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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세먼지의 농도, 제품 속 화학성분, 코로나 19의 감염 추이까지, 우리는 일
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데이터에 노출되고, 또 스스로 접근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주제와 분야에 걸쳐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이
터 활용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그에 따라 데이터 활용역량에
기반한 교육이나 데이터의 교육적 활용방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환
경교육 분야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데이터의 교육적 활용방식 중 하나인 데이터 추론이 기후변
화 인식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다양한 주제의 환경 관련 데이터 중에서,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인포그
래픽의 형태로 강조되고 있는 기후변화 그래프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데이터 활
용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데이터 활용 교수·학습의 요소로서 ‘데이터
추론’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활용한 기후변화 교육의 효과를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의 관점에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기후변화 그래프 데이터를
추론하는 학습활동을 포함한 기후변화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교육자료 내의 데이
터 추론 문항의 포함 여부에 따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학습 전후
학생들의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의 변화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더불어 학습자가 선호하는 정보의 인지 과정에 따라 환경교육 경험에 대한 평
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습양식
을 함께 측정하여 데이터 추론이 기후변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양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도구는 예비실험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본 실험은 서울과 경기도
소재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다.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41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표본 검정을 이용해 데이터 추론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인식의 차
이를 확인한 결과, ‘기후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지각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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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을 경험한 학생(평균 6.73)이 그렇지 않은 학생(평균 6.58)보다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030). ‘기후변화 문제 해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
과에 대한 기대’ 역시 데이터 추론을 경험한 학생(평균 6.52)이 그렇지 않은 학
생(평균 6.36)보다 높게 나타났다(  =.049).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부정적 결
과가 미칠 가능성’과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 의
도는 데이터 추론을 경험하였을 때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에는 이르지 못하였다(유의수준 .05).
둘째,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 결과, 데이터 추론이
기후변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긍정
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에 한하여 학습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031).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구체적 경험을 선호하는 학생이 추상적 개념화
를 선호하는 학생보다 데이터 추론을 통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교육에서 데이터의 활용방식과 정보를 인지하는
과정에 따라 교육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데이터의 교
육적 활용방식의 가치를 주목하고 다양한 학습자의 성향을 고려한 균형 잡힌 환
경교육의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데이터 활용 환경교육, 데이터 추론, 기후변화 인식, 학습양식
학

번 : 2019-2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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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터넷에서 손가락 하나로 수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정보화된 시대에서,
환경 관련 데이터 또한 방대하게 생산되고 이전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
어 학생들도 관련 데이터에 노출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높아진 데이터
접근의 용이성은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
기도 한다. 과거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적 모형, 즉 특정인의 의도나 목적이
반영되어 정리된 위해성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커뮤니케이션의 모형
(Cox, 2013)에서 벗어나 이제 시민들은 공개된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도 있
게 되었다. 그래서 환경 쟁점 사안이나 위해성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이나 과학과 관련된 사회·윤리적인
문제에서 주제와 분야에 걸쳐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전보다 중요해졌다. 그에 따라 환경교육 분야에서도 환경 쟁점 사안이나 환경
문제에 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고하며. 환경 의사결
정을 내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시대적인 흐름과 사회 요구의 변화 요인 이외에도 교육이 학습자의 성향을 고
려하여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환경교육에서 데이터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짚어볼 수 있다. 현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과거 계열별로 운영된 교
과과정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환경 인식,
태도와 행동 수준, ‘환경교육 경험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항
목에서 계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이슬기, 2007; 박기학, 이종현,
2007). 관련된 연구들이 단일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계열별로 환경교육
경험이나 환경 문제에 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다는 점에 주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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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학습자의 학습 성향을 한 가지 원인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Kolb(1984)의 경험학습이론을 바탕으로 문·이과 계열 고등학생에 관한
윤회정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인식론적 신념과 선호하는 학습양식의 분포는
문·이과 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과계열에서는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논
리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문과계열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나 현실적인 상황을 이
용한 학습을 선호하는 비율이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회정 외, 2014).
서로 다른 분야의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학습자의 학습양식이나 인식론적
신념 차이에 의해 환경교육 경험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함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는 곧 학습자의 성향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교육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환경 관련 데이터의
교육적 활용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초중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평
가 연구(손연아 외, 200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환경교육 교과서는 환경 감수성
등의 평가 준거에 대한 학습활동은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는 데 반해, 데이터 수
집 및 재조직에 관한 학습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은 데이터 활용역량 개념의 등장과 함께 2000년대부터
꾸준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야로, 데이터 분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상
에서 그래프, 인포그래픽 등의 데이터를 접하는 일이 많아진 현대 사회에서 일
반 시민의 역량 교육으로도 중요시되고 있다. 또 학생들이 학습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험은 과제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한다고도 알
려져 있다(Erwin, 2015).
교육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은 데이터의 수집, 재조직, 분석, 데이터 기
반 추론, 데이터 기반 의사소통 등 데이터 활용역량의 요소에 따라 다양하다. 그
중 ‘데이터 기반 추론’은 주어진 문제를 더 큰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며,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기에(장해리, 정영란, 2009),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활용방식 중
데이터 추론에 주목하였다.
교육의 주제로는 불확실성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존재하여 데이터가 강력한
증거로서 문제 인식에 기여하는 ‘기후변화’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교육에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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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유형은 객관성과 시각적인 직관성을 모두 지녀 최근 들어 효과적인 기
후변화 교육의 소재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그래프(Gonchar, 2019; Carrington
& Levett, 2019; Rule & Meyer, 2009)로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환경교육, 그중에서도 기후변화 그
래프 데이터의 추론을 이용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실험을 통해 기후변화 인
식과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학습자의 학습양
식에 따라 데이터 추론이 기후변화 인식과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환경 관련 데이터를 환경교육에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시사
점을 제공하고, 향후 다양한 교과에서의 데이터의 교육적 활용의 출발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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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데이터는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환경교육의 관점에서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
여 환경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사
용하거나 환경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등 그 방안은 다양하다.
있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교육에서 데이터는 주로 문제 이해를 돕는 시각적 보
조 자료 정도로 활용되어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기후변화 교
육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이를 이용한 교육의 효과에 차이가 나타날 것
으로 기대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데이터를 활용한 환경교육은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습양식에 따라 기후변화 데이터를 활용한 환경교육이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습양식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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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데이터 활용 교육에 대한 이해
본 연구의 출발점인 데이터 활용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데이터 리터러시
로 언급되기도 하는 데이터 활용역량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역량 개념에서 언급하는 세부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 교
육의 교수·학습 요소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 교수·학습 요소 중 ‘데
이터 추론’의 의미와 관련 연구사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1. 데이터 활용역량(Data Literacy)
위험에 관한 논쟁, 정책의 수립, 기업의 투자 방향 등 오늘날의 중요한 의사결
정에는 그 기반에 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다.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보편화한
2000년대 들어 데이터 활용역량(Data literacy)이 문헌에 등장하며 강조되어왔
다. 데이터 활용역량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데이터(data)를 ‘읽고 쓰는 능
력’(literacy)이다. ‘주어진 것’을 뜻하는 라틴어 ‘데이텀(datum)’에서 비롯된 데이
터는 계산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의미하며(임종섭, 2015), 관찰을 통해 수집되는
특성이나

정보의

집합(OECD,

2008)으로

‘자료’라고도

불린다.

종종

‘정보

(information)’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보는 데이터에서 출발하여 지
식, 지혜의 상위차원으로 정돈되는 위계 구조를 지닌다는 점(Rowley, 2007)에서
데이터와 구별된다.
학자마다 언급하는 데이터 활용역량의 개념은 조금씩 다르지만, 문헌에서 언급
되는 데이터 활용역량의 의미를 그 개념이 강조하는 범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배화순, 2019). 첫 번째 관점은 데이터 활용역량을 데이
터의 수량적 요소를 다루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데이터 활용역량을 수
량 문해력(quantitative literacy)의 연장선에서 수학적으로 표현된 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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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분야에 걸쳐 양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거나(Dósa & Russ,
2020), 통계적 소양(statistical literacy), 또는 산술 능력의 다른 표현으로 여긴
다(Stephenson &

Caravello, 2007; Callingham, 2006).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추론과 수량 문해력이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으며(Steen, 2004),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 등을 위한 통계적 소양을 데이터 활용역량의 구성 요소로
간주하기도 하였다(Prado & Marzal, 2013).
두 번째는 데이터 활용역량을 양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적인 요소에만 중
점을 두지 않고 사회과학 및 인접 학문에서 필요한 시민의 역량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데이터 활용역량을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위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으로 폭넓게 정의한다. 이때 데이터 활용역량
은 데이터를 수집, 구성하고 분석 및 요약하여 우선순위를 구별하는 능력과 함
께, 데이터에 근거해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해석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점검하는 역량을 포함한다(Mandinach & Gummer, 2013). 또한, 데이터 활용
교육의 목적으로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제시하기도 한다(Athanases et
al., 2013). 같은 맥락에서 Vahey 외(2012)는 데이터 활용역량을 실생활에서 마
주하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능력으로 보았는데, 현실의 문제를 탐구하는
데이터 활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증거에 기반하여 사고하고 적절한 데이터와
그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하고, 도출한 문제 해결 방
안에 대해 의사소통을 나누는 경험을 한다고 보았다.
관련된 국내의 연구에서도 주로 후자의 관점을 채택한다. 데이터 활용역량을
갖춤으로써 데이터의 기술적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과 맥락에 적합
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에서 끌어낸 의미를 통해 사회 문제를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게 판단하여 업무에 적용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여겼다(이정미, 2019;
최원재, 2020). 더 나아가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역량을 접목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역량의 세부 요소를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
나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결합하거나(한상우, 2017; 이정미, 2019), 데이터 활용
역량 기반 사회과 교수학습의 시민 교육적 효과를 탐색하고(배화순, 2019), 데이
터 활용역량을 완성할 방법으로 역사적 사고력을 강조하기도 했다(최원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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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기반 추론
1) 데이터 활용 교수·학습
데이터 활용역량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강조되는 핵심 요소와 이를 이용한 교
수·학습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Vahey 외(2012)는 데이터 활용역
량의 요소로 데이터에 기반한 질문과 응답, 적절한 데이터와 표현의 사용, 데이
터 기반 추론, 데이터 평가를 언급하였으며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중요시하여 ‘국가 간 물 분쟁’이라는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데이
터 활용역량을 키우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Athanases 외(2013)는 데이터의 수
집 및 구성에서부터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 추출, 데이터에 대한 질문 생성,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활용, 적절한 도구를 사용한 분석, 분석 결과의 시각적 표
현, 결론 도출, 데이터를 사용한 의사소통까지를 교육에서의 데이터 활용으로 보
았다. Prado와 Marzal(2013)은 데이터의 출처를 알고, 적절한 데이터를 선택하
며 데이터의 통계적 가공과 처리, 데이터 해석과 분석, 데이터 추론을 포함한 데
이터에 대한 비판적 평가,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등을 데이터 활용역량의 핵심
요소로 기술하였다. Wolff 외(2016)는 실생활 문제 해결 맥락에서 데이터 윤리
를 지키면서 데이터 기반 질문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데이터를 식별하고, 데
이터를 수집하며 이를 분석하여 타당성 평가와 함께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는 것
을 교육에서의 데이터 활용 과정으로 보았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역량을 지닌
시민의 유형을 데이터를 해석하는 ‘독자’,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를 식별하고
이를 통합하는 ‘제작자’, 데이터 영역에서 심층 지식을 결합하고 기술을 지닌 ‘과
학자’. 데이터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하는 ‘커뮤니케이터’의 네 가지
로 분류하였다. Borner 외(2016)는 데이터 활용역량을 데이터 시각화 능력
(data visualization lietracy)으로 언급하며 실험연구를 통해 참가자들이 시각
화된 데이터로부터 추론을 어려워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시각적으로 표현된 데이
터로부터 패턴, 경향, 상관관계 등을 해석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능력을 데이터
시각화와 함께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Kotaly(2017)는 데이터 접근 및 해석,
데이터에 대한 비판적 평가,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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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량의 구성 요소로 언급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강조되는 데이터 활용역량의 구성 요소들은 데
이터 수집, 데이터 이해, 데이터 분석, 데이터 기반 의사소통의 네 가지 교수·학
습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참고).

<표 1> 데이터 활용 교수·학습 요소
교수·학습

Athan
ases
외
(2013)

Prado
와
Marzal
(2013)

Wolff
외
(2016)

수집

데이터 수집
및 조직

○

○

○

데이터

데이터 기반
질문

○

구분
데이터

이해

데이터
활용역량
구성 요소

Vahey
외
(2012)

데이터 해석

○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데이터
기반
의사소통

○

○

Borner
외
(2016)

Kotaly
(2017)

○

○

○

○

데이터 기반
추론

○

판단 및
평가

○

○

데이터
시각화

○

○

○

의사소통

○

○

○

○

○

○

○
○
○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는 실제 둘러싼 환경에서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수
집하고 조직하는 경험을 통해 데이터를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데
이터 활용 교수학습의 출발점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단계이다(Williams et
al., 2014; Wolff et al., 2016). 이미 조직화한 데이터를 교사가 제공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조직하거나 교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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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감지기와 같은 IT 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하고 구성을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 ‘데이터 이해’ 단계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다양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
이면의 정보를 해석하며 이해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데이터 분석’ 단계는 데이터가 지니는 의미를 분석하고 설명하며, 데
이터에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추론 및 예측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
여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하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데이터 기반 의사소통’ 단계는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손쉽게 전달하기
위해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데이터 시각화’는 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미학적 매력을 지니면서
이면에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시각적 표현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
시각화는 보통 복잡한 유형의 데이터를 이용해 작업하게 되어있으며, 따라서 전
통적인 그래프나 도표를 기반으로 소규모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과는 다르게 복
잡한 데이터 세트와 이에 대한 시각화를 교실의 교육자료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
해서는 아직 논쟁이 여지가 남아있다(Wolff et al., 2016).
데이터 활용 교육은 결국 이 네 가지 단계의 일부 또는 전체의 교수학습 과정
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는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데이터 활용 교수학습
단계인 ‘데이터 기반 추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데이터 추론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은 앞서 정리한 요소들을 학습 과정에 구현하며 이루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 간단한 학습방식의 변화만으로도 데이터 활용 교육의
효과를 지닐 수 있는 교수·학습 요소로 ‘데이터 기반 추론’에 주목하였다.
추론이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찰과 판단을 끌어내는 사고
작용으로, 자료에 대한 결론을 예측하고 결론이 나온 이유와 타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이다(Delmas, 2002). Dugdale(1993)은 진정한 자료의 해석은 수치적인 값
을 읽는 것이 아닌 자료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언급하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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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유사한 사고과정을 강조하였다. 교육에서 추론에 관한 연구사례로는 수학과
교수학습에서 그래프나 다이어그램 등의 자료를 해석하고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시각적 추론과 논리적 추론(고은성, 이경화, 2007), 과학과 교수학습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쟁점의 원인과 결과, 장·단점 등의 요소를
파악하는 사고과정으로서의 추론(장해리, 정영란, 2009)에 관한 연구가 있다.
개인 및 집단의 삶의 질과 복지에 관한 데이터가 중요해짐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추론은 민주사회 기능으로서 사회적 의사결정 등의 일상적인 문제에서
경제적 경쟁력을 지닌 능력으로 여겨진다(Steen, 2004). 추론의 영향과 관련해
서는, 문경호(2007)는 기후변화 문제 등 사회적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서
의사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심리적 동기로 ‘추론을 통한 정당화 과정’을 논하였다.
Dósa와 Russ(2020)는 피험자들에게 탄소발자국 관련 뉴스를 보여주며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는 실험을 통해 추론에 능숙한 참가자가 더 큰 맥락에서 주어진
정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교육에 활용하는 방식 중에서 데이터 추
론을 개인의 사고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작용으로 기후변화 인식 변화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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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후변화 인식과 행동
의도를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하위변인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1. 기후변화 인식

인식(Awareness)은 환경교육 목표의 근간이 되는 트빌리시 선언(UNESCO,
1977)에서 제시한 환경교육의 다섯 가지 목표 중 하나로, 환경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영역이다. 환경교육 목표로서 인식이란, 환경과 인간의 관계나 환경 그 자
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 단계로 이를 통해 환경의 일부분으로서 자신을 인
지하면서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환경 문제에 경각심을 지니는 것을 의미
한다(안재정 외, 2013).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변화 인식’이란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 기후변화 위험의 심각성 등의 가치를 인지하고 기후변화를 미래세대의
문제가 아닌 당면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관심사인 만큼 기후변화 인식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
구(김서용,

김선희; 2016,

박희제,

허주영;

2012; 이승한,

윤순진,

2014;

Milfont, 2012; Van der Linden, 2015)들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오
고 있다. 그간 진행되어온 연구에서 드러난 기후변화 인식의 영향요인들은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제외하면 크게 개인의 지각 요인,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을
포함한 가치관 요인으로 나뉜다. 환경주의, 과학적 낙관주의 등의 가치 관련 변
수와 지각변수를 모두 균형있게 포함해 모형을 구성한 김서용과 김선희(2016)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 지각된 편익이 기후변화 인식에 모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드러났으며, 지각된 위험 다음으로 환경주의1)가 기후변화 인식에 영향
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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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기후변화 데이터의 추론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기후변
화 인식의 하위 요인은 지각 요인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기후변화 문제 인식
의 지각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지각된 위험, 지각된 편익, 지
각된 확실성, 지각된 중요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위험지각 또는 위험 인식(risk perception)으로도 연구되고 있는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은 특정한 환경 문제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 측정된다(O’Connor et al., 1999, p. 2).
기후변화 연구에서 지각된 위험은 기후변화 완화 행동 의도의 매개변수로서 연
구되거나(김영욱 외, 2018; O’Connor et al., 1999) 위험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방향(Kahan et al., 2012)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며 기
후변화 반응 연구의 중심이 되어 왔다(Arbuckle et al., 2015).
지각된 편익(perceived benefits)은 특정 행동이나 문제로 인해 기대되는 긍
정적인 결과에 대한 인지를 뜻한다(Leung, 2013). 그와 같은 맥락에서 기후변화
인식의 결정요인으로서 지각된 편익 역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로 인해 기대되
는 긍정적 결과나 이익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지각을 의미한다(김서용, 김선희,
2016). 지각된 편익은 마케팅이나 행동심리학 분야 외에도 핵에너지 등 위험 커
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지각된 위험과 함께 수용성을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연구되어왔다(Visschers & Siegrist, 2014; De Groot et al., 2013). 또한, 기
후변화 위험의 대응에 관한 의사소통에서도 효과적 지식으로서의 지각된 편익의
역할이 언급되기도 하였다(Milfont, 2012).
지각된 확실성(perceived certainty)은 어떤 대상의 존재나 현상의 작용 원리
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이재영, 2000). 기후변화와 같이
그 현상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서는
개인이 지닌 주관적 지식에 대한 지각, 즉 지식의 확실성에 대한 지각이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Pieniak et al., 2010, 이재영, 2000).
마지막으로 지각된 중요성(perceived significance)은 환경 문제에 대해 스스
로 평가하고 구성하는 ‘지각된(perceived)’의 개념(Meijer et al., 2007)과 중요
성이 결합한 것으로 확실성과 함께 환경에 관한 쟁점 인식의 주요한 측정 변인
으로 이용된다(강진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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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 지각된 편익, 지각된 확실성, 지각된 중요성, 그리
고 김서용과 김선희(2016)의 연구에서 기후변화 인식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나
타났던 환경주의 항목을 포함하여 총 5가지 변인을 기후변화 인식의 하위 요인
으로 설정하고 질문지를 통해 데이터 추론이 끼칠 기후변화 인식의 변화를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기후변화 행동 의도

행동 의도는 행동(behavior)과 의도(intention)가 결합한 용어로, 환경에 관한
행동 의도는 환경과 관련된 행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 또는 경향성
(Marcinkowski, 1988; 평진영, 2016)을 뜻한다. 그동안 환경 행동 의도는 환경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국내외 연구를 통해 밝혀
져 왔다(Ajzen, 1991; 금지헌, 김진모, 2011; 백성희, 김찬종, 2019). 따라서 환
경에 관한 행동 의도는 환경 행동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제한된 실험상황에서
행동을 대체하는 측정지표가 되어왔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기후변화 대응 행동
의도 또는 기후변화 완화 행동 의도로도 언급되는 ‘기후변화 행동 의도’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거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동을 실천
하려는 의지나 경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후변화 행동 의도와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김영욱 외
(2018)의 연구에서는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행동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심리적 거리감이 위험 완화 행동 의도에 영
향을 주는 경로를 지각된 위험이 매개하며, 기후변화 정책에 관한 행동 의도보
다는 개인 행동 의도에 더 큰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서용과 김선
희(2016)의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인식의 결정요인이기도 했던 지각된 위험과 지
각된 편익이 기후변화 행동 의도에 양(+)의 방향으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은 음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중 지각된 위험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백성희와 김찬종(2019)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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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자연환경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심리적 경향성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행
동과 원인의 통제 소재가 기후변화 행동 의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환경 행동 의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자기효능감(평진영,
2016)도 기후변화 행동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지식이 행동 의도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한 최
근의 연구는 연구자 별로 결과가 달랐는데, 김서용과 김선희(2016)의 인과관계
연구에서는 성인 스스로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수준을 자기보고 형태로 평가한
‘기후변화 지식’ 문항은 기후변화 대응 행동 의도 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높게 나
타나, 기후변화 지식이 높을수록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발적 행동 의도와 정책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던 국외 연구 결과(O’Connor et al., 1999; Shi et al.,
2015)를 지지했다. 반면, 백성희와 김찬종(2019)의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개념 이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기후변화 지식’ 변인은 기후
변화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지식이 환경 행동 의
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내의 연구 결과(금지헌, 김진모, 2011)를 지지하
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지식을 어떻게 정의
하는지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며,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지니고 있
는지는 행동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기후변화
문제와 이를 위한 행동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을 때, 행동 의도
와 관련된 정서적 변인들이 의미를 지니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백성희, 김찬종, 2019) 행동 의도의 영향요인으로서 기후변화 지식을 간과
할 수는 없다.
이상으로 기후변화 행동 의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기후변화 행동 의도의
영향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후변화 행동 의도는 기후변화 인식과 달리 그
동안 밝혀진 영향요인으로 지각 요인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우세하며, 주요한 지
각 요인인 지각된 위험(김서용, 김선희, 2016; 김영욱 외, 2016)은 본 연구의
기후변화 인식의 하위변인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행동 의도가 이미 측정 가능한
행동의 대체 지표로써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본 연구에서 기후
변화 행동 의도는 하위변인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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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학습양식
학습양식(learning style)은 학자들 간 다르게 정의하는 다소 모호한 용어로,
비슷한 개념으로 인지 양식(cognitive style), 사고 양식 등이 존재하며 이들 간
에는 ‘정보처리 방식의 개인적 선호도’라는 개념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김
미라 외, 2006). 학습양식의 고전적인 정의 중 하나는 1979년에 미국 중등학교
교장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NASSP)
의 “학습자가 학습 환경을 인지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반응하는 방식을 나타
내는 지표로 특징적인 인지적, 정서적, 생리적 태도”로 언급된 것이다(Choi et
al., 2008 p. 7에서 재인용). 즉 학습양식은 인지 양식보다 더 넓은 개념에서 출
발하였으며

현재는 Felder와

Silverman(1988)의 ILS(Index of Learning

Style)와 Kolb(1984)의 LSI(Learning Style Inventroy)가 주요한 학습양식의
모델로 이용되고 있다(유경애, 2013).
그중 Kolb(1984)의 모델은 학습이 경험의 전환(transformation)을 통해 이루
어진다는 자신의 경험학습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 학습양식이란
‘개인이 선호하는 정보의 인지 및 처리 방식’을 의미하는데, 정보인지 차원에서
구체적인

경험(Concrete

Experience;

CE)과

추상적인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AC) 사이의 선호도와 정보처리 차원에서 능동적인 실험
(Active Experimentation; AE)과 반성적인 관찰(Reflective Obervation) 사이
의 선호도에 따라 학습방식을 식별한다. 이 모델에는 [그림1]과 같이 네 가지 과
정이 순환하며 경험에서 지식으로 변화하는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이 반영되
어 있다.
구체적 경험을 선호하는 학습자들은 현실적 상황이나 예문을 이용한 학습 환
경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는 것을 선호한다. 반면 추상
적 개념화를 선호하는 학습자들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선호하며 교사중심의 체계적인 이론과 분석을 강조하는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학
습한다(권정희, 이재경, 2002). 기본적으로 같은 축의 서로 다른 과정(AC와 CE
또는 AE와 RO)의 선호도는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Kolb &
Kolb, 2005), 국내의 연구에서도 구체적 경험과 추상적 개념화에 대해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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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olb의 경험학습과정(Kolb, 1984에서 재구성)

결과가 나타났다(이경희, 이성진, 2013). 이는 곧 구체적 경험을 선호하는 집단
과 추상적 개념화를 선호하는 집단으로 학습자의 특성을 분류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계열이 분리된 교육과정이 운영된 시
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구체적 경험과 추상적 개념화의 선호비율
이 계열별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문과 계열에서는 이과 계열과 비교하
면 구체적 경험을, 이과 계열에서는 문과 계열에 비해 추상적 개념화를 더 유의
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회정 외, 2014). 반대로 해당 실험에서 반성적
관찰과 능동적 실험에 대한 선호의 계열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계열별로 학생들의 환경 인식과 태도, 행동 수준, 환경교육 경
험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이슬기,
2007; 박기학, 이종현, 2007) 앞선 학습양식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Kolb &
Kolb, 2005; 이경희, 이성진, 2013; 윤회정 외, 2014) 종합하였을 때 학생들의
학습양식, 즉 경험이나 정보의 인지 방식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환경교육의 효
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열별
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했던 정보의 인지 차원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 경험과 추
상적 개념화 중 어느 학습방식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의
조절변수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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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설계
1. 연구 변인 및 가설

연구의 가설을 진술하기에 앞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정한 연구 변인들을 정의하여 연구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 연구
의 목적은 교육에서 데이터의 활용방식으로서 데이터 추론이 기후변화 인식과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습양식으로 구체적
경험을 선호하는 집단과 추상적 개념화를 선호하는 집단으로 학생들을 구분하여
선호하는 학습양식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독립변수로 선정한 ‘기후변화 데이터 추론’은 ‘기후변화 교육자료에 포함
된 기후변화 데이터에 대한 추론 학습활동의 경험’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
때 데이터 추론 학습활동이란 데이터에 대한 결론을 예측하고, 그 예측의 근거
와 타당성을 설명(Delmas, 2002)하는 학습활동을 말하며, 데이터의 유형은 그
래프로 제한하였다. 독립변수는 데이터 추론의 경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으로 나뉘므로 범주형 변수에 해당한다.
종속변수는 기후변화 인식과 행동 의도이다. 먼저 기후변화 인식이란 ‘기후변
화가 일어날 가능성(지각된 확실성)과 기후변화로 인해 부정적 결과가 미칠 가능
성(지각된 위험),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지각된 중요성), 기후변화 문제 해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지각된 편익)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한다. 즉, 기후변화
인식의 하위 요인을 지각된 확실성, 지각된 위험, 지각된 중요성, 지각된 편익으
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기후변화 행동 의도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로 정의한다. 종속변수들은 7점 척도로 나
타내어지는 연속형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인 학습양식은 경험학습이론(Kolb, 1984)에서 경험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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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경험과 추상적 개념화 중 선호하는 학습방식’으로
정의하며,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기에 범주형 변수에 해당한다. 이상을 바탕으
로 연구모형을 아래 [그림 2]와 같이 구상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조절변수(A)
학습양식
독립변수(X)

(＋)

기후변화
데이터 추론

종속변수(Y)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

위의 연구모형에 따라 각 연구문제에 대해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기후변화 데이터 추론은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데이터 추론은 일반 학습활동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지각된 확실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 2. 데이터 추론은 일반 학습활동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지각된 위험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 3. 데이터 추론은 일반 학습활동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지각된 중요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 4. 데이터 추론은 일반 학습활동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지각된 편익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 5. 데이터 추론은 일반 학습활동보다 환경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 6. 데이터 추론은 일반 학습활동보다 기후변화 행동 의도에 더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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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기후변화 데이터 추론이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습양식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가설 7. 데이터 추론이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에 끼치는 영향은 선
호하는 학습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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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설계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사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의 실
험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실험연구는 처치와 환경 조건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조작한 후 연구대상에 일어나는 변화를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성태제, 2015)이다. 이중 유사실험설계는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현
장실험연구(field experimental research)라고도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
지므로 순수실험설계보다 일반화 가능성이 크며, 이론의 검증이나 실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적합하다(윤명희 외, 2016).
구체적인 실험 설계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사전사후검사 설계를 사용하였다.
[그림 3] 실험 설계
사전

처치

사후

실험집단

O

X

O

비교집단

O

X

O

X : 데이터 추론 학습활동이 포함된 기후변화 교육자료
X : 데이터 추론 학습활동이 없는 일반 기후변화 교육자료
O , O : 사전검사(기후변화 인식 검사)
O , O : 사후검사(기후변화 인식 /학습양식 검사)
먼저

연구대상

학급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학급으로

편의표집

(convenience sampling)을 통해 선정하였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학급 내
에서 무선할당(random assignment)을 하였다. 무선할당이란 무선 표집을 통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할 수 없는 경우, 모집단 일부를 선택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연구집단에 할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성태제, 2015). 본 연
구에서는 각 학급에서 동일한 사전검사가 이루어진 후, 데이터 추론 학습활동이
포함된 기후변화 교육자료와 일반 기후변화 교육자료를 학급 내에서 무작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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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교육자료의 수행이 끝난 뒤에는 곧
바로 사전검사와 같은 기후변화 인식 검사지와 학습양식 검사지로 구성된 사후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 모든 과정은 수업 시간 내에 끝마치도록 하여 두 집단
간 실험 소요시간은 동일하게 제한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부여받은 교육
자료 내의 학습활동 구성에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외 모든 실험 요소는 차이가
없었다. 자료 수집 이후에는 사전검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의 동질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 21 -

3. 연구대상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기후변화 데이터 추론이며, 이때 데이터의 유형은 그래
프 또는 그래프형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그래프형 기후
변화 데이터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 학년이어야 한다.
미국 수학교사 협의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이
하 NCTM)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자료의 흐름 파악을 넘어 자료로부터의 추
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NCTM, 2000). 그러나 우리나라의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a)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그래프의 표현과 해석’이
등장하여 두 가지 이상 형태의 그래프를 배우고, 수학적 추론 또한 중학교 기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환경 교육과정(교육부, 2015b)에서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자료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기능을 언급하고 있으며, 중학교
환경 교과서에는 기후변화 그래프 데이터에 대하여 추론과 유사한 학습활동이
등장하기도 한다(조성화 외, 2018, p.125). 따라서 중학교 교육과정이 마무리되
는 시기의 학생에게 그래프형 데이터에 대한 추론 학습활동이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연구의 연구대상을 중학교 3학년 이상의 중·고등학생으
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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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절차

연구 주제의 선정 이후 선행연구 분석을 포함한 본 연구의 전체 연구 절차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구 절차
단계

세부내용


데이터 활용 기후변화 교육
- 데이터 활용역량
- 데이터 기반 추론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
 학습양식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연구 설계

연구가설 및 변인의 설정
실험 설계
연구 방법 및 대상의 선정

↓


데이터 추론 기후변화 교육자료 개발
- 교육 주제 및 내용 선정
- 교과서 검토 및 학습활동 구성
 측정 도구 및 설문 문항의 개발
- 기후변화 인식 설문 문항 선정 및 검토
- 학습양식 검사지 선정 및 검토

연구 도구 개발

↓
예비실험 및 수정





연구대상 선정
예비실험 시행
자료 분석 및 실험도구 수정




연구대상 선정
본 실험 시행




설문지 통계 처리
연구결과 분석 및 정리

↓
본 실험
↓
결과 분석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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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도구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기후변화 데이터 추론의 처치는 기후변화 교육자료 내
학습활동의 수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종속변수인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와
조절변수인 학습양식은 각각의 검사지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연구 도구 전체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1. 기후변화 교육자료
데이터의 유형은 그 형태에 따라 사진, 그림, 표, 그래프, 지도, 다이어그램, 플
로우차트 등으로 다양하다(Slough, 2010). 그중 그래프와 다이어그램은 대중매
체 등 일상생활 속에서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 형태로 많이 접하는 유형이며, 인
포그래픽의 등장과 함께 사용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이어그램과 달
리 그래프는 이해하는 데 있어 다소 복잡한 자료이며(Glazer, 2011), 해석의 여
지가 남아있어 중·고등학생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제로 제시하기에 적절하
다. 또한, 그래프를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기후변화와 같
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문제를 다룰 때 그 추세를 이해하게 하는 강력한
교수 자료(Gonchar, 2019)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도구
에 적용할 데이터의 유형을 그래프로 선정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해빙의
감소’를 주제로 Popovich 외(2017)와 권상훈 외(2019)에서 가공한 그래프형 데
이터를 기후변화 교육자료 제작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새롭고 신선한 자료일수록
기후변화 인식이 높아진다는 점(Merkel et al., 2020)을 고려하여, 소주제인 북
극 해빙에서 대주제인 기후변화를 연결할 소재로는 학생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Mooney(2013)의 인포그래픽형 그래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설명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의 활용방식에서 나
아가 데이터 활용 교수·학습 요소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의
효과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장기적인 수업이 아닌 교육자료의 단기 수
행을 통해 진행되는 실험의 여건상 교육자료에 적용할 효과적일 교수·학습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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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기 위해 데이터 활용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앞장에서 탐색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교수·학습 요소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이해, 데이터 분
석, 데이터 기반 의사소통으로 나누어졌으며, 그중 교육자료에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요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교사의 피
드백 및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없이 학생들 스스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2쪽 이내의 교육자료의 지면상에 학습요소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데이터 수집’ 단계는 데이터를 수집할 기기나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의 접
근 없이 지면의 학습활동만으로 구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데이터 이해’ 단계
는 교사와의 질문과 응답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분석의 동기를
유발하는 상호작용이 없이, 데이터의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 해석만으로는 효과
적인 인식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데이터 기반 의사소통’ 단계에서는 동료들
과의 의사소통 없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요소로 데이터 시각화가 있다. 그러
나 데이터 시각화는 다소 복잡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이에 앞서 ‘데이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한
정된 실험시간 내에 분석과 시각화를 모두 수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위의 요건에 따라 실험에 적합한 단계는 ‘데이터 분석’ 단계이며, 그중에서도 개
인의 사고과정에 관여하는 ‘데이터 추론’ 과정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인식에 영향
을 끼칠 것이라 기대하였다. 따라서 데이터를 예측하고 추론하는 경험, 즉 ‘데이
터 추론’ 경험에 초점을 맞춰 이를 교육자료에 구현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교육자료는 데이터 추론을 활용한 실험집단의 기후변화 교육자
료(이하 A형)와 일반 학습활동을 이용한 비교집단의 기후변화 교육자료(이하 B
형)로 나뉜다. 교육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의 형태나 정보의 양, 이야기의
구조는 모두 같되, 주제에 관한 글과 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 후 수행하는
학습활동에서 데이터 추론 문항([그림 5] 참고)의 포함 여부에 따라 교육자료의
유형을 달리하였다. 데이터 추론 문항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2017
년까지의 북극 해빙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후 전개될 상황을 예측하게 하고 이
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하였다. 교육자료 B형에는 중학교 환경 교과서에 자주 등
장하는 유형의 발문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데이터 추론 문항 대신 삽입하고([그림
6] 참고), 이후 이후 공통 학습활동과 느낀 점을 서술하는 문항을 A형과 B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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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실험집단의 교육자료(A형)의 데이터 추론 문항

[그림 6] 비교집단의 교육자료(B형)의 일반 문항

각각 포함하였다. 두 유형의 교육자료에 포함된 학습활동은 각각 3문항이며, 첫
번째 학습활동을 제외한 모든 구성은 같고 읽기 자료와 학습활동을 포함한 기후
변화 교육자료의 총 분량은 총 2쪽이다. 교육자료 전체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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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 검사지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 검사지에서 기후변화 인식의 검사 문항은 선행연
구 검토를 통해 선정한 5가지의 하위변인인 지각된 확실성, 지각된 위험, 지각된
중요성, 지각된 편익, 환경주의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지각된 위험과 지각된
편익, 환경주의의 문항 구성은 김서용과 김선희(2016)의 설문 문항을, 지각된 확
실성과 지각된 중요성의 문항 구성은 강진영(2018)의 질문 내용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실험 교육자료 내의 읽기 자료의 출발점이자 추론 문항이 적용된 데이터
의 주제가 ‘북극 해빙2)의 감소’인 점을 고려하여, 추론의 영향이 어떤 맥락에서
전개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아래 <표 2>와 같이 북극 해빙과 기후변화로 주제를
나누어 검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2> 기후변화 인식 검사 문항의 구성
영역

하위
변인

주제

문항

북극
해빙

북극 해빙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한다.

기후
변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한다.

북극
해빙

북극 해빙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이익이 있다.

기후
변화

기후변화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이익이 있다.

북극
해빙

북극 해빙의 감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확실하다.

기후
변화

기후변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확실하다.

북극
해빙

북극 해빙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성

기후
변화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환경

기후
변화

지구는 스스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

지각된
위험

기

지각된

후

편익

변
화

지각된
확실성

인
식
지각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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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행동 의도의 검사 문항은 김서용과 김선희(2016)의 문항과 김찬국
외(2019)의 문항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환경 행동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표 3>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3> 기후변화 행동 의도 검사 문항의 구성
영역

주제

문항

대중교통
이용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전보다
더 이용할 의사가 있다.

기후
변화

비용부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

행동
의도

정책지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지지할 의사가 있다.

의견 표출

나는 학급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할 의사가 있다.

위와 같이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 검사지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예비실험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을 리커트형 5점 척도로 구성하였
으며, 본 실험에서는 7점 척도로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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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양식 검사지

이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양식 검사지는 Kolb의(2005)의 학습양식 검사(The
Kolb Learning Style Inventory Version 3.1:LSI 3.1)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Kolb의 학습양식 검사지는 경헙학습이론(Kolb, 1984)을 바탕으로 1971년에 처
음 개발되었고, 네 번의 개정을 거쳐 2005년에 LSI 3.1(Kolb, 2005)이 출시되
었다. LSI 3.1은 경험의 인식과 처리 과정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학습자를 4가
지 학습유형으로 분류하며, 6,977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다섯 번째 수정판인 LSI 4.0(Kolb, 2013)이 출시되었는데,
이전과 달리 학습방식의 선호도를 3단계로 구분하며 학습유형을 9가지로 분류하
는 변화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참고한 선행연구(윤회정 외, 2014; 이
경희, 이성진, 2013; 권정희, 이재경, 2002)는 학습유형을 4가지로 분류했던
LSI 4.0 이전의 버전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LSI 3.1을 한글판
으로 번안한 임세영 외(2012)의 검사지를 연구 도구로 채택하였다. 이 검사지는
국내 대학생 596명을 대상으로 내적일관성 신뢰도와 내적타당도를 검증하였으
며, Kolb의 학습양식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윤회정 외, 2014; 유미경,
장혜원, 2017; 송찬황, 2018; 허혜경 외, 2014)에서 이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검사지의 문항이 중·고등학생에게 적합한지 교사 집단(중등교사
2인, 환경교육 전공 초등교사 4인)의 검증을 받은 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실험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내적 신뢰도(cronbach α)가 구체적 경험 .69,
추상적 개념화 .72, 반성적 성찰 .73 능동적 실험 .78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
하였으며, 본 실험에서도 같은 검사지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 α)는 구체적 경험 .66, 추상적 개념화 .75, 반성적 성찰 .70
능동적 실험 .78로 나타났다.
임세영(2012)의 학습양식 검사지는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에는 경험의 인식 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경험’과 ‘추상적 개념화’, 경험의 전
환 단계에 해당하는 ‘반성적 성찰’과 ‘능동적 실험’을 각각 나타내는 4가지 학습
방식이 진술되어있다. 학생들은 각 문항에서 자신의 학습방식을 잘 나타내는 진
술문, 즉 자신이 선호하는 학습방식의 순서대로 1~4순위를 응답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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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응답에서 선호하는 학습양식을 분석할 때는 각 문항에서 구체적 경험, 추상
적 개념화, 반성적 성찰, 능동적 실험에 해당하는 응답에 대한 선호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4점, 3점, 2점, 1점의 점수를 부여한 뒤 각각의 합계를 구한다(임세영
외, 2012). 이 합계 점수가 구체적 경험, 추상적 개념화, 반성적 성찰, 능동적
실험에 대해 해당 학생이 선호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원래 Kolb의 LSI 3.1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험 인식 단계의 구체적 경험과
추상적 개념화, 경험 전환 단계의 반성적 성찰과 능동적 실험을 두 개의 축으로
하여 네 가지 학습유형으로 분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윤회정 외
(2014)의 연구에서 ‘반성적 성찰-능동적 실험’에 대한 선호는 계열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구체적 경험-추상적 개념화에 대한 계열별 선호의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습양
식 검사지의 결과는 경험 인식의 과정으로 구체적 경험과 추상적 개념화 중 어
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학습양식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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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과정
1. 예비실험
1) 예비실험 시행 및 결과
이 연구는 실제 학교현장에서 실험 처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실험에 앞
서 교육자료의 난이도를 파악하고 실험 설계의 오류나 연구 도구의 적절성을 점
검하고자 예비실험을 시행하였다. 예비실험의 대상은 편의표집으로 조사한 고등
학교 1, 3학년생이었으며, 아래 <표 4>와 같은 구성으로 진행하였다.
<표 4> 예비실험의 구성
구분

내용

실시 기간

2020.08.10.~08.14.

분석 대상

서울 G고 1학년생 14명, 경기도 C고 3학년생 20명 (총 34명)

실험 설계

이질집단 사후검사설계

예비실험은 실험 진행 여건상 사후검사설계로 진행하였다. 학급 담임교사가 실
험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자료 유형을 학급 내에서 무작위 배부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안내 아래 기후변화 교육자료를 이
용한 학습활동을 각자 수행한 뒤, 자료 수행이 완료되는 되는대로 기후변화 인
식 검사지와 학습양식 검사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애초 예비실험은 서울 M고등학교 3학년생을 포함하여 총 90여 명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학급 내 무선할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 등으
로 해당 학급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결과 분석에는 34명의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이후 분석에 사용한 표본 수가 부족하여 학습양식의 조절효과는 예비실험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분석 대상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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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이며, 사후 기후변화 인식 검사지에 대한 응답에 대해 독립표본 t-test(양측
검정)을 시행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예비실험의 독립표본 t-test 결과
평균
변인

인
식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N=17)

(N=17)

(N=17)

(N=17)

4.65

4.59

0.493

4.82

4.47

4.76

값

0.507

0.343

.734

0.393

0.624

1.973

.057

4.82

0.437

0.393

-0.413

.683

4.29

4.24

0.772

0.752

0.225

.823

4.82

4.59

0.393

0.618

1.324

.195

4.76

4.71

0.437

0.470

0.378

.708

4.53

4

0.514

0.500

3.043

.005*

4.53

4.76

0.514

0.562

-1.273

.212

기후
변화

4.24

4

0.831

0.866

0.808

.425

대중교통 이용

4.35

4.06

0.493

0.659

1.474

.150

비용부담

3.76

3.88

0.831

0.697

-0.447

.658

정책 지지

3.71

3.82

0.849

1.015

-0.367

.716

의견 표출

4.35

4.06

0.862

0.899

0.974

.338

지각된
위험
지각된
중요성
지각된
편익
환경
주의

행
동
의
도

실험집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값

지각된
확실성

기
후
변
화

표준편차

북극
해빙
기후
변화
북극
해빙
기후
변화
북극
해빙
기후
변화
북극
해빙
기후
변화

  

우선 기술통계량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인식과 관련된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지
각된 확실성, 지각된 중요성, 환경주의의 경우 주제와 상관없이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가 비교집단의 평균 점수보다 높았다. 반면 지각된 위험과 지각된 편익은
주제별로 평균 점수의 우위가 달라졌다. 기후변화 행동 의도는 대중교통 이용,
의견 표출 영역에서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가 비교집단의 평균 점수보다 더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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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비용부담과 정책 지지의 영역에서는 그 반대였다.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독립표본 t-검정(양측검정)을 시행한 결과, 지각된 편익의 변인에서만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예비실험 결과 분석 및 실험 설계 보완
예비실험 결과, 북극 해빙에 관한 지각된 편익을 제외하고는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에 관한 데이터 추론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예비
실험은 본 실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의 과정이므로
예비실험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실험 설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먼저 설문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일부 학생들이 교육자료와 설문지
에 등장하는 특정 용어와 내용의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실험 진행이 교사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수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교육자료를 읽고 스스로 학습활동을 수행하며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육자
료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이해하기 수월해야 한다. 그리하
여 용어가 낯설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해빙(sea ice)’ 대신에 정확한 의미 전
달이 다소 약화하여도 학생들에게 친숙한 용어인 ‘빙하(glacier)’로 교육자료를
수정하였다.
그 외에 예비실험 결과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지각된 편익
과 지각된 위험 변인에서 주제가 북극 해빙과 기후변화 중 무엇인지에 따라 인
식의 수준이 높은 집단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원인을 검토한 결과 예
비실험에서 사용된 검사지에서 해당 항목을 측정하는 문항이 [그림 6]과 같이
주제별로 표현 방식에 다소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언어 표현의 차이에 따른 반응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위변인별로 서
술의 형태를 통일하였다. 또한, 환경교육 전공 대학원생 집단(3인)의 문항 검토
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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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예비실험에 사용된 지각된 편익 관련 문항

예비실험 결과의 두 번째 문제는 실험집단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는 실험 설계에 다른 오
류가 없다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 실험에서 독립변수에 의한 작은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서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중앙집중한계정리를 만족하면서( N   ) 통계적 검증력이 높은 충분한
수의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5점 리커트(Likert)형 척도로 구성
되었던 검사지의 척도 등간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리커트 척도는 보통 5점 평
정이 가장 널리 사용되나, 3점 또는 7점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윤
명희 외, 2016), 세밀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 평정 단계를 7~9단계로 적용하기
도 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태도를 더 많은 수의 등간으로 분류해서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Stagner & Osgood, 1946). 그리고 중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에서는 평균적으로 개인의 태도를 7단계 이상으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7점 척도를 사용한 측정은 타당성과 일반성을 지
닌다(차배근, 1990). 실제로 STEAM 소양, 프로그램 적합도, 성격 강점 인식, 삶
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지 등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교육 연구에서 7
점 척도가 사용되었다(조규동, 김형범, 2017; Kim, 2015; 이문희, 이영순,
2013; 장혜경 외 2013). 따라서 중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서 7점 척도의 검사지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본 실험에 사용할 검사지는
인식의 변화를 세밀한 측정을 위해 응답 방식을 7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측정 도구의 문장 표현, 응답 방식을 보완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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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독립변인으로 작용하는 교육자료는 데이터 추론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
록 본문 구성을 재배치하고, 불필요하게 제공된 정보는 삭제하는 등 연구 도구
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실험에 적용된 교육자료와 검사지는 모두 부록에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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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실험

본 실험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
로 편의표집을 통해 선정한 서울 G고등학교, 서울 M고등학교, 경기도 Y고등학
교, 서울 S중학교의 총 22개 학급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2020년 10월 19일부
터 11월 6일까지 교과 담당교사의 진행 하에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학급별로 교
육자료의 유형을 무선할당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수거한 설문지 중 응답에 결손이 있는 설문지 또는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
지를 제외한 총 402명의 사전검사지 응답을 확인한 결과,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급 내에서 집단 간 사전검사 점수의 평균 차이가
다른 20개 학급에 비교하여 두드러진 2개 학급을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3)
최종적으로 총 341명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표본의 일반적 특
성은 <표 6>과 같다.
표본은 편의표집으로 인해 표집 대상에 여자고등학교와 여학생반이 포함되어
<표 6> 표본의 일반적 특성
특성

실험집단

비교집단

전체(비율)

여자

139

137

276(80.9)

남자

32

33

65(19.1)

3학년

32

33

65(19.1)

1학년

70

73

143(41.9)

2학년

69

64

133(39.0)

171

170

341(100.0)

성별

중학교
학년

고등
학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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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분포가 고르지 못하지만, 성별 간 기후변화 인식과 행동 의도에 관한 차이
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 단일한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김서용, 김선희, 2016;
고희령 외, 2004; O’Connor et al., 1999; Shi et al., 2015), 집단 간 성비는
고르므로 결과 분석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격적인 자료 분석에 앞서 학교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네 집단(G고, Y고,
M고, S중)의 항목별(북극 해빙에 관한 인식 4문항, 기후변화 인식 5문항, 기후변
화 행동 의도 4문항) 사전 응답의 평균 점수를 변인으로 하여 비모수 통계분석
방법인 Kruskal-Wallis H 검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사전 인식 및 행동 의도
에서 학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

  ) (<표 7> 참고).

<표 7> 학교 간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사전검사)
Kruskal-Wallis
변

학

사례

인

교

수

G고

119

6.05

0.841

-1.178

1.244

M고

133

6.12

0.685

-0.423

-0.729

0.464

Y고

24

6.10

0.695

-0.552

-0.552

(3)

S중

65

5.98

0.960

-0.697

-0.276

G고

119

6.08

0.743

-0.929

0.420

M고

133

6.10

0.689

-1.203

2.424

1.276

Y고

24

5.90

0.802

-0.722

0.088

(3)

S중

65

6.03

0.772

-0.631

-0.191

G고

119

5.13

1.185

-0.641

0.614

행동

M고

133

4.87

1.027

-0.120

-0.332

7.079

의도

Y고

24

5.21

0.781

0.192

0.054

(3)

S중

65

4.87

1.083

-0.082

-0.405

북극
해빙
인식

기후
변화
인식

평균

표준
편차

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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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도

검정
H
(df)

유의
수준

.927

.735

.069

제 4 절 자료의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패키지(IBM SPSS Statistics 25)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먼저 검사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
석을 하였다. 그 뒤 첫 번째 연구문제인 데이터 추론이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Two-independent
sample -test)을, 두 번째 연구문제인 학습양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시행하였다. 유의수준은 5%를 기준으
로 하였다.

1.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를 구성하는 요인의 구조가 타당한지
검증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분석은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
며 측정변수의 구성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또한,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의
베리멕스(varimax) 기법을 활용하였다.
1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경주의 관련 9번 문항의 공통성이 0.395로 나
타났다. 공통성(communality)이란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해당 변수가 설명되는
비율로, 0.4 이하의 값을 가지면 공통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며 공통성이 낮은
변수는 요인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송지준, 2015). 이에 따라 환경
주의 문항이 기후변화 인식을 설명하는 하위요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인 문항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환경주의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문항
에 대해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의
지표 중 Kaiser-Meyer-Olkin(KMO)와 Bartlett의 검증값은 문항 간 상관관계
가 다른 문항들에 의해 얼마나 잘 설명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KMO 값
이 0.8 이상이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다(송지준, 2015). 분석 결과 KMO 표본
적합도는 0.856으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또한 유의확률이 .001보다 낮아 요인분석 모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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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기후변화 인식 검사지의 타당성 분석 결과
변인

하위 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성

8

0.846

0.097

0.204

0.766

4

0.810

-0.015

0.237

0.712

7

0.749

0.293

0.113

0.724

3

0.718

0.428

0.158

0.659

6

0.636

0.489

0.146

0.665

2

0.575

0.404

0.286

0.575

5

0.180

0.028

0.777

0.703

1

0.180

0.050

0.817

0.674

비용부담 의사

11

0.191

0.192

0.713

0.702

변화

정책지지

12

0.101

0.173

0.648

0.637

행동

의견 표출

13

0.134

0.794

0.159

0.582

대중교통 이용

10

0.275

0.785

0.105

0.460

고유값

5.275

1.009

1.574

설명분산(%)

43.957

8.410

13.120

누적분산(%)

43.957

52.367

65.488

지각되
편익

기후

지각된
중요성

변화
인식

지각된
위험

지각된
확실성

기후

의도

기후
변화
북극
해빙
기후
변화
북극
해빙
기후
변화
북극
해빙
기후
변화
북극
해빙

KMO(Kalser-Meyer-Olkin)

.856

표본 적합도

Chi-square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df(  )

주: 사전검사지의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 응답을 토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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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712
66( .001)

2. 신뢰도 분석

기후변화

인식

검사지의

문항에

대하여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lility) Cronhach α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
문 항목이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회과
학 분야에서는 알파(Alpha)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송지준,
2015). 요인분석을 통해 정제한 12문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북극 해빙에 대한
인식 0.749(사전), 0.828(사후), 기후변화 인식 0.830(사전), 0.845(사후), 기후변
화 행동 의도 0.768(사전), 0.840(사후)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양식 검사지를
포함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의 신뢰성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설문 항목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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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적 가정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이분화(dichotomization)된 범주형 변수이
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모두 더미 변수 형태의 범주형 변수인 경우, 조절변
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원배치 분산분석(ANOVA)으로 ‘상호작용 효
과’(interaction effect)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분산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통계적 기본가정인 정규성을 충족하는지를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규분포 가정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Kolmogorov-Smirnov 검
정 및 Shapiro-Wilk 검정이 있는데, 이는 실제 수집한 자료가 정규분포와 다르
지 않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이다. 그러나 이들 검정은 매우 엄격하
여 귀무가설을 채택하기가 쉽지 않다. 위의 검정법으로 각 변수의 정규분포 조
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왜도와 첨도의 통계량을 통해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 왜도의 절댓값이 3 이하이고, 첨도의 절댓값이 7 이하이면 측정치가 종 모양
의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정규분포를 가정한 분석 결과는 유효하다고 본다
(Curran et al., 1996). 또한, 분산분석은 정규성 가정이 다소 깨어지더라도 결
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강건한 검정법으로 알려져 있다(Schmider et al.,
2010; Norman, 2010).
본 연구이 변수들은 Kolmogorov-Smirnov의 정규성 검정 결과 모두 유의
확률이 모두 .001보다 낮아 귀무가설을 기각하였으나, 왜도가 –1.662에서
-0.297, 첨도가 -0.313에서 3.918의 범위에 분포하였다. 그러므로 Curran 외
(1996)에서 제안한 비정규성 지침에 따라 정규성 가정을 크게 위배하지 않아 분
산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통계적 가정은 무리 없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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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집단 간 동질성 검사
연구문제를 확인하기에 앞서, 실헙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에 관한 사전검사 결과에 대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와 같이 기후변화 인식, 행동 의도의 모든 영역에 대
하여 유의수준 .05에서 집단 간 사전 점수에 차이가 있다는 양측대립가설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동질 집단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었다.
<표 9> 측정 변인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 비교
평균
변인

비교
(N=170)

6.29

6.08

6.51

표준편차
실험

비교

(N=171)

(N=170)

0.210

0.980

6.45

0.068

5.65

5.63

6.17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양측)

t



1.096

3.094

.063

0.777

0.785

1.480

.425

0.020

1.195

1.201

0.807

.879

6.05

0.117

1.035

1.045

1.373

.301

6.46

6.43

0.033

0.806

0.728

0.857

.696

6.43

6.36

0.068

0.782

0.775

1.401

.420

6.11

5.94

0.170

1.035

1.110

2.213

.145

6.25

6.12

0.122

0.938

1.360

1.870

.233

대중교통
이용

5.14

5.21

-0.202

1.244

1.364

1.452

.155

비용 지불

4.87

4.66

0.207

1.350

1.569

2.079

.193

정책 지지

4.84

4.75

0.177

1.371

1.527

1.460

.260

의견 표출

4.66

4.88

-0.128

1.338

1.520

-0.151

.410

지각된
확실성
기 지각된
후 위험
변
화
인 지각된
식 중요성
지각된
편익
기
후
변
화
행
동
의
도

실험
(N=171)

평균
차이

북극
해빙
기후
변화
북극
해빙
기후
변화
북극
해빙
기후
변화
북극
해빙
기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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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데이터 추론이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1은 ‘기후변화 데이터 추론이 기후변화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칠 것이다.’이다. 앞선 분석에서 사전검사 점수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
질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연구가설 1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인식의 사후
검사 점수에 대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기후변화 인식의 사후 검사 결과
평균

표준편차

변인

지각된
확실성
기
후
변

지각된
위험

실험

비교

실험

비교

(N=171)

(N=170)

(N=171)

(N=170)

북극해빙

6.65

6.49

0.654

기후변화

6.73

6.58

북극해빙

6.40

기후변화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양측)

t



0.837

1.976

.049*

0.509

0.685

2.183

.030*

6.25

0.930

1.009

1.377

.169

6.51

6.38

0.814

0.916

1.409

.160

북극해빙

6.68

6.59

0.609

0.777

1.219

.224

기후변화

6.68

6.58

0.560

0.686

1.502

.134

북극해빙

6.50

6.35

0.777

0.932

1.551

.122

기후변화

6.52

6.36

0.706

0.804

1.974

.049*

화
인

지각된
중요성

식
지각된
편익
* .

 

먼저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인식의 모든 하위 영역에 대하여 실험
집단의 평균값이 비교집단의 평균값보다 더 높았다. 독립표본 t-test 결과, 우선
지각된 확실성은 북극 해빙과 기후변화 주제에서 t값이 각각 1.976, 2.183으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실험집단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1-1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지각된 위험은 t값이 각각 1.377(북극 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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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기후변화), 지각된 중요성은 t값이 각각 1.219(북극 해빙), 1.502(기후변화)
로 평균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연구가설
1-2와 1-3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편익은 t값이 기후변화 주제에서
1.974로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기후변화 인식의 4가지 하위 요인(지각된 확실성, 지각된 위
험, 지각된 중요성, 지각된 편익)은 모두 기술통계 상에서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
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데이터 추론으로
인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지각된 확실성과 지각된 편익으로, 4개의
가설 중 가설 1-1과 1-4가 채택되었다.
연구 가설2는 기후변화 데이터 추론이 기후변화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후변화 행동 의도 항목의 사후검사 점수
에 대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1>과 같이 기술통계량
을 살펴봤을 때, 기후변화 행동 의도의 모든 하위 영역에 대하여 실험집단의 평
균값이 비교집단의 평균값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그중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난 것은 없었다. 따라서 데이터 추론이 기후변화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가설 2는
기각되었다.
<표 11> 기후변화 행동 의도의 사후 검사 결과
평균
변인

기
후
변
화
행
동
의
도
* .

표준편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양측)

실험

비교

실험

비교

(N=171)

(N=170)

(N=171)

(N=170)

t



대중교통
이용

6.22

6.08

1.093

1.136

1.159

.247

비용
지불의사

5.60

5.37

1.326

1.475

1.526

.128

세금정책
지지

5.56

5.31

1.468

1.531

1.537

.125

지지의견
표명

5.61

5.48

1.352

1.543

.801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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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학습양식에 따른 데이터 추론 효과의 차이
연구가설 3은 기후변화 데이터 추론이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양식의 조절효과에 관한 것이다. 우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학
습양식의 분포는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학습양식의 분포
학습양식

구체적 경험

추상적 개념화

전체

실험집단

75

96

171

비교집단

62

108

170

전체

137

204

구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에 의한 조
절효과가 존재한다는 뜻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변수의 수
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냄을 의미한다(유성모, 2015).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모두 더미변수 형태의 범주형 변수인 경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데
이터추론×학습양식)을 포함하여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우선 지각된 확실성에서 각 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학습양식의 주효과와 데
이터 추론과의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확률은 각각 .087과 .320으로 유의수준
(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데이터 추론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확률이
.027로 유의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데이터 추론에 의한 지각된 확실성
의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지만, 학습양식에 따른 차이는 없
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각된 위험에서 각 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데이터 추론의 주효과와 학습양
식의 주효과, 데이터 추론과의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확률은 각각 .119와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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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기후변화 인식의 각 변인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제Ⅰ유형)

자유도

평균제곱

데이터 추론

1.768

1

1.768

4.89

.027*

학습양식

1.066

1

1.066

2.95

.087

데이터 추론
×학습양식

0.359

1

0.359

0.99

.320

오차

121.961

337

0.361

전체(수정)

125.167

340

데이터 추론

1.839

1

1.839

2.45

.119

학습양식

0.216

1

0.216

0.29

.592

데이터 추론
×학습양식

1.002

1

1.002

1.33

.249

오차

253.392

337

0.752

전체(수정)

256.135

340

데이터 추론

0.823

1

0.823

2.13

.146

학습양식

2.147

1

2.147

5.55

.019*

데이터 추론
×학습양식

0.240

1

0.240

0.62

.431

오차

130.379

337

0.387

전체(수정)

133.701

340

데이터 추론

2.648

1

2.648

4.78

.029*

학습양식

4.074

1

4.074

7.35

.007*

데이터 추론
×학습양식

2.614

1

2.614

4.71

.031*

오차

186.877

337

0.555

전체(수정)

196.018

340

변인

지각된
확실성

지각된
위험

지각된
중요성

지각된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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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유의수준

.249로 유의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데이터 추론이나 학습양식에 따른
지각된 위험 수준에는 차이가 없으며, 데이터 추론과 학습양식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지각된 중요성에서 각 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데이터 추론의 주효과와 상호
작용 효과는 각각 유의확률 .146과 .4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학습양식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확률 .019로 유의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술통계량을 확인해보면, 구체적 경험을 선호하는 집단
(M=6.73, N=137)이 추상적 개념화를 선호하는 집단(M=6.56, N=204)에 비해
지각된 중요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떤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지와는
관계없이 구체적 경험을 선호하는 집단에서 지각된 중요성의 수준이 더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편익에서 각 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데이터 추론에 따른
주효과와 학습양식에 따른 주효과, 데이터 추론과 학습양식에 따른 상호작용 효
과의 유의확률은 각각 .029, .007, .031로 모두 유의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
라서 데이터 추론과 학습양식에 따른 주효과와 함께, 데이터 추론과 학습양식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기
술통계량을 확인해보면, 실험집단 내에서 구체적 경험을 선호하는 집단(M=6.74,
N=75)이 추상적 개념화를 선호하는 집단(M=6.34, N=96)에 비해 지각된 편익의
수준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구체적 경험을 선호하는 집단이 추상적 개
념화를 선호하는 집단보다 데이터 추론에 통해 지각된 편익에 더 긍정적인 영향
을 받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효과를 알기 쉽게 도해한 것이 [그림
7]이다. [그림 7]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구체적 경험을 선호하는 경우 일반 학습
활동보다 데이터 추론을 경험하였을 때 지각된 편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상승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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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데이터 추론과 학습양식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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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논 의
이 연구는 기후변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기후변화 인식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변화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에서 학습활동을 수행하기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설계
하였다. 수업이 아닌 교육자료를 통해 진행되는 실험의 여건상 데이터 활용역량
에 기반한 활용방식 중 데이터 추론을 중심으로 학습활동을 설계하였고, 연구의
독립변인을 데이터 추론으로 제한하였다.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후변화 인식은 4
가지 지각 요인으로 나누되, 교육자료의 소주제인 북극 해빙과 대주제인 기후변
화의 두 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총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기후변화 행
동 의도는 4개의 하위 영역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선호하는
경험의 인식 과정을 확인하고, 학습양식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함께 검증하고
자 하였다.
실험 결과, 측정하는 모든 문항(지각된 확실성, 지각된 위험, 지각된 중요성,
지각된 편익, 행동 의도)에서 기술통계량은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즉 데이
터 추론 학습활동을 수행한 집단이 일반 학습활동을 수행한 집단보다 모든 문항
에서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북극 해빙 문제에 관한 지각된 확실성, 기후변화에 대한
지각된 확실성, 기후변화에 대한 지각된 편익에서 데이터 추론 여부에 따라 통
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지각된 확실성은 사안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Milliken, 1987; 강진
영, 2018)를 의미하는 데, 기후변화는 불확실성이 높은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문제인 만큼 기후변화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사안의 향후 전개를 예측해보
는 추론 경험이 확실성의 인식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지각된 편익은 소주제인 북극 해빙에 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지만, 대주제인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데이터 추론의 영향이 효과적이었다. 경
제학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불확실하고 먼 미래의 위험으로 인지되기에 기후
변화의 미래의 비용과 이익을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할인하여 인식하며
(Weber, 2010), 미래의 사건은 추상적인 용어로, 가까운 사건은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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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된다는 점(Trope et al., 2003)을 고려하면 추론을 통해 주어진 데이
터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예측하는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이 효과적으로
인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효과가 대주제인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유
의미하였다는 것은 추론에 능할수록 더 넓은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Dossa & Russ, 2020)와 일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데이터
추론의 경험은 주어진 정보를 더 넓은 맥락에서 인지하게 하는 효과를 지닌 것
이다.
반면 지각된 위험과 지각된 중요성, 행동 의도에 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위험과 중요성은 심리적 거리감(김영욱 외,
2018), 체계적 정보처리(Ryu & Kim, 2014) 등의 요인에 의해 매개되고 영향
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행동 의도 또한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물질주의적 가
치요소(김서용, 김선희 2016) 외에도 자기효능감(평진영, 2016; 김영욱 외,
2018), 자기환경화 과정(이선경, 1993)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
로 기후변화 인식과 비교하면 소비 실천이나 세금 관련 정책의 지지도 미온적이
기 쉽다(전호철 등, 2020). 따라서 다른 영향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설계한 데이터 추론의 경험 여부만으로는 이들 변인에 유의한 차이
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데이터 추론을 통한 인식과 학습양식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지각된 편익
에 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 상호작용 효과는 데이터 추론 경험이 추상
적 개념화를 선호하는 학생들에 비해 구체적 경험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현실적인 상황이나 상세한 예문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권정희, 이재경, 2002)에게 추론을 통한 문제 상황의 구체
화가 인식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데이터 활용방식은 학생들이 선
호하는 학습양식이나 경험과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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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학습방식에 따라, 그리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정
보 인지 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변화 교육이 기후변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데이터 활용역량 기반 교수학습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바탕으로 데
이터 추론을 활용한 기후변화 교육자료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기후변화 인식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데이터 추론의 효과로 기대할 수 있는 지
각 요인을 선정하여 검사지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연구 도구와 실험 설계는 예
비실험을 통해 수정 보완한 뒤, 연구가설의 확인을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341명의 자료를 결과 분
석에 이용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ver.25를 이용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통해 정제한 변수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기본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하
였을 때보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론하는 학습활동을 경험하였을 때, 지각된 확
실성과 지각된 편익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아졌으며 이 영향은 구체적 경험
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이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추론을 활용한 기후변화 교육은 기후변화의 지각된 확실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데이터 추론을 활용한 기후변화 교육은 기후변화의 지각된 편익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데이터 추론을 활용한 기후변화 교육이 기후변화의 지각된 편익에 미치
는 영향은 선호하는 학습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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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기후변화 인식에 미치는 두 가지 변인을 설정하고 밝혀낸 몇 가지 가설에 대
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는 주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
예시나 보조적 설명자료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같이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주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환경교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하고
이를 통해 예측하는 등의 활용방식은 인식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해당 문제를 구
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환경교육은 결국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학습자마
다 다른 정보의 인식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학습양식에서 효과적으로 경험과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교수학습법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며, 이번 연
구의 결과는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를 겪어 나가며 학교현장에서 IT 인프라가 확충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교육 기술의 혁신이 앞당겨지고 있다. 이러
한 기반을 통해 환경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이 용이해지는 만큼 환경교육의 현장에서 이전보다 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
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가 그 필요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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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이 연구는 환경 관련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 자료가 환경교육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인포그래픽 등의 발달과 더불
어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마주하며, 미세먼지 정보 등 이전보다 쉽
게 원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이 연구를 통해 환경교육에서
도 데이터의 교육적 활용을 고민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될 계기가 되기를 바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데이터를 활용하는 교육은 본래 데이터의 수집부터 해석, 의사결정, 의
사소통까지 다양한 교수학습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교육은
최소 2차시 이상의 수업으로 전개하여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사고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업으로 실험을 전개하기 어려운 여건상 학생
들이 스스로 자료를 읽고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교육자료로 실험 처치를 구현해
야 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초중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난 데이터 수집 및 재조직에 관한 학습활동(손연아 외, 2005)은 실험에서 구
현하지 못하였다. 그 대신 데이터를 활용한 교수·학습 요소 중 ‘데이터 기반 추
론’을 선정하여 이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기에 ‘데이터 활용 환경교육’으로 일
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데이터 활용 환경교육의 탐색적 차원에서 이
연구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연구에서는 편의표집에 의한 자료 수집으로 인해 표본의 성별 분
포가 고르지 못하였다. 성별 특성은 환경교육에서 크게 관심을 두는 변수는 아
니지만, 성별 간 기후변화 인식과 행동 의도의 차이는 아직 단일한 합의에 이르
지 못한 영역으로(김서용, 김선희, 2016; 고희령 외, 2004; O’Connor et al.,
1999; Shi et al., 2015), 연구 결과의 정확한 해석과 일반화를 위해서는 이를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방식이 미치는 정의적 영역의 효과에 관하여
선행된 실험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연구자의 직관에 미루어 다소 제한된 범위에서
종속 변인의 하위 요인을 선정하였다. 차후 보다 넓은 범위에서 데이터 활용 효
과와 관련된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지며 폭넓은 결과가 누적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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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through data: Focused on
Inference with Data
Kim, Semi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to chemical composition
in the product, the COVID-19 pandemic, we are exposed to
various

themes

importance

of

and

types

of

data

utilization,

data

in

which

our

daily

analyzes

lives.
data

The

across

disciplines and makes decisions based on it, is being emphasized
day by day. Accordingly, interest in learning data literacy and data
utilization is increasing but the reality is that research on it is
still lacking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explore the value of data utilization in
environmental education starting from these problem awareness.
This study focused on the graph about climate change, which

- 70 -

has been emphasized in the form of infographics, mainly in
recent media, from environmental data on various themes.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on data literacy, it was decided to focus
on the "data-driven inference" as a method of data utilization and
tried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climate change education. The
students were divided in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ative group whether the learning activity to infer climate
change graph in the educational material was included or not.
And the changes in awareness and behavioral intentions of the
students before and after learning were measured on a 7-point
scale.
In addition, based on the possibility that the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education experience differs depending on modes
of grasping experience preferred, the preference for the learning
modes was measured together. And the effect of data inference
on climate change awareness depending on the preference for the
modes was confirmed.
The experimental tools were modified and supplemented by
the pilot test. And the data in the experiment were collected
from the junior/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btained

in

analyzing

the

questionnaires of the 341 students, excluding those that are
dishonest in responses or not engaged in learning activities.
Firstly, an independent sample T-test was use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and it was found
that the students who experienced inference on the data
(average 6.73) had a higher perception of certainty than those
who did not (average 6.58) (  =.030). The perception of positive

- 71 -

consequences that are caused by climate change mitigation is
also higher for the students who experienced inference based
on the data (average 6.52) than those who did not (average
6.36) (  =.049). Perceived risk and significance and behavior
intentions of climate change, however, showed higher average
scores when they experienced data inference.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 .05).
Secondly, the results from two-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indicated that the impact of data inference on perceived benefit
of

climate

change

differs

depending

on

the

learning

mode

(   .031), as for the students who prefer ‘Concrete Experience’
are more affected by the data inference than those who prefer
‘Abstract Conceptualization’.
The above results show that climate change education can have
different educational effects depending on how data is used and
how the students perceive the information. Therefore,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value of educational utilization of data
and it needs to be considered as a balanced approach to
environmental education.
keywords : environmental education using data, data-based
inference, climate change, perception, learn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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