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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간의 활동으로 야기된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가속적, 비-확실

적 위험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나가기 위한 것으

로 시민의 지지와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IPCC, 2014). 이에 과학교육에

서는 참여와 실천을 강조한 과학적 소양 Vision Ⅲ를 제시했으며

(Sjöström & Eilks, 2017), SSI(Socio-Scientific Issue) 교육,

STEPWISE(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Promoting Wellbeing

for Individuals, Societies and Environments)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

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정(emotion)은 학생들의 인지적·생리적·행동적·동기적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Pekrun, 2006)으로 학습상황에서 학습자의 경험 본질을 이

해하기 위해선 필수적이다(Sansone & Thoman, 2005). 특히 SSI 교육에

서 감정은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Hodson, 2014), 추

론 과정에 관여하여(Sadler & Zeidler, 2005)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에

반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감정에 관한 선행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정은 소속된 국가의 문화나 주제에 따라 각각 다

른 특수성을 가지므로(송인섭 & 최지혜, 2011), 한국 학생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을 조사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SSI 교육에서 필수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우선, 기후변화 관련 SSI 동아리 프로

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의 유형과 수준을 탐색하고,

이를 통제-가치 이론을 활용해 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동아리

프로젝트 내 활동들이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G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학

생 10명이며, 프로젝트 활동은 7주 동안 14차시로 진행되었다. 연구 자료

는 사전 및 사후 감정 설문조사, 활동 중 감정 설문조사, 심층 면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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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관찰로 이루어진다. 감정 분석은 3인의 과학교육 전문가와 함께 논의

를 거쳐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혼란, 불안

함, 조바심, 두려움, 막막함 등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꼈다. 둘째, 기

후변화가 가진 전-지구적, 가속적, 비-확실적 특성에 의해 ‘혼재(mixed)’

라는 새로운 가치 평가를 경험했고,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와 관계없이

혼란, 불안함, 조바심, 두려움, 막막함을 경험했다. ‘혼재’는 기존의 통제-

가치 이론에서는 없던 유형으로, 학생들은 상황에 따라 활동과 결과물의

성공과 실패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셋째,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 중 가치 평가가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에 주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통제 평가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넷째, 지식 이해 활동에서는 부

정적 감정을, 해결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긍정적 감정을 경험했다. 특히

기후변화 해결과 관련된 막막함과 기대감은 전반적인 활동에 거쳐 경험

되었는데, 지식 이해 활동에서는 막막함이 우세하였으나 활동을 진행하

면서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다섯째, 실천을 이끈 감정은 죄책감, 불안함,

기대감이었다. 죄책감과 불안함은 기후변화 이해 활동에서, 기대감은 기

후변화 해결 활동에서 경험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SSI 프로그램 내에 감정적 측

면을 추가 및 보완한다면, 기후변화에 대해 타당한 의사결정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기후변화, SSI 교육, 주제 감정, 성취 감정, 통제-가치 이론

학  번 : 2018-2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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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울리히 벡(Ulrich Beck, 1986)은 현대 사회를 기후변화, 금융위기, 원전

사태 등과 같은 위험을 스스로 생산하는 위험사회(Risk society)로 지칭

하였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위험은 개인적이고 부수적이며, 사회적으로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존재하던 과거의 위험과 다르게 불가역적, 전-지

구적이고 확실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 지구 내 생명체

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Beck, 1986). Beck(1999)은 이러한 위험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제시하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근대 산업사

회가 출현 및 발전하여 인류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자유로

워졌으나,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제안했

다. 실제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14)에

따르면, 인간의 활동은 기후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변화는 비-가역적이고, 그 진행속도가 점차 빨라져 위

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라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을 기준으로 2℃ 아래, 더 나아가 1.5℃까지 제한하자는 신기후체제

인 파리 협정을 채택했다(UNFCCC, 2015). 하지만 기후변화 위험 대응

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만으론 위험과 싸울 수 없으며, 정책의 수립과 이

행과정에서의 시민의 지지와 실천은 핵심적이다(IPCC, 2014).

Beck(1986)은 이러한 글로벌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의 위험과

과학기술의 한계를 인식하고, 과학과 혁신에 대한 사회적 제어력을 높이

는 성찰성(Reflexivity)를 제안했다. 성찰성은 위험에 관한 토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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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변화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과학적 성찰성과 전문가, 시민 활

동가 그리고 국민 대중이 정치 및 정책 결정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직접 행동을 전개하는 정치적 성찰성으로 나뉜다(Beck, 1986).

성찰성은 SSI(Socio-Scientific Issue) 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실천주의

(Activism)와 유사한 흐름으로, 위험사회를 대처해야 하는 현대 시민이

가져야 할 기본적 소양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기후변화 위험 대응과 관련된 시민의 참여와 실천은 시민의 기

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윤순진, 2009).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부(2008)에서 일반 국민의 90.5%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한다

고 발표했으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민이 외(2007)의 연구에 따

르면, 인식과 대비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에는 소극적

이고, 이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의지는 다소 부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식 수준에 걸맞은 실천적 의지와 함양을 위한 교육의 설계와 개발이

절실히 필요함을 제시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선 사회변화를

위한 과학교육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Hodson, 2010).

이러한 교육의 대표적인 예로는 SSI 교육이 있다. SSI 교육은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SSI)에 대한 교육으로서, 과거에는 Zeidler 외(2005)

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도덕적, 정서적 발달, 그리고 사회적 맥락이 수

업에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되었다. 현재는 Vision Ⅲ 관점과 더불어, 사

회적 참여와 실천을 지향하는 것에 강점을 둔다. Bencze(2017)는

STEPWISE(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Promoting Wellbeing

for Individuals, Societies and Environments)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

게 주도적으로 SSI와 관련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여 실

천해볼 기회를 제공하여 실천주의자(Activist)를 육성하고자 노력했고,

Lester 외(2006)는 생태학이나 환경학과 같은 하위 학문 영역을 지니는

과학교육에서 학생들의 과학 개념과 실생활 적용 능력을 증진하고, 실천

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2015 과학과 교육과정

목표에서 과학적 탐구 능력과 지식, 태도와 함께 과학과 기술 사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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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인식,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민주시민으로서 과학적 소양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교육부, 2015).

SSI와 같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추론과 의사결정을 할 때 감정은 하

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Sadler와 Zeidler(2005)는 학생들이 이성

(Rationalism), 감정(Emotion), 직관(Intuition)을 기반으로 SSI 문제에 대

해 비형식 추론(Informal reasoning)을 함을 밝혔으며, 특히 감정적 추론

의 경우 공감, 배려, 연민에 기초하여 이루어짐을 밝혔다.

학생들이 수업 내에서 경험하는 감정은 주제에 따라 유형과 경험하는

정도가 다르다(송인섭 & 최지혜, 2011). Sadler와 Zeidler(2005)의 경우,

감정적 추론이 학생들의 공감, 배려, 연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제안

했으나, 이는 생명 공학을 주제로 한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기후변화와는 다른 주제이다.

국외에선 기후변화와 감정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일부 존재하는 반

면, 국내에선 기후변화 혹은 기후변화 교육과 연관된 감정 연구는 드물

었다. 기후변화 교육과 감정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Lombardi와

Sinatra(2012)는 기후변화 주제에 대한 감정 그리고 기후변화를 가르치

는 것에 대한 감정을 교사와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타당성 인식(Plausibility

perception)을 예측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희망없음

(Hopelessness)이란 감정은 타당성과 양의 관계를 갖고, 분노(Anger)는

음의 관계를 갖는 것을 밝혔다. 또, Weber(2006)는 걱정(Worry)과 관련

된 감정(불안)이 위험 인식 필수적인 요소라 말했으며, Meijnders 외

(2001)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 이산화탄소 위험과 관련된 논

의를 더 강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든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대

한 감정의 역할은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의 일부

요소만 다루어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통합적인 감정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SSI 동아리 프로젝트를 통

해, 프로젝트 전과 후의 고등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을 통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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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탐색하고,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의 활동 요소가 학생들의 기

후변화에 대한 감정에 준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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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관련 SSI 동아리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

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을 통합적으로 탐색하고, 동아리 프로젝트의 활

동 요소가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전, 학생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는가?

(2)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의 활동에 참여하며, 학생들은 기후변

화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3)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후,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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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SSI(Socio-Scientific Issue) 교육

1. SSI 교육의 방향

산업 혁명 이후, 과학은 사회 내 깊숙하게 침투하여 문화와 사고방식

을 바꾸고 시민들의 삶에 혜택과 풍요로움을 주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잠재적인 위험(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을 생산했다(Beck, 1986; Beck,

1999). 이에 따라서 과학교육 연구 내에서도 과학과 사회의 상호 연관성

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현대 사회 내 공존하는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과

학교육의 목표인 과학적 소양에 대한 논의를 확장해 나갔다.

Roberts(2011)는 그간의 과학적 소양의 개념을 Vision Ⅰ과 Vision Ⅱ

의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Vision Ⅰ은 ‘과학 그 자체(Science itself)’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과학자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Skills)을 습득하는 데 있는 반면에, Vision Ⅱ는 학생

들의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고 시민으로서 직면할 수 있는 과학 관련 상

황에서 과학을 활용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Roberts, 2011). VisionⅡ 관점의 대표적인 예는

STS(Science-Technology-Society) 교육으로 기술과 사회의 맥락 속에

서 과학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Zeidler 외(2005)는 STS 교육이 과학과 사회의 연관성을 제시

하고 있을 뿐, 전통적 과학 수업의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는 비판을 하며 학생들이 기후변화와 같은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논쟁

(SSI)에 참여하여 타당한(informed) 의사결정을 할 기회를 받아야 한다

고 제안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판에 기반을 두어, Sjöströ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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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lks(2017)는 ‘실천(action)’과 ‘참여’를 강조한 과학적 소양 Vision Ⅲ를

제안했다. 과학적 소양 Vision Ⅲ는 과학교육이 사회·정치적 행동

(Socio-political actions)을 할 수 있는 시민 양성에 목적에 두고, 단순히

개인적 의사결정의 기회 제공이 아닌 실천 지식의 함양(Knowing in

action)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참여에 중점을 둔다(Aikenhead,

2007; Hodson, 2003; Liu, 2013; Yore, 2012).

SSI 교육의 방향은 Vision Ⅲ와 같은 관점으로 개인의 심리적, 도덕적,

정서적 발달,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수업에 고려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이 SSI 추론에 직접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Action)할 수

있는 실천주의자(Activist)로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SSI 교육과 실천(Action)

과학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여러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도덕적, 환

경적 문제가 SSI이다. Zeidler 외(2005)는 SSI 교육이 STS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과학기술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이해하며, 쟁점에 대한 개인의

도덕/윤리/감정적 추론 과정을 중시하고, 도덕적, 윤리적, 심리적 발달을

고려하는 교육이라고 제시했다.

SSI 교육은 초기에 개인의 추론 혹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

적, 윤리적, 사회적 맥락에 관심을 가지며 발전해왔으나, 최근에는 SSI

교육을 통해 생태학적 주제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보여주고, 시민과학과

행동주의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Zeidler, 2014). 이러한 SSI 교

육은 여러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

으며(Zeidler & Nichols, 2009),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SSI 교육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나라의 SLEP

21(Scientific Literacy Education Program for 21 Century Global

Citizens), 유럽의 PARRAISE(Promoting Attainment of Responsible

Research & Innovation in Science Education), IRRESISTIBLE, 캐나다

의 STEPWIS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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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SLEP 21은 Choi 외(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적 내용

지식, 인성과 가치관, 사고의 습관과 역량,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메

타인지의 과학적 소양의 다섯 가지 축을 기반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이현주, 2018). 반면 유럽의 PARRISE, IRRESISTIBLE, 캐나다의

STEPWISE는 SSI에 대한 사회적인 실천과 참여를 강조한다. 대표적인

예로 캐나다의 STEPWISE는 실천주의(activism)을 이론적 핵심으로 두

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SSI에 대해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실천으

로 옮기는 RiNA(Resarch-informed & Negotiated action) 프로젝트를 시

행했다(Bencze, 2017).

3. SSI 추론(SSR, Socio-Scientific Reasoning)

SSI는 과학에서 다뤄지는 여러 주제와는 다르게 정답이 열려있고, 비-

구조화되어있으며, 복합적인 관점과 해법을 가져 논쟁의 여지가 있는 쟁

점들이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쟁점에 대한 논의 및 논쟁은 비형식적 추

론(Informal reasoning)을 통해 이루어진다(Sadler, 2004; Sadler &

Zeidler, 2005). 비형식적 추론은 자명하지 않고, 사용자 혹은 사용 정보

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Zohar & Nemet, 2002),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

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Sadler, 2004). 반면, 형식적 추론(Formal reasoning)은 대전제가 고정되

어 있고, 결론이 필연적으로 유도된다. 예를 들어 과학은 형식적 추론 언

어로 결과가 제시되나, 그 결과는 비형식적 추론에 기인한다. 이는 과학

에서부터 나온 결과가 인간에서 비롯되어, 개인의 생각, 신념 외에도 여

러 사회적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Tweney, 1991).

Sadler와 Zeidler(2005)는 SSI와 관련된 비형식적 추론이 이성적

(Rationalistic), 직관적(Intuitive), 감정적(Emotive) 추론으로 나뉘며, 그

림 1과 같이 개념화될 수 있음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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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SI에 대한 비형식적 추론의 개념도(Sadler &

Zeidler, 2005)

이성적 추론은 의사결정에 앞서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주장에 뒷받침

할 근거를 마련해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추론이다. 직관적 추론은

특정한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에 기초한다. 직관적 추론을 통해 의

사결정을 바로 내릴 수 있으나, 직관적 추론 후 이성적 추론이나 감정적

추론이 뒤를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감정적 추론은 특정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로 SSI 추론에서

흔히 나타난다. 각각의 추론들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두

개 이상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추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림 1에서 A-D로 표현되었다(Sadler & Zeidl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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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감정(Emotions)

감정은 교육환경 내에서 자신, 타인, 과제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와 세

기로 경험된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및 목표 달성, 자기조절과 밀

접히 관련되어(송인섭 & 최지혜, 2011) 학업 성취나 개인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수업 내에서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있어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Pekrun & Linnenbrink, 2014). 따라서 학습 상황에서 학습

자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선 학업 감정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Sansone & Thoman, 2005; 송인섭 & 최지혜, 2011). 특히

SSI 교육에서 감정은 문제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추론과 깊게 연관되어,

의사결정과 실천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Sadler & Zeidler, 2005).

1. 정서(Affect), 감정(Emotion), 기분(Mood)

정서, 감정, 기분은 연구자들의 이론적, 방법론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

르게 구분되나 서로 공통적으로 진술되는 부분이 있다(Linnenbrink,

2006). 특히, Linnenbrink(2006)은 다섯 가지 관점의 감정 연구를 제시하

며, 다섯 가지 관점 연구들 모두 Rosenberg(1998)의 정의를 이용한다고

서술했다. Rosenberg(1998)는 정서(affect)를 특질적 정서(Affective trait)

와 상태적 정서(Affective state)로 나누었다.

특질적 정서(Affective traits)는 감정적 반응의 특정한 형태에 대한 안

정적인 성향으로,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며 변화가 적고 상태적 정

서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특질적 정서로 알려진 적대심(Hostility)은

분노 성향을 가지는 데, 적대적 성향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보다 더 빠르게 분노를 느낀다(Rosenberg, 1998).

상태적 정서는 정서의 반응이 상황에 따라 다르며 시간에 따라 덜 안

정적인 것으로 정의되어 감정과 기분으로 나뉜다. 기분은 특질적 정서와

감정 사이에 위치하는 상태적 정서로 감정보다 강도는 약하나, 지속시간

이 길다. 감정은 개인의 환경 내에서 의미를 지닌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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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잘 발달된(acute), 강한 정신적 변화로 기분보다 강도가 세고, 지속

시간이 짧으며, 반응이 나온 촉발사건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Rosenberg, 1998).

본 연구에서 조사하는 정서는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에 참여

한 고등학생들이 기후변화라는 사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상태적 정서 중 감정에 속한다.

국내 연구의 경우 정서, 감정, 기분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도승이(2008)는 국내의 감정과 관련된 논문에서는 ‘Feeling’을 감정,

‘Emotion’과 ‘Affect’를 정서로 번역하나, 우리나라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감정은 ‘Emotion’의 의미를 뜻하고, 정서는 ‘Affect’의 의미를 뜻하므로

정서 관련 용어 사용과 연관된 영어개념 사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해

‘Emotion’을 감정, ‘Affect’를 정서로 명명할 것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도

승이(2008)의 제안을 따라 ‘Emotion’을 감정, ‘Affect’를 정서로 사용했다.

2. 감정의 정의

감정에 대한 정의 또한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나 많은 연구자는 감정

이 인지적, 생리적, 행동적, 동기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요소에 의

해 형성됨을 공통으로 진술한다(Linnenbrink, 2006). 본 연구에서 기후변

화에 대한 감정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통제-가치 이론은 Pekrun의 관

점에 기반한다. Pekrun(2006)에 따르면, 감정은 정의적, 인지적, 동기적

(Motivational), 표현적, 주변적(Peripheral) 생리 과정들을 포함하는 심리

학적 하위체계의 다중 성분이며 통합된 과정이다. 예를 들어, 불안은 정

의적으로 ‘긴장’, 인지적으로 ‘걱정’, 동기적으로 ‘벗어나야 함’, 생리적으

로 ‘땀이 남’을 의미한다.

3. 감정의 종류

감정은 학습 내용, 지식 생성 과정, 교실 내 사회적 상호작용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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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육적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초점을 두는 대상에 따라 성취 감정,

인식론적 감정, 주제 감정, 사회적 감정으로 분류된다. 더불어, 외부로부

터 교실로 유입된 사건적 감정(Incident emotions)과 기분이 있는데, 두

가지 역시 교육 상황 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Pekrun &

Linnenbrink, 2014).

(1) 성취 감정(Achievement emotions)

성취 감정은 활동 또는 결과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감정이다(Pekrun,

2006). 이러한 감정은 교육 내 학습, 시험, 교수 또는 활동을 통한 성공

과 실패와 관련되어 생리적 그리고 신체적 안녕(Well-being)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다른 감정들과 영향을 주고받는다(Pekrun & Perry, 2014).

성취 감정은 학습과 교수 동안의 즐거움, 지루함과 같은 활동-관련 감정

(Activity-related emotions)과 성공과 관련된 희망, 자신감 혹은 실패와

관련된 불안함, 무력감, 창피함의 결과-관련 감정(Outcome-related

emotions)로 나뉠 수 있다. 이에 Pekrun 외(2007)는 성취 감정을 양가성

(Valence), 활성화(Activation), 초점 대상(Object focus)에 따라 구분하였

다. 양가성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으로, 활성화는 생리적으로 활성화

되는지 비활성화되는지에 따라, 초점 대상은 성취 활동 자체와 관련되는

지 혹은 성취 결과와 관련되는지에 따라 나뉜다(표 1).

초점 대상
긍정적 부정적

활성화 비활성화 활성화 비활성화

활동 초점
즐거움 이완 화

좌절감

지루함

결과 초점

기쁨

희망

자부심

감사

만족감

안도감

불안감

수치심

화

슬픔

실망감

절망감

표 1. 양가성, 활성화, 초점 대상에 따른 성취 감정(Pekrun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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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식론적 감정(Epistemic emotions)

감정은 과제 정보와 정보 처리 과정의 정도(Quality)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은 인지적 활동에서 인식론적, 지식 생산적인 면에

존재한다. 학습과 교수가 이루어지는 동안 어디에 초점을 주는지에 따라

인식론적 감정 또는 성취 감정이 경험된다(Pekrun & Linnenbrink,

2014). 예를 들어, 수학 문제에 정답을 찾지 못한 학생들이 경험한 절망

감은 풀리지 않는 문제에 의해 생긴 인지적 부조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

우 인식론적 감정이고, 문제를 풀 때 개인적인 실패와 무능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성취 감정을 경험한다.

(3) 주제 감정(Topic emotions)

감정은 학습 주제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화를 가르칠

때, 교사들은 종종 불안을 경험한다(Griffith & Brem, 2004). 주제 감정

은 단순히 주제를 떠올렸을 때의 감정으로서 발생 원인에 따라 성취 감

정, 인식론적 감정, 사회적 감정 및 사건적 감정이 될 수도 있으나 학습

과 교수가 이루어지는 동안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주제 감정은

학습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의 흥미와 동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참여 정도

에 강하게 영향을 준다(Ainley, 2007).

(4) 사회적 감정(Social emotions)

교수와 학습은 사회적 맥락 내에 위치한다.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 학

습의 목표, 내용, 결과들은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은 사회

적으로 격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듯, 사회적인 것들과 연관된 감정을 사

회적 감정이라 하는 데, 이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실패와 연관된 사회적

성취 감정(Social achievement emotions)과 교사와 급우와 연관된 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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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감정(Non-achievement emotions)을 모두 포함한다(Weiner, 2007). 이

러한 사회적 감정은 교사-학생 상호작용, 학생-학생 상호작용이 존재하

는 학습에서 학생들의 참여에 영향을 주어(Linnenbrink-Garcia, Rogat,

& Koskey, 2011), 다른 감정들에 큰 영향을 준다.

(5) 사건적 감정(Incidental emotions)

교사와 학생은 가정 내의 문제와 스트레스와 같은 학교 밖의 사건과

관련되어 교실 내에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을 사건적 감

정이라 하고 학업 활동과 관련되지 않지만, 교사와 학생의 참여에 영향

을 줄 수 있다(Pekrun & Linnenbrink, 2014).

4.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관련 선행 연구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서, Lombardi와

Sinatra(2012)는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주

제 감정과 기후변화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감정을 조사하였고, 감정과

타당성 인식(Plausibility perceptions)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분노와 희망없음(Hopelessness)과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일부 부

정적 감정(분노, 희망없음)들이 수업 내 기후변화의 타당성 인식과 깊은

관련을 보였고, 기후변화를 주제로 수업 내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고 제안했다. 분노는 기후변화에 대한 타당성과 음의 관계를

가졌고, 현직 및 예비 교사들의 근거 기반 판단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

다. 반대로, 희망없음은 기후변화에 대한 타당성과 양의 관계를 가졌지만

교사들이 미래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안했다(Lombardi & Sinatra,

2012). Lombardi와 Sinatra(2012)의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주제 감정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수 학습의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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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r(2006)는 많은 국가와 시민들의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의 결과에

대한 적은 관심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내재된 반응과 인과적 중

요성을 이야기했다. 내재된 반응의 예로서,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들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게 만든다고 제

안했다(Weber, 2006). 이와 같은 흐름으로, Meijnders 외(2001)도 두려움

과 같은 부정적 감정과 지식적 요소들이 이산화탄소 위험과 관련된 논의

를 더 강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강한 논의를 통해 에너지 보존에 긍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두 연구는 기후변화 행동 및 실천

과 관련해 부정적 감정이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Roeser(2012)는 여러 선행 연구에 기반을 두어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

는 삶을 유도할 때 감정의 잠재적인 역할을 논의하며, 감정이 기후변화

의 위기에 대한 도덕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기후변화 행동에 대한 동기

를 유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지적하며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감정들이 실천에 함께 작용해야 한다고 제안했

다(Roeser, 2012). 그러나 실제 어떤 감정이 영향을 주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Nabi 외(2018)는 옹호 행동(Advocacy behavior)을 할 때 감정이 하는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 37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감정은 두려움과 희망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희망이 기후변

화에 대한 정치적 태도와 지지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대게 실제 교육환경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의 감정만 다루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실천 지향적 기후변화 관련 SSI 동아리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감정을 통합적으로 조사하고 활동이 감정에 주는 영향을 질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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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통제-가치 이론(The control-value theory)

감정에 관한 연구는 서로 다른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이루어져, 서

로 상대적으로 단절되었다(Pekrun 외, 2007). 통제-가치 이론은 감정에

대한 기대-가치(expectancy-value)적 접근, 성취 감정의 귀인 이론

(attributional theory), 통제감(perceived control)과 관련된 이론들 그리

고 학습과 실행에 있어 감정이 주는 효과에 대한 여러 이론을 통합한 성

취 감정의 새로운 개념 체계로서(Pekrun, 2006), 감정과 관련된 많은 연

구가 통제-가치 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이용한다(Linnenbrink, 2006).

통제-가치 이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이론의 기본적인 배경에 대한 설

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감정에 대한 기대-가치 이론에서 ‘기대’는 해당 과제를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견이고, ‘가치’는 과제의 성공에 대해 부

여된 가치를 의미한다(김민성, 2009). Turner와 Schallert(2001)에 의하면

‘기대’와 관련해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가진 학생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감정과 행동에 대한 동기를 가짐을 보였다. 기대-가

치 이론의 ‘기대’는 통제-가치 이론에서 학업 수행의 결과를 예상할 때

이루어지는 통제 평가를 설명해주고, ‘가치’는 통제-가치 이론에서 학업

과제의 결과에 대해 내리는 가치 평가와 관련된다.

Weiner(1985)의 귀인 이론은 개인의 성공과 실패의 인과 관계의 판단

인 ‘귀인’에 따라 특정한 감정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행동 동기와 인식

이 변화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귀인’은 통제-가치 이론에서 이미 나온

결과에 대해 그 원인을 회고적으로 평가하는 통제 평가에 대한 이론적

근간이다.

마지막으로, 통제감 이론의 대표적인 예로 Patrick 외(1993)에 따르면,

통제감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에 대한 신념이자 특수한 원인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의미하며 학생들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통제

감은 통제-가치 이론의 통제 평가의 배경이 된다.



- 17 -

통제-가치 이론에 대한 개요는 그림 2와 같다. 통제-가치 이론의 핵심

은 진행되고 있는 성취 활동과 과거/미래의 성취 결과에 대한 평가

(Appraisal)에 있다. 평가에 앞서 여러 환경(Environment)과 성취 목표

(Achievement Goal), 신념(Belief), 성(Gender) 등이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평가는 다른 이외의 것들보다 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

여 성취 감정을 결정한다(Pekrun 외, 2007).

그림 2. 통제-가치 이론에 대한 개요(Pekrun & Perr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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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통제-가치 이론은 성취 감정이 다양한 인지적, 동기적 메커니

즘에 따라 학습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활동 결과와 활동 내용이 역

으로 성취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과제나 환경을

설계(Design of Tasks and Environment), 인지적 처지(Cognitive

Treatment), 감정 위주의 처지(Emotion-oriented Treatment), 역량 훈련

(Competence Training)을 통해 성취 감정을 규제(Regulation)하고, 학습

과 활동에 알맞게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Pekrun 외, 2007; Pekrun

& Perry, 2014).

통제-가치 이론에서의 평가는 가치(Value) 평가와 통제(Control) 평가

로 나뉘어, 주제에 따라 다르게 조작되나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Pekrun

& Perry, 2014). 가치 평가는 활동과 결과에 대해 얼마나 가치 있게 여

기는지를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활동과 결과물 자체가 지니는 가치를

판단하는 내재적(Intrinsic) 가치와 최종적으로 희망하는 결과를 얻기 위

한 도구적 기능으로써 활동과 결과를 판단하는 외재적(Extrinsic) 가치로

나뉜다.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모두 긍정(Positive) 혹은 부정

(Negative)으로 평가된다(Pekrun 외, 2007).

반면, 통제 평가는 성취 결과에 대한 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

로 예상(Prospective) 형태와 회고(Retrospective) 형태로 나뉜다(Pekrun

외, 2007). 예상 형태의 통제 평가는 인과 관계에 따른 기대를 의미하여,

행동-통제 기대(Action-control expectancies)와 행동-결과 기대

(Action-outcome expectancies)를 포함한다. 행동-통제 기대는 개인이

행동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고, 행동-

결과 기대는 개인의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이다. 반면에, 회고적 형태의 통제 평가는 인과 관계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어진 결과에 대한 원인을 연결 짓는 것이다(Pekrun 외, 2007).

Pekrun 외(2007)는 위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성취 감정에 대한 초점

대상을 ‘결과/예상’ 감정, ‘결과/회고’ 감정, ‘활동’ 감정으로 나누고,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의 유형에 따라 경험될 감정을 예상하여 표 2와 같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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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에 따른 성취 감정(Pekrun 외, 2007)

초점 대상이 ‘결과/예상(Outcome/Prospective)’인 경우, 가치 평가는 예

상되는 결과에 대해 성공과 실패이고, 통제 평가는 그러한 결과를 이룰

때 자신이 얼마나 통제했는가를 묻는다. 예를 들어, 가치 평가가 부정

(Negative)이고 통제 평가가 높은(High) 경우, 학생은 결과는 부정적일

수 있으나 자신은 열심히 참여했고 많이 이바지했다고 생각하기에 ‘기대

되는 안도감(Anticipatory relief)’를 경험한다.

초점 대상이 ‘결과/회고(Outcome/Retrospective)’인 경우, 가치 평가는

결과에 대한 성공과 실패이고, 통제 평가는 그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회고적으로 따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치 평가가 긍정(Positive)이나

통제 평가가 타인(Other)인 경우, 학생은 감사함(Gratitude)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점 대상이 ‘활동(Activity)’인 경우, 가치 평가와 통제 평

가는 활동에 대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가치 평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None), 통제 평가가 높던/낮던(High/Low) 학생들은 활동에 대해 지루

함(Boredom)을 경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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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절차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에는 현재 기후변화라는 결과가 인간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한 감정, 미래 기후변화 해결에 대해 결과를 예상할 때의

감정, 기후변화 해결 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감정, 기후변화 해결 활

동에 참여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느끼는 감정, 기후변화라는 주제

를 떠올릴 때 떠오르는 감정 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라는 주

제에 대한 감정이 어떠한지 질문하여,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주제 감정을 조사하되, 주제 감정 중

기후변화 결과 및 기후변화 활동과 연관된 성취 감정의 특징을 가진 것

을 따로 분류하여 통제-가치 이론을 통해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통제-가치 이론은 수업 내 이루어지는 활동과 성공과 실패가 뚜렷한

결과에 대해 학생들의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를 통해 성취 감정을 예상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Pekrun, 2007). 통제-가치 이론을 결과가 불확

실하고, 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기후변화에 적용한다는 것은 본 연구가

지닌 한계일 수 있으나, 이는 감정 연구와 성취 감정 분석에 있어 하나

의 새로운 시도로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후변화에 대해 느낀 주제 감정을 전체적으로 조사

한 뒤, 성취 감정을 분류하여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감정이 든 이유

가 기후변화의 현재 상황에 대해 그 원인을 회고적으로 떠올리는 경우

초점 대상이 ‘결과/회고’ 성취 감정, 기후변화를 예상하며 해결과 관련된

감정은 ‘결과/예상’ 성취 감정, 기후변화 활동에 대한 감정은 ‘활동’ 성취

감정으로 분류했다. 분류한 결과를 연구자 외 과학교육 전문가 2인과 함

께 교차 분석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이용해 기후변화 관련 SSI 동아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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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과 동아리에서 진행되었던

활동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절차는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연구절차

첫째, 기후변화 또는 교육과 관련된 감정 문헌 조사를 통해 사전, 사

후, 활동 내 진행되는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했다. 둘째, 기후변화 관련

SSI 동아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사전에 고등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을 조사했다. 셋째, 기후변화

관련 SSI 동아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본 프로젝트는 연구 참여자이자

교사인 과학교육 전문가 1인이 개발했으며, 연구자와 교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과학교육 전문가가 프로젝트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프로젝트는

1개의 활동이 2차시로 구성되었으며, 매 활동이 끝난 이후 설문조사를

진행해 각 활동을 진행할 때마다 학생들이 느낀 감정을 조사했다. 넷째,

프로젝트가 끝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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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조사했다. 다섯째,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일차 분석을 진

행하였고, 분석 과정 중 존재하는 모호한 내용은 심층 면담을 통해 추가

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 마지막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연구자 외 과학

교육 전문가 2인과 함께 교차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과 활동이 감정에 준 영향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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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G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G 고등학교는 김포시 내에서 최상위권에 속한 학생들이 재

학 중에 있다. G 고등학교는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로서, 과학 관련

여러 프로젝트 활동을 자유롭게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

어 있다. 이러한 학교 특성에 따라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 학업 동기, 활

동 참여도, 기대 수준 등이 높은 편이다.

본 연구를 위해 G 고등학교의 과학 관련 프로젝트 활동의 일환으로서

기후변화를 주제로 하는 환경 프로젝트를 구성하였고, 학생들의 자발적

인 지원을 받았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을 모집할 때, 성별, 성적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일정한 선정 기준이나 제외 기준은 없었고,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 후 가정 통신문을 통해 참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는 서면으로 받았다. 더불어, 연구 참여에 필요한 개인정

보의 수집을 최소화하여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했으며,

활동을 중도 포기하는 참여자의 자료는 즉각 폐기했다.

본 연구에 자발적인 지원을 한 연구 참여자들은 총 13명으로,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2명이었다. 각각의 학생에게는 ‘모둠번호-자리기호’로 코

드를 부여하였다(그림 4). 예를 들어 3모둠의 B 자리 학생은 ‘3-B’의 코

드를 부여받는다. 학생들의 지원이 완료된 후, ‘G 고등학교 기후변화 청

소년 활동단’ 이름의 기후변화 동아리를 구성하고 활동을 진행하였다. 활

동 중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1-A, 1-B, 3-A 학생 3명이 중도 포기하여,

최종 활동은 학생 10명(남학생 1, 여학생 9)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 교사는 1인으로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을 지닌 5년 이

상의 경력의 고등학교 교사이다. 연구 당시 서울 소재 대학원에서 과학

교육 석사 과정을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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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생 배치도 그림 5. 기후변화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계획

2.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본 연구는 박우용(2020)의 연구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은 공동 연구자이자 연구 참여 교사인 박우용이 개발 및

구성하였다.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은 연구자를 포함한 과학교육 전문가

3인과 함께 수정 및 보완하였다.

SSI 교육은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닌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

을 다룬다. 학생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며, 문제해결의 주체로

서 학습에 자율성과 책임감을 느껴 비형식적 추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

린다. 더불어, SSI 교육은 개인의 심리적, 도덕적, 정서적 발달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Zeidler 외, 2005) 실천과 참여의 Vision Ⅲ를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SSI의 대표적인 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를 주제

로 잡고, 총 3단계의 활동 목표를 설정했다. 1단계는 기후변화 문제의 원

인과 결과에 대한 지식 및 이해이며, 2단계는 기후변화 문제 상황에 대

한 통찰로 개인, 지역, 국제적인 차원의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의 탐색

을 포함한다. 3단계는 1, 2단계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사회

적 실천을 계획하고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7주

의 기후변화 주제 동아리 활동 계획은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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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감정 설문조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 도구는 사전 및 사후 49문항, 활동 중 1문

항이다. 사전 및 사후 문항은 활동 전과 후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변

화를 분석하기 위해 같게 구성했다. 설문 문항은 과학교육 전문가 3인이

문항의 타당성, 적절성, 의미 전달력, 답변의 용이성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며, 김포 소재의 A 고등학교 1학년 18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여 다시 한 번 수정 및 보완하였다.

사전 및 사후 조사 문항에서 맨 앞 다섯 문항(표 3)은 기후변화와 관

련된 인식 질문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가치 평가와 통

제 평가를 분석할 때, 연구 참여자의 견해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번호 질문

1) 나는 지구의 기후가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리쿼트 5점 척도).

2) 위 1) 문항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기후변화로 인해 본인, 지역, 우리나라, 세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본인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5)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표 3. 설문 문항(1~5번)의 내용

이후 6) ~ 9) 문항은 학생들의 ‘결과/예상’ 감정에 대한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를 질문으로 구성했다(표 4). 가치 평가는 기후변화 해결 여부

에 대한 학생들의 판단을 말하고, 통제 평가는 자신의 노력이 실제 기후

변화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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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평가

6)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리쿼트 5점 척도). ‘결과/예상’

가치 평가7) 위 6) 문항처럼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봅시다.

8)
만약 내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면, 실제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과/예상’

통제 평가
9) 위 8) 문항처럼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봅시다.

표 4. 설문 문항(6~9번)의 내용 및 평가 측면

‘결과/회고’ 감정의 가치 평가는 이미 기후변화라는 결과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설문 문항에서 제외했다. ‘결과/회고’ 감정의 통제 평가

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회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인간에

의해 발생한 현상으로 인간에 대한 범위가 각 감정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예상’의 통제 평가와는 다르게 각각의 감정마다 통제 평가

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결과/회고’의 통제 평가는 학생들이 응답한 감

정이 든 이유를 통해 판단하였고, 설문조사 문항을 따로 추가하지 않았

다.

10) ~ 48) 문항은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조사 문항이다.

Pekrun 외(2007)는 활동 및 결과를 통해 경험되는 감정을 9가지로 제시

했으나, 김은진과 양명희(2011)는 감정이 문화나 과목의 유형에 따라 특

수성을 가짐을 지적하며, Pekrun의 연구를 한국 학생들에게 바로 적용하

는 데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한국 중고등학생 602명을 대상으

로 학업 상황에 대해 느끼는 39가지 감정(표 5)을 추출하고, Pekrun 외

(2007)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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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함 패배감 죄책감 주눅 듦 허무함 혼란 자부심

자신감 성취감 뿌듯함 안도감 만족감 기대감 불안함

조바심 압박감 부러움 긴장감 막막함 두려움 절망감

답답함 무력감 불쾌함 우울함 억울함 당황 슬픔

괴로움 재미 즐거움 흥미 희망 평온함 지루함

귀찮음 짜증 불만감 화남

표 5. 김은진 & 양명희(2011)의 39가지 감정

본 연구에서 김은진과 양명희(2011)의 39가지 감정을 바탕으로 구성한

설문조사 내용은 표 6과 같다.

감정

감정의 강도

이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창피함 ① ② ③ ④ ⑤

11) 패배감 ① ② ③ ④ ⑤

12) 죄책감 ① ② ③ ④ ⑤

표 6. 설문 문항(10~48번) 예시

마지막으로, 감정은 과목에 따라 감정의 유형과 정도가 다를 수 있으

므로, 39가지 감정 이외의 새로운 감정을 경험했다면 적을 수 있는 질문

을 구성했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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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49)
39가지 이외의 감정이 느껴진다면, 감정이 든 이유와 함께 자유롭

게 서술해주세요.

표 7. 설문 문항(49번)

활동마다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활동을 통해 느낀 감정 중 가장 강하게

경험한 3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도록 구성했다(그림 6). 만약, 학

생들이 39가지 감정 외에도 다른 감정을 느꼈다면 추가로 서술하게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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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활동 후 감정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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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

한 감정을 알아보기 위해 7주차 수업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집한 자료의 유형은 영상 녹화, 음성 녹음, 사전

및 사후 설문지, 활동 중 설문지, 심층 면담 녹음이다. 영상 녹화는 수업

과정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 교실의 앞과 뒤에 총 2대를 설치하였으며,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모둠별로 액션캠 1대씩(총

3대) 설치하였다. 또한, 모둠별로 녹음기를 1대씩(총 3대) 배치하여 음성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자료는

사전 및 사후 설문지, 활동 중 설문지, 심층 면담 녹음이다. 사전 및 사

후 설문지와 활동 중 설문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을 일차적으로

분석한 후, 학생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모호한 분석 내용을 수정 및 보

완하고 분석한 감정을 교차 검증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 심층

면담은 동아리 활동이 마무리 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새로이 일정을

잡아 방과 후 시간에 20 ~ 30분간 진행했다. 영상 녹화와 음성 녹음은

분석한 데이터 자료의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사용했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이다. 그 중, 본질적 사례

연구로 그 사례의 경계는 첫째, 대한민국, 둘째, 고등학생, 셋째, 기후변

화 관련 SSI, 넷째, 동아리 활동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전에 학생들이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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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동아리 활동이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에 미치는

영향, 동아리 활동 후 기후변화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그림 7).

그림 7. 분석 과정

먼저 기후변화에 대한 주제 감정을 조사하였다. 5점 리쿼트 척도를 활

용하여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주제 감정의 유형과 수준을 탐색하였

다. 학생들이 응답한 주제 감정 중 평균값이 1(전혀 그렇지 않다) 혹은

2(그렇지 않다)인 경우, 대체로 감정을 경험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주제 감정의 자료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주제 감정 중 감정이 기후변화 활동과 기후변화 결과

와 관련된 경우, 성취 감정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성취 감정은 주

제 감정과는 그 개념이 다르나, 주제 감정 중 발생 이유가 활동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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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일 경우 성취 감정의 특징을 지닌 주제 감정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

어, 사전 조사에서 2-B 학생은 흥미가 발생한 이유로 “관심 있는 분야이

기 때문에 흥미도가 좀 높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단순히 주제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성취 감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반면 답답함의 이유로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비하고 낭비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답

변했는데, 이는 현재 기후변화의 결과에 대해 그 원인을 유추하며 발생

한 감정이기 때문에 성취 감정으로 분류하였다.

Pekrun 외(2007)의 통제-가치 이론은 성취 감정을 결과를 예상할 때,

결과를 회고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활동에 참여할 때 느끼는 감정으

로 나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해결 활동을 성취 활동, 기후변화

라는 것을 결과로 두었을 때, 기후변화에 대한 성취 감정은 기후변화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회고적으로 느끼는 감정, 기후변화로 발생할 결과에

대해 예상하며 느끼는 감정, 기후변화 해결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

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중 성취 감정을 분류한 후, 감정

이 든 이유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 ‘결과/예

상’, ‘결과/회고’, ‘활동’ 감정으로 나누어 통제-가치 이론을 활용하여 분

석했다. 예를 들어, 사전검사에서 3-E 학생은 창피함에 대해 “인류가 기

후변화를 발생시키는 것 같아서 자연에게 창피함을 느낀다.”라고 서술했

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결과에 대한 인류라는 원인을 회고적으로 생각하

여 느낀 감정이므로 ‘결과/회고’ 감정으로 분류했다. 이와 다르게 2-B 학

생의 경우, 막막함을 “기후변화로 인해 살아가는 데 문제가 생길 것 같

다.”라고 서술했는데, 이는 기후변화의 결과를 예상하며 생긴 감정이므로

‘결과/예상’ 감정으로 분류했다. ‘활동’ 감정은 사후검사의 2-B 학생을 통

해 볼 수 있는데, 흥미에 대하여 “기후변화를 조사하면서 흥미가 생겼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며 지켜볼 것이다.”라고 답했다.

‘결과/예상’의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는 따로 질문을 만들어 설문조사

를 통해 조사되었으며, 그 수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러나 ‘결과/회고’의

가치 평가는 이미 기후변화라는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기에 ‘부정’

으로 설정하였고, 통제 평가는 학생들이 응답한 감정 발생 이유와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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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자료를 통해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예로, 기후변화에 대한

‘죄책감’이 든 이유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

다.”라면 통제 평가는 ‘자신’이 된다. 하지만, ‘억울함’의 경우, ‘조상들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라면 통제 평가는 ‘다른 사람’이 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가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에

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매 주차 활동이 끝난 후 가장 강하게 경험되

는 3가지 감정과 그러한 감정이 든 이유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의 요소들이 어떤 감정을 유발하고, 활동

을 진행하면서 감정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의 질적 연구를 위해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 중

특징적인 부분은 개인별 심층 면담, 촬영 및 녹음된 수업 내용, 학생들의

활동, 학생들의 담화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감정 분석 중 통제-가치 이론을 사용할 때에는 연구자 외

과학교육 전문가 2인(석사과정 1인, 박사과정 1인)이 분석에 참여하여 교

차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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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전의 기후

변화에 대한 감정

먼저,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전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

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주제 감정을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 10) ~

48)을 통해 조사한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전 조사된 기후

변화에 대한 주제 감정은 그림 8과 같다.

기후변화에 대해 가진 감정 중 평균값이 3 이상인 것은 불안함(4.3),

죄책감(4.2), 막막함(4.1), 답답함(3.9), 혼란(3.8), 두려움(3.4), 조바심(3.2),

창피함(3)이었다. 긍정적 감정들은 모두 평균값이 3을 넘지 못했으며, 학

생들은 주로 기후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고 있었다. ‘흥미’

는 2.7점으로 긍정적 감정 중 가장 강하게 경험했는데, 이는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는 막연한 호기심과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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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전 기후변화에 대한 주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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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감정 중 ‘흥미’를 제외한 모든 감정이 기후변화 해결 활동과 기후

변화라는 결과와 관련되었다. ‘흥미’는 발생 이유에 따라 성취 감정인 것

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다. 예를 들어, 2-A 학생은 “기후변화가 얼마

나 바로 속도가 지구가 파괴될지 흥미롭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는 기

후변화라는 결과를 예상하며 느끼는 감정으로 성취 감정에 속한다. 반대

로 3-B 학생은 “얼마나 많이 변해왔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궁

금해서.”라고 답했다. 이는 활동과 결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한 감정이기 때문에 성취 감정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분류한 성취 감정들을 Pekrun 외(2007)의 통제-가치 이론을 통

해 질적으로 분석했다. 통제-가치 이론에서 성취 감정은 활동 및 결과에

대해 학생들이 내린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에 따라 경험하는 감정의 유

형이 다르므로, 먼저 ‘결과/예상’ 감정에 영향을 주는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를 조사하고 분석했다.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 평가는 ‘기후변화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3가지 수준(긍정, 혼재, 부정)으로 나뉘

었다. 이는 통제-가치 이론에서 제시한 가치 평가와는 다른 양상이다.

통제-가치 이론은 결과가 실패와 성공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성취 활동

에 대한 감정으로 ‘긍정’ 혹은 ‘부정’인 가치 평가로 나뉘지만, 기후변화

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진 특수한 주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

평가인 ‘혼재’가 존재했다. 기후변화가 해결될 수 있다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는 경우는 ‘긍정’으로, 조건에 따라 해결될 가능성은 있지만 힘들 것

같다고 보는 경우를 ‘혼재’로, 완화할 수는 있지만 해결될 수 없다는 경

우를 ‘부정’으로 나누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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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평가 학생 답변 내용(예시)

긍정 3-C

기후변화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본다고 무조건 무식

하게 원시시대(친환경적)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발

전된 기술로 바이오산업이나, 친환경적 제품, 환경

정화 박테리아(?) 등 연구&개발 가능. 나 혼자 실

천한다면 모르지만 전 세계 70억 인구가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한다면 불가능은 없다.(3-C)

혼재
1-C, 2-C,

3-B

당장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기후변화 문제

를 해결하려면 개인이나 한 나라가 아닌 전 세계인

과 전 나라의 협동이 필요하다. 모두가 관심을 갖

고 노력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모든 문

제를 해결하기엔 쉽지 않고, 애초에 모두가 기후변

화 문제를 협조한다는 생각도 사실상 거의 실현 불

가라고 생각한다.(1-C)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노력해야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노력하면 해

결할 수 있지만, 일부만 노력하면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3-B)

부정

1-D, 2-A,

2-B, 2-D,

3-D, 3-E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여 줄일 수는 있지만,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2-D)

항상 모든 것은 해치기는 쉽지만 복구하기는 어렵

다. 현재 상황에서 악화를 막을 수는 있어도 예전

모습으로 되돌리거나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

각한다.(3-E)

표 8. 사전 조사의 ‘결과/예상’ 감정의 가치 평가

둘째, 통제 평가는 ‘나의 노력이 실제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3가지 수준(높음, 중간, 낮음)으로 나

뉘었다. 이는 통제-가치 이론의 통제 평가와 유사한 양상을 지닌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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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답변 중 자신의 노력한다면 기후변화 해결에 큰 도움이 되거나

해결이 될 것을 확신한 경우를 ‘높음’, 자신의 노력이 기후변화 해결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해결에 확신이 없는 경우는 ‘중간’, 자신의 노력

이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낮음’으로 나누었다(표 9).

통제 평가 학생 답변 내용(예시)

높음
2-C, 2-D,

3-C, 3-E

내가 먼저 실천하여 내 주변 사람들도 실천하게 되

고 모두가 노력하게 된다면 분명히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2-D)

나 한 사람의 노력이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겠지

만,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을 두게 되어 함께 노력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3-E)

중간 1-C, 2-A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 ‘나 하나조차도’라는

생각으로 나부터 먼저 실천한다면 언젠가 그 소망

이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2-A)

낮음
1-D, 2-B,

3-B, 3-D

솔직히 내가 최대한 절약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평

소 내가 쓰는 양의 2, 3배는 소비하고 있을 것이고,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소비하는 양이 엄청나게 무

시무시하다. 일개 학생인 나로 인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절약하려고 힘쓰는

사람 또는 기업이 하나하나 늘어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여겨진다.(2-B)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큰 효과가 있

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3-D)

표 9. 사전 조사의 ‘결과/예상’ 감정의 통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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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회고’의 통제 평가의 경우, 통제-가치 이론에 따르면 ‘나’, ‘다른

사람’, ‘관계없음’으로 나뉘지만, 학생들의 결과는 이와 차이를 보였다. 학

생들은 기후변화라는 결과에 대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 또

는 ‘다른 사람’ 혹은 나와 타인을 포함한 ‘전체’로 기후변화 결과를 통제

평가했다. 예를 들어, 앞서 나온 예시인 2-B 학생의 창피함은 “인간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급격히 문제 되는 건 사실이니 다른 동식물(?)+후손들

에게 미안함과 창피함이 있다.”라고 서술했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결과에

대해 회고적으로 그 원인을 인간으로 둔 것이다. 따라서 ‘결과/회고’의

감정에 속하고, 가치 평가는 ‘부정’, 통제 평가는 ‘전체’에 속한다. 추가로

1-D 학생의 짜증을 보면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 짜증이

난다.”라고 서술했는데, 이는 기후변화의 결과에 대해 회고적으로 생각하

여 그 원인을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라 놓은 것이다. 따라서 ‘결

과/회고’의 감정이고 가치 평가는 ‘부정’, 통제 평가는 ‘타인’에 속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제-가치 이론에 따라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

로젝트 활동 전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성취 감정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첫째, ‘결과/예상’의 감정 중 불안함(10명), 혼란(8명), 조바심(8명), 두

려움(8명), 막막함(8명)은 학생들의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에 구분되지

않고 대부분 학생에게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 해결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자신이 노력하는 게 기후변화 해결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기후변화의 전-지구적, 불가역적, 비-확실적 특징이 학생

들의 감정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2-B 학생은 두려움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해 살아가는 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라고 서술했다. 또한, 3-D 학생은 혼란에 대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서.”라고 답했

다. 3-E 학생은 막막함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라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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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상
평가

감정
가치 통제

결과/예상

긍정적

(성공)

높음

(3-C)

1: 허무함, 혼란, 기대감, 불안함, 조바

심, 압박감, 두려움, 무력감, 희망,

긴장감, 당황
중간/낮음 없음

혼재

(성공/실패)

높음

(2-C)

1: 기대감, 불안함, 조바심, 긴장감, 막

막함, 두려움, 무력감, 희망, 귀찮

음, 혼란
중간

(1-C)
1: 불안함, 조바심, 막막함

낮음

(3-B)

1: 혼란, 성취감, 뿌듯함, 불안함, 조바

심, 막막함, 두려움

부정적

(실패)

높음

(2-D, 3-E)

2: 혼란, 불안함, 긴장감, 막막함, 두려

움, 슬픔

1: 압박감, 답답함, 당황, 괴로움, 조바

심, 희망, 화남
중간

(2-A)
1: 혼란, 불안함, 두려움, 흥미

낮음

(1-D, 2-B,

3-D)

3: 불안함, 조바심, 막막함

2: 혼란, 두려움, 귀찮음

1: 절망감, 무력감, 슬픔, 긴장감, 답답

함, 우울함

결과/회고
부정적

(실패)

전체

4: 창피함

2: 죄책감

1: 막막함, 화남, 압박감, 당황, 슬픔,

답답함, 우울함, 허무함

자신

8: 죄책감

2: 창피함

1: 주눅듦

다른 사람

5: 답답함

3: 억울함

2: 불만감, 화남, 짜증

1: 허무함, 당황, 창피함, 막막함. 불쾌

함

표 10.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전 기후변화에 대한 성취 감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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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결과/예상’의 감정의 가치 평가가 ‘혼재’ 또는 ‘긍정’인 학생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을 예상하며 희망, 기대감, 성취감, 뿌듯함 등의 긍

정적인 감정을 느꼈다. 예로 3-B 학생은 성취감과 뿌듯함에 대해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낀다.”라

고 서술했고, 2-C 학생은 희망에 대해 “꼭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현 지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서술했

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기후변화에 해결에 대

한 긍정적인 가치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셋째, ‘결과/회고’의 감정 중 죄책감은 모든 학생에게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류 혹은 자신으로 판단했을 때 발생했다. 10명 중

8명의 학생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전체’로 두기보다 ‘자신’이라고 두었을

때 죄책감을 더 많이 경험했다. 반대로 창피함의 경우, 기후변화의 원인

을 ‘전체’로 두었을 때 우세하게 나타났다. 예로, 3-C 학생은 죄책감에

대해 “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고, 3-E 학생은 창피함에

대해 “인류가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것 같아서 자연에게 창피함을 느낀

다.”라고 서술했다.

마지막으로 ‘결과/회고’의 감정 중 통제 평가를 ‘다른 사람’으로 둔 경

우 답답함(5명)과 억울함(3명)이 강하게 드러났다. 답답함은 기후변화 해

결에 노력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느꼈고, 억울함은 기후변화

를 일으키게 한 조상들을 생각할 때 느꼈다. 특히 답답함의 경우, ‘결과/

예상’의 감정에서도 3명이 나타났는데, ‘결과/회고’의 감정과는 다르게 기

후변화 해결에 대해 답답함을 느꼈다. 예로, 3-B 학생은 답답함에 대해

“내가 해서 될까 싶어서”라 답하며 ‘결과/예상’의 감정을 경험했지만,

3-C 학생은 “현 국가들의 대응”을 답하며 ‘결과/회고’의 답답함을 경험했

다. 억울함의 예로 2-A 학생은 “우리 윗세대 분들은 우리에게 맑은 하

늘과 수많은 별, 다양한 자연환경들을 볼 권리를 파괴하였다”라고 답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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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요소가 기

후변화에 대한 감정에 준 영향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는 7주간 14차시로 진행되었다. 2차시

마다 하나의 활동이 진행되었고, 매 활동이 끝난 이후 설문조사를 진행

하여 활동 직후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을 조사하였다. 활동 직후의 설

문조사는 앞서 진행된 사전 설문조사와는 다르게, 39가지 외 감정 중 가

장 강하게 느껴지는 3가지를 선택하고, 그 감정을 느낀 이유를 서술하도

록 구성했다. 학생들이 응답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1, 2차시 활동에서 학생들은 기온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과학적, 사회

적, 경제적 변화를 알아보며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학습했다. 활동 직

후 학생들은 두려움(5명), 불안함(5명), 막막함(4명), 죄책감(3명) 등을 경

험했다. 두려움과 불안함은 기후변화가 미래에 끼칠 영향에 의해 발생했

다. 예로, 2-D 학생은 두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배우면서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일들

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서술했고, 2-B 학생은 불안함에 대해

“앞으로 더 뜨겁고 추운 기후 속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을

느꼈다.”라고 서술했다. 학생들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같이 1~2차시 활동

내용과 연관된 감정 이외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과 관계를 유

추하며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고, 기후변화 해결에 대해

막막함을 느꼈다. 학생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주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

했으나, 흥미와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학생이 소수 존재했

다. 흥미와 희망은 앞으로 진행될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를 떠올

리며 경험되었다. 예로, 2-A 학생은 흥미에 대해 “내가 기후변화를 예방

할 방법을 생각하며 실천하고 연구해볼 생각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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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중 느낀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빨강: 긍정적 감정, 검정: 부정적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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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시 활동에서 학생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모델링 활동(그림

10)을 진행했다. 활동 직후 학생들은 막막함(6명)과 죄책감(4명) 등을 느

꼈다. 3~4차시 활동 주제는 기후변화의 원인이었으나 가장 강하게 느낀

감정은 막막함으로, 학생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임을 알았으나, 구

체적인 해결 방안이 떠오르지 않고 해결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 막막

함을 느꼈다. 죄책감은 수업 주제와 관련되어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

혹은 자신임을 생각하며 느꼈다. 예로, 1-D 학생은 막막함을 느낀 이유

로 “이미 너무 많은 오염을 일으킨 것 같아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서술했고, 3-D 학생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모르겠어서.”라고 응답했다. 죄책감의 경우, 3-B 학생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다 인간들의 욕심이고, 다 우리의 행동들 때문이라

는 것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였다.”라고 서술했다. 본 활동 직후 학생들은

부정적인 감정 이외에도 여러 유형의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이기보단 모델링 활동에 참여하며 느낀 감정으로,

학생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모델링 활동에 참여하며 뿌듯함, 재미,

즐거움, 성취감 등을 느꼈다. 대표적인 예로 3-E 학생은 즐거움을 서술

하며 “조원들과 함께 기후변화의 원인을 알아보고 대화를 하고 같이 결

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즐거웠다.”라고 답했다.

그림 10. 기후변화 모델링 활동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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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차시 활동에서 학생들은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 조사 혹은 실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그림 11). 활동 직후 학생들

은 기대감(7명), 막막함(4명), 흥미(3명) 등을 느꼈다. 기대감은 학생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활동의 결과에 대해 혹은 기후변화를 위한 활동을 처음

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 느꼈다고 응답했다. 예로 2-A 학생은 “친구들

과 이야기하면서 무슨 방법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뭔가 나

도 기후변화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기대되었다.”라고 답

했고, 3-B 학생은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을 실천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지 기대된다.”라고 답했다. 막막함은 3~4차시 때와 마찬가지로 기

후변화의 해결에 대해 느꼈다고 응답했다. 2-B 학생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하는 막막함.”, 2-C 학생은 “지구 환경

을 맨날 지켜야 한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막상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니까 또 어려웠다.”라고 답했다. 덧붙여, 3명의 학생은 활동에

참여하면서 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를 느꼈다. 2-D 학생은 “직접 모둠에

서 우리 스스로 기후변화를 줄일 실천방법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서 흥미가 느껴졌다.”라고 답했다. 5~6차시 활동에서 학생들은 불안함,

죄책감, 긴장감 등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경험했으나, 이전 활동과는

다르게 직접 조사 및 실천을 계획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부정적인 감정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더 강하게 경험했다.

그림 11. 조별 활동 계획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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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차시 활동이 끝난 뒤, 3주 동안 학생들은 계획한 활동들을 직접 실

천해보면서 결과를 수집했다. 3주 뒤의 7~8차시 활동에서 학생들은 수집

한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그림 12). 학생들은 본 활동 직후 혼

란(2명), 막막함(2명), 실망감(2명)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재

미(3명), 성취감(2명), 자신감(1명), 뿌듯함(2명)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비슷한 수준으로 경험했다. 부정적인 감정은 학생들은 5~6차시에 활동을

계획하면서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활동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감

정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3-D 학생은 조별 활동으로 교내 학생들의 기

후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3-D 학생은 답답함을 느끼

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안다고 답하면서도 정작 많은 학생이 안전 불

감증인 것 같다.”라고 응답했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은 조별 활동에 참

여하며 발생했다. 예로, 2-D 학생은 “직접 우리 모둠에서 우리 스스로

기후변화를 줄일 실천방법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흥미가 느껴

졌다.”라고 답했다. 본 활동에서 주목할 점은 3명의 학생이 느낀 놀람이

라는 감정이다. 놀람은 기후변화 활동 결과가 자기 생각과는 다르다는

점을 통해 경험되었는데, 이는 김은진, 양명희(2011)가 제시한 39가지에

속하지 않은 감정이다.

그림 12. 조별 활동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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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차시 활동에서 학생들은 교내에서 진행되는 조별 활동을 넘어 사

회적 실천을 조사하고 계획하였다(그림 13). 10명의 학생 중 3명의 학생

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여 7명의 학생이 활동에 참여했

으며 새롭게 두 모둠을 구성했다. 7명의 학생 중 4명이 기대감을 느꼈으

며, 기대감은 계획한 사회적 실천의 결과를 예상하며 경험되었다. 예로,

2-D 학생은 기대감에 대해 “우리가 오늘 계획을 세운 것을 실천했을 때

의 효과가 기대된다. 실천 과정 또한 기대된다.”라고 서술했고, 3-B 학생

은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할지에 대해 기대하는 중이다. 우리가 실천

하여 다른 사람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답하였

다. 기대감 외에도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떠올리며 죄책감, 창피함을

느꼈고, 기후변화의 사회적 실천을 계획하면서 막막함, 두려움 등의 부정

적 감정과 자신감, 흥미 희망, 성취감 등의 긍정적 감정이 섞여 존재했

다. 예로, 3-B 학생은 막막함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어

떻게, 무슨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실천하게 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라고

답했고, 2-B 학생은 자신감에 대해 “우리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행

동들을 생각해 보니 뭔가 마음속에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아올랐

다.”라고 답했다.

그림 13. 사회적 실천 계획 활동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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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차시 활동은 7명의 학생이 진행했으며, 학생들은 9~10차시에 계

획한 사회적 실천을 위해 포스터를 제작했다(그림 14). 본 활동을 통해

가장 많이 경험된 감정은 기대감으로 모든 학생이 경험했다. 예로, 3-D

학생은 “우리가 기후변화를 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았

고, 잘 해낸다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서술했으며 3-E 학생은 “우리가 최종적

으로 활동할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세세히 정하여

정말 잘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답했다. 주목할

점은 사회적 실천을 준비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 학생들이 거의

없으며, 학생들은 기후변화의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대부분 경험

했다. 예외적으로 3-C 학생은 두려움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실천

을 처음 경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여

전하고 우리가 계획한 활동에 대해 기대되면서도 처음 하기에 또 이 활

동의 결과가 두렵기도 하다”고 답했다.

그림 14. 사회적 실천 준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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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13~14차시에 학생들은 사회적 실천에 참여했다. 총 1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포스터를 붙이며 기후

변화의 위험 및 실천의 필요성을 홍보했다(그림 15).

그림 15. 사회적 실천 포스터 결과물

활동 직후 이전과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사용했으나, 기후변화에 대

한 감정이 아닌 실천을 유도하고 이끌었던 감정을 조사했다. 학생들의

사회적 실천을 이끈 감정은 학생마다 차이가 존재했고,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함께 존재했다. 대표적인 감정으로는 죄책감, 불안함, 기

대감이 있었다. 죄책감은 4명의 학생이 선택하였는데,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이라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 더 열심히 실천했다고 답변했다.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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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학생은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던 자

연을 이렇게까지 파괴했다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고, 그래서 더욱 나는

내 행동을 고치기로 마음먹어서 움직였다.”라고 서술했다. 불안함은 3명

의 학생이 답했고, 기후변화의 영향이 지구에 끼칠 피해가 우려되어 실

천했다고 답했다. 예로, 2-D 학생은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우리가 겪

을 문제들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나의 습관이나 행동이

바뀐 것 같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은 긍정적 감정으로 기대감(3명)이 있

었다. 기대감은 활동에 참여하며 생기게 되었으며, 앞으로 기후변화 활동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천을 이끌었다고

답했다. 예로 3-E 학생은 “프로젝트를 하며 최종 프로젝트를 시행한 포

스터를 만들어 붙이기를 자는 시간도 아끼고 쉬는 시간에 놀지도 않고

노트북만 붙잡고 계속 포스터를 만들었던 것은 나는 프로젝트를 하며 환

경(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느꼈는데 G 고등학교에 다른 학생, 선생님들

은 대다수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구가 사

라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를 보는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기

후변화와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더

열심히 했다.”라고 답했다.

위에서 설명된 응답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며 느낀 감정

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의 원인 및

영향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때는 부정적 감정을 주로 경험했으나 조별

활동 및 사회적 실천에 참여할 때에는 긍정적 감정이 주를 이루었다. 활

동 초반에는 두려움, 불안함, 막막함, 죄책감 등이 많았으나 점점 활동이

진행되면서 흥미, 기대감, 재미 등을 강하게 경험했다. 특히 사회적 실천

을 준비할 때에는 사회적 실천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하고

는 모두 긍정적 감정이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이끌

기 위해선, 실천을 계획 및 준비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들

어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기후변

화 해결에 대한 감정이 막막함에서 기대감으로 변했다. 활동 초·중기에

많은 학생은 기후변화의 해결이 너무 어렵고, 먼 미래라는 것에 대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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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함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나 조별 활동과 사회적 실천 활동에 참여하

면서 막막함이 해소되고 자신의 실천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다. 기대감은

실천을 이끈 감정 주요한 감정 중 하나로, 학생들의 기후변화 해결을 위

한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선 활동 요소 내에 직접 실천을 해보는 내용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실천을 이끄는 감정들은 학생마다 제각각 달랐으

며,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도 실천을 이끌었다. 부정적 감정 중 죄책감과

불안함이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이는 실천하기에 앞서 기후변화의 원인

이 인류라는 것과 기후변화의 현실적인 영향에 대해 명확히 배울 필요성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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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후, 기후변

화에 대한 감정 변화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전과 후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

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주제 감정은 그림 16과 같다. 기후변화에 대

해 가진 주제 감정 중 평균값이 3 이상인 것은 불안함(4.3), 죄책감(3.8),

혼란(3.7), 답답함(3.4), 두려움(3.3), 슬픔(3.3), 막막함(3.2), 창피함(3.2)이

었다. 학생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주로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했으며 사

전보다 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였다.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전과 후의 기후변화에 대한 주제

감정의 수치적인 변화는 표 1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수치 자료는

표본 수가 너무 적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질 수 있어 주된 분석 자료

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감정을 질적으로 분석할 때 변화의 전체적인

경향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감정(변화량)

창피함

(+0.2)

패배감

(+0.3)

죄책감

(-0.4)

주눅 듦

(+0.1)

허무함

(+0.4)

혼란

(-0.1)

자부심

(+0.2)

자신감

(+0.2)

성취감(

+0.3)

뿌듯함

(0)

안도감

(+0.4)

만족감

(+0.1)

기대감

(+0.2)

불안함

(0)

조바심

(-0.3)

압박감

(+0.7)

부러움

(+0.2)

긴장감

(-0.1)

막막함

(-0.9)

두려움

(-0.1)

절망감

(+0.1)

답답함

(-0.5)

무력감

(0)

불쾌함

(-0.1)

우울함

(-0.5)

억울함

(0)

당황

(-0.8)

슬픔

(+0.5)

괴로움

(0)

재미

(+0.2)

즐거움

(+0.1)

흥미

(-0.8)

희망

(+0.4)

평온함

(+0.3)

지루함

(-0.1)

귀찮음

(-0.1)

짜증

(-0.1)

불만감

(-0.3)

화남

(0)

표 11.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전과 후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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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전과 후의 기후변화에 대한 주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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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후 학생들의 주제 감정은 모두 활동과 결과물과 연관된 성취 감

정이었다. 사전 자료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취 감정을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통제-가치 이론을 사용하였다.

‘결과/예상’의 성취 감정에 영향을 주는 가치 평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사전과 마찬가지로 일부 학생들은 ‘혼재’라는 새로운 가치 평

가를 했다. ‘혼재’는 기후변화의 불확실한 특성에 의해 결정된 가치 평가

로, 조건에 따라 결과물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를 의미

한다. 따라서 가치 평가는 3가지 수준(긍정, 혼재, 부정)으로 나뉘었다.

가치 평가 학생 답변 내용(예시)

긍정 2-D, 3-B

사람들이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부

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

한다면 기후변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2-D)

혼재 1-C, 3-C

세계인이 모두 협력한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는 않는다. 그러나 지구온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

어서 완전히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고, 전 세계적

협력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1-C)

극복해내긴 할 수 있지만, 완벽히 해결되진 못할

것이다. (3-C)

부정

1-D, 2-A,

2-B, 2-C,

3-D, 3-E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노력하고 심각성을 인지한다

면 모르지만, 사람이 바뀐다고 이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D)

완벽히 해결되기는 어려우나 완화하거나 변화 속도

를 지연시킬 수는 있다고 본다. (2-B)

지금 당장 발생하는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아

도 나아지기 어렵다고 한다. 기후변화를 늦출 수는

있어도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3-E)

표 12. 사후 조사의 ‘결과/예상’ 감정의 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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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예상’의 성취 감정에 대한 통제 평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사전과 같게 3가지 수준(높음, 중간, 낮음)으로 나뉘었다.

통제 평가 학생 답변 내용(예시)

높음

1-C, 2-A,

2-D, 3-B,

3-E

내 적은 노력 하나가 점점 퍼져서 둘이 되고 더 커

져 모임이 된다면 그 영향력의 파급력이 향상될 것

이다. (2-A)

‘나부터’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실천에 옮

기면 나의 주변 사람들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할 수 있을 것이다. (3-B)

중간 1-D

한 사람이라도 변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기에 나의 노력이 아무 힘이 되지 않는다

고 생각하진 않는다. (1-D)

낮음
2-B, 2-C,

3-C, 3-D

내가 바뀌어도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나 혼자 노

력해도 소용없다. (2-C)

나 한 사람이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

실 기별도 안 갈 것 같다. (3-D)

표 13. 사후 조사의 ‘결과/예상’ 감정의 통제 평가

‘결과/회고’의 가치 평가는 ‘부정’으로 설정하였고, 통제 평가는 학생들

이 응답한 감정이 든 이유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3가지 수준(나, 타인, 전

체)으로 나눴다. 사전과 마찬가지로, ‘관계없음’이라는 통제 평가가 없었

는데, 이는 기후변화라는 결과가 자신 혹은 주위의 영향과 상관없이 만

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 또는 타인 혹은 나와 타인을 포함한 전체

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전과 같은 방법으로 통제-가치 이론에 따라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전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성취 감정을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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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상
평가

감정
가치 통제

결과/예상

긍정적

(성공)

높음

(2-D, 3-B)

2: 기대감, 희망, 불안함, 압박감

1: 긴장감, 두려움, 혼란, 자신감, 뿌듯

함, 조바심, 막막함, 슬픔
중간/낮음 없음

혼재

(성공/실패)

높음

(1-C)
1: 허무함, 혼란, 압박감, 두려움, 슬픔

중간 없음

낮음

(3-C)

1: 허무함, 혼란, 기대감(부정적), 불안

함, 조바심, 압박감, 긴장감, 막막

함, 두려움, 희망, 패배감, 흥미, 자

부심

부정적

(실패)

높음

(2-A, 3-E)

2: 불안함, 조바심, 막막함, 허무함

1: 압박감, 긴장감, 두려움, 절망감, 슬

픔, 귀찮음, 화남, 흥미
중간

(1-D)

1: 허무함, 불안함, 조바심, 막막함, 절

망감, 무력감

낮음

(2-B, 2-C,

3-D)

3: 불안함, 두려움

2: 혼란, 긴장감, 막막함, 슬픔

1: 안도감, 조바심, 평온함, 지루함, 귀

찮음

결과/회고
부정적

(실패)

전체

3: 죄책감

2: 창피함, 슬픔, 혼란

1: 무력감, 화남, 괴로움, 답답함, 불쾌

함

자신

6: 죄책감

4: 창피함

1: 주눅듦, 무력감

다른 사람

7: 답답함

3: 억울함

2: 화남, 짜증

1: 불만감, 허무함, 부러움

활동 감정
2: 흥미

1: 성취감, 자신감, 혼란

표 14.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후 기후변화에 대한 성취 감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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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응답의 통제-가치 이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

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에 영향을 받아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가 변했더라도, 사전에 분석된 감정이 보인 경향

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기후변화의 전-지구적, 불가역적, 비-확실적

특징에 의해 불안함, 혼란, 조바심, 두려움, 막막함은 학생들의 가치 평가

와 통제 평가에 구분되지 않고 나타났으며, ‘결과/예상’의 감정의 가치

평가가 ‘혼재’ 또는 ‘긍정’인 학생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기대감과 희망을

느꼈다. ‘결과/회고’의 감정 중 죄책감은 대부분 학생에게서 나타났고, 통

제 평가를 ‘다른 사람’으로 둔 경우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꼈다. 이를 통

해, 사전에 분석된 통제-가치 이론을 활용한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분석

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기후변화 활동이 학생들의 평가를 변화

시킬 수 있지만, 평가에 따른 감정 변화의 경향성은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했다.

둘째, ‘활동’ 감정이 감정 내에서 나타났다. 사전에는 활동과 관련된 감

정이 없었으나, 사후에는 흥미(2명), 성취감(1명), 자신감(1명), 혼란(1명)

을 느꼈다. 1-C 학생은 성취감에 대해 “조금씩이라도 환경을 위해 실천

한 후 느낀 감정이다.”라고 응답했고, 2-A 학생은 흥미에 대해 “기후변

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과 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흥미를 느꼈

다.”라고 답했다. 2-B 학생은 자신감을 느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잘 몰랐던 기후변화를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답

했고, 흥미에 대해 “기후변화를 조사하면서 흥미가 더욱 생겼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며 지켜볼 것이다”라고 서술했다.

셋째, 활동 후 ‘결과/예상’ 감정에서 가치 평가가 ‘부정적’이고 통제 평

가가 ‘낮은’ 학생들은 안도감, 평온함, 지루함을 느꼈다. 2-C 학생은 안도

감에 대해 “당장은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라고 응답했고, 3-D 학생

은 지루함을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일하고 지루하게 진행

되는 것 같다.”, 귀찮음을 “막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것저것 하는 게

귀찮다.”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활동한 뒤 기후변화에 대한 ‘결과/예상’

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면,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이 떨어지고 현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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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집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전 및 사후에 분석한 내용이 타당한지를 재확인하기 위

해,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에서 ‘결과/예상’의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가

변한 학생들의 감정 변화를 질적으로 비교 및 분석했다. ‘결과/예상’의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 변화는 표 14와 같다. ‘결과/회고’, ‘활동’의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의 경우 한 학생 내에서도 느끼는 감정에 따라 평가가

바뀔 수 있어 분석 결과가 모호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5에서 제시된 가치 평가의 증가는 가치 평가가 ‘긍정’으로 변하는

경향을 의미하고, 감소는 ‘부정’으로 변하는 경향을 말한다.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가 변한 학생들을 정리하면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가치 평가

증가 2-D, 3-B

일정 1-C, 1-D, 2-B, 3-D, 3-E

감소 2-C, 3-C

통제 평가

증가 1-C, 1-D, 3-B

일정 2-B, 2-D, 3-D, 3-E

감소 2-C, 3-C

표 15. 학생들의 사전, 사후의 ‘결과/예상’의 가치 및 통제 평가 변화

첫 번째는 가치 평가만 증가한 2-D 학생이다. 2-D 학생의 가치 평가

는 ‘부정’이었으나 ‘긍정’으로 변했고, 통제 평가는 ‘높음’이었다. 학생은

이렇게 변한 이유를 심층 면담을 통해 “프로젝트 활동 전에는 관심이 없

었지만, 활동에 참여하면서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라고 답했다. 2-D 학생이 사전과 사후에 느낀

‘결과/예상’ 감정의 유형과 수준을 정리한 것은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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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혼란(5), 불안함(5), 압박감(4), 긴장감(4), 막막함(5), 두려움(4),

답답함(5), 당황(4), 슬픔(4), 괴로움(3)

사후 기대감(3), 불안함(5), 압박감(4), 긴장감(4), 두려움(4), 희망(5)

표 16. 2-D 학생의 ‘결과/예상’ 감정의 유형과 수준

2-D 학생의 경우, 불안함, 압박감, 긴장감, 두려움 등의 기후변화에 대

한 부정적인 감정은 사전과 사후 모두 느꼈다. 그러나 막막함, 당황, 슬

픔, 괴로움 등의 감정은 사후에 느끼지 않았다. 혼란, 답답함의 경우, 감

정이 든 이유가 변하여 ‘결과/예상’의 감정에서 ‘결과/회고’ 혹은 ‘활동-관

련’ 감정으로 바뀌었다.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치 평가가 ‘긍정

적’으로 변하면서 기대감과 희망을 느끼고, 기후변화 해결과 관련된 감정

인 막막함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는 사전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분

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해결 가능성과 관련된 ‘결과/예상’

의 가치 평가가 기대감과 희망 그리고 막막함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했다.

두 번째는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 모두 증가한 3-B 학생이다. 3-B 학

생의 가치 평가는 ‘혼재’에서 ‘긍정’으로 변했고, 통제 평가는 ‘낮음’에서

‘높음’으로 변했다. 3-B 학생이 사전과 사후에 느낀 ‘결과/예상’ 감정의

유형과 수준을 정리한 것은 표 17과 같다.

사전
혼란(4), 성취감(3), 뿌듯함(3), 불안함(4), 조바심(3), 막막함(5),

두려움(4)

사후
혼란(5), 자신감(4), 뿌듯함(3), 기대감(5), 불안함(5), 조바심(4),

압박감(4), 막막함(3), 슬픔(4), 희망(5)

표 17. 3-B 학생의 ‘결과/예상’ 감정의 유형과 수준

3-B 학생은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사후에도 역시 가지고

있었다. 특징적인 부분은 2-B 학생과 마찬가지로 가치 평가가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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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하면서 기대감과 희망을 느끼고, 막막함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의 증가로 사전에 성취감을 느낄 때 “기후변

화가 해결된다면 성취감을 느낄 것 같다”라고 서술했지만, 사후에는 자

신감에 대해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며 좀 더

확신 있게 답했다.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의 증가가 3-B 학생의 긍정적

감정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이나, 통제 평가의 변화에 따른 감정

의 변화는 직접 드러나지 않았다.

세 번째는 통제 평가만 증가한 1-C, 1-D 학생이다. 1-C 학생의 가치

평가는 ‘혼재’, 통제 평가는 ‘중간’에서 ‘높음’으로 증가했다. 1-D 학생의

경우, 가치 평가는 ‘부정’, 통제 평가는 ‘낮음’에서 ‘중간’으로 증가했다.

1-D 학생은 심층 면담에서 “사전에 봤을 때는 약간 제가 조금 더 쓰레

기를 안 버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생활을 산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겠다

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

면서 활동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생각

이 바뀌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하며, 기후변화 활동에 참여하며 통제 평

가가 증가하게 됨을 설명했다. 1-C, 1-D 학생이 사전과 사후에 느낀 ‘결

과/예상’ 감정의 유형과 수준을 정리한 것은 표 18과 같다.

1-C
사전 불안함(4), 조바심(4), 막막함(4)

사후 허무함(4), 혼란(4), 압박감(4), 두려움(4), 슬픔(4)

1-D

사전
혼란(5), 불안함(4), 조바심(4), 막막함(4), 두려움(3), 절망감

(3), 무력감(4), 슬픔(3), 괴로움(3)

사후
허무함(4), 불안함(4), 조바심(3), 막막함(5), 절망감(4), 무력감

(4)

표 18. 1-C, 1-D 학생의 ‘결과/예상’ 감정의 유형과 수준

1-C 학생과 1-D 학생 모두 통제 평가가 증가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결과/예상’ 감정에는 긍정적 감정이 없었다. 긍정적 감정이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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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가치 평가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1-C 학생의 경우 가치 평가

가 ‘혼재’이긴 하나, 기후변화 해결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1-D 학생은 기후변화 해결이 어렵다고 보았다.

3-B 학생에서 통제 평가의 영향이 직접 드러나지 않은 점, 1-C 학생,

1-D 학생의 감정에서 가치 평가의 영향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점을 통

해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은 가치 평가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

음을 확인했다.

마지막 유형은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가 모두 감소한 2-C, 3-C 학생

이다. 2-C 학생은 가치 평가는 ‘혼재’에서 ‘부정’으로, 통제 평가는 ‘높음’

에서 ‘낮음’으로 변했다. 2-C 학생은 바뀌게 된 이유로 심층 면담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활동에 참여 및 실천했지만, 즉

각적으로 변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답했

다. 3-C 학생은 가치 평가가 ‘긍정’에서 ‘혼재’로, 통제 평가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했다. 3-C 학생은 “기후변화에 더 잘 알게 되면서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많았던 것.”이라고 답하며 변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2-C,

3-C 학생이 사전과 사후에서 느낀 ‘결과/예상’ 감정의 유형과 수준은 표

19와 같다.

2-C
사전

혼란(4), 기대감(4), 불안함(5), 조바심(5), 긴장감(4), 막막함

(5), 두려움(3), 무력감(3), 희망(4), 귀찮음(3)

사후 안도감(4), 불안함(5), 긴장감(3), 막막함(4), 두려움(5), 슬픔(5)

3-C

사전
허무함(3), 혼란(4), 기대감(4), 불안함(4), 조바심(3), 압박감

(3), 긴장감(4), 두려움(4), 무력감(3), 당황(3), 희망(3)

사후

패배감(3), 허무함(4), 혼란(4), 자부심(3), 기대감(4), 불안함

(5), 조바심(5), 압박감(5), 긴장감(4), 막막함(3), 두려움(3), 흥

미(3), 희망(3)

표 19. 2-C, 3-C 학생의 ‘결과/예상’ 감정의 유형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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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학생의 사전 가치 평가는 ‘혼재’로 기대감과 희망이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으나 사후 가치 평가는 ‘부정’이 되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학생의 기후변화에 안도감이라는 감정을 느꼈는

데, 이러한 이유로 “당장은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라고 답했다. 이는

기후변화보다는 현재의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통제 평가와

가치 평가가 감소함에 따라 기후변화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자신이

노력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여 안도감을 느꼈음을 확

인했다. 3-C 학생의 경우 마찬가지로 사전 가치 평가가 ‘긍정’이었고, 기

대감과 희망이 있었다. 사후에 가치 평가가 ‘혼재’로 바뀌었어도 기대감

과 희망이 모두 존재했으나, 기대감의 경우 “인간이 극복해 낼 수 있을

지 기대를 걸어본다.”라고 반어적 표현을 사용했음을 심층 면담을 통해

밝혔다.

사전 분석과 사후 분석 그리고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분석 결과, 모두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에

대해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줬으며, 이를 통해 분석 내용에 대한 신뢰도

와 타당도를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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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후변화 관련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을 탐색하고, 이를 통제-가치 이론을 통해 질적으

로 분석했다. 그리고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이 감정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을 탐색하기 위해

Pekrun 외(2007)의 통제-가치 이론과 김은진, 양명희(2011)의 39가지 감

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학생들이 응답한 설문조

사 내용과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전, 학생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불안함, 죄책감, 막막함, 답답함, 혼란, 두려움, 조바심, 창피함을 느

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후변화를 떠올릴 때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기후변화의 전-지구적, 가속적, 비-확실적인 특성에

의해 ‘혼재’라는 새로운 가치 평가를 경험했고,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와

관계없이 혼란, 불안함, 조바심, 두려움, 막막함을 경험했다. ‘혼재’라는

가치 평가는 기존의 통제-가치 이론에 없던 가치 평가로, 기존에 연구되

던 결과의 성공과 실패를 예상할 수 있던 활동들과 다른 기후변화 활동

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 의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후변

화의 고유한 특성은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보다 더 주요하게 일부 감정

에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

중 가치 평가가 감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끼쳤으며, 통제 평가는 간접적

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를 예상할 때, 가

치 평가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거나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

가한 학생들은 기대감과 흥미를 느꼈으며, 현재 기후변화가 주고 있는

영향을 떠올리며 회고적으로 인과 관계를 유추할 때에 학생들은 죄책감,

창피함, 답답함, 억울함을 느꼈다. 통제 평가가 ‘자신’인 경우 죄책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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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 경우 창피함을, ‘다른 사람’인 경우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꼈다.

둘째,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의 활동 요소가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에 준 영향을 살펴보면, 기후변화의 원인,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된

지식 이해 활동을 한 이후에 학생들은 두려움, 불안함, 막막함, 죄책감

등 대게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했으나, 기후변화를 직접 조사하고 실천하

는 활동에서는 기대감, 재미 등 긍정적 감정을 주로 느꼈다. 특히 기후변

화 해결과 관련된 막막함과 기대감은 전반적인 활동에 걸쳐 경험되었는

데, 지식 이해 활동에선 막막함이 우세했으나, 조사 및 실천 활동에서 기

대감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실천을 이끈 감정

을 조사했다. 실천을 이끈 감정으로 다양한 종류의 감정들이 있었으나,

그중 죄책감, 불안함, 기대감이 주요했다. 죄책감은 기후변화의 원인에

의해, 불안함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해, 기대감은 기후변화 해결 때문에

경험되었으며, 이러한 감정들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실천이 이루어질

때, 동기를 부여했다.

셋째,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후에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변화를 확인했다. 프로젝트 이후의 기후변화에 대한 주제 감

정은 불안함, 죄책감, 혼란, 답답함, 두려움, 슬픔, 막막함, 창피함으로 사

전과 유사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했지만 사전보다는 더 다양한 감정

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가 낮은 학생들은 기후변

화 해결보다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안도감, 평온함, 지루함을

경험했다. 이는 사후에만 드러난 감정으로, 활동 이후에도 기후변화에 대

한 해결을 예상할 때 평가가 부정적이면,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

심이 떨어졌고 현재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안도감, 평온함, 지루함을 느

꼈다. 마지막으로, ‘활동’ 감정이 나타났다. 사전에는 활동과 관련된 감정

이 없었으나, 사후에는 흥미, 성취감, 자신감, 혼란을 느꼈다.

넷째, 학생들의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는 기후변화 활동을 진행하면서

변했지만,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에 따른 감정의 경향성은 사전 결과와

유사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분석된 통제-가치 이론을 활용한 기후변화

에 대한 감정 분석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후에도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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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전-지구적, 가속적, 비-확실적인 특성에 의해 ‘혼재’ 가치 평

가가 존재했고,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와 관계없이 혼란, 불안함, 조바심,

두려움, 막막함을 경험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를 예상할 때,

가치 평가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거나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학생들은 기대감과 흥미를 느꼈고, 현재 기후변화가 주고 있는

영향을 떠올리며 회고적으로 인과 관계를 유추할 때에 학생들은 죄책감,

창피함, 답답함, 억울함을 느꼈으며 통제 평가가 ‘자신’인 경우 죄책감을,

‘전체’인 경우 창피함을, ‘다른 사람’인 경우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SSI 주제에 대해 타당한 의사결정

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실천가를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기후변화 관련 SSI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시 인지적, 정

의적, 실천적 측면과 더불어 감정적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감정은

1980년대 이후부터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 과학교육 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감정은 학업 성취, 목표 달성, 자기조절과 밀접

히 관련되어(송인섭 & 최지혜, 2011),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있어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Pekrun & Linnenbrink, 2014). 특히 기후변화와 같

은 SSI 교육에서 감정은 의사결정 및 실천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로

그 의의가 있다(Sadler & Zeidler, 2005).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실천

주의(Activism)를 가지는 것에 있어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Laughton(2006)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동기를 지닌 사람들이 프

로젝트에 대해 창의성과 열정을 보이므로 감정은 물리적인 에너지와 동

등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rown과 Pickerill(2009)는 감정은 실천주

의에 대해 동기를 가지고, 실천주의가 정체성을 가지며 실천주의가 연결

망에서 에너지를 소진할 때, 감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감정을 성

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실천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한,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Roeser(2012)는 감정이 실질적이고 도덕적인

의사결정에 있어 필수적이고, 기후변화의 위험의 영향을 이해하고 실천

을 위한 동기를 가지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이처럼, 감정은 학생

을 포함한 사회적 구성원들이 실천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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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활발한 연구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SSI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에서 감정은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측면과 비교하면 소외

됐다. 따라서 기후변화 관련 SSI 교육 프로그램에서 감정적 측면이 추가

로 균형 있게 고려된다면, 기후변화 대응 시민 실천가 양성을 더욱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선, 프로그램 내 지식 이해 활동과 조사 및 실천 활동이 균형 있게

개발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해결 실천을 이끈 감정은 죄책감, 불안함, 기

대감이었다. 죄책감과 불안함은 지식 이해 활동에서 경험했고, 기대감은

조사 및 실천 활동에서 경험했다. 또한,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가치

평가나 통제 평가는 기후변화 프로그램 내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았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가치 평가와 통제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한 경우 기

대감과 흥미를 느끼며 자발적으로 실천에 참여한 학생들도 있었으나, 부

정적으로 변해 평온함, 안도감, 지루함을 가지며 단순히 활동을 끝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참여하는 학생도 있었다. 따라서 자발적인 실천주의

자를 양성을 도모하려면, 기후변화의 원인 및 영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되, 기후변화 조사 및 실천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학생들의 노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달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후변화 관련 SSI 프로그램 내에서 기후변화 조사

및 기후변화 해결 활동은 증대될 필요가 있다. 박나은(2019)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지식과 기능 영역의

반영 정도는 높으나, 가치 및 태도와 참여 및 실천의 반영은 부족함을

제안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지식 이해 활동에서 부정

적 감정을 경험하고 조사 및 실천 활동에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한다. 이

를 종합하면, 국내 기후변화 활동이 끝난 후 학생들은 주로 기후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 모두 실천을 이끄는 요소로 작용하나, 국내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상황을 비추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 수 있는 조사 및 해결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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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우선, 연구 참여자 수를 높이

기 위해 노력했으나, 학생들의 학업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연구 참

여자의 수를 10명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국내 학생들의 감정을 일반화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을

분석하기 위해 통제-가치 이론을 사용했다. 통제-가치 이론의 경우 활동

목표나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는 활동을 기반으로 만든 이론이다. 기후변

화 활동의 경우, 기후변화 해결이라는 목표는 확실할 수 있으나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 분석 자료로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이용했고, 나머지 자료는 해석이 모호할 때만 활용하였다.

이는 녹음 및 촬영을 한 자료를 통해 해석하는 경우,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감정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으나 녹음 및 촬영 자료

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을 더 세밀하게 분

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감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현시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과 기후변화 관련 SSI 프로그램이 감

정에 준 영향을 통합적으로 탐색했다는 점, 통제-가치 이론을 기반으로

하되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에 적용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SSI

프로그램 분석 및 향후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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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activities that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climate

change have led to the emergence of irreversible, global, and

accelerated risks. To address such situations, civil support and

practice are important (IPCC, 2014). In this context, research on

science education presented Vision Ⅲ of scientific literacy, and

socio-scientific issues (SSI) education that emphasizes action and

participation (Sjöström & Eilks, 2017).

Emotions are multi-component, coordinated processes of

psychological subsystems including affective, cognitive, motivational,

expressive, and peripheral physiological processes (Pekrun, 2006).

Emotion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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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in learning situations (Sansone & Thoman, 2006; Song &

Choi, 2011). In SSI education, in particular, emotions affect students’

action (Hodson, 2014), and is more important due to its involvement

in the reasoning process (Sadler & Zeidler, 2005). There have been

studies on emotions on climate change abroad (Lombardi & Sinatra,

2012; Meijnders, 2011; Weber, 2006), but few studies conducted in

Korea. Since emotions are influenced by culture and content (Song &

Choi, 2011), it will be essential to examine the emotion of climate

change for Korean students for SSI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ypes and intensities of

high school students’ emotions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through SSI club activit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Moreover, we

analyze how the activities within the club project influenced the

students’ emotion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10 first year students from G

high school located in Gimpo, Gyeonggi-do. The activities were

conducted 14 times for 7 weeks. The activities consist of modeling

about the causes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exploration on how

to deal with practical problem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and

social action planning and participation.

The data collection consists of pre-survey, post-survey and

surveys after each activity, in-depth interview, and observations of

activities. The students' emotion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using

the control-value theory, and the results were discussed with three

science education experts to ensur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As a result, at first, the emotions toward climate change among

students was strongly negative such as confusion, anxiety,

nervousness, fear, overwhelmedness. Second, the global, accelerated,

and irreversible nature of climate change led students to a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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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value appraisal. Also, due to the nature of climate change,

students experience confusion, anxiety, nervousness, fear,

overwhelmedness regardless of value and control appraisal. Third,

value appraisal had a greater affect on emotions than control

appraisal. Fourth, students experienced negative emotions when

learning about climate change. By contrast, students experienced

positive emotions in climate change resolution activities. Fifth,

emotions that led to action were guilt, anxiety, and expectation.

These findings will help to add and complement the emotional

aspects within SSI programs related to climate change, which will

help to cultivate citizens who can make informed decisions and

actions on climate change.

keywords : Climate Change, SSI Education, Topic Emotion, 

Achievement Emotion, The Control-Value Theory

Student Number : 2018-22771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SSI(Socio-Scientific Issue) 교육
	1. SSI 교육의 방향
	2. SSI 교육과 실천(Action)
	2. SSI 추론(SSR, Socio-Scientific Reasoning)

	제 2 절 감정(Emotions)
	1. 정서(Affect), 감정(Emotion), 기분(Mood)
	2. 감정의 정의
	3. 감정의 종류
	4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관련 선행 연구

	제 3 절 통제-가치 이론(The Control-Value Theory)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절차
	제 2 절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1. 연구 참여자
	2.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제 3 절 감정 설문조사 도구
	제 4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2. 분석 방법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전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제 2 절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요소가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에 준 영향
	제 3 절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후,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변화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1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SSI(Socio-Scientific Issue) 교육 6
  1. SSI 교육의 방향 6
  2. SSI 교육과 실천(Action) 7
  2. SSI 추론(SSR, Socio-Scientific Reasoning) 8
 제 2 절 감정(Emotions) 10
  1. 정서(Affect), 감정(Emotion), 기분(Mood) 10
  2. 감정의 정의 11
  3. 감정의 종류 11
  4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관련 선행 연구 14
 제 3 절 통제-가치 이론(The Control-Value Theory) 16
제 3 장 연구 방법 20
 제 1 절 연구 절차 20
 제 2 절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23
  1. 연구 참여자 23
  2.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24
 제 3 절 감정 설문조사 도구 25
 제 4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30
  1. 자료 수집 30
  2. 분석 방법 30
제 4 장 연구 결과 34
 제 1 절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전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34
 제 2 절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요소가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에 준 영향 42
 제 3 절 기후변화 SSI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후,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변화 52
제 5 장 결론 및 제언 63
참고문헌 68
Abstract 74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