교육 횟수 변수가 환경에 대한 관심, 태도, 

행동변수 모두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종속변

수 간에는 모두 서로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란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독립변수들 각각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다중공선성은 진단 통계량(Collinearity diagnositics)을 통해 분석하며, 일반적으

로 고유값(Eigen value)이 0.01 이하이거나 조건지표값(Condition number)이 100 이상인 독

립변수가 있으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10 이상인 독립변수 또는 모수추정치에 대한 허용도(Tolerance)가 0.1보다 작은 독립

변수가 있을 때도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김충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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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일평균

야외활동

월평균

야외훈련

환경교육

횟수
관 심 태 도 행 동

일평균

야외활동
1

월평균

야외훈련
.352*** 1

환경교육

횟수
-.046 -.132** 1

관 심 -.029 .012 .147** 1

태 도 -.013 -.061 .217*** .423*** 1

행 동 .031 .055 .153** .227*** .607*** 1

* : p < .1, ** : p < .05, *** : p < .01

4. 장병환경의식과 국민환경의식의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에서 종속변수인 환경에 대한 관심, 태도,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 중 일부는 군 장병들의 환경의식과 일반 국민들과

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국민들의 환경

의식 및 환경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해 

수행하고 있는 국민환경의식조사(곽소윤 외, 2016; 안소은 외, 2017)의 환

경인식, 환경태도 및 실천 영역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공유하였다. 국민

환경의식조사에서 결과로 제시되어있는 영역과 비교하기 위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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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환경행동(실천) 영역의 경우 국민환경

의식조사에서는 지난 한 달 간 실천을 하였는가를 질문하기 때문에 완전

히 대응한 1:1 분석은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답변한 장병의 비율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우선 평소 

환경 또는 환경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본 연구에서

는 ‘관심이 있다’(매우 그렇다 + 그렇다)가 44.22%였으며, 같은 질문에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는 53.9%가, 2017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는 

54.4%가 ‘관심이 있다’라고 답변한 것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관심이 없다’(매우 아니다 + 아니다)는 8.1%였는데, 이

는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의 10.8%, 2017 국민환경의식조사의 8.9%보다 

다소 낮은 비율이었다.

공유한 문항들에 대한 평균의 단순비교를 위해 다음의 [표 24]에 정리

하였다. 먼저 환경에 대한 관심 변수를 살펴보면, ‘나는 평소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문항과 ‘전 세계의 인구수는 지구가 감당

할 수 있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의 두 문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의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환경에 대한 태도 변수에서는 ‘기후변화의 효과는 먼 미래의 

일이라 나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나의 일상적인 행동과 생활방

식이 기후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 의식적 마음가짐에 

대한 문항들은 상대적으로 2017 국민환경의식조사의 결과보다 높은 점수

를 보였으나, ‘내 생활습관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

다.’와 ‘환경문제는 나에게 있어 다른 것들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다’ 

등 실제 행동과 연결되는 태도에 관한 문항들은 상대적으로 2017 국민환

경의식조사의 결과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행

동 변수에 대해 얼마나 많은 비율의 대상이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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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살펴보면, ‘부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등이나 수도꼭지는 반

드시 끄거나 잠근다.’의 문항은 86.42%가 그렇다고 답함으로써 국민환

경의식조사에서의 ‘지난 한 달 동안 에너지 소비를 줄였다.’는 문항의 

답변인 47.0%(2016 국민환경의식조사), 50.4%(2017 국민환경의식조사)보

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집단적이고 계급구조적인 군

부대의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 수직적 감시와 통제 하 행동이 촉진된 결

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친환경마크나 재활용마크가 있는 제품을 골라

서 구매한다.’와 ‘부대 내에서 가급적 1회용품(1회용 비닐백, 1회용 포

장지, 종이컵 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등의 국민환경의식조

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은 보인 문항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생필품

을 구입하거나 1회용품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선택권이 극히 제

한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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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장병환경의식과 국민환경의식의 비교

구 분
장병
환경
의식

2016
국민
환경
의식

2017
국민
환경
의식

환경에

대한 

관심

나는 평소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3.47 3.49 3.52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3.04 2.82 -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4.32 3.90 -

전 세계의 인구수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에 가까워지고 있다.
3.56 3.66 -

지구는 공간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우주선과 

같다.
3.72 3.55 -

만약 현재와 같이 자연을 보존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곧 심각한 환경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4.04 3.71 -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는 크게 과장되어 있다. 3.77 2.80 -

기후변화는 이미 통제 불능이라 조치를 취하기에 

너무 늦었다.
3.58 2.94 -

환경에

대한 

태도

내 생활습관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3.14 - 3.45

기후변화의 효과는 먼 미래의 일이라 나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3.82 - 2.65

나의 일상적인 행동과 생활방식이 기후변화를 일

으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43 - 2.93

나는 가격이 좀 비싸도 친환경제품을 살 생각이 

있다.
3.32 - 3.34

나는 가끔 환경에 해로운 행위를 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3.41 - 3.23

환경문제는 나에게 있어 다른 것들에 비해 우선

순위가 낮다.
2.96 - 3.22

환경에

대한 

행동

부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등이나 수도꼭지는 

반드시 끄거나 잠근다.
86.42% 47.0% 50.4%

양치질이나 샤워를 할 때 물을 계속 틀어놓지 않

는다.
45.37% 49.9% 54.3%

친환경마크나 재활용마크가 있는 제품을 골라서 

구매한다.
8.38% 15.5% 23.4%

부대 내에서 가급적 1회용품 (1회용 비닐백, 1회용 

포장지, 종이컵 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27.46% 54.2% 56.6%

항상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려 노력한다. 77.17% 85.0%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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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대상 특성에 따른 종속변수 차이 검증

1. 입대 전 환경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분석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입대 전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

변한 장병과 그렇지 않은 장병 사이에 환경의식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두 집단의 등분산 여부를 알

아보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한 결과 p>0.05로 나타나 등분산임을 확인하

였고, 이에 따라 Equal variances의 t-값을 이용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

다.19) 그 결과 다음의 [표 25]와 [표 26]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 태도, 행동 모든 변수에서 입대 전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19) t-검정을 시행함에 있어, 먼저 두 집단 간 변량의 동질성 여부를 검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동변량성의 여부는 F-값을 이용하여 알 수 있는데, 만약 F-값의 유의도(Sig)가 0.05

보다 작을 경우에는 동변량성을 가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백순근, 2018). 이에 따라 SAS

의 TTEST procedure에서 제공하는 F-test의 결과를 활용하여 등분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Equal 또는 Unequal variances의 t-값과 그 유의도를 이용하여 t-검정을 시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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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입대 전 환경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구 분

입대 전

환경교육

경험유무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관 심
경험 128 4.108 .558 .049

미경험 214 3.989 .559 .038

태 도
경험 128 3.60 .671 .059

미경험 214 3.318 .602 .041

행 동
경험 128 3.02 .673 .060

미경험 214 2.81 .635 .043

[표 26] 입대 전 환경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종속변수 차이 검증 결과

구 분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평균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관 심 1.91 340 .057 .119 .062 -.004 .242

태 도 3.97 340 .000 .279 .070 .141 .417

행 동 2.90 340 .003 .211 .073 .068 .353

2. 입대 전 환경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분석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입대 전 환경관련 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변

한 장병과 그렇지 않은 장병 사이에 환경의식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세 가지 종속변수에서 모두 F-값의 

유의도가 0.05보다 크게 계산되어 등분산을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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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음의 [표 27]과 [표 28]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 

태도, 행동 모든 변수에서 입대 전 환경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표 27] 입대 전 환경관련 활동 유무에 따른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구 분

입대 전

환경활동

경험유무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관 심
경험 21 4.06 .420 .092

미경험 321 4.03 .569 .032

태 도
경험 21 3.49 .797 .174

미경험 321 3.42 .632 .035

행 동
경험 21 3.01 .631 .138

미경험 321 2.88 .658 .037

[표 28] 입대 전 환경관련 활동 유무에 따른 종속변수 차이 검증 결과

구 분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평균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관 심 0.25 340 .801 .032 .126 -.217 .281

태 도 0.52 340 .607 .075 .145 -.210 .359

행 동 0.89 340 .372 .132 .148 -.159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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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 분석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환경문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경험이 있다

고 답변한 장병과 그렇지 않은 장병 사이에 환경의식 수준의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환경에 대한 관심 변수와 행

동 변수는 등분산을 가정할 수 있었으나, 태도 변수의 경우 F-값의 유의

도가 .002로 계산되어 등분산이 아님을 가정하고 Unequal variances의 t-

값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표 29]와 [표 30]에 나타나 있는 것처

럼, 환경에 대한 관심, 태도, 행동 모든 변수에서 환경문제로 인한 직접

적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9]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구 분

환경문제

피해경험

유무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관 심
경험 86 4.25 .480 .052

미경험 256 3.96 .568 .036

태 도
경험 86 3.68 .492 .053

미경험 256 3.34 .664 .042

행 동
경험 86 3.06 .612 .066

미경험 256 2.83 .662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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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종속변수 차이 검증 결과

구 분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평균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관 심 4.24 340 .000 .289 .068 .155 .423

태 도 5.08 196.18 .000 .342 .078 .189 .496

행 동 2.85 340 .005 .231 .081 .072 .390

4. 간부와 용사 신분에 따른 차이 분석

전체 응답자중 하사 이상 간부 집단과 병장 이하 용사 집단 간 환경

의식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세 가

지 종속변수에서 모두 F-값의 유의도가 0.05보다 크게 계산되어 등분산

을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표 31]과 [표 32]에 나타나 있

는 것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 태도, 행동 모든 변수에서 간부 집단이 용

사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

였다.

[표 31] 간부와 용사로 구분한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구 분 신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관 심
간부 66 4.21 .475 .059

용사 276 3.99 .572 .034

태 도
간부 66 3.76 .568 .070

용사 276 3.34 .634 .038

행 동
간부 66 3.19 .642 .079

용사 276 2.81 .640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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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간부와 용사로 구분한 종속변수 차이 검증 결과

구 분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평균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관 심 2.83 340 .005 .215 .076 .065 .365

태 도 4.84 340 .000 .413 .085 .245 .580

행 동 4.27 340 .000 .375 .088 .202 .547

제 3 절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1. 가설 1, 2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일평균 야외활동 시간(x1)과 월평균 야외훈련 

일자(x2), 그리고 부대 내 환경교육 횟수(x3)가 종속변수인 장병들의 환경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제4장 제1절에서 종속변수 세 가지에 대하여 C중대가 다른 중대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결과를 많이 보여주었으므로 C중대를 기준으

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각 중대를 더미 변수(Dummy variable)화하여 분석

에 이용하였으며, 4개 중대를 더미 변수화한 방법은 다음의 [표 33]과 같

다. 또한 제4장 제2절에서 확인하였듯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인 입대 전 환경교육 경험 유무(c1), 환경문제 피해경험 유무(c2), 그리고 

간부와 병사의 신분차이(c3)를 각각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20)

20)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두 종류 모두 등간 척도나 비율척도로 

측정된 변수여야 하는데, 독립변수가 명목척도인 경우에는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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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4개 중대의 더미 변수화

독립변수 더미변수 : d1 더미변수 : d2 더미변수 : d3

A중대 1 0 0

B중대 0 1 0

C중대 0 0 0

D중대 0 0 1

이에 따른 회귀방정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yi = β0 + β1x1 + β2x2 + β3x3 + β4d1 + β5d2 + β6d3 + β7c1 + β8c2 + β9c3 + εi

최적의 회귀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유의수준 α=0.1에서 단계별 회귀

법(Stepwise)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환경에 대한 관심 변수에 대하여

는 부대 환경교육 횟수,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경험, 그리고 간부와 용사

의 신분차이의 세 가지 변수가 선정되었다.21) 환경에 대한 태도 변수는 

부대 환경교육 횟수, 입대 전 환경교육 경험,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경험, 

그리고 간부와 용사의 신분차이의 네 가지 변수가 선정되었으며, 환경에 

대한 행동 변수에서는 부대 환경교육 횟수, A중대와 D중대, 입대 전 환

경교육 경험, 그리고 간부와 용사의 신분차이의 다섯 가지 변수가 선정

되었다.

한다. 더미변수는 1과 0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며, 한 변수에 대한 더미변수의 개수는 변

수간의 선형종속 때문에 (변수의 수준 수 – 1개)의 더미변수가 필요하다(김충련, 2008).
21) 다중회귀모형의 경우 독립변수의 수가 작으면서도 모형 적합도가 높은 모형이 좋으며, 

최적 모형 선택방법 중 단계별회귀법은 후방소거법과 전방선택법의 개념을 합한 것으로 

회귀모형의 R2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변수를 추가시키기도 하고, 일단 모형에 추가되었어도 

모형에 적합하지 않은 변수는 삭제하는 방법이다(김충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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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선정된 변수들로 구성하여 실시한 종속변수에 대한 다중회

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4]와 같으며, 독립변수인 부대 환경교육 횟수

(x3)와 통제변수인 입대 전 환경교육 경험 유무(c1)가 세 가지 종속변수 

모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경험(c2)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태도에, 간부와 

용사의 신분차이(c3)는 환경에 대한 태도와 행동 영역에 각각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대 간의 통계적 차이

에 있어서는 환경에 대한 행동 변수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 A중대와 D중대가 C중대에 비해 유의한 부(-)의 차이를 보였다.

[표 34] 최적의 회귀모형 선정에 따른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 분

관 심 태 도 행 동

회귀
계수

t-값
회귀
계수

t-값
회귀
계수

t-값

(상수) 3.855*** 58.54 3.032*** 40.78 2.75*** 30.65

x3 .049* 1.87 .079*** 2.79 .070** 2.28

c1 .205*** 2.85 .294*** 3.96 .207*** 2.66

c2 .198** 2.54 .160** 1.98 -

c3 - .422*** 4.94 .295*** 3.12

d1 - - -.206** -2.37

d3 - - -.203** -2.10

R2

(수정된 R2)
.070( .060) .179( .167) .106( .090)

F-값 6.94*** 15.00*** 6.49***

* : p < .1, ** : p < .05, ***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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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른 각각의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y관심= 3.855 + 0.049x3 + 0.205c1 + 0.198c2 + εi

y태도 = 3.032 + 0.079x3 + 0.294c1 + 0.160c2 + 0.422c3 + εi

y행동 = 2.75 + 0.07x3 - 0.206d1 - 0.203d3 + 0.207c1 + 0.295c3 + εi

그런데, 앞서 제4장 제2절과 [표 17]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규성 확보

를 위해 부대 환경교육 횟수를 log를 취해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

므로, 한 번도 환경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0’으로 답변한 62명의 장병

은 위 분석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log를 취하기 전 원 상

태의 환경교육 횟수 합계의 기술통계량을 이용하여 답변한 교육횟수에 

따라 5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서열변수화하여 그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하

였다. 구분 결과는 아래 [표 35]와 같으며, 집단구분은 ‘0’이라고 답변

한 집단에 더해 기술통계량에서 1, 2, 3분위수(각각 2, 5, 15)를 기준으로 

절단하여 집단을 편성함으로써 총 5개의 집단으로 구성하였고, 이들 집

단 간 단순 비교분석을 위해 각 종속변수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다음

의 [표 36]에 정리하였다.

[표 35] 부대 환경교육 횟수의 서열변수화 결과 빈도분석

구 분 범 위 빈 도 비 율

E1 x = 0 62 18.13

E2 0 < x ≦ 2 45 13.16

E3 2 < x ≦ 5 69 20.18

E4 5 < x ≦ 15 85 24.85

E5 15 < x 81 23.68

합 계 34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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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환경교육 정도에 따른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구 

분

E1 E2 E3 E4 E5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관심 3.92 0.62 3.94 0.53 4.03 0.56 3.98 0.49 4.22 0.57

태도 3.31 0.70 3.11 0.67 3.39 0.66 3.54 0.56 3.59 0.57

행동 2.70 0.66 2.72 0.66 2.87 0.70 2.94 0.50 3.08 0.72

관심변수를 먼저 살펴보면 E5 4.22점, E3 4.03점, E4 3.98점, E2 3.94점, 

그리고 E1이 3.92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태도변수의 경우에는 

E5 3.59점, E4 3.54점, E3 3.39점, E1 3.31점, 그리고 E2가 3.11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행동변수의 경우 E5부터 E1 순으로 3.08

점, 2.94점, 2.87점, 2.72점, 2.70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 세 변수에서 

모두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집단별 종속변수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변수에 대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환경에 대

한 관심, 태도, 행동의 세 가지 변수 모두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7]에 정리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90% 신뢰도의 유의수준(α=0.1)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은 E5가 E4, 

E2, E1과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에 대한 태도는 E5와 E2, E1이, 

그리고 E4와 E2가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행동변수의 경우에는 E5가 E2, E1과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

리하면 다음의 [표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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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환경교육 정도에 따른 종속변수 분산분석 결과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값 P-값

환경에

대한 

관심

집단-간 4.262 4 1.066 3.49 .008

집단-내 102.879 337 0.305

합 계 107.141 341

환경에

대한 

태도

집단-간 8.674 4 2.169 5.54 .000

집단-내 131.857 337 0.391

합 계 140.532 341

환경에

대한 

행동

집단-간 6.571 4 1.643 3.95 .004

집단-내 140.296 337 0.416

합 계 146.867 341

[표 38] 환경교육 정도에 따른 종속변수 분산분석 사후검정 결과

구 분 사후검정 결과

환경에 대한 관심 E5 > E4, E5 > E2, E5 > E1

환경에 대한 태도 E5 > E2, E4 > E2, E5 > E1

환경에 대한 행동 E5 > E2, E5 > E1

위의 다중회귀분석에서 사용한 log변환된 부대 환경교육 횟수(x3) 대

신 ‘0’이라고 답변한 장병을 포함하여 서열변수화한 부대 환경교육 횟

수(x4)를 사용하여 다시 한 번 최적의 회귀모형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환경에 대한 관심 변수에 대하여는 D중대, 부대 환경교육 횟수, 환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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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인한 피해경험, 그리고 간부와 용사의 신분차이의 네 가지 변수가 

선정되었다. 환경에 대한 태도 변수와 행동변수는 x3을 사용하여 앞서 

실시한 단계별 회귀법의 결과와 동일하게 부대 환경교육 횟수, 입대 전 

환경교육 경험,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경험, 그리고 간부와 용사의 신분

차이의 네 가지 변수가, 그리고 부대 환경교육 횟수, A중대와 D중대, 입

대 전 환경교육 경험, 그리고 간부와 용사의 신분차이의 다섯 가지 변수

가 각각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선정된 변수들로 구성하여 실시한 종속변수에 대한 다중회

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9]과 같으며, 독립변수인 부대 환경교육 횟수

(x4)와 통제변수인 간부와 용사의 신분차이(c3)가 세 가지 종속변수 모두

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대 전 환경교육 경험(c1)은 환경에 대한 태도와 행동 영역에, 환경문제

로 인한 피해경험(c2)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태도에 각각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대 간의 통계적 차이에 있

어서는 환경에 대한 행동 변수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A

중대(d1)와 D중대(d3)가 C중대에 비해 유의한 부(-)의 차이를 보였다. 최

적의 회귀모형 선정 과정에서는 관심모형에서 D중대(d3)가 유의수준 α

=0.1에서 유의한 경과를 낼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회귀분석에서는 p-값

이 .109로 근소하지만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수정된 R2값이 관심 .081, 태도 .160, 행동 .117로, 앞서 시행한 x3를 

사용한 다중회귀분석에서의 R2값(순서대로 .060, .167, .090)보다 다소 높

게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더 큰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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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최적의 회귀모형 선정에 따른 x4를 사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 분

관 심 태 도 행 동

회귀
계수

t-값
회귀
계수

t-값
회귀
계수

t-값

(상수) 3.822*** 50.16 2.994*** 36.54 2.565*** 27.93

x4 .043** 2.02 .060*** 2.60 .084*** 3.43

c1 - .253*** 3.66 .231*** 3.31

c2 .275*** 4.06 .235*** 3.06 -

c3 .168** 2.22 .416*** 5.03 .320*** 3.60

d1 - - -.211** -2.59

d3 -.109 -1.61 - -.154* -1.82

R2

(수정된 R2)
.092( .081) .170( .160) .130( .117)

F-값 8.51*** 17.24*** 9.99***

* : p < .1, ** : p < .05, *** : p < .01

위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른 각각의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y관심= 3.822 + 0.043x4 + 0.275c2 + 0.168c3 + εi

y태도 = 2.994 + 0.06x4 + 0.253c1 + 0.235c2 + 0.416c3 + εi

y행동 = 2.565 + 0.084x4 - 0.231d1 - 0.32d3 + 0.211c1 + 0.154c3 + εi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부대 환경교육 횟수 변수는 유의확률 

0.1 수준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 태도, 행동 모든 변수에 대해 유의하며, 

일평균 야외활동 시간과 월평균 야외활동 일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임무에 따른 야외활동이 많은 장병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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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식이 높다.’라는 가설 1은 기각되었고, ‘입대 후 환경교육(환경

경험)을 많이 받은 장병일수록 환경의식이 높다.’라는 가설 2는 채택되

었다.

2.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한 편, 가설 3 ‘지휘관과 간부들의 환경의식이 높은 부대 소속 장병

들이 그렇지 않은 부대 소속 장병들보다 환경의식이 높다.’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간부와 용사로 구분하여 부대별 종속변수에 대한 단순 비교를 

위해 기술통계량을 다음의 [표 40]에 정리하였다. 먼저 관심변수를 살펴

보면 간부의 경우에는 D중대 4.31점, B중대 4.28점, A중대 4.19점, 그리

고 C중대가 4.18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용사집단에서는 C중

대 4.15점, A중대 4.05점, B중대 3.91점, 그리고 D중대가 3.90점의 순서로 

높았다. 태도변수에 대하여도 간부집단은 B중대 4.28점, A중대와 C중대

가 3.71점으로 뒤를 이었으며, D중대가 3.6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

인 반면 용사집단에서는 C중대 3.50점, D중대 3.36점, A중대 3.33점, 그

리고 B중대가 3.21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행동변수

에서도 간부집단에서 B중대 4.00점, C중대 3.18점, A중대 3.03점, 그리고 

D중대에서 2.89점 순서대로 나타난 것에 비해 용사집단에서는 C중대 

3.04점, D중대 2.77점, B중대 2.76점, A중대 2.75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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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간부-용사 구분한 부대별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구 분

A중대 B중대 C중대 D중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간

부

관 

심
4.19 0.50 4.28 0.48 4.18 0.50 4.31 0.31

태 

도
3.71 0.63 4.28 0.49 3.71 0.55 3.67 0.45

행 

동
3.03 0.38 4.00 0.67 3.18 0.67 2.89 0.38

용 

사

관 

심
4.05 0.55 3.91 0.60 4.15 0.52 3.90 0.58

태 

도
3.33 0.74 3.21 0.62 3.50 0.59 3.36 0.52

행 

동
2.75 0.61 2.76 0.66 3.04 0.69 2.77 0.60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종속변수별로 일원배치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간부집단의 경우 환경에 대한 행

동 변수에서만 부대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용사집단에서는 환경에 대

한 관심과 행동 변수에서 부대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1]에 정리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90% 신뢰도의 유의

수준(α=0.1)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은 간부집단은 부대별 차이가 없었으

며, 용사집단에서는 C중대가 D중대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 모두 분산분석 결과에서 부대별 환경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

이가 나지 않는다고 분석되었으나 사후검정에서 간부집단은 B중대가 C

중대보다 유의하게 높고, 용사집단은 C중대가 B중대보다 유의하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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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행동변수의 경우에는 간

부집단에서 B중대가 유의하게 다른 모든 중대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 

데 반해 용사집단에서는 C중대가 다른 모든 중대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2]와 같다. 이상의 기술통계

와 분산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간부집단의 부대별 환경의식 수준과 용사

집단의 부대별 환경의식 수준이 그 경향성에서는 비슷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41] 간부-용사 구분한 부대별 종속변수 분산분석 결과

구 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값 P-값

간

부

환경에

대한 

관심

집단-간 0.128 3 0.043 0.18 .908

집단-내 14.542 62 0.235

합 계 14.670 65

환경에

대한 

태도

집단-간 1.814 3 0.605 1.96 .130

집단-내 19.143 62 0.309

합 계 20.957 65

환경에

대한 

행동

집단-간 4.989 3 1.663 4.73 .005

집단-내 21.801 62 0.352

합 계 26.790 65

용

사

환경에

대한 

관심

집단-간 2.649 3 0.883 2.75 .043

집단-내 87.362 272 0.321

합 계 90.011 275

환경에

대한 

태도

집단-간 2.472 3 0.824 2.07 .104

집단-내 108.033 272 0.397

합 계 110.505 275

환경에

대한 

행동

집단-간 3.271 3 1.090 2.71 .045

집단-내 109.322 272 0.402

합 계 112.593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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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간부-용사 구분한 부대별 종속변수 분산분석 사후검정 결과

구 분
사후검정 결과

간부 용사

환경에 대한 관심 A = B = C = D C > D

환경에 대한 태도 B > C C > B

환경에 대한 행동 B > A = C = D C > A = B = D

부대별로 구분하지 않고 간부집단과 용사집단의 종속변수 간 상관분

석을 실시한 결과를 아래 [표 43]에 정리하였으며, 집단 내에서의 종속변

수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집단 간의 종속변수 사이에

는 간부집단의 태도변수와 용사집단의 태도변수가 90% 신뢰도의 유의수

준(α=0.1)에서 .207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3] 간부-용사 집단 간 종속변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간부

관심

간부

태도

간부

행동

용사

관심

용사

태도

용사

행동

간부

관심
1

간부

태도
.479*** 1

간부

행동
.330*** .476*** 1

용사

관심
.006 .110 -.007 1

용사

태도
.172 .207* -.058 .389*** 1

용사

행동
.093 .168 -.186 .176*** .607*** 1

* : p < .1, ** : p < .05, ***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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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간부의 환경의식수준이 용사의 환경의식수준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간부의 환경에 대한 관심(x5), 

태도(x6), 행동(x7)변수를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용사의 환경에 대한 

관심, 태도, 행동변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먼저 최적의 회귀식을 구하기 위해 단계별 회귀법을 실시한 결과, 

용사의 환경에 대한 관심 변수와 행동변수에 대하여는 유의한 독립변수

가 선정되지 않았으며, 태도 변수에서는 간부의 태도변수가 유일하게 선

정되어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간부의 

태도변수(x6)를 독립변수로 하는 용사의 태도에 대한 회귀식을 얻은 결과

는 아래와 같고, 이 때 F-값은 2.87(p=.095)이고 수정된 R2값은 .028로 약 

3%의 설명력을 가졌다.

y용사태도= 2.396 + 0.224x6 + εi

여기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간부집단의 환경의식 수준이 용사집단의 

환경의식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가

설 3 ‘지휘관과 간부들의 환경의식이 높은 부대 소속 장병들이 그렇지 

않은 부대 소속 장병들보다 환경의식이 높다.’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앞서 제4장 제2절에서 독립변수인 부대 환경교육 횟수에 대하

여 언급한 것처럼 용사들이 인식하는 환경교육은 대부분 간부들의 수시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간부들은 지속적인 수시 환경교육을 통

해 여전히 용사들의 환경의식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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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가설 검증 결과

구 분 연 구 가 설 결 과

가설 1
임무에 따른 야외활동이 많은 장병일수록 환경의식이 

높다.
기 각

가설 2
입대 후 환경교육(환경경험)을 많이 받은 장병일수록 환

경의식이 높다.
채 택

가설 3
지휘관과 간부들의 환경의식이 높은 부대 소속 장병들

이 그렇지 않은 부대 소속 장병들보다 환경의식이 높다.
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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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현역 군인인 연구자가 환경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며 스스로 

환경과 환경문제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깨닫고 느낀 부끄러움에서 시작되

었다. 이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육군 장병들의 환경의식 수준에 대한 궁

금증으로 발전했고, 나아가 군 장병들의 환경의식 수준을 효과적으로 높

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본인의 경험을 떠

올려 봐도 상명하복의 강제성을 띠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군 집단에서, 

더구나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장병들이 과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할

까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여 군이 가지는 공동체 의식과 

집단성을 잘 활용하면 장병 환경의식 전환 및 개선은 장병 상호 간 시너

지 효과로 오히려 일반 사회에서보다 더 효과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

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논문에서 이루어진 환경의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환경의식 수준을 어떻게 측정하며 환경의식은 

어떠한 요소들로 이루어져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은 어떠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두루 살펴본 결과 현재 육군의 환경정책은 환경 이슈인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장병 환경의식 개선을 위한 환

경교육정책은 미약하고 더욱이 야전부대에서는 군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군 본

연의 임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장병들의 환경의식 수준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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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야외활

동과 환경교육의 두 가지 변수가 환경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고, 나아가 간부들의 환경의식 수준이 높은 부대 소속 장병들은 

함께 환경의식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검증을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환경의식을 환경에 대한 관심, 태

도, 행동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을 선정하여 설문지로 작성 및 조사함으로써 장병들의 환경의식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군에서의 야외활동 정도와 환경교육 정도가 장병

들의 환경의식 수준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

였다.

야외활동의 경우 부대의 임무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뚜렷한 부대별 

차이가 나타났고, 환경교육 변수의 경우 부대별 차이도 상대적으로 덜 

뚜렷하였으며 같은 부대 내에서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대 내에서 간부 또는 선임 등에 의해 상호 시행되는 수시 교육이 받아

들이는 사람에 따라 교육이냐 아니냐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월평균 야외훈련 일자와 부대

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의 횟수가 부(-)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확인하

였고, 이는 야외훈련이 적고 내무생활이 많을수록 부대 내에서 이루어지

는 수시 환경교육의 횟수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부대별 

환경의식 수준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모든 부대가 서열을 가지고 서로 

다른 수준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에서도 분명 부대 간 차이는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의식수준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국민환경의식조사(곽소윤 외, 2016; 안소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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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의 문항을 일부 공유함으로써 일반 국민들과 군 장병들 간의 환경

의식 수준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는데, 평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일반 국민에 비해 약 10% 정도 낮은 수

치를 보였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 영역에서는 대체로 일반 국민들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환경에 대한 행동 영역에서는 대체로 일반 국

민들보다 낮은 비율로 친환경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군의 집단적이고 계급구조적인 군부대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개

인적인 관심과 실천의지가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으로 해

석이 가능하다.

한 편,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환경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진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입대 전 환경교

육 경험 유무, 입대 전 환경관련 활동경험 유무,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

경험 유무, 그리고 간부와 용사로 구분되는 신분에 따른 차이가 그것이

었으며, t-검정을 통해 입대 전 환경관련 활동경험 유무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경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여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군에서 이루어지는 야외활동과 환경교육이 장병들의 환경의식에 미치

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환경교육은 환경

의식의 모든 영역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외활동과 간부들의 환경의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결국 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

의 대부분의 간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시교육임을 감안할 때, 간부

들의 환경의식 향상이 간접적으로 용사들의 환경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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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이 연구를 통해 군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 활동이 장병들의 환경의

식 수준 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박효선

(2016)의 연구를 비롯한 많은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특히 

그 대상이 군 장병이라는 점에서 환경교육 정책이 유명무실해진 현 육군

에게 장병 환경인식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할 수 있는 결과이다.

비록 야외활동 정도와 소속 간부집단의 환경의식 수준이 장병들의 환

경의식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용사들이 부대

에서 받고 있는 환경교육의 대부분이 간부들에 의한 수시교육임을 고려

했을 때 간부들의 환경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간부들의 실

천과 적절한 수시교육이 용사들의 환경의식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간부들의 환경의식 수준이 용사들의 환경의

식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음에도 소속 용사들에게 영향을 끼

치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의 친환경 감수성이나 실천의지를 용사들에게 

전파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간부들이 의지를 

가지고 용사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진을 위해 조금만 노력하고 행동

한다면 용사들의 환경의식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어, 단순히 “쓰레기 분리배출 잘 해라.”고 지시하는 것은 잔소리에 그

칠지 모르지만, “요새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환경문제 심각한 것 알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일회용품 사용은 최소화

하고 부득이 사용하더라도 철저히 분리배출 하자.”처럼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본인부터 실천한다면 용사들이 거부감도 덜 들 것이며 이를 교

육으로 인식함으로써 환경의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자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표 16]에 정리한 입대 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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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이다. 부대 내 환경 관련 교육 및 활동을 통

해 높아졌다는 답변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기에 다시 한 번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매스컴

에서 환경 관련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간부의 비율이 더 

높았던 반면, 부대 또는 동료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위기 때문

이라는 답변과 기후변화(지구온난화)를 체감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용

사의 비율이 더 높았다. 간부들은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및 퇴근 후 

TV,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의 접근이 유리하기 때문에 

환경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용사들의 경우에는 주변의 분

위기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경향이 더 있고 실제 야외에서 임무를 수행

하면서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의식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변의 분위기에 더 크게 좌우되고 야외에서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는 용사들에게 누군가 환경의식을 심어주기만 한다

면 그 영향력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성영애(2005)의 연구와 박시현

(2013)의 연구 등에서 집단적으로 환경 의식적 행동수준 및 환경관련 지

식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합치하여 조직적이고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에서 그 전파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

이다. 더불어 용사들도 일과 후 및 휴일에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하

는 현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 수단을 개발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재욱(2018)의 웹툰을 통한 대학생들의 환경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웹툰을 활용한 기후변화 콘텐츠는 대학생들의 환

경 민감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20대 초

반의 젊은 장병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위해 보다 재미있고 신선한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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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로 다른 임무형태를 가진 다양한 장병들의 환경의식 수

준을 비교하고, 군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이 장병 환경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지만, 장병들의 관심과 태

도, 즉 마음가짐에서 머무르지 않고 행동 실천으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

는 방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개인의 자

율성이 제한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부대에서 장병들

의 환경에 대한 행동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

이다. 또한 환경의식 수준을 1회의 단순설문을 통해 조사하였기 때문에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확인이 제한되었다는 한계도 있다. 조사대상이 군

이라는 제한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이 연구의 결과를 지역과 기후와 임무

가 다른 모든 부대의 장병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현재에도 환경의식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인 개인의 환경의식 수준이 그들의 친환경행동 정도를 설명하는 중요

한 인과요인인가를 함께 고려하여 장병들의 환경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방안이 보다 입체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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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문지

군 장병들의 환경의식에 관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계획학을 전공하고 있는 윤정우

입니다.

 『야외활동과 환경교육이 장병들의 환경의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진행함에 있어 장병들의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

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 자

료와 정보는 학문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순수 연구목적 외

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은 15분입니다.

  여러분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므

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신경 쓰지 마시고 성실히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연구자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윤정우

지도교수 : 윤순진

전화 : 연구실 02-880-5646, 휴대폰 010-9097-6364

전자우편 : yoonjw88@gmail.com

  ※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연구의 결과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nu.ac.kr)와

     국회 전자도서관 홈페이지(http://dl.nanet.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library.snu.ac.kr
http://dl.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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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에서 말하는 ‘환경’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쓰레기, 수질오염, 산

림파괴, 사막화 등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것

을 포함하며, 환경운동이나 환경교육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

러 활동이나 환경정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환경에 관한 다음의 질문

에 응답함에 있어 자신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체크해 주시길 

바라며,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귀하의 부대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부대에서의 임무에 따른 야외활동 (경계작전, 각종 훈련 등) 시간은 평균적으

로 몇 시간이나 됩니까?

일 평균 (      )시간, 주 평균 (      )시간

2. 귀하의 부대는 임무에 따른 야외훈련 (병 기본 훈련, 사격, 전술훈련, 진지공사, 유격

훈련, 혹한기훈련 등)을 실시하는 일자가 평균적으로 며칠이나 됩니까?

월 평균 (      )일, 연 평균 (      )일

3. 귀하의 부대는 환경교육을 몇 회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귀하께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

로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지휘관 등에 의한 부대 자체 환경교육 : (      )회

②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교육자료 (책자, 강의자료 등) : (      )회

③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야외활동을 통한 체험교육 (국토대청결 운동, 환경정화활동, 하

천정화활동, 대민지원활동 등) : (      )회

④ 기타(                                                       ) :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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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장병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은 장병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 

호
질     문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경제성장은 환경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전 세계의 인구수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에 가까워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연의 회복력은 크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한 만큼 

사용해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8
지구는 공간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우주선과 같

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대에서 다른 장병들이 환경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만약 현재와 같이 자연을 보존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곧 심각한 환경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비록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자연은 스스

로 정화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12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는 크게 과장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경제발전보다는 환경보전이 더 우선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기후변화는 이미 통제 불능이라 조치를 취하기에 

너무 늦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군 부대의 환경문제는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환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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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15에서 ‘④ 그렇다’와 ‘⑤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신 경우, 다음의 15-1 항목을

응답해 주십시오.

15-1. 군 부대 환경문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에너지 낭비 (전기, 가스, 석유 등)          ② 산림파괴          ③ 수질오염

④ 토양오염           ⑤ 대기오염           ⑥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⑦ 음식물 쓰레기         ⑧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⑧ 기타(               )

⊙ 문항 16에서 ‘④ 그렇다’와 ‘⑤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신 경우, 다음의 16-1 항목을

응답해 주십시오.

16-1. 귀하는 환경에 대한 지식을 무엇을 통해 얻습니까?

①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

②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교육자료 (책자, 강의자료 등)

③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활동 (교육훈련, 담당구역 청소, 환경정화활동 등)

④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활동 (독서·TV시청·인터넷 뉴스 및 동영상 등)

⑤ 부대 간부나 동료 (선·후임)들과의 대화를 통해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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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장병들의 환경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 

호
질     문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생활습관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
기후변화의 효과는 먼 미래의 일이라 나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즉각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

해서는 개인적 희생과 봉사를 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4 환경오염은 나의 개인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5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소비용품이 생활상 편리하

다면 계속 사용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6 기회가 된다면 환경보호단체에 가입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일상적인 행동과 생활방식이 기후변화를 일

으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격이 좀 비싸도 친환경제품을 살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환경문제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

누거나 말 해줄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가끔 환경에 해로운 행위를 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대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병

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3
환경문제는 나에게 있어 다른 것들에 비해 우선순

위가 낮다.
① ② ③ ④ ⑤

14

야외훈련 시 발생한 쓰레기는 내가 아니더라도 누

군가는 반드시 부대에 가지고 복귀해서 분리배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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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14에서 ‘④ 그렇다’와 ‘⑤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신 경우, 다음의 14-1 항목을

응답해 주십시오.

14-1. 분리배출 해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시와 명령 때문에

② 내가 속한 부대가 발생시킨 쓰레기이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③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양심상 몰래 버리고 올 수 없기 때문에

④ 야외 훈련장 주변에 버리면 자연이 훼손되고 오염되기 때문에

⑤ 내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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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장병들의 환경에 대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 

호
질     문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매스컴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에 환경문제

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관심을 갖고 본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등이나 수도꼭지는 

반드시 끄거나 잠근다.
① ② ③ ④ ⑤

3 식사할 때 잔반 (음식물)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양치질이나 샤워를 할 때 물을 계속 틀어놓지 않

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친환경마크나 재활용마크가 있는 제품을 골라서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환경문제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

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대 내에서 가급적 1회용품 (1회용 비닐백, 1회용 

포장지, 종이컵 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다.

① ② ③ ④ ⑤

8 항상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외출·박, 휴가를 나가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적인 행동을 덜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입대 이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환경캠프활동이나 기타 단체에서 하는 환경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환경보호나 환경발전을 위해 서명운동, 모임참석 

등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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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군 부대가 갖는 환경문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1. 군 부대 환경문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환경문제 억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해서

② 개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단체생활에 의해 실천이 어려워서

③ 환경에 대한 장병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④ 주인의식이 부족해서 (내가 아니더라도 남이 할 것이라는 생각)

⑤ 기타(                                                 )

2. 군 부대에서 환경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부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환경교육 및 홍보

② 환경실천과 행동을 위한 강제적인 명령과 지시

③ 장병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과업이나 훈련

④ 철저한 현장감독과 점검

⑤ 기타(                                                 )

▣ 다음은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의 계급은 무엇입니까?

① 이병    ② 일병    ③ 상병    ④ 병장    ⑤ 하사    ⑥ 중사    ⑦ 상사

⑧ 원사    ⑨ 준위    ⑩ 소위    ⑪ 중위    ⑫ 대위    ⑬ 소령    ⑭ 군무원

2. 본인의 임무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용사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투병 (소총, 공용화기 등)    ② 전문 특기병 (화학, 통신, 보급, 의무, 운전, 군종 

등)

③ 행정병 (일반행정, 기술행정 등)    ④ 기타 특수임무 (취사, 충성클럽 관리 등)

3. 현재까지 본인의 군 복무 기간은 얼마입니까?  (      )년  (      )개월

4. 입대 전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4-1 문항으로]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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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번 문항에서 ‘① 있다’에 체크하신 분들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한 교육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환경단체나 모임

⑥ 기타 (                              )

5. 입대 전 환경 관련 활동 (동아리, 환경단체 가입 또는 후원 등)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5-1 문항으로]    ② 없다

5-1. (5번 문항에서 ‘① 있다’에 체크하신 분들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관련 활동을 경험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환경 관련 동아리       ② 환경(보호)단체 가입       ③ 환경(보호)단체 후원

④ 환경 관련 학회, 세미나 등에 참석       ⑤ 기타 (                              )

6. 지금까지 살면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6-1 문항으로]    ② 없다

6-1. (6번 문항에서 ‘① 있다’에 체크하신 분들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으셨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환경재해 (태풍, 홍수, 산사태, 기름유출 등)와 같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

② 공장이나 교통수단 (비행기, 지하철, 고속도로 등)에 의한 소음

③ 쓰레기 매립장이나 환경오염정화시설 등에 의한 냄새

④ 공장이나 공사장, 폐광산, 화력발전소 등의 매연이나 분진에 의한 공기오염 및 미세먼지

⑤ 원자력발전 온배수, 화학물질 배출 등에 의한 수질오염

⑥ 집 주변 잦은 도로공사나 하수구 공사 등에 의한 진동피해

⑦ 지구온난화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

⑧ 기타 (                              )

7. 입대 전 평소 환경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① 매우 관심이 있었다       ② 관심이 있는 편이었다       ③ 보통이었다

④ 관심이 없는 편이었다     ⑤ 전혀 관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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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입대 후 현재, 입대 전과 비교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 정도가 달라졌습니까?

① 높아졌다 [7-2 문항으로]    ② 달라지지 않았다    ③ 낮아졌다 [7-3 문항으로]

7-2. (7-1번 문항에서 ‘① 높아졌다’에 체크하신 분들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입대 전과 비교하여 현재 환경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관련 교육 및 활동

② TV, 인터넷 등 매스컴을 통한 환경 관련 지식 습득

③ 부대 또는 주변 동료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위기

④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몸으로 체감하며 자연스레 관심 증가

⑤ 기타 (                                                   )

7-3. (7-1번 문항에서 ‘③ 낮아졌다’에 체크하신 분들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입대 전과 비교하여 현재 환경에 대한 관심 정도가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또는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 및 홍보 부족

② 부대 또는 주변 동료들의 환경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

③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대한 반감 형성

④ 기타 (                                                   )

8. 군 복무기간 중 환경에 대한 교육이나 활동경험이 전역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이나 태도, 행동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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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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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fine dust

have become more serious recently, people's interest in the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awareness has also been improving.

In order to fundamentally and continuously respond to climate change

that will continue and deepen, the Army will need a long-term policy

of adapting to climate change, such as the reorganization of daily

schedules due to extreme weather, changes in alert oper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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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mprovement of soldiers' environmental consciousness.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awareness education was once

again emphasized to the ROK Army by analyzing the environmental

awareness level and environmental consciousness factors of military

servicemen performing various mission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ecial organization of the military. For this purpose, four

companies were selected for research according to four types of

missions: divisional units, combat units, operational support units, and

administrative support units. And the degree of outdoor activities and

the level of environmental education (environmental experience)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were carried out by selecting environmental awareness

divided into three sub-areas of environmental concern, attitude, and

behavior as dependent variables.

The study found that inter-parameter correlation analysis

confirmed that the monthly average outdoor training dates and the

number of environmental education conducted in the unit are related

to negative correlation, and the analysis of variance on unit

environmental awareness levels showed that although not all units

showed different levels with different ranks, there were clearly

differences between units. The difference between experience in

environmental education prior to enlistment, experience of damage due

to environmental problems, and status distinguished by senior officials

and soldiers was shown to affect the level of environmental

awarenes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nd was used fo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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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s a control variable. The results of multi-regression

analysis for hypothesis testing showed that environmental educ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all areas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that outdoor activities and environmental awareness level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environmental education

activities conducted in the military have a positive effect on soldiers'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suggest that improvement in

military official's environmental consciousness should precede

improvement, and that the practice of military officials may serve as

an opportunity for soldiers to improve their environmental

consciousness. Especially, at a time when soldiers also use

smartphones, producing and utilizing fun educational content through

various media such as webtoons and SNS could be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solution for young soldiers in their early 20s.

The study compares the environmental awareness level of various

soldiers with different mission types and confirms that the

environmental education conducted in the militar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nvironment consciousness of soldiers, but it has not

given due consideration to whether the improvement of the soldiers'

interest and attitude in the environment can lead to action practice,

and it has been also limited empirical and empirical confirmation

because it was investigated through one simple questionnaire.

Therefore, it is hoped that more three-dimensional and empirical

studies will suggest way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behavi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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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iers by considering whether the level of environmental awareness

of individuals is an important causal factor that explains the degree

of their eco-friendly behavior.

keywords : Environmental Consciousness, Outdoor Activities,

keywords : Environmental Education, Environmental Experience,

keywords : Army, Sol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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