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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성 고정관념은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습득되고 어린아이부터 어

른까지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합한 행동, 태도, 특성을 형성하고 발

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 고정관념은 자동적으로 작

동하여 학습자의 의지와 태도, 자아효능감 등 과업의 성취를 이끄

는 요인들에 장벽이 되곤 한다. 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 고

정관념에 반하는(counter stereotype) 인물의 제시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 교육에서 성 고정관념에 반하는 인물의 제시와

성 고정관념 극복의 관련성을 입증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

구는 여성과 남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

제시의 효과성 비교를 통하여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

이 반영된 메시지가 초등학교 여학생의 환경태도와 환경적 자기효

능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험은 서울시 소재 2개 초등학교의 4학년 102명, 5학년 112명,

6학년 107명의 총 321명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 남성 환경 인물

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의 2가지 유형의 실험 자료

를 제시하고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에 가지

고 있는 성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문항에 답한 후, 남성 또는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를 읽고, 다음으로

환경태도와 환경적 자기효능감 문항에 응답하였다. 환경태도와 환

경적 자기효능감에 성 고정관념 극복에 관한 영역을 추가하여 이

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제작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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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환경 인물

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성 고

정관념 극복 환경태도, 환경적 자기효능감,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

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향상시켰다. 둘째, 환경태도에서 기존에 가

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의 엄격성과 학년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

다. 여학생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환경태도에 미

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학생의 학년

이 낮을수록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

가 환경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더 컸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환경 교육 학습 자료에서 여학생들

에게 능력의 한계를 짓게 하는 부정적인 성 고정관념이나 편중된

사고를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검토하고, 여학생들의 귀감

이 될 수 있는 여성 환경 인물들이 충분하고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성 고정관념

이 엄격하게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들에게

성 고정관념에 반하는 다양한 분야의 여성 환경 인물의 선정과 제

시는 성 고정관념의 장벽을 완화하고 미래의 직업이나 역할의 한

계를 넘어서는 환경 인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고정관념, 성 고정관념, 여성 환경 인물, 환경적 자기효능감,

환경 태도

학 번 : 2013-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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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성 사회화(gender socialization)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문화적

으로 각 성별에게 수용되는 태도, 행동, 특성 등을 학습하고 반복하여 습

득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은 이러해야한다, 남성은 이러해야한다’라는

성 고정관념을 가지게 된다(Boden & Berenbaum, 2007; Deaux, 1984).

성 고정관념은 개인의 성 정체성, 자아 정체성, 자아 존중감, 학습 동기,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김복환·김지현, 2013; 유가효, 2009; 이동규·

임희준, 2019; Allgood-Merten & Stockard, 1991; Deemer et al., 2013;

Gupta, Goktan & Gunay, 2014; Thébaud, 2010). ‘고정관념 위협

(Stereotype Threat)’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

관념을 인식할 때 스스로 위축되어 과업에서 낮은 성취를 보이는 것이다

(Steele, 1997). 여성의 고정관념 위협에 대한 연구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 고정관념이 흥미와 성취동기 그리고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Huguet & Régner, 2007; Smith, Sansone, & White,

2007). 예를 들면, 여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남성적인 직업으로 여겨지

는 과학자나 정치인은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

각하여 흥미조차 가지지 않거나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소홀 하는 것을 고정관념 위협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학생들에게 성 고정관념에 반하는 인물(counter-stereotype)의 제시

가 성취에 장벽이 되는 성 고정관념의 극복을 위한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역할 모델의 제시는 개인의 학습 동기와 자기 평가를 높이고 자신

감을 갖게 한다(Lockwood & Kunda, 1999; Marx & Roman, 2002). 여

학생에게 성 고정관념에 반하는 인물 제시했을 때 과업의 효과성을 보여

주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Latu et al.(2013)은 여성 정치인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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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 전시하였을 때 발표의 길이와 질적인 면에서 성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Fryberg et al.(2008)은 아메리칸 인디언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실험에서 현미경 앞에 앉아 있는 여성의 사진을 걸어놓았을 때

여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상담하며 학업 성취에 대해 언급하는

빈도가 높아짐을 밝혔다. Good, Woodzicka와 Wingfield(2010)는 화학 교

과서에 여성 과학자의 사진을 수업자료에 사용했을 때 여학생의 이해도

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환경교육에서 전략적 환경행동을 연구한 Cushing

과 Chawla(2007)는 어린 학생들에게 직접 자연을 체험하는 경험과 더불

어 환경에 관심 있는 주변 인물과 역할 모델로부터의 영향이 미래에 자

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하는 ‘입문 단계’의 핵심적인 요소라

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성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

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환경 인물들은 여학생들에게 역할 모델로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환경 문제에서 ‘여성’과 ‘젠더’는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이슈이다.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으로서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거론된다.

여성들은 가장 큰 피해자인 동시에 로컬 푸드의 경작자와 관리자이자 가

정 건강을 책임지고 경제를 꾸려나가는 주체로서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

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반면에 이러한 인적 자원으

로서 여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관련이 있는 정치⋅경제적 의

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배제와 소외됨은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 왔다

(Denton, 2002; Gough & Whitehouse, 2019). 더불어 여러 학자들은 환경

교육에서 여성과 젠더에 관한 연구가 충분치 않다는 사실 또한 지적하고

있다(Mohai, 1992; Resurrección, 2013; Zelezny, Chua & Aldrich, 2000).

2020년 파리에서 열린 Global Forum on Environment 문건(2020)에서

는 OECD 국가들의 환경 분야 고위직 대표자들의 성별을 그래프로 제시

하였는데, 환경 장관과 CBD, UNFCCC, UNCCD의 국가 간 협력과 증진

을 위한 지역 연결책이자 기관의 대표성을 지닌 국가 포컬 포인트

(national focal point)는 남성이 여성보다 모두 많았다. 환경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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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concern)과 관련된 환경태도, 환경행동, 환경지식 등이

연구된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성취를 보여주었다

(Greenbaum, 1995; Hong & Xiao,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리더

의 자리에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것을 보면 환경 교육에서 여학생들이

주체적인 능력을 깨닫고 이를 개발하고 펼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노력

이 필요해 보인다. 김흥태와 주은정(2020)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환경

친화적 성향이 더 크다는 인식이 있지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여학생과 남학생의 친환경 행동을 비교한 종단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친환경 행동 감소의 폭이 크다는 점을 들어 여학생의 환경교육이

덜 강조되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성

고정관념에 반하는 여성 환경 인물의 제시가 여학생들이 스스로의 환경

역량을 깨닫게 할 수 있는 편발(cue)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 Ⅰ-1] 2020년 OECD 국가들의 환경 고위직 대표자 성별

출처 : 2020 OECD Global Forum on Environment. Session 7.

Environmental Justice and Empowering Women and Youth(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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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태도는 자연환경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심리적 경향성으

로 정의되며(Milfont, 2016), 환경적 자기효능감은 환경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으로 환경행동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긍정적

인 환경태도와 환경적 자기효능감은 미래의 환경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졌다(Hines, Hungerford & Tomer, 1987). 또한 어린 아이

들은 성인 역할 모델을 통해 인생에 남는 경험을 하고 환경태도와 자기

효능감 증진의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Chawla, 1998; Swedia &

Reichard, 2013).

그러나 환경 교육 연구에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에서 동성의

환경 인물의 제시가 환경적 인식과 관련하여 나타내는 효과성에 관한 연

구는 찾기 어렵다. 성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여학생들에

게 환경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성 고정관념에 반하는 다양한 직업의

여성 환경 인물은 여학생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환경에 기여

할 수 있으리라는 열망과 자신감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의 목적은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를 텍스

트와 사진으로 제시하여 초등학교 여학생의 환경태도와 환경적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환경 교육에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젠더에 관한 교육적 관심을 환기함과 동시에 초등학교

여학생을 주목하여 성 고정관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인물과 접하는 경험의 필요성을 밝히고, 여학생들의 환경태

도와 환경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증하는 데 의미가 있

다. 더불어 성 고정관념이 높거나 낮은 정도와 학년에 따라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의 효과성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가 환경 교육에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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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초등학교 여학생의 환경태

도와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연구로 입증하고자 한다.

처치변인은 환경 학습 자료의 텍스트와 사진으로 제시 된 환경 인물의

성별이다. 여성 환경 인물과 남성 환경 인물의 사진과 텍스트 2가지 유

형의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

된 메시지를 제시하였을 때, 여학생들의 환경태도와 환경적 자기효능감

은 남성 환경 인물을 제시하였을 때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성 고정관념의 정도나 학년에 따라 효과성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주요 연구목적과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환경태도와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에 반영된 메시지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 극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성 고정관념의 엄격성과 학년은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

시지가 주는 환경태도와 환경적 자기효능감의 효과성에 영

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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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초등학교 여학생의

환경태도와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연구로 밝히는 것

이다. 연구 변인들에 대한 정의와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용어의 범위에

대한 연구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가. 성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

성 고정관념은 ‘여성은 이러해야한다, 남성은 이러해야한다’라는 성별

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성별에 대한 정보의 범주화 과정에서 발현된다.

성은 영어로 생물학적인 성의 구별을 지칭하는 ‘성(sex)’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gender)’이 있는데, 두 용어는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 ‘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의 의미와 더

가깝기 때문에 영어로 ‘gender stereotype’을 사용하고자 한다.

Deaux와 Lewis(1983)는 성 고정관념의 다중요소 구조 이론에서 성 고

정관념의 하위 요소인 특징(traits), 역할 행동(role behavior), 직업

(occupation), 외모(physical appearance)가 각 성별과 강하게 연관되어

인식됨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역할(role), 직

업(occupation)과 특성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의 속성(attribution)을

성 고정관념의 하위 요소로 한정하여 보았다.

나. 환경태도(Environmental Attitude)

본 연구는 환경태도를 자연환경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

응하는 심리적 경향성이라고 설명한 Milfont(2007)의 정의에 성 고정관

념 극복을 보여주는 환경태도 내용을 더하였다. Milfont는 환경태도의

하위영역을 환경보전태도(preservation)와 환경활용태도(utilization)로 나

누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 고정관념의 극복을 환경태도에서 알아보고자

하므로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 극복을 보여주는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

도의 영역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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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적 자기효능감(Environmental Self Efficacy)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특정 과업을 수행할 때 개인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으로 정의하였다. 자기 효능감은 과업 수행의 동기화 수준

을 결정하고 노력의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환경 교육에서 자기효능

감은 환경행동을 실천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한 내재적인 기대와 자신감, 환경문제에 대한 통제력에 영향을

미친다(금지헌, 2011; 이태연, 2001).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

로 환경적 자기효능감을 성 고정관념과의 관계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환경문제에 대해 자신과 여성들이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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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고정관념

Lippmann(1922)이 그의 저서 “Public Opinion”에서 고정관념을 ‘머릿

속의 이미지(Picture in Our Heads)’로 언급하였다. Stangor(2009)는 고

정관념을 집단에 대한 정신적인 이미지로 작동하는 지식의 구조이자 한

집단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재빠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특성(traits)이

라고 하였다. Katz와 Braly(1933)은 고정관념이 한 집단에 대한 객관적

으로 동의된 속성들의 집합(set of attributes)이라고 하였다.

고정관념이 필연적으로 오류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Allport(1954)에 의해 제시되었다. 고정관념은 정보 인식의 과정을 단축

시키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오개념과 과장된 정보를 가지게 한다

(Leyenx, Yzerbyt & Schadron, 1994). 고정관념의 작동은 비자발적이고,

자동화되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작동 과정에서 의도나, 주의를 필요

로 하지 않는다(Jost, Banaji & Nosek, 2004). 이러한 무의식적이고 자동

적인 특성 때문에 고정관념화의 과정은 바꾸거나 멈추기 쉽지 않다

(Bargh, 1999). 고정관념은 민족, 성별, 직업, 나이 등의 특징으로 개인을

낙인화(stigmatized)하며 대부분의 고정관념은 부정적이고 과일반화되며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된다(Stagnor, 2009). Ashmore와 Del Boca(1979)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고정관념이 부정적이라고 정의되는 이유를 네 가지

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고정관념이 잘못된 논리로 얻어지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과일반화되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 대상 집단의 객관적 특성

과 맞지 않기 때문이고, 네 번째로 대부분 너무 엄격하게 유지되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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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고정관념(group stereotype)은 개인의 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리고 이것은 차별, 편견, 오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Fiske & Taylor,

2008; Trolio & Coleman, 2008).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낙인화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일반화해버리거나 받아들이게 된

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동화

과정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반하여 의

식적으로 고정관념화, 차별, 편견을 거부하려고 노력한다(Devine, 2009).

Ashmore와 Del Boca(1979)는 고정관념이 3개의 구성 요소를 가진다고

하였다.

(a) 사회적 범주(social category)

(b) 개인의 속성(personal attributes)

(c) 추론 관계(inferential relation)

사회적 범주는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구분한다. 개인의 속성은 개인과 개인이 속한 집단을 연관지어 인식하게

하고, 개인적 속성에서 추론 되어진 기대와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교사가 한 학생을 보고 여학생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 범주

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고 여학생이기 때문에 과학을 못할 것이라고 생

각하는 것은 개인의 속성과 범주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이다. 교사가

여학생이 과학을 못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과학 모둠 활동의 리더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학생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추론

을 통한 행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Steele과 Aronson(1995)은 사회적 정체성의 위협으로서, 한 사람이 그

가 속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인식하는 것이 과업 수행의

질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고정관념 위협(Stereotype Threat)’이라고 명하

였다. 그는 GRE(the Graduate Record Exam) 시험에서 아프리카계 미국

학생들과 백인 학생들과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실험 집단의 아프리카계

미국 학생들에게는 타고난 지적 능력을 테스트 할 것이라 인지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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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집단의 아프리카계 미국 학생들에게는 지적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테스트라고 인지시켰다. 결과는 타고난 지적 능력을 테스트할 것이

라는 것을 인지한 그룹의 아프리카계 미국 학생들의 점수는 백인 학생들

과 뚜렷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아프리카계 미국 학생들이 자신

이 속한 집단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타고난 지적 능력이 높지 않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나타

난 현상이었다. 고정관념 위협은 민족성(ethnicity)뿐만 아니라 노인, 여

학생, 여자 등 소수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며,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의 폭

을 넓혀주었다.

고정관념 위협의 부정적인 영향은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주제로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고정관념 위협은 회피, 비참여성, 불안, 부정적인 생각

의 발현, 기억력 저하, 자신감과 기대감의 저하 등을 불러와 과업의 수행

을 방해한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미래의 직업적 열망을 낮춘다

(Shapiro & Neuberg, 2007; Quinn, Steele & Spencer, 1999). 또한 고정

관념 위협은 불안을 높이고 낙담을 안겨주어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Keller & Dauenheimer, 2003; Blascovich et al., 2001).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들은 고정관념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자동

적인 정보 인식의 과정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과업의 수행과 성취에

장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덜 작동하게 하거나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교

육적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고정관념 중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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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

성(gender)은 인생을 통틀어 정체성을 이루는 중심이 되며 이것은 문

화를 초월하여 한 사람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친다(Patterson,

2012). 인간은 사회화과정을 통해 성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사회화

과정에서 성에 대한 개념의 형성과 발달은 몇 가지 이론으로 설명되어

왔다. 동일시 이론(identification theory)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관

점에서 아동은 부모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고 동일시하면서 성에

적합한 행동을 배운다고 설명한다.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은 아동의 행위모델로서 중요한 타자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아동은 부모,

친구 등을 통해 다양한 성역할 이미지를 관찰하고 내면화 한다. 인지발

달이론(cognitive development theory)에서 Kohlberg와 Piaget는 성 개념

의 형성에서의 개인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유연성과 복잡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성 도식과

인지학습이론(gender schema and cognitive learning theory)에서는 인지

적 도식의 하나인 성 도식이 성 범주화의 기초가 되어 새로운 정보를 받

아들이는데 사용되며 정보와 결정을 단순화하는 역할 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성 도식을 사용하여 직업, 장난감, 옷, 행동 등을 각

성별로 범주화 한다(Little, Martin & Wood, 1990; Stockard, 2006).

성 고정관념은 기존의 고정관념 연구가 민족, 인종적 고정관념에 주목

하고 있을 때 페미니즘의 대두와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다. 고정관념 연

구는 편견과 차별을 낳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점차 고정관념을 인지적 과정과 범주화로 해석하고 그 작동과 구조, 구

성요소 등을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Deaux, 1984). Ashmore

와 Del boca(1979)는 성 고정관념1)을 “남성과 여성의 개인적인 속성에

1) Ahmore와 Del boca(1979)는 용어 ‘성 고정관념’과 ‘성 역할 고정관념’ 이 혼

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성’과 ‘역할’의 심리학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성 고

정관념’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포함하는 개

념으로 성 고정관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론적 배경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 연

구가 필연적으로 탐색되어야 하므로 연구자의 의도를 살려 용어를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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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믿음의 구조”라고 하였다. Deaux와 Lewis(1984)는 성 고정관념을

구성요소 모델(component model)로 설명하였는데, 성 고정관념의 네 가

지 구성요소를 남녀의 버전이 있는 특성(traits), 역할 행동(role

behavior), 신체적 특징(physical characteristics), 직업(occupation)으로

제시하였다. 성 고정관념은 3가지의 연합 유형을 가진다. 첫 번째는 성별

결정과 각 구성요소 간의 연합이다. 여성인 것을 알면 4가지 구성 요소

를 여성 버전으로 연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성이라면 머리

가 짧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연합은 구성 요소 내의 연

합으로 누군가 농구를 좋아한다면 축구도 좋아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

이다. 세 번째 연합은 구성 요소 간의 연합으로 누군가 바느질이 취미라

고 한다면 그 사람은 따뜻한 성격의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표 Ⅱ-1> 성 고정관념의 연합 유형

성별-구성요소 연합 구성요소 내 연합 구성요소 간 연합

한 사람의 성별과 구성

요소 정보를 연합하는 것

구성요소 내에서 남성적

인 것 또는 여성적인 것

끼리의 연합

구성요소 간 남성정인

것 또는 여성적인 것끼

리의 연합

a) 남성-짧은 머리

b) 여성-치마 복장

a) 긴 치마-구두

b) 확신에 찬-독립적인

a) 넓은 어깨-확신에 찬

b) 치마를 입은-자애로운

출처 : Little, Martin & Wood(1990)

21세기는 그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고 남녀

의 성역할은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그렇다면 성 고정관념에는 어

떤 변화가 있었을까? SRT(Social Role Theory: Eagly & Wood, 2012)

이론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맡고 있는 전형적인 역할이 성

별 특성에 대한 인식을 결정짓는다. 사회적 역할은 성별보다 한 사람의

특성을 추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버스 기사나 간호사

와 같은 사회적 역할이 만들어내는 특성들이 성별을 넘어서 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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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는데 더 큰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SRT 이론과는 상반되는 이론

으로 성별의 구분은 더 근본적인 범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 고정관

념은 사회적 변화에 뒤쳐지는 문화 지체(cultural lag theory) 현상을 보

인다는 주장이 있다(Croft et al., 2015).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고 남녀 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도 과

거의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Haines, Deaux와

Lofaro(2016)는 사람들의 성 고정관념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알기 위해

1983년과 2014년의 성 고정관념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결과는 특성,

역할 행동, 직업, 신체적 특징 모두에서 1983년 연구에서 밝혀졌던 바와

같이 남녀를 구분하는 성 고정관념이 유지되고 있었다. 30년이란 세월이

지나 남녀의 역할과 그 경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성 고정관념은 놀랄 만큼 그대로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성 고

정관념이 사람들의 인식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와 성 고정관념

이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 고정관념이 있다. 어린 아이들은 성별과 외모적

특징, 역할 행동, 성격, 직업, 장난감을 성별과 연관지어 생각한다(Little,

Martin & Wood, 1990). 성 고정관념은 장난감을 성별과 연관 짓는 겨우

30개월이 된 아이에게서 관찰되기도 한다. 아이들은 3살에서 5살 사이에

행동과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지식을 사회로부터 습득한다. 전형적인 5

살 아이들은 성 고정관념의 영역을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을 7살까지 엄격

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Ruble et al., 2006). 초등학생 아이들

은 자신을 전형적인 성별의 사람이라고 인식할수록 같은 성별의 전형적

인 활동과 직업에 더 흥미가 있다. 또한 자신을 전형적인 성별의 사람이

라고 인식하지 않을수록 더 평등적인 태도를 보인다(Patterson, 2012).

Miller et al.(2009)은 3살에서 10살의 아이들에게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를

묘사하는 개방형 질문으로 실험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과 나이가 많은 아이

일수록 높은 고정관념을 보였다. 그리고 외적 고정관념은 여자아이를 묘사할

때 더 두드러졌고, 특성과 활동은 남자 아이를 묘사할 때 더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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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성 고정관념 연구는 학년에 따른 변화와

경향성, 그리고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초등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성 고정관념이 낮아지고,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성 고정관념의 변화가 큰 경향이 있다. 즉, 상대적으로 초등학

교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은 유연하고 초등학교 남학생의 성 고정관념은

고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구정화, 2009; 김경미·양혜영, 2003; 여경아 등,

2004; 양정혜, 2012; 이현주, 2012). 또한 이러한 성 고정관념의 감소는

여학생의 경우 중2까지 나타나는데 성 고정관념이 감소하는 속도는 초등

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의 성 고정관

념은 6학년까지 감소하다가 중학교 2학년까지 다시 증가하였다(이현주,

2012). 성 고정관념과 개인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학학생의 성 고

정관념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정익중, 2005). 평등적 태도에서 남학생의 평등적

태도와 여성성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고 여학생의 평등적 태도와 남성성

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성역할의 분화와 발달에서 남학생은 초등학

교 4학년부터 2개 요인(자신, 타인)으로 분화하고 여학생은 3개 요인(타

인, 여성성 자신, 남성성 자신)으로 분화되었다(김경미·양혜영, 2003). 또

한 여학생은 남성 역할 고정관념이 높으면 자기결정성이 높고 여성 역할

고정관념이 높으면 자기결정성이 낮았다(이현주, 2012). 변명숙과 성옥련

(2000)은 초등학교 여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연령에 따라 유연해 지

는 것은 이 시기의 여학생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에 갖게 될 사

회적 기회의 제한과 여성성을 연결 지음으로서 여성성의 가치를 낮게 평

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성 고정관념과 여학생의 과업 수행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성 고정관념

위협 효과로 연구되었다. Spencer(1999)는 여학생의 수학 수행과 여학생

의 고정관념 위협과의 관계성을 실험 연구로 증명하였다. 여학생들에게

수학 테스트에서 성별의 차이를 보기 위한 테스트임을 알려주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성별의 차이를 보기 위한 것임을

밝혔을 때 고정관념의 위협 현상이 발현되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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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점수를 보였다. 또한 불안이 고정관념 위협의 매개변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Davies, Spencer와 Steele(2005)은 여성이 리더의 역할

을 하고 싶어 하는 열망에 대한 고정관념 위협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여

성들은 리더십에 대한 고정관념 위협이 있을 때 리더십 역할에 대한 열

망이 낮아졌으며 고정관념 위협이 없을 때는 리더십 역할에 대한 열망이

지속되었다. Flore와 Wicherts(2015)는 고정관념 위협이 여학생의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자료들을 메타 분석하여 고정관념 위협

연구의 통제조건 설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통제조건들은 성

고정관념 위협이 제거된 상태이므로 성 고정관념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Ⅱ-2> 고정관념 위협 연구의 통제조건 설계

통제 조건 제시 방법 예시 연구

위협이

없는 상황

성별과 테스트
수행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
시하지 않음

Delgado &

Prieto(2008),

Muzzatti &

Agonoli(2007)

위협을
의도하여
없애기

구두나 서면으로
여학생의 우세함
을 설명

Cherney &

Capbell(2011)

구두나 서면으로
남성, 여성 수행
을 동등하게 잘
하는 것으로 설명

“여학생과 남학생이 그림이
회전했을 때 어떻게 보일지

상상하는 능력은 동등합니다.”

Neuburger et

al.(2012)

고정관념 위협에
대한 교육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이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
았습니다. 이것은 남성이 공간
지각이 높다는 성 고정관념 때
문에 일어난 것이고 진짜 실력
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Moe(2009)

고정관념에 반하
는 상황을 서술

Marry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
으로 묘사됨

Bages &

Martinot(2011)

고정관념에 반하
는 시각적 자료
제시

참가자들은 남학생이 실수한
계산을 여학생이 다시 올바르
게 계산하는 그림에 색칠하는
세 가지 실험조건에 무작위
할당되었다.

Galdi et

al.(2014)

출처 : Flore & Wichert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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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고정관념이 여학생의 과업 수행을 제한하고 불안을 가져온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 고정관념 극복의 대

안으로 역할 모델의 제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Lockwood(2006)는 대학생들에게 남성적 이름과 여성적 이름을 가진 성

공한 역할 모델의 기사를 제시하는 실험과 커리어 역할 모델을 인터뷰하

는 실험을 통해 성 역할모델의 성별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두 실험에서 모두 여학생들에게는 여성 역할 모델

이 남성 역할 모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Latu et al.(2013)은 리더십

의 영역에서 여학생들이 리더십 성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대학생들에게 교실의 뒷벽에 정치인 인물 1인의 사

진 포스터가 붙어있는 가상현실의 교실에서 학비 인상에 반대하는 스피

치를 수행하게 하였다. 여성정치인은 힐러리 클린턴과 앙겔라 메르켈, 그

리고 남성 정치인으로 빌 클린턴이 제시되었다. 스피치의 질은 스피치의

길이이라고 보고 스피치의 길이와 스피치 수행에 대한 자기 평가를 측정

하였다. 연구의 결과 여성 정치인이 교실 환경에 제시되었을 때 여학생

들의 스피치의 질과 자기 평가는 남자 정치인이 제시되었을 때보다 유의

미하게 높았다. 성 고정관념의 극복을 ‘소속감’에서 찾는 연구도 있다.

Cheryan et al.(2009)은 분야에 대한 고정관념이(stereotype of a field)

아직 그 분야에 몸담지 않은 사람들의 흥미도의 성 격차에 주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분야에 대한 소속감(belonging)을 결정짓는 첫 인상

(initial exposure)이 여성들의 해당 분야에 대한 미래의 참여도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여학생들이 컴퓨터 전공을 선택하지 않게

하는 고정관념을 도식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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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여학생들의 컴퓨터공학에 대한 고정관념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

사람에 대한 것

(e.g., ,사회적으로 고립된,

기술에 집중된)

일에 대한 것

(e.g., ,협력하지 않는,

누군가를돕는분야가아닌)

가치에 대한 것

(e.g., ,남성적 흥미,

,“천재성”)

여학생의

컴퓨터공학

분야 참여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능력이 떨어짐

출처 : Cheryan et al.(2009)

그들은 컴퓨터공학 분야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여학생들의 소속감과

흥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였다. 대학의 컴퓨터 공학 건물의

한 교실을 고정관념적인 물건으로, 다른 교실은 고정관념에 반하는 물건

으로 채웠다. 고정관념적인 물건은 영화 스타 트렉 포스터, 만화책, 비디

오 게임 박스들, 탄산음료 캔들, 컴퓨터 부품들, 소프트웨어와 기술 관련

책자와 잡지로 컴퓨터 공학자의 사무실이나 기숙사에 있을 것이라 여겨

지는 물건을 사전 조사하였다. 고정관념에 반하는 물건은 자연환경 포스

터, 예술 작품, 물병들, 건강 스낵, 커피 잔, 일반적인 책과 잡지이다. 실

험 결과는 고정관념에 반하는 환경에서 여학생들은 컴퓨터공학 분야에

더 높은 흥미를 보였다. 실험에서 입증된 환경에 소속됨을 느끼는 감정

을 ‘주변적 소속감(ambient belonging)’, 주변적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

들을 ‘주변적 소속감의 편발(ambient belonging cues)’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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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성 고정관념은 사회화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작동하여 사람들이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성 고정관념

의 전통적인 틀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수행

을 제한하는 성 고정관념 위협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연구 주제이다. 특

히 초등학교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지만 그

이면에는 여성성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인식이 있으므로 이러한 성 고

정관념은 극복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학습 방법

에서 성 고정관념에 반하는 여성 역할 모델 제시가 여학생들의 성 고정

관념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분야나 직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 환경 인물의 제시는 여학

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작용하여 성 고정관념의 장벽을 극복하게

하고 환경적인 열망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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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태도

환경태도는 1967년부터 30년간 환경에 관한 연구의 반 이상이 다뤄온

주제이다(Milfont, 2007). 여러 학자들이 환경태도를 다루어 온 만큼 환

경태도의 용어의 범위와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유사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Schultz et al.(2004)은 환경태도를 환경과 관련된 활동

과 이슈에 관한 믿음 정서, 행동적 의도의 종합이라고 정의하였다.

Yin(1999)은 환경태도는 환경 문제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포

함하는 환경과 관계있는 것들에 대한 지향성으로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환경 지향의 3 유형으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하였다. Milfont(2016)는 환경

태도를 자연 환경에 대한 심리적 경향성과 자연적 또는 가공된 환경을

평가하는 심리적 경향성이면서, 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

한 선호와 비선호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성 고정관념 극복 태도를 보고자 함으로 Milfont의 정의에 성 고

정관념 극복에 관한 내용을 더하여 환경태도를 ‘성 고정관념의 극복을

드러내는 환경적 태도와 자연환경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심리

적 경향성’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환경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의 환경행동 참여를 높이는 것이

다. 이것은 인간의 무지하거나 무분별한 행동이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지

만 결국엔 사람들의 일상적인 환경 행동이 환경을 살리는 핵심적인 방법

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환경태도를 아는 것은 왜 중요한

것일까? 사람의 심리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행동을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 물음의 답은 환경태도와 환경행동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을 함부로 대하는데 반하여 어떤 사람은 꾸준하

게 친환경적 행동을 한다. 학자들은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환경행동에 참여할 경향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여러 연구에서

환경태도는 환경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환경태

도를 이해하는 것은 태도와 행동 모두를 바꿀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금지헌, 2011; Bamberg & Möser, 2007; Hines, Hungerford

& Tomera, 1987; Meinhold & Malkus, 2005; Milfon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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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태도의 차원에 대한 연구는 크게 수평적 구조(horizontal

approach)로 보는 관점과 수직적 구조(vertical approach)로 보는 관점이

있다(Milfont, 2007). 첫 번째로, 환경태도를 수평적 구조로 보는 관점은

환경태도의 위계적 구조를 가정한다. 수평적 구조로 보는 관점에는 차원

이 없는 구조(unidimensional construct)로 보는 접근이 있는데, 예를 들

면 Dunlap과 Van Liere의 초기 NEP(New Ecological Paradigm) 측정방

법은 양극성 차원으로서 낮은 NEP 점수는 생태중심 성향을, 높은 NEP

점수는 인간중심 성향을 나타낸다(Dunlap & Van Lere, 1978). 다차원의

구조(multidimensional construct)로 보는 접근은 환경태도를 여러 개의

차원의 구조로 나눈다. Thompson과 Barton(1994)은 환경태도의 요소를

인간 중심적 성향이나 생태 중심적 성향으로 나누었다. Schultz(2001)는

환경관심(environmental concern)2)을 자신에 대한 관심(Egoistic), 타인

에 대한 관심(Altruistic), 생물권에 대한 관심(Biospheric)으로 나누었다.

Bogner와 Wiseman(1999) 자원에 대한 관심, 지지하고자 하는 의도, 자

연을 즐기는 것, 인간의 우세함, 자연에 가하는 변화의 5가지 요소로 나

누었다. 두 번째로, 환경태도를 수직적 구조로 보는 관점은 환경태도의

구성요소 간의 위계적 구조를 가정한다. Xiao와 Dunlap(2007)의 연구는

환경관심의 2차 요소가 8가지 1차 요소에서 비롯됨을 밝혔다. 그들이 밝

힌 1차 요소는 환경 문제의 중요성 인식, 환경 보호에 기꺼이 돈을 지불

하고자 하는 마음, 정부의 정책과 규제에 대한지지, 친환경적 행동, 국제

적 환경 이슈, 국내 환경 이슈, 지역 환경 이슈, NEP이다. Milfont(2007)

는 12개의 1차 요소와 보전과 활용 두 가지의 2차 요소를 나누어 상관

관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2단계의 2차원 요소를 밝혔다.

환경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와 같은 명시적

(explicit) 측정 방법과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행동 관찰법, 심리 측정

법, 응답 지연 측정법 등과 같은 암묵적(implicit) 측정 방법이 있다. 한

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태도 측정 도구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2) 환경관심은 실험연구에서 환경태도를 일컫는 용어로 쓰이며, 여러 연구들은

환경관심과 환경태도를 동일한 용어로 보고 있다(Milfon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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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널리 사용되는 NEP 척도(New Ecological Paradigm for Children

Scale)는 10살에서 12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인간 면제주의,

생태위기, 자연의 권리의 3개 영역에서 10개의 항목을 가진다(Manoli,

Jonson & Dunlap, 2007). CHEAKS(Children’s Environmental Attitudes

and Knowledge Scale)는 1학년부터 7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환경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태도

척도는 전체 66개 중 36개 항목으로 구두 진술, 활동 진술과 여섯 가지

(동물, 에너지, 오염, 재활용, 물, 일반적 이슈) 환경 분야에 대한 정서 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의 30가지 항목은 태도와 같은 항목의 선다

형 형식으로 응답하게 제작되었다(Maloney & Ward, 1973).

Milfont(2007)는 CHEAKS의 척도가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워서 아

이들이 지식보다는 추측으로 문항에 응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 연

구에서는 금지헌(2011)이 Milfont와 Duckitt(2010)의 환경태도 측정 도구

(environmental attitude inventory)를 우리나라 초등학생에게 적합하게

수정하여 환경태도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환경태도를 긍정적으로 기르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훗날 인

생에서 환경행동을 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게 한 중요한

경험을 물어 분석한 연구들은 환경교육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여

러 연구에서 성인들은 어린 시절의 자연에서 경험(experiences in

outdoors)을 가장 중요한 영향으로 꼽았다. 그 뒤를 이은 것은 교육이나

중요안 타인으로서 가족, 선생님, 그 외의 사람들과 같은 성인 역할 모델

의 영향이었다(Chawla, 1998; Palmer, 1993; Tanner, 1980).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환경교육에서 환경태도가 환경행동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와 다양한 측정 방법과 도구,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의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태도를 기르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환경태도를 고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물의 제

시를 선택하여 그 효과를 입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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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효능감

Bandura와 Wood(1989)는 자기효능감을 자신이 마주한 상황을 해결하

기 위해 필요한 행동 과정을 조직하고 안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개인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가장

큰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Swedia와 Reichard(2013)

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신의 인지적

이고 신체적인 능력을 가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Bandura(1994)에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네 가지로 제

시하였다.

(a) 통달(mastery)하는 경험하기

(b) 모델을 통한 대리 경험하기

(c) 성공하기 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회적 확신 얻기

(d)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신체적 상태에 대한 부정적 감정 바꾸기

통달하는 경험은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속

적인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효능감이 필요한 반면, 쉬운 성공의

경험은 실패에 쉽게 무너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모델을 통한 대리 경험

은 모델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낄 때 효과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실패

에 노출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부족하다고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사회

적 확신을 얻는 다는 것은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상승 작용과 같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반응이나 긴장은 과업 수행의 질을 낮추는 지표가

된다. 이를 긍정적인 분위기로 쇄신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갖는 자신감은 이전의 수행보다 더 나은 이후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Bandura, 1986) 자신감은 자기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Schunk와 Pajares(2002)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설정된

목표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가 어떤 과업에 대한 자신감

이 클수록 학습자가 도전적인 목표를 세울 가능성은 커지고 더 많은 노



- 23 -

력을 하게 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더 큰 근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자

기효능감은 독립적으로 내재된 능력을 사용하게 하고, 성별(Bandura,

1986), 배경 지식(Schunk & Pajares, 2002), 개인의 특성(Stajkovic &

Luthans, 1998), 메타인지적 인식(Schuck & Ertmer, 2000), 정서적인 충

동(Litt, 1988)과 같은 개인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

하여 더 나은 수행을 하게 한다.

자기효능감이 더 나은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면 자기효능감과 특정한

행동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환경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가

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특정한 행동이란 환경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Hungerford & Volf, 1990). 그렇다면 자기효능감과 환경 행동은 어떤한

관계가 있을까? Huang(2016)은 자기효능감과 환경적 신념, 미디어의 사

용을 환경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증명하였다. 환경행동은 지구 온난

화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는 수용적(accommodating) 환경행동,

시민적인 환경 참여인 홍보적(promotional) 환경행동, 일상적인 행동으로

보여지는 능동적(proactive) 환경행동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실험을 통

해 환경적 자기효능감은 환경행동의 예언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가 연구에서 환경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개발한 문항과

연구의 구조 모델은 다음과 같다.

<표 Ⅱ-3> Huiping Huang의 환경적 자기효능감 문항

순서 구분 내용

a
general

ee belief

환경 행동이 지구 온난화를 완화할 수 있다면 기후 변화

의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을 것이다.

b
정도

(strength)

나는 내가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고 기후 변화를 예방하

는 환경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c
수준

(level)

다소 불편함이 있을 지라도, 나는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나의 행동을 바꿀 것이다.

d
일반화

(generality)

나는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모든 방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출처 : Huang(2016) *ee=environmental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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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환경적 신념, 지구 온난화 미디어 사용, 환경적 자기효능감,

환경행동 간의 구조 모델

출처 : Huang(2016)

또한 Tabernero와 Herna ́ndez(2011)는 자기효능감이 환경행동 중에서

재활용 행동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내재적 동기화가 매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Lauren et al.(2016)은 자기효능감이 쉬운 환경행동과

어려운 환경행동을 잇는 매개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자기효능감

의 번지기 가설(spillover hypothesis)을 입증하였다. 이 실험연구는 조금

더 도전적인 환경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기효능감이 효과적인 동인으

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Meinhold와 Malkus(2005)는 환

경 태도와 환경 행동의 상관관계에 자기효능감이 조절변수로 작용함을

입증하였는데, 이것은 여성 실험대상자에게만 국한되었다. 평진영(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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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자기효능감, 환경문제의 심각성 인식,

환경 용어의 사용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친화경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

는 요인임을 밝혔다. 최태규(2019)는 초등학생에게 친화경행동가라고 정

체성을 부여하였을 때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임을 실험연구로 증명하

였다.

자기효능감이 주는 긍정적 효과들을 증명한 연구들이 있는 반면,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한 학자들도 있다. 자기효능감을 높이

기 위한 방법으로 Bandura(1994) 가 제시하였던 역할 모델 효과는 다양

한 연령과 분야를 대상으로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Laviolette,

Lefebvre와 Brunel(2012)은 학습자가 동일시할 수 있는 가상의 성공한

역할 모델의 제시가 자기효능감과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

하였다. Swedia와 Reichard(2013)는 여학생들이 성공한 여성 사업가 역

할 모델과 만나는 기회를 통해 부정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고정관념에 반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진출하는데 필

요한 자기효능감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종합해 보면, 자기효능감은 더 나은 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동인으로서

환경 교육의 관점에서 더 나은 환경 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 또한 역할 모델의 제시는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이를 적용한 환경 교육 학습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미래에

더 나은 환경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역할 모델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같은 성별의

환경 인물이 학습자의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 예

측하고 실험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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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가설

1. 연구 가설

이론적 배경의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의 제시가 초등학교 여학생의 환경태도와 환경적 자기효능

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에 제시되는 인물의 성별만을 처치변인으로 하였다. 정치가, 과학

자, 연설가 등의 남성적 직업과 남성적 속성으로 묘사된 남성 환경 인물

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준 통제집단과 동일한 남성적 직업과 남성적 속성

으로 묘사된 여성 환경 인물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준 실험집단을 비교하

여 차이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태도와 환경적 자기

효능감에서 성 고정관념의 극복을 알아 볼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여 여

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초등학교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 극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험대상

이 되는 초등학교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의 엄격한 정도와

실험 처치 후 성 고정관념의 극복에 미치는 영향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해 검증을 시도하였다. 더불어 성 고정관념이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학년에 따른 실험 처치가 미치는 영향의 차이의 유

의미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주 가설 1. 성 고정관념에 반영된 메시지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환경

태도와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 1-1.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

는 남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보다 초등학교

여학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하위가설 1-2.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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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보다 초등학교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하위가설 1-3.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

는 남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보다 초등학교

여학생의 환경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하위가설 1-4.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

는 남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보다 초등학교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 주 가설 2. 초등학교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의 엄격성은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환경태도와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하위가설 2-1. 초등학교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의 엄격

성은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하위가설 2-2. 초등학교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의 엄격

성은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하위가설 2-3. 초등학교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의 엄격

성은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을 조절할 것이다.

⦁하위가설 2-4. 초등학교 여학생이 기존에 있는 성 고정관념의 엄격

성은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 주 가설 3. 초등학교 여학생의 학년은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

가 환경태도와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하위가설 3-1. 초등학교 여학생의 학년은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

시지가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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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가설 3-2. 초등학교 여학생의 학년은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

시지가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하위가설 3-3. 초등학교 여학생의 학년은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

시지가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하위가설 3-4. 초등학교 여학생의 학년은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

시지가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

이다.

연구의 분석 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1] 연구의 분석 틀

독립변인 종속변인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

1) 통제집단 : 남성 환경 인물

2) 실험집단 : 여성 환경 인물

1) 환경태도

⦁ 환경태도
⦁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
2) 환경적 자기효능감

⦁ 환경적 자기효능감
⦁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

조절변인

1) 성 고정관념의 엄격성

2)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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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의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문헌 연구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검토

ò
연구 문제 선정 및 계획 수립

ò
성 고정관념 자료 개발

환경태도 설문 문항 수정 및 개발

환경적 자기효능감 문항 수정 및 개발

ò

사전실험

내용 타당도 검사

ò

사전 실험

ò
자료 및 설문지 문항 수정

ò

본 실험

실험 대상 선정

ò
설문조사

ò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

[그림 Ⅳ–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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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여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한

다. 4학년에서 6학년은 성 고정관념을 설문지로 조사하기 수월하고 초등

학생의 성 고정관념을 다룬 많은 연구들이 연구 대상으로 한 학년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와 비교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것이라 생각하여 해당

학년을 선정하였다.

사전실험은 2020년 9월 21일부터 29일 서울의 M초등학교 4학년, 5학

년 68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학생들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에

적절한 문항을 선정하고 수정하였다.

본 실험은 실험 대상자들의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 지역에 있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고 동일한 생활권에서 배정되는 규모가 큰 학

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10여개의 학교에 전화로 접촉을 시도

하였다. 학교 측에 본 연구의 목적을 자세히 설명한 뒤 조사를 요청하여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설문지 조사는 2020

년 10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의 주관 하에 실시

되었으며 연구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실험 후 학생들에게 제시된 자료

의 가상 인물에 대한 공지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설문지와 동봉되었다.

최종적으로 성의가 없는 설문지 14개를 제외하고 A학교 159명, B학교

162명으로 총 321명의 초등학교 여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표 Ⅳ–1> 연구 대상의 구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A초등학교 52명 56명 51명 159명

B초등학교 50명 56명 56명 162명

합계 102명 112명 107명 3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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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도구

가. 성 고정관념

연구 대상인 여학생들에게 성 고정관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초

등학생의 성 고정관념을 연구한 선행 연구에서 문항을 선정하여 성 고정

관념의 속성(attribute)을 묻는 2개의 문항과 성 고정관념의 직업

(occupation)을 묻는 1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성 고정관념의 속성을 묻는 문항은 남성적 속성 1문항, 여성적 속성 1

문항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정책연구(KYPS: Korea Youth Panel Survey)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연구한 구정화

(2009), 이현주(2012), 양정혜(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남성적 성 고정관

념 속성을 묻는 1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여성적 성 고정관념 속성을

묻는 문항은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패널조사에서 사용된 ‘남자는 여자보다 수학과 과학을 잘한다’

라는 문항을 ‘여자는 남자보다 글쓰기와 그림그리기를 잘한다’는 문항으

로 바꾸어 보았다. 응답 양식은 ‘전혀 아니다(1), 아니다(2), 조금 아니다

(3), 조금 그렇다(4), 그렇다(5), 매우 그렇다(6)’의 6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 고정관념의 직업을 묻는 문항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문항에서 직업군을 설명하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모두’ 중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는 문항을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표 Ⅳ–2> 성 고정관념 문항

성고정관념
하위요인

문 항 참고 자료

속성

남성 1
남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기 보다는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청소년정책

연구 패널조사

여성 2
여자가 남자보다 글쓰기나 그림그리기를
잘한다.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실태조사

(2016)직업 3
다음 문장이 설명하는 일이 남성, 여성, 남
성 여성 모두 중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
하는 곳에 체크표시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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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

메시지에 반영된 성 고정관념은 Deaux(1984)가 성 고정관념의 하위

요인으로 설정한 특성, 역할 행동, 직업, 신체적 특징 중에서 특성보다

포괄적인 의미인 속성(attribution)과 직업(occupation)을 선택하였다.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는 인물 사진과 텍스트로 구성되었으며, 성별

을 처치변인으로 하여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메시지와 남성 환경 인물

에 관한 메시지의 2가지 유형으로 제작하였다. 남성적 직업과 남성적 속

성으로 묘사된 남성 환경 인물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준 통제집단과 동일

한 남성적 직업과 남성적 속성으로 묘사된 여성 환경 인물에 대한 메시

지를 보여준 실험집단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는 성 고정관념의 극복의

방법으로 여학생들에게 여성 환경 인물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자 의도한

것이다.

메시지에 등장한 환경 인물은 사진과 텍스트로 통제집단에게 남성 5

명, 실험집단에게 여성 5명이 제시되었다. 인물의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

다. 먼저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성 고정관념이 있는 남성적 직

업인 과학자, 연설가, 정치가, 정책가의 직업에 맞는 환경 인물을 찾고,

반대되는 성별의 인물은 성별 외에 영향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료에

제시되는 실존 환경 인물의 사진과 복장, 포즈, 표정이 비슷한 다른 성별

의 가상 환경 인물을 제시하였다. 남성 환경 인물은 1명의 실존 환경 인

물인 빗물 과학자로 알려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한무영 교수와

가상의 4명의 남성 환경 인물로 구성하였다. 인물에 관한 텍스트는 신문

기사를 참고하여 구성하되, 남성이나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로 바람직한

성격 특성(attribute)을 고르게 되어 있는 아동용 성역할 검사(CSRI: The

Children’s Sex Role Inventory)3)의 남성성 특성의 어휘 중 ‘열정적인

(ambitious), 이끌고 있는(acts like a leader), ~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The Bem Sex Role Inventory(BSRI)(1974)를 Boldizar(1991)이 아동에게 적

합하게 수정한 것으로 BSRI와 동일하게 남성성 20문항, 여성성 20문항, 양성성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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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rtive)’를 사용하여 남성적 속성의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텍스트

가 되도록 하였다. 여성 환경 인물은 한무영 교수와 쌍을 이루는 가상의

여성 환경 인물 1명과 2020년 ‘Mainstreaming Gender and Empowering

Women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라는 주제로 파리에서 열린

OECD Global Forum on Environment의 문건에서 등장한 ‘그레타 툰베

리, 왕가리 마타이, 반다나 시바’와 환경부 홍보자료 ‘지구의 환경’에서

소개된 핀란드 총리 ‘산나 마린’의 실존 여성 환경 인물 4인으로 구성하

였다.

<표 Ⅳ–3>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텍스트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빗물 과학자 ○○○박사님입니다. 쏟아지는

빗물이 강으로 흘려보내지는 것을 보고 하늘이 내려준 선물인 빗물의 활

용을 우직하고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

빗물 모으기 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 과학자님은 물은 현재를 살

아가는 우리도 써야 하지만 미래를 살아가는 후손들과 동식물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 과학자님은 빗물을 저장하여 사용하는 빗물 저장탱크를 한 건

물에 설계하여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요금을 월 200원밖에 내지

않습니다. 과학자님의 의견에 따라 경기도의 갈뫼중학교에서는 빗물 저

장소를 만들어 연못, 화단에 물주기, 교실 청소 등에 빗물을 사용하고 있

습니다.

과학자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빗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우리 어린이들

이 살아갈 지구를 더 건강하게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정의롭고 듬직한

환경 과학자이십니다.

밑줄 : 남성성 특성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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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속변인

1) 환경태도

환경태도는 금지헌(2011)이 Milfont와 Duckitt(2010)의 환경태도 측정

도구(environmental attitudes inventory)를 우리나라 초등학생에게 적합

하게 개발한 환경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하위 요인

인 환경보존태도(preservation)의 6문항과 환경활용태도(utilization)의 5

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학년을 고려하여 단어와 문장을 수정하

였고 환경적 자기효능감 문항과 내용이 다소 비슷한 한 문항은 제외하였

다. 응답 양식은 ‘전혀 아니다(1), 아니다(2), 조금 아니다(3), 조금 그렇다

(4), 그렇다(5), 매우 그렇다(6)’의 6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 태도 문항은 Deaux의 성 고정관념의 하위 요

인에서 속성 3문항, 역할 3문항, 직업 2문항을 개발하였다. 강민정(2014)

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생각하는 주요 환경문제를 조사한

내용을 문항에 반영하였다. 묵인 편향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역문항을

배치하였다(Paulhus, 1991; Milfont, 2016).

<표 Ⅳ–4>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생각하는 주요 환경문제

내 용

지구온난화(30), 쓰레기(19), 동식물 멸종(7), 대기오염(16), 수질 오염(5),

숲 파괴(4), 해수면 상승(2), 태풍(5), 지진(2), 화산폭발(1)

출처 : 강민정(2014) ( )=명



- 35 -

환경태도 19개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Ⅳ–5> 환경태도 문항

요인 문 항 비고

환경보존

태도

1
나는 자연자원을 아껴 쓸 수 있도록 나라에서 관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나는 환경이 파괴된 것을 보면 슬프다.

5 우리 인간은 환경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

8
지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면 지구가 감당해 내

지 못할 것이다.

13
나는 숲이나 산과 같은 야외에 여행 가는 것을 좋

아한다.

18 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환경활용

태도

4
나는 현대의 과학기술이 환경문제를 모두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
역문항

10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연을 이용하고

변화시킬 권리가 있다.
역문항

11

강을 깨끗이 해야 하는 이유는 강에 사는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보다 우리가 강에서 휴식하기 위

해서라고 생각한다.

역문항

15
나는 사람에 의해 꾸며진 정원보다 자연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을 더 좋아한다.

17
나라가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는 것보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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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 문항

성 고정관념

하위 요인
문 항

환경

문제

속성

(attribute)

7 남자보다 여자가 식물을 잘 보살피고 가꿀 수 있다.
동식물

멸종

9
나는 남자보다 여자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열정

적으로 이야기할 때 더 기억에 남고 설득된다.

19
물건을 살 때 쓰레기가 많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쓰레기

역할

(role)

3
여자가 리더를 맡고 있는 환경단체나 환경 동아리

에서 활동해보고 싶다.

6
여자 과학자들은 물을 아끼고 보존하는 기술을 발

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수질

오염

16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여

자들의 의견보다 남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지구

온난화

(역문항)

직업

(occupation)

12
여자 버스 기사가 있는 버스 회사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대기

오염

14
환경보호 운동을 하고 있는 여자 정치인이나 과학

자의 자료를 TV, 책, 인터넷 등에서 찾아보고 싶다.

2) 환경적 자기효능감

환경적 자기효능감은 Paulhus(1983)의 자기효능감 영역을 바탕으로

개발한 이태연(2001)의 문항과 이를 참고하여 수정한 최태규(2019)의 문

항을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응답 양식은 ‘전혀 아니다(1), 아니다(2), 조금

아니다(3), 조금 그렇다(4), 그렇다(5), 매우 그렇다(6)’의 6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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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고정관념 극복 문항은 성 고정관념의 하위 요소인 역할에서 2문항,

직업에서 1문항을 개발하였다. Bandura(2006)의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참고하여 무엇을 하고자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will do’가 아닌, 자신이

가진 능력을 판단하는 ‘can do’의 의미를 가진 문항을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허구문항 ‘여름에는 눈이 온다’를 배치하고 결과 분석에서

는 제외하였다.

환경적 자기효능감 7개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Ⅳ–7> 환경적 자기효능감 문항

문 항

20
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물

건을 사용할 수 있다.

21
나는 식수의 오염을 막기 위해 수돗물을 아껴 쓰고 샴푸를 필요한 양만 사

용할 수 있다.

22 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원인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23 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을 신고할 수 있다.

<표 Ⅳ–8>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 문항

성 고정관념

하위 요인
문 항

역할

(role)

24 나는 리더가 되어 환경동아리나 환경운동을 이끌 수 있다.

25
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직업

(occupation)
26

우리 동네에 환경 정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어 여자

정치인에게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나를 도와줄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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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험 도구의 타당성 확보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문지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조언을 구한 전문가는 박사과정 졸업생 1명, 박사과정 재학

생 2명, 석사과정 졸업생 3명으로 총 6명이다.

사전실험에 참여한 M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2명, 5학년 여학생 2명과

인터뷰를 통해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문장을 수정하였다.

<표 Ⅳ–9> 전공자 전문가 구성

구분 전공 과 정 직업

1 환경교육 박사 졸업 현직 초등교사

2 환경교육 석사 졸업 현직 초등교사

3 환경교육 석사 졸업 현직 초등교사

4 환경교육 석사 졸업 현직 초등교사

5 환경교육 박사 재학 중 식물체험 프로그램 개발자

6 환경교육 박사 재학 중 현직 초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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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25를 활용하였고, 진행한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일반적 특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동질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카

이제곱 검정(χ2 test)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였다.

셋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성 고정관념, 환경태도, 환경적 자기효

능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넷째, 학년 간 성 고정관념, 환경태도, 환경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서는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성 고정관념 반영된 메시지가 환경태도와 환경적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성 고정관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

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환경태도,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대해 성 고정관념 반영된 메시

지의 제시와 학년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배치 분산분

석(2-way AN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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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측정도구의 검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성 고정관념은 4개 항목으로 측정되었는데 Cronbach’s α 계

수는 .616으로 나타났고, 환경태도는 11개 항목으로 측정되었는데 ‘나는

현대의 과학기술이 환경문제를 모두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 항목은 신

뢰도를 저해하여 제외되었고 10개 항목의 Cronbach’s α 계수는 .603으로

나타났다.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는 8개 항목으로 측정되었는데

Cronbach’s α 계수는 .634로 나타났다. 환경적 자기효능감은 4개 항목으

로 측정되었는데 Cronbach’s α 계수는 .641로 나타났고, 성 고정관념 극

복 환경적 자기효능감은 3개 항목으로 측정되었는데 Cronbach’s α 계수

는 .654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 0.6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

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Ⅴ-1> 측정도구의 신뢰도

변수 Cronbach’s α 항목수

성 고정관념 .616 4

환경태도 .603 10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 .634 8

환경적 자기효능감 .641 4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 .65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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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동질성 검증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일반적

특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동질한지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

정과 성 고정관념의 집단 간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에서는 4학년 51명(31.9%), 5학년 59명(36.9%), 6학년

50명(31.3%)으로 나타났고, 통제집단에서는 1학년 51명(31.7%), 2학년 53

명(32.9%), 3학년 57명(35.4%)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

년 구성비가 동질한지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

단 간 학년 구성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χ2=0.776, p=.678). 기

존에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 수준은 실험집단은 2.28, 통제집단은 2.08

로 나타났지만,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이

것으로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Ⅴ-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집단
전체 χ2 p

실험집단 통제집단

학년

4학년 51(31.9) 51(31.7) 102(31.8)

0.776 .6785학년 59(36.9) 53(32.9) 112(34.9)

6학년 50(31.3) 57(35.4) 107(33.3)

전체 160(100.0) 161(100.0) 321(100.0)

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p

성 고정관념

실험집단 160 2.28 1.32

1.352 .177

통제집단 161 2.08 1.25

<표 Ⅴ-3> 집단 간 성 고정관념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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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분석

가. 환경태도 집단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환경태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환경태도는 실험집단 4.58, 통제집단 4.50으로 나

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는 실험집단 3.82, 통제집단 3.2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8.515, p<.001). 즉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는 통제집

단보다 실험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고, 여성 환경 인

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는 남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

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보다 초등학교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

태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가설 1-1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

이 반영된 메시지는 남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

지보다 초등학교 여학생의 환경태도를 향상시킬 것이다.’는 기각되었고

‘가설 1-2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는 남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보다 초등학교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를 향상시킬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p

환경태도

실험집단 160 4.58 0.57

1.235 .218

통제집단 161 4.50 0.58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

실험집단 160 3.82 0.63

8.515*** .000

통제집단 161 3.23 0.62

<표 Ⅴ-4> 집단 간 환경태도 차이 검증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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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적 자기효능감 집단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환경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환경적 자기효능감은 실험집단 4.79, 통

제집단 4.6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2.103,

p<.05),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은 실험집단 4.04, 통제집단

3.3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6.472, p<.001). 즉

환경적 자기효능감과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은 통제집단보

다 실험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고,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는 남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

념이 반영된 메시지보다 초등학교 여학생의 환경적 자기효능감과 성 고

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가설 1-3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

이 반영된 메시지는 남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

지보다 초등학교 여학생의 환경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것이다.’와 ‘가

설 1-4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는 남성 환

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보다 초등학교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p

일반적 환경적

자기효능감

실험집단 160 4.79 0.78

2.103* .036

통제집단 161 4.60 0.82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

실험집단 160 4.04 1.04

6.472*** .000

통제집단 161 3.33 0.91

<표 Ⅴ-5> 집단 간 환경적 자기효능감 차이 검증

* p<.05, *** p<.001



- 44 -

다. 성 고정관념의 조절효과

1) 환경태도에 대한 성 고정관념의 조절효과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환경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성

고정관념이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

과, 1단계에서 성 고정관념이 환경태도의 집단 간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2단계에서도 성 고정관념도 환경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3단계에서 집단과 성 고정관념의 상호작용은 정(+)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β=.125, p<.05). 즉 성 고정관념에 반하는

여성 인물 제시의 환경태도에 대한 효과가 성 고정관념에 의해 정(+)적

으로 조절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즉 성 고정관념에 반하는 여성

환경 인물 제시에 의한 환경태도 제고 효과가 성 고정관념에 의해 더 높

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절효과에 대한 그래프를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성 고정관념이 낮은 경우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성 고정관념이 높은 경우는 통제집단과 실험집

단 간에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에서 환경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성 고정관념이 낮은 경우는 여성 환경 인

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환경태도에 뚜렷한 영향을 주

지 못 하는 반면, 성 고정관념이 높은 경우는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환경태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가설 2-1 초등학교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의 엄격성은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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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변수 B SE β t p R2 F(p)

1
(상수) 4.543 .032 　

.005
1.525

(.218)집단(ref=통제) 0.079 .064 .069 1.235 .218

2

(상수) 4.543 .032 　

.011
1.825

(.163)
집단 0.086 .064 .075 1.343 .180

성 고정관념 -0.036 .025 -.081 -1.456 .146

3

(상수) 4.538 .032 　

.027
2.930

(.034)

집단(A) 0.087 .064 .076 1.360 .175

성 고정관념(B) -0.040 .025 -.088 -1.589 .113

(A)×(B) 0.112 .050 .125 2.257* .025

<표 Ⅴ-6> 성 고정관념 반영된 메시지가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 고정관념의 조절효과

* p<.05

[그림 Ⅴ-1] 성 고정관념 반영 인물이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

고정관념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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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성 고정관념이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지 위계적 회귀분석

을 통해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집단은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430, p<.001), 2단계

에서 성 고정관념은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3단계에서 집단과 성 고정관념의 상호작용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성 고정관

념 극복 환경태도를 높이는데 있어 성 고정관념은 조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즉 성 고정관념 수준에 관계없이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는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를 높이는데 영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가설 2-2 초등학교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의 엄격성은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단계 변수 B SE β t p R2 F(p)

1
(상수) 3.524 .035 　 .18

5

75.512

(.000)집단(ref=통제) 0.590 .069 .430 8.515*** .000

2

(상수) 3.524 .035 　

.19

4

38.308

(.000)
집단 0.580 .069 .423 8.383*** .000

성 고정관념 0.051 .027 .095 1.879 .061

3

(상수) 3.523 .035 　

.19

4

25.496

(.000)

집단(A) 0.580 .069 .423 8.372*** .000

성 고정관념(B) 0.050 .027 .094 1.856 .064

(A)×(B) 0.016 .054 .015 0.303 .762

<표 Ⅴ-7> 성 고정관념 반영 인물이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 고정관념의 조절효과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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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성 고정관념의 조절효과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성 고정관념이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

증한 결과, 1단계에서 집단은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117, p<.05), 2단계에서 성 고정관념은 환

경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3단계에서 집단과 성

고정관념의 상호작용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환경적 자

기효능감을 높이는데 성 고정관념은 조절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다.

즉 성 고정관념 수준에 관계없이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

영된 메시지가 환경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가설 2-3 초등학교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의 엄격성은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환경적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단계 변수 B SE β t p R2 F(p)

1
(상수) 4.696 .044 　

.014
4.422

(.036)집단 0.187 .089 .117 2.103* .036

2

(상수) 4.696 .044 　

.018
2.989

(.052)
집단 0.195 .089 .122 2.193* .029

성 고정관념 -0.043 .035 -.069 -1.245 .214

3

(상수) 4.702 .044 　

.027
2.971

(.032)

집단(A) 0.195 .089 .122 2.193* .029

성

고정관념(B)
-0.040 .035 -.064 -1.152 .250

(A)×(B) -0.118 .069 -.094 -1.703 .090

<표 Ⅴ-8> 성 고정관념 반영된 메시지가 일반적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 고정관념의 조절효과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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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성 고정관념이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집단은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

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341,

p<.001), 2단계에서 성 고정관념은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3단계에서 집단과 성 고정관념의 상

호작용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성 고정관

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성 고정관념은 조절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다. 즉 성 고정관념 수준에 관계없이 여성 환경 인물에 관

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는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

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가설 2-4 초등학교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의 엄격성은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단계 변수 B SE β t p R2 F(p)

1
(상수) 3.681 .055 　

.116
41.890

(.000)집단 0.706 .109 .341 6.472*** .000

2

(상수) 3.681 .054 　

.122
22.142

(.000)
집단 0.719 .109 .347 6.579*** .000

성 고정관념 -0.064 .043 -.079 -1.494 .136

3

(상수) 3.683 .055 　

.123
14.776

(.000)

집단(A) 0.718 .109 .347 6.569*** .000

성 고정관념(B) -0.063 .043 -.078 -1.468 .143

(A)×(B) -0.034 .085 -.021 -0.400 .689

<표 Ⅴ-9> 성 고정관념 반영된 메시지가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 고정관념의 조절효과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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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

1) 환경태도에 대한 집단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

환경태도에 대한 집단과 학년에 따른 효과를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통

해 검증한 결과, 집단과 학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집단과 학

년 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F=3.180,

p<.05). 즉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의 집단에 따른 환경태도의 차

이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종속변수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환경태도

절편 6598.597 1 6598.597

집단 0.492 1 0.492 1.518 .219

학년 1.192 2 0.596 1.838 .161

집단×학

년
2.062 2 1.031 3.180* .043

오차 102.116 315 0.324 　 　

전체 6732.024 321 　 　 　

<표 Ⅴ-10> 환경태도에 대한 집단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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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학년별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집단 간

환경태도에 대해서 학년별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

학년과 6학년에서는 환경태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4학년

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환경태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F=7.172, p<.01). 평균 비교 결과 실험집단(M=4.74)이

통제집단(M=4.44)보다 환경태도가 높았다.

즉 전반적으로 보면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집단에 따라 환경

태도에 주는 결과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년이 낮은 경우

는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를 제시하는 경

우에는 환경태도가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가설 3-1 초등학교 여학생의 학년은 성 고정관

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는 지지

되었다.

학년
실험집단 통제집단

F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4학년 4.74 0.48 4.44 0.56 7.172** .008

5학년 4.59 0.58 4.57 0.65 0.017 .897

6학년 4.42 0.60 4.50 0.54 0.532 .466

<표 Ⅴ-11> 학년별 집단 간 환경태도 차이

** p<.01

[그림 Ⅴ-2] 학년별 집단 간 환경태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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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에 대한 집단과 학년에 따른 효과를 이원배

치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집단의 주효과(F=76.271, p<.001)와 학

년의 주효과(F=14.072, p<.001)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 집단과 학년

간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앞서 진행한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에서 실험집단

이 통제집단보다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가 높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가 낮았는데,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의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의 집단 간 차이는 학년에 의해 달라지지 않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가설 3-2 초등학교 여학생의 학년은 성 고정관

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종속변수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

절편 3983.243 1 3983.243

집단 27.225 1 27.225 76.271*** .000

학년 10.046 2 5.023 14.072*** .000

집단×학

년
0.403 2 0.201 0.564 .570

오차 112.440 315 0.357 　 　

전체 4136.213 321 　 　 　

<표 Ⅴ-12>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에 대한

집단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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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집단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집단과 학년에 따른 효과를 이원배치 분산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집단의 주효과(F=4.351, p<.05)만 유의한 결과

를 보였고, 학년의 주효과와 집단과 학년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앞서 진행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일반

적 환경적 자기효능감이 높았지만, 이러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

의 환경적 자기효능감의 집단 간 차이는 학년에 의해 달라지지 않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가설 3-3 초등학교 여학생의 학년은 성 고정관

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

다.’는 기각되었다.

종속변수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일반적

환경적

자기효능감

절편 7057.330 1 7057.330

집단 2.783 1 2.783 4.351* .038

학년 1.112 2 0.556 0.869 .420

집단×학년 0.085 2 0.043 0.067 .935

오차 201.493 315 0.640 　 　

전체 7285.097 321 　 　 　

<표 Ⅴ-13>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집단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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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집단과 학년에 따른 효과

를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집단의 주효과(F=41.381,

p<.001)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학년의 주효과와 집단과 학년 간 상호

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앞서 진행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이 높았지만, 이러한 성 고정관념이 반

영된 메시지의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의 집단 간 차이는

학년에 의해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가설 3-4 초등학교 여학생의 학년은 성 고정관

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을 조절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종속변수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

절편 4336.066 1 4336.066

집단 39.347 1 39.347 41.381*** .000

학년 3.593 2 1.796 1.889 .153

집단×학년 1.801 2 0.901 0.947 .389

오차 299.521 315 0.951 　 　

전체 4694.778 321 　 　 　

<표 Ⅴ-14>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집단과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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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년 간 차이 검증

1) 학년 간 성 고정관념 차이

학년별로 성 고정관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 고정관념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3.700, p<.001). 학년별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6학년(M=1.92), 5학년(M=1.95)보다 4

학년(M=2.71)에서 성 고정관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초

등학생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 고정관념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é)

성 고정관념

4학년a 102 2.71 1.45

13.700***
.000

(c,b<a)
5학년b 112 1.95 1.16

6학년c 107 1.92 1.08

<표 Ⅴ-15> 학년 간 성 고정관념 차이 검증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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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년 간 환경태도 차이

학년별로 환경태도와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경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은 반면,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2.545, p<.001).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에 대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6학년(M=3.29)보다 5학년(M=3.54), 4학년

(M=3.75)에서 상대적으로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가 상대적으로 높

았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é)

환경태도

4학년 102 4.59 0.54

1.749 .1765학년 112 4.58 0.61

6학년 107 4.46 0.57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

4학년a 102 3.75 0.61

12.545***
.000

(c<b,a)
5학년b 112 3.54 0.68

6학년c 107 3.29 0.69

<표 Ⅴ-16> 학년 간 환경태도 차이 검증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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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년 간 환경적 자기효능감 차이

학년별로 환경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

석을 실시한 결과, 환경적 자기효능감과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

효능감 모두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é)

환경적

자기효능감

4학년 102 4.78 0.72

0.874 .4185학년 112 4.67 0.85

6학년 107 4.64 0.82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

4학년 102 3.70 0.91

2.206 .1125학년 112 3.82 1.08

6학년 107 3.52 1.09

<표 Ⅴ-17> 학년 간 환경적 자기효능감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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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연구 가설 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자 한다.

‘주가설 1. 성 고정관념에 반영된 메시지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환경태

도와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는 남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

념이 반영된 메시지보다 초등학교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

환경적 자기효능감,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으

로 확인되어 하위가설 1-2, 1-3, 1-4는 모두 지지되었다. 환경태도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하위가설 1-1은 기각

되었다.

성 고정관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주가설 2. 초등학교 여학생이 가지

고 있는 성 고정관념의 엄격성은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환경태

도와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에서 성 고정관

념의 엄격성이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

을 조절하는 것으로 검증되어 성 고정관념의 조절효과가 환경태도에 미

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하위가설 2-1은 지지되었다. 성 고정관념의 조절

효과가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 환경적 자기효능감, 성 고정관념 극

복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어 하위가설 2-2, 2-3, 2-4는 기각되었다.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고자 한 ‘주가설 3. 초등학교 여학생의 학년

은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환경태도와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에서 학년의 상효작용 효과가 환경태도에 미

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가설 3-1은 지

지되었다. 학년의 상호작용 효과가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 환경적

자기효능감,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

미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하위가설 3-2, 3-3, 3-4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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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요약 및 결론

부모, 교사를 포함한 역할 모델과의 만남은 어린 아이들을 환경에 대

한 관심으로 이끄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경험이 된다(Chawla &

Cushing, 2007). 또한 성공한 동성의 역할 모델은 성 고정관념의 장벽을

성취의 방해물로 인식하기보다는 도전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한다(Swedia & Reicahrd, 2013). 본 연구는 같은 성별의 환경 인물 제시

를 통해 여학생의 행동, 태도, 선택 등을 제한하는 성 고정관념을 극복하

는 방법이 환경 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

시지가 초등학교 여학생의 환경태도와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주는 긍정적

인 효과를 밝히고 학년과 성 고정관념의 엄격성이 주는 조절 효과를 밝

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는 남성 환경

인물에 관한 메시지와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메시지로 2가지 유형의 텍

스트와 사진으로 구성된 자료를 제작하였다. 실험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문항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성 고정관념이 반영

된 자료를 제시한 후, 환경태도와 환경적 자기효능감 문항을 응답하게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4학년 102명, 5학년 112명, 6학년

107명의 총 321명의 초등학교 여학생이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는 남성 환

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보다 초등학교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태도, 일반적 환경적 자기효능감, 성 고정관념 극복

환경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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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환경태도에 주는 효과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의 엄격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는

데, 성 고정관념이 낮은 경우보다 성 고정관념이 높은 경우 집단에 따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검증되었고,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환경태도가

높았다. 즉 초등학교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이 높은 경우 여성 환경 인물

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환경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가 더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성 고정관념이 낮아짐에 따라 성

별이 다른 인물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실험대상에게 특

별히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의 제시와

남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의 제시에서 집단

간 환경태도의 차이는 학년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5학

년이나 6학년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4학년에

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 여학생의 학년이 낮은

경우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남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보다 환경태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성 고정관념이 유

연해지고 수용적이 되므로 고학년에서 성별이 다른 인물의 제시가 실험

대상에게 특별히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 된다.

넷째, 초등학교 여학생 성 고정관념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이

것은 기존의 초등학생의 성 고정관념을 연구한 국내의 여러 연구(이현

주, 2012)들을 지지하는 결과로 연구대상 학생들이 성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며, 성 고정관념의 학년별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또한 이것은 부정적인 성 고정관념의 극복과 올바른 성의식 확립을 위한

학년에 적합한 교육적 처치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60 -

결론적으로 같은 성별의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

지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성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환경태도와 환경적 자

기효능감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저학년 일수록,

그리고 성 고정관념이 엄격할수록 성별이 같은 성 고정관념에 반하는 환

경 인물의 제시가 환경태도와 환경적 자기효능감에 주는 효과성은 더 높

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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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성과는 그동안 소외되고 배제되어 온 환경교육에서 성

(gender)과 여학생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메시지가 초등학교 여학생의 환경태도와 환경적 자기

효능감에서 성 고정관념 극복을 가능하게 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저학년일수록, 성 고정관념의 엄격성이 클수록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메시지 제시의 효과성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의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교육에서 젠더 연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하였다. 환경

교육에서는 지난 30년간 소수의 환경 교육 학자들만이 젠더에 관하여 관

심을 기울여 왔다. 환경교육에서 젠더에 관한 연구는 변방에 위치하여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여겨지곤 했다(Gough, 2013; Gough, Russell &

Whitehouse, 2017). 에코페미니스트 학자 Gough(2013)는 환경교육의 젠

더 연구가 단순히 여성을 전통적인 방식의 연구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와 문제의식으로 젠더에 관한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

라 하였다. 본 연구는 여학생을 주목하여 성 고정관념의 극복과 환경태

도, 환경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와 효과성을 밝히는 연구가 환경교육에

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환경태도의 제고를 위하여 여성 환경 인물

에 관한 메시지를 환경교육 학습 자료로 제시시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

절한 시기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여학생

의 성 고정관념이 엄격하고 학년이 낮을수록 여성 환경 인물이 환경태도

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여성 환경 인물에 관한

메시지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긍정적인 환경태도 형성을 위하여 성 고정

관념이 엄격하게 형성되는 저학년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

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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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환경교육 학습 자료가 성 고정관념을 줄이는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성 환경 인물의 직업과 역할을 다양하게 제시

하는 것은 여학생들에게 성 고정관념 극복을 보여주는 환경태도와 환경

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환경 학습 자료에서 텍스트의 맥락, 삽화, 사진 자료에서 잘못된

성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은 없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고

자 하는 노력과 성 고정관념의 장벽을 넘기 위해 효과적인 학습방법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이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여학생

으로 한정되었다. 대상이 된 학교는 같은 주거 단지의 학생들이 배정되

는 교육열이 높은 학교들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학생들이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 고정관념에

반하는 여성 환경 인물이 일반적인 초등학교 여학생의 환경태도와 환경

적 자기효능감 증진에 효과성이 있다고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에는 무

리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여성 환경 인물 제시 효과성의 일반화를 위

해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가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할 필요

성이 있다. 더불어 연구대상을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으로 확장한다면 선

행연구에서 학년과 성별에 따라 성 고정관념의 발달 양상이 다름이 밝혀

졌으므로 학년과 성별에 따른 환경 인물 학습의 효과성을 역동적으로 밝

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는 개인차를 고려하여 학년과 성

별에 적합한 환경 인물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 환경 인물이 성 고정관념 중 직업에 반하는

인물들로 한정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제시되는 환경 인물에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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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이화진(2017)은 유명인의 환경 메시지가 초

등학생의 환경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이처럼

유명인이나 일반인 환경 인물, 연령대, 성별 등이 다양한 환경 인물과 같

이 인물의 변인을 다양하게 하여 효과성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성역할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전통

적인 성 고정관념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2019)의 통계 자료를 보면 여전히 대중매체나 온라인 상에 성별 고정관

념이 잔존하고 있으며 여전히 여성이 불평등하다는 대중의 인식이 높은

편이다. 국내외 수많은 연구들은 여학생들의 수행에 장벽이 되는 분야나

과목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류재명(2018)은 일

상의 작은 조각 정보 하나가 한 사람을 전혀 다른 인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환경교육 학습 자료에서 만난 성 고정관념에 반하는

여성 환경 인물이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작은 조각 정보가 되어 미래에

환경 인물로 자라나는데 큰 지지와 힘이 되어 성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환경 역량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성과

가 환경교육에서 학습자의 학년과 성별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

하고 개발하는데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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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전 안내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교육과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서울○○초등학교 교사 윤여은입니다.

▶ 이 설문지는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연구하는 설문지입니다.

▶ 설문지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10면입니다.

▶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입니다.

▶ 설문지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응답 결과는 누가 응답하였는지 모르게 분석되고 성적에

절대 반영되지 않으며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연구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교육 석사과정 윤여은

지도교수 : 류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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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소속 및 성 고정관념 설문지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을 잘 읽고 답을 괄호 안에 쓰거나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

(V)표시를 해주세요.

1. 학교명 : 서울 ( ) 초등학교

2. 성 별 : ① 남성 ② 여성

3. 학 년 : ① 4학년 ② 5학년 ③ 6학년

♣ 다음은 여러분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장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

호에 체크(V)표시를 해주세요.

1. 남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 보다는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한다.

1 2 3 4 5 6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여자가 남자보다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를 잘한다.

1 2 3 4 5 6

전혀 아니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다음 문장들이 설명하는 일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모두 중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V)표시를 해주세요.

여성 남성 여성
모두 남성

⦁공구나 기계를 다루는 일

⦁미술·문학·음악 작품 등을 창작하고 표현하는 일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교육하는 일

⦁리더로서 다름 사람을 지도하거나 설득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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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A그룹(통제집단) 설문지

 환경 인물을 만나다 

♣ 글을 잘 읽어봅시다.

빗물 과학자 한무영

“빗물을 아끼는 것이 지구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빗물 

과학자 한무영 박사님입니다. 쏟

아지는 빗물이 강으로 흘려보내

지는 것을 보고 하늘이 내려준 

선물인 빗물의 활용을 우직하고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알리는 일

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 빗물 모

으기 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한무영 과학자님은 물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써야 하

지만 미래를 살아가는 후손들과 동식물도 충분히 쓸 수 있도

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한무영 과학자님은 빗물을 저장하여 사용하는 빗물 저장탱

크를 한 건물에 설계하여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요금

을 월 200원밖에 내지 않습니다. 과학자님의 의견에 따라 경

기도의 갈뫼중학교에서는 빗물 저장소를 만들어 연못, 화단

에 물주기, 교실 청소 등에 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빗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우

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더 건강하게 하는 기술을 연구

하는 정의롭고 듬직한 환경 과학자이십니다.

＊ 사진 및 내용 출처 : 참고 자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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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인물을 만나다 

♣ 다음은 자신의 위치에서 환경운동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들입니다.

세바스찬�크루즈
최연소�유엔�총회�연설자.�노벨평화상�후보자.�

아밋�샤
핵물리학�박사.�인도의�농업�정책가.

티암�바바�하디
캐냐의�정치�운동가,�2004년�노벨상�수상자.

알렉산더�스터브
핀란드�총리

사진 출처 : 위키 커먼스
https://commons.wiki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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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인물을 만나다’에 소개된 사람들 중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의 칭찬할 점과 닮고 싶은 점을 간략하게 써봅시다.

▶ 인상 깊은 인물 :

▶ 칭찬할 점

▶ 닮고 싶은 점

※ 이 쪽은 앞에 소개된 환경 인물 정보를 자세히 보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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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B그룹(실험집단) 설문지

 환경 인물을 만나다 

♣ 글을 잘 읽어봅시다.

빗물 과학자 한선영

“빗물을 아끼는 것이 지구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빗물 

과학자 한선영 박사님입니다. 쏟

아지는 빗물이 강으로 흘려보내

지는 것을 보고 하늘이 내려준 

선물인 빗물의 활용을 우직하고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알리는 일

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 빗물 모

으기 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한선영 과학자님은 물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써야 하

지만 미래를 살아가는 후손들과 동식물도 충분히 쓸 수 있도

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한선영 과학자님은 빗물을 저장하여 사용하는 빗물 저장탱

크를 한 건물에 설계하여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요금

을 월 200원밖에 내지 않습니다. 과학자님의 의견에 따라 경

기도의 갈뫼중학교에서는 빗물 저장소를 만들어 연못, 화단

에 물주기, 교실 청소 등에 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빗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우

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더 건강하게 하는 기술을 연구

하는 정의롭고 듬직한 환경 과학자이십니다.

＊ 사진 및 내용 출처 : 참고 자료 표기

※ 사진은 초상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제출 문서에 흐림 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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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인물을 만나다 

♣ 다음은 자신의 위치에서 환경운동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들입니다.

그레타�툰베리
최연소�유엔�총회�연설자.�노벨평화상�후보자.�

반다나�시바
핵물리학�박사.�인도의�농업�정책가.

왕가리�마타이
캐냐의�정치�운동가,�2004년�노벨상�수상자.

산나�마린
핀란드�총리

사진 출처 : 위키 커먼스
https://commons.wiki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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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인물을 만나다’에 소개된 사람들 중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의 칭찬할 점과 닮고 싶은 점을 간략하게 써봅시다.

▶ 인상 깊은 인물 :

▶ 칭찬할 점

▶ 닮고 싶은 점

※ 이 쪽은 앞에 소개된 환경 인물 정보를 자세히 보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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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환경태도, 환경적 자기효능감 설문지

♣ 다음의 문항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각각의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체크(V)표시를
해주세요. 문항의 수는 총 27개입니다. 모든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1 2 3 4 5 6

전혀아니다 아니다 조금아니다 조금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나는 자연자원을 아껴 쓸 수 있도록 나라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2. 나는 환경이 파괴된 것을 보면 슬프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3. 여자가 리더를 맡고 있는 환경단체나 환경 동아리에서 활동해보

고 싶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4. 나는 현대의 과학기술이 환경문제를 모두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5. 우리 인간은 환경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6. 여자 과학자들은 물을 아끼고 보존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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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자보다 여자가 식물을 잘 보살피고 가꿀 수 있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8. 지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면 지구가 감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9. 나는 남자보다 여자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열정적으로 이야

기할 때 더 기억에 남고 설득된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0.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연을 이용하고 변화시킬 권

리가 있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1. 강을 깨끗이 해야 하는 이유는 강에 사는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보다 우리가 강에서 휴식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2. 여자 버스 기사가 있는 버스 회사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3. 나는 숲이나 산과 같은 야외에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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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경보호 운동을 하고 있는 여자 정치인이나 과학자의 자료를 TV,

책, 인터넷 등에서 찾아보고 싶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5. 나는 사람에 의해 꾸며진 정원보다 자연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

을 더 좋아한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6.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여자들의 의견

보다 남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7. 나라가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는 것보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8. 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19. 물건을 살 때 쓰레기가 많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여자들의 의

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20. 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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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나는 식수의 오염을 막기 위해 수돗물을 아껴 쓰고 샴푸를 필요

한 양만 사용할 수 있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22. 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원인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

할 수 있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23. 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을 신고할 수

있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24. 나는 리더가 되어 환경동아리나 환경운동을 이끌 수 있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25. 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26. 우리 동네에 환경 정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어 여자 정치

인에게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나를 도와줄 것을 확신한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27. 여름에는 눈이 온다.

1 2 3 4 5 6

전혀아니다 매우그렇다

-끝-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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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설문지 참고 자료

참고 자료

♣ 설문지 배포를 위한 저작권법에 따른 참고 자료 및 인용

목록입니다.

[환경 과학자]

남자 과학자 사진 : 한무영 교수 제공

여자 과학자 사진 : 연구자 제공

김윤숙. (2020.09.19.).‘빗물 모으기 운동’ 전도사 한무영 회장. 경향신문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040406184343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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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Gender

Stereotypic Message on

Elementary School Girl’s

Environmental Attitude and

Environmental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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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Gender stereotypes are acquired through socialization and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the formation and expression of socially and

culturally appropriate behavior, attitude, and characteristic from

children to adults. Gender stereotypes work automatically and are

often a barrier to the factors that lead to the achievement of tasks

such as learners' willingness, attitude, and self-efficac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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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f counter-stereotypic characters may be a way to

mitigate the barriers. However, few 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relevance of gender stereotype overcoming and presentation of

characters against gender stereotypes in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is study, by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presenting gender

stereotypic messages about female and male environmentalists, the

message about counter-stereotypic female environmentalists was

verified to improve environmental attitude and environmental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girl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on a total of 321 female students,

102 in fourth grade, 112 in fifth grade, and 107 in sixth grade, from

two elementary schools in Seoul. Two types of experimental

instrument were presented, including messages about

counter-stereotypic female environmentalists and messages about

gender stereotypic male environmentalists. The message has gender

stereotypic text about the figures and the figures have male dominant

jobs such as scientist or politician. Participants in the study answered

questions that measure existing gender stereotypes, read messages

reflecting gender stereotypes about male or female environmentalists,

and then responded to questions about environmental attitude and

environmental self-efficacy. Researcher added an area related to

overcoming gender stereotypes to environmental attitude and

environmental self-efficacy and developed questionnaire to measure

this area.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experiment are as follows. First, the

message about counter-stereotypic female environmentalists improved

the level of stereotype overcoming environmental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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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self-efficacy, and stereotype overcoming environmental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girls. Second, the strictness of the

existing gender stereotypes and the adjustment the effect of the

grade were verified in environmental attitude. The higher the gender

stereotypes that female students have, the greater the positive effect

of messages about counter-stereotypic female environmentalists on

environmental attitude. In addition, the lower the grade of female

students, the greater the positive effect of messages about

counter-stereotypic female environmentalists on environmental

attitudes.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environmental education learning materials can instill

negative gender stereotypes or biased thinking in female students,

and to see if there are enough and appropriate female environmental

figures to model female students. In particular, the selection and

presentation of female environmental figures in various fields against

gender stereotypes will help ease the barriers of gender stereotypes

and grow into environmental figures beyond the limits of future

careers and roles.

keywords : stereotype, gender stereotype, female environmentalist,

environmental attitude, environmental self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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