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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재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COVID-19로 인해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쓰레기를 줄이거나 만들지 않으려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인

기를 끌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인 ‘제로웨이스트’와 관련한 환경교육 연구를 진행하였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학교 환경교육의 시작점인

초등학생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교육은 시

공간적 제약이 있고 적은 양의 경험과 실천으로는 친환경 행동 의

지나 친환경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의 친환

경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보편적이고 전략적인

교육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 어미(청유형/실천형)와 정보 전

달자(또래/어른)에 따른 제로웨이스트 실천 메시지가 초등학생의

친환경 행동 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는 메시지 어미(청유형/실천형)와 정보 전달자(또래/어

른)에 따라 초등학생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는 대전 소재 5, 6학년 초등학생 488명을 대상으로

네 가지 유형의 실험 자극물을 무작위로 배포하였다. 연구 결과

메시지 어미(청유형/실천형)와 정보 전달자(또래/어른)에 따른 초

등학생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으며, 메시지 어미(청유형/실천형)에 따라서도 유의미

한 차이를 발생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정보 전달자(또래/어른)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 전달자를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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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설정하고, 메시지를 ‘청유형’과 ‘실천·청유형’으로 수정 보완하

여 연구 2를 진행하였다.

연구 2에서는 대전, 경기도 소재 5, 6학년 초등학생 120명을 대

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실험 자극물을 무작위로 배포하였다. 연구

결과 또래 전달자의 ‘실천·청유형’ 메시지가 초등학생의 제로웨이

스트 친환경 행동 의도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교육의 다양한 환경 메시지에서 쓰레기 문

제뿐만 아니라 대두되고 있는 여러 환경문제에 적용하여 메시지

어미를 활용한 프레이밍과 정보 전달자를 함께 고려한 메시지를

개발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메시지 어미, 정보 전달자, 제로웨이스트, 친환경 행동 의도

학 번 : 2020-29341



- iii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 5

제 1 절 정보 제공 프레이밍 ·············································· 6

1. 프레이밍과 프레이밍 효과 ················································· 6

2. 메시지 프레이밍 ··································································· 7

3. 메시지 구성 방법 ································································· 8

제 2 절 정보 전달자 ··························································· 10

1. 정보원으로서 또래 전달자 ················································· 10

제 3 절 제로웨이스트 ························································· 14

1. 제로웨이스트의 의미 ··························································· 14

2. 제로웨이스트 교육 ······························································· 15

제 4 절 친환경 행동 의도 ················································· 17

1. 환경 행동 ··············································································· 17

2. 친환경 행동 ··········································································· 18

3. 친환경 행동 의도 ································································· 18

제 3 장 연구의 실제 ··················································· 20

제 1 절 연구 방법 및 설계 ··············································· 20

1. 연구 절차 ··············································································· 20

2. 연구 대상 ··············································································· 21

3. 실험 도구 제작 ····································································· 22

4. 측정 도구 제작 ····································································· 26



- iv -

제 2 절 자료 처리 ······························································· 29

제 3 절 연구 과정 및 결과 ··············································· 30

1. 연구 1: 메시지 어미와 정보 전달자의 상호작용이

초등학생의 친환경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 30

2. 연구 2: 메시지 어미에 따른 또래 전달자의 메시지가

초등학생의 친환경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 40

제 4 장 결론 ································································ 45

제 1 절 요약 및 결론 ························································· 45

제 2 절 연구의 의의 ··························································· 47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48

참고문헌 ········································································ 50

부록 ················································································· 58

<부록 1> 제로웨이스트 실천 메시지 및 설문지 ······· 59

<부록 2> 내용타당성 검토 요청지 ································ 67

Abstract ········································································ 74



- v -

표 목 차

[표 1] 환경 행동 구성요소 ······················································· 17

[표 2] 연구의 흐름 ····································································· 20

[표 3] 청유형/실천형 메시지 내용 ·········································· 25

[표 4] 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 ················································· 27

[표 5]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 설문지 문항 27

[표 6] 타당도 검정 전문가 패널 ············································· 28

[표 7] 연구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 30

[표 8] 연구1 – 네 가지 메시지 유형 구분 ························· 31

[표 9] 연구1의 측정 도구 신뢰성 검정 ································· 31

[표 10] 학습 행동 의도 기술 통계랑 ····································· 33

[표 11] 학습 행동 의도에 대한 변량 분석

(개체-간 효과 검정) ····················································· 33

[표 12] 육체적 행동 의도 기술 통계량 ································· 34

[표 13] 육체적 행동 의도에 대한 변량 분석

(개체-간 효과 검정) ····················································· 34

[표 14] 소비자 행동 의도 기술 통계랑 ································· 35

[표 15] 소비자 행동 의도에 대한 변량 분석

(개체-간 효과 검정) ····················································· 35

[표 16] 소비자 행동 의도 기술 통계랑 ································· 36

[표 17] 상호작용 행동 의도에 대한 변량 분석

(개체-간 효과 검정) ····················································· 36

[표 18] 연구 2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 40

[표 19] 연구2 – 두 가지 메시지 유형 구분 ······················· 41

[표 20] 연구2의 측정 도구 신뢰성 검정 ······························· 41

[표 21] 또래 전달자의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른 친환경

행동 의도 차이 ······························································ 42



- vi -

그 림 목 차

[그림 1] 실험 처치 전 사전 제로웨이스트 의미 전달 ······· 22

[그림 2] 실험 처치 전 사전 제로웨이스트 교육 영상 ······· 22

[그림 3] 실천 메시지 전달 예시 1단계(또래-실천형) ········ 23

[그림 4] 실천 메시지 전달 예시 2단계(어른-청유형) ········ 24

[그림 5] 실천 메시지 전달 예시 3단계(또래-실천형) ········ 24



-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환경문제라고 손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COVID-19로 인해 포장재 및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

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크게 염려되고 있다. 2020년 한국은 코로나

19로 심각한 폐기물 문제에 직면했다. 택배, 배달, 1회용품 등으로 수용

하기 어려운 정도의 폐기물들이 발생하고 있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코로나19 이후의 문제만은 아니다. 2018년 1월부터 중국은 쓰레

기 처리의 어려움 때문에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중단했다. 폐플라스틱의

절반을 수입하던 중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서 전 세계의 폐플라스틱

은 갈 곳을 잃었다. 2018년 12월 필리핀에서 되돌아온 플라스틱 쓰레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필리핀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

기를 재생 가능 폐플라스틱으로 속여 수출하다 적발이 됐고 이것은 국제

사회에서 큰 망신이 되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캐나다, 호

주, 미국 등의 선진국들도 동남아에 이렇게 불법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

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비닐, 1회용품 포장

재 등의 무분별한 사용은 폐기물 처리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를 야

기했다. 땅에, 바다에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그것은 오염 침출수 및 미세

플라스틱 등의 형태로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다. 이렇듯 전 세계적

으로 늘어나는 폐기물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를 넘어 폐

기물을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에 대처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중 대표적

인 것이 ‘제로웨이스트(zero-waste)’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자원순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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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원순환 교육의 reduce, reuse, recycle,

upcycle 중 제로웨이스트는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reduce’, ‘reuse’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과학 기술적 접

근, 사회계몽적 접근, 교육적 접근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환경문제는

기술으로 처리하거나 법적으로 규제 또는 행정 단속으로 단시일 내에 해

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최돈형, 2005). 미래의 범지구적 문제는 인

간의 의식 변화의 문제와 관련되므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교육은 미래의 지도자 시민들이 더 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

한 수단이다(유영의 등, 2013). 범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환경,

사회, 경제적 문제들은 그 규모가 훨씬 크고 복잡하여 과거의 경험만으

로 해결책을 찾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교육의 역할

은 강조되고 있다(오진미, 2014). 그러므로 제로웨이스트 운동의 확산과

실천을 위해 교육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환경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우석(1999; 74)은 “환경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나 이해의 교육

이 아니라 태도와 가치관의 교육이며, 기능이나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습관의 형성에 의한 행동의 교육이기 때문에 어린 시기에 이루어질수록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하며 그러므로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환경 교육

은 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자원순환교육, 작게는 제로웨이스트교육도

환경교육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초등학생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교육에서의

환경교육이야말로 학교 환경교육의 시작점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신설하, 2012). 또한 이른 시기부터 실시한 자원순환교

육은 성인이 되어서의 자원순환 개념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연속적인

자원순환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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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이성희, 강미정, 이상원, 2016).

이러한 자원순환 교육은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고 교육을 통해 학생들

의 쓰레기 관련 친환경 행동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최석진 등(1999; 7)

은 초등 환경교육에서 그 궁극적 목표를 “환경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

해 감수성을 갖고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일생 생활에서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며, 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 생

활 습관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하며 초등학생들이 이러한 환경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

였다. 초등학생의 환경 인식을 조사한 박춘배와 백남권(2011)의 연구에

서는 학생들은 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행동 양식에 관한 인식이 높

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절약 행동은 가장

가까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속성인데 환경교육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학생들이 가

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방법적 측면과 ‘적극적으로 참

여를 시킬 수 있느냐’하는 내용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

하고 있다(박춘배와 김남권, 2011). 하지만 학교에서의 교육은 다양한 경

험을 하기에 시공간적 제약이 있고 적은 시간의 경험과 실천으로는 친환

경 행동 의도나 친환경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생들

의 친환경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교육 자료를 사

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메

시지와 정보원이라는 두 개의 변수에 따라 효과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있

다(김현숙과 이현우,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메시

지를 메시지 프레이밍과 정보 전달자에 따라 어떻게 제시할 때 초등학생

의 친환경 행동 의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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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 어미(실천형/청유형)와 정보 전달자(또래/어른)

에 따른 실천 메시지가 초등학생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연구 문제를 아래

와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메시지 어미(실천형/청유형)에 따른 메시지는 초등학생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연구 문제 2. 정보 전달자(또래/어른)에 따른 메시지는 초등학생의 제

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연구 문제 3. 메시지 어미(실천형/청유형)와 정보 전달자(또래/어른)에

따른 메시지는 초등학생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에 어떠

한 영향을 주는가?



- 5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메시지 어미와 정보 전달자에 따른 메시지가 초등학생의 친환경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구하는 이 연구에서 실험에 앞서 이

론적 배경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였다. 크게 4개의 절로 나누어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 1 절에서는 정보 제공 프레이밍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기존의 메시지 프레이밍은 해석수준이론과 함께 ‘손실/이득’, ‘긍정/부정’

의 틀을 사용하여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 전달자의 행위가 메시지 안에 들어가는지’와 ‘어미를 이용한 정

보 제공 방식의 차이’로 쓰고자 하기 때문에 프레이밍과 관련된 선행 연

구들을 보며 이 연구에서 쓰이는 메시지 프레이밍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

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에서는 또래 전달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래라는 정보 전달

자 역할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동조 효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시간, 공간, 사회, 경험의 4가지로 보통 분류되는 심리적

거리 중 ‘또래’를 사회적 거리감의 의미와 ‘Bandura’의 모델링(모방) 이론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제 3절에서는 제로웨이스트의 의미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제로웨이스

트의 의미와 함께 제로웨이스트교육과 기존의 자원순환교육과의 차별성

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4 절에서는 친환경 행동 의도에 대해 다룬다. 환경교육에서 환경 행

동과 환경 행동 의도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이 연구에서는 제로웨이

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가 어떤 의미로 어떻게 제시되는지 설명한다.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연구의 중심이 되는 실험의 독립변인과 종속변

인의 의미를 밝히고, 연구의 목적이 되는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

동 의도 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제 1 절 정보 제공 프레이밍

1. 프레이밍과 프레이밍 효과

제로웨이스트 실천 정보를 제공하는 이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보 제공 프레임이다. 프레임은 우리말로 ‘틀’이라고 볼 수 있고,

프레이밍은 ‘틀 짓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언론학, 심리학, 소비자학 등

많은 분야에서 프레임이라고 사용하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을 심리학과

관련짓는 이 논문에서도 프레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프레임은

텍스트와 수용자 간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고, 프레이밍은 텍스트와 수용

자의 결과물인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행위 또는 과정의 개념이다(고영신,

2007). 다시 말해, 프레임은 현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가운데 특정

한 관점을 선택하고 부각시켜 수용자의 생각의 범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송해룡, 김원제, 조항민, 2005). 이러한 프레임은 언어나 영상을 통

해 구성되고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모색 등

어떠한 방향을 틀 짓는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김유란, 2012). 틀은 사건

들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관여를 지배하는 조직화의 원칙으로 일

상 세계의 단편들을 조직하는 데 기초가 되고 틀짓기를 통해 어떤 문제

를 확인하거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김경

신과 윤순진, 2010). 다양한 프레임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프레임이란 쟁점에 대하여, 특정한 범위, 주제, 관심 등에 있어서 정

보 제공자가 의도하는 것을 강조, 선택, 배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강

진영, 2018).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결과를 치밀하게 계산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대상이나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같은 상황

에서도 어떻게 프레이밍된 정보를 접하느냐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게 되

는데 Kahnman, Slovic, Tversky(2001)는 이를 ‘프레이밍 효과’라고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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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프레임이 다르게 제시되거나 표현의 방식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메시지 수용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에 따라서 쟁점에 대한 태도나

행동 의도가 변화하는 것이 밝혀지면서(Loroz, 2007; Van de Velde et

al., 2010), 프레이밍 효과는 심리학, 행태 경제학 분야에서 하나의 중요

한 연구로 자리 잡고 있다(이정전, 2013).

2. 메시지 프레이밍

일상적으로 우리는 금연과 금주, 선거 투표, 캠페인, 상품 판촉 등의

다양한 호소 속에서 살고 있다(한예지, 2021). 호소와 설득은 다양한 유

형의 청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맞춤화가 되는데(See et

al., 2008), 특히 메시지 형태를 통해서 특정 결과를 유도한다(한예지,

2021). 따라서 이러한 호소들은 설득을 하거나 어떠한 의도를 달성하려

는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 프레임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환경교육

에서도 메시지 프레임을 이용하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박미진,

2013; 김선기, 2013,; 이화진, 2017; 강진영, 2018, 김아람, 2019; 정희라,

2019; 박민규, 2020; 박지원, 2020; 윤여은, 2021 등). 기존의 많은 메시지

지향성 환경교육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진 가치 및 성향에 따라 조작된

요인에 나타나는 영향이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개인이 우선으로

여기는 가치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박민규, 2020). 또

한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성향 및 가치에 따라 교육 자료를 따로 제공하

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정보 제공 자료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서은정, 김태연, 류재명(2012)에

서는 언어적 표현은 수업 현장에서 환경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

히 관련된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데 있어 학습자의 인식과 가치관 형성

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가진 가치 및

성향을 평가한 후 어떤 메시지 프레임이 맞느냐를 알아보기보다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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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만 초점을 두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

육 자료를 위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하고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만 메시지 프레이밍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제로웨

이스트 실천 정보를 제공하는 사진에 문장의 어미만을 달리하는 메시지

프레이밍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메시지 구성 방법

설득 메시지를 전달할 때 설득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강제적

인 언어를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심리적 저항이 나타

난다고 한다(Bensley & Wu, 1991; Heller, Pallak, Picek, 1973; Miller et

al., 2007; 김현정, 2014에서 재인용). 미세먼지 대응 촉진을 위한 메시지

구성 전략을 연구한 김영욱 등(2018)의 논문에서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

한 홍보의 내용이 대개 단순히 행동 요령을 나열하고 실천을 무조건적으

로 권유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하며 실질적으로 개인의 미세먼지 대응 행

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구성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환경 메시지 전

달이나 공익광고 등에서 많이 쓰이는 어미가 무엇인지 찾아 그보다 더

설득성 있는 메시지 어미를 사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메시지 어미와 관

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문장의 종류에 따라 공익광고의 언어적

특성을 살펴본 오장근(2013)의 연구에서 100개의 문장을 분석해본 결과

평서문(54.5%), 의문문(15.2%), 청유문(15.2%), 명령문(12.1%), 감탄문

(3%)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평서문은 “행동하는 당신이 아름

답습니다.”와 같은 문체이기 때문에 정보 전달자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느낌이 덜 들 가능성이 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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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서문의 뒤를 이은 의문문과 청유문은 수용자의 행동유발 및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어 많이 사용된다(오장근, 2013)고 하였고 환경 메시지

를 전달하는 사이트 및 광고를 살펴본 결과 “-합시다.”, “-해요.” 등의

청유형 어미와 “-해주세요.”의 명령형 어미가 많이 쓰였다. 그 중 앞 선

행 연구에서 분석했을 때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온 것이 청유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의문문도

“-할까요?”, “-하실래요?”는 청유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보통 공익 광

고나 설득적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 청유형 어미의 사용이 많으므로 청

유형 어미를 선택하였다. 어미는 가장 기본형인 “-합시다.”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앞의 설득 메시지 관련 선행 연구들(김현정, 2014; 김영욱

등, 2018)의 내용을 해석해보면 정보를 전달할 때 단순히 청유형으로 “-

합시다.” 또는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전략적으로 메시지

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 전달자가 단순히

청유형 어미인 “-합시다.”로 정보를 전달하는 메시지와 구분되는 메시지

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금지헌과 김진모(2011)에서는 친환경 행동 의도는 환경 행동의 부분

매개 요인이 되었으며 실제 환경 행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수 있도록 실천 의지를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독자는 저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글에 더

큰 흥미를 느끼고 저자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며 텍스트에 개입하게 되

어 의도된 태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Carol Lauritzen, Michael

Jaeger, 1996; 강현석 등 역, 2007). 화자의 실천 여부가 들어가는 것이

실천 의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들에서 미루어 볼 때 실천

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정보 전달자가 본인의

실천 내용이 담긴 실천형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청유형 메시지보다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구성하기 위해 정보



- 10 -

전달자가 실제 실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실천형 어미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메시지 프레임을 제작하

였다.

연구 2에서 수정 보완한 메시지는 실천형과 청유형을 합한 어미로 사

용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화자의 실천형 메시지가

중요하였지만 보다 전략적인 메시지 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단순 실천형 메시지보다는 정보 전달자가 실천하고 있다는 내용

을 전달한 후, 함께 실천하자고 권하는 청유형 어미를 함께 사용하면 초

등학생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

였다. 결과적으로 청유형 메시지와 실천형 메시지를 결합하여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의 메시지 어미로 수정, 보완

하였다.

이런 구분된 정보 전달 메시지 프레이밍을 통해 연구 목적에서 설정한

메시지의 효과를 알아보고 어떤 메시지 어미가 초등학생들의 친환경 행

동 의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 2 절 정보 전달자

1. 정보원으로서 또래 전달자

또래는 사전적 의미로 나이나 수준이 서로 비슷한 무리를 뜻한다. 또

래를 제로웨이스트 실천 메시지의 정보 전달자, 즉 정보원으로 설정했을

때 초등학생의 친환경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또래

의 의미를 사회적 거리감의 관점과 모델링의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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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은 메시지의 설득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김

현정, 2017). 정보원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전달된 메시지에 대

해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정보원이 심리적

반발심을 강화하거나 약화할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시켜 준다(박지원,

2020). 정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

리학, 광고학, 소비자학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구전된 영화의 내용

으로 관객이 받는 영향을 연구한 정재엽과 김현철(2016)의 논문에서는

소비자는 본인과 유사하고 유대관계가 강한 집단에게서 더 큰 영향을 받

는다고 하였다. 또한 Wirtz와 Chew(2002)는 구전 추천자와 소비자 간의

강한 유대가 있을 때 구전 활동이 활발하다고 하였다. 김세준과 이세진

(2013)은 자기 범주화 이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자기 범주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을 다른 그룹과 다르다고 인식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집단에 속해있는 사람들과 일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런 인식을 강화하게 된다(Turner, 1991). 자신이 속한 그룹을 나이가

비슷한 사람으로 본다면 또래를 나와 같은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또래 전달자의 실천 메시지를 보며 그와 일치되는 행위를 함으로

써 초등학생들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가 높아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거리감과 또래 전달자

심리적 거리감(psychological distance)이란 어떤 대상이나 사건이 자

기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Trope & Liberman, 2010). 심리적 거리감은 대개 시간적 거리감, 공간

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 경험적 거리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사

회적 거리감은 어떤 대상이 자신과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깝고 유사한지

를 느끼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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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mann(1965)은 사회적 거리를 주관적인 사회적 거리감(Subjective

Social Distance)의 개념으로 정립하고, 한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느

끼는 거리, 즉 가깝고 멀다고 느끼는 개인적인 태도로 정의하였다. 사회

적 거리감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태도 형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공통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Liviatan et

al.(2008)는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타인의 평가에서 더 관대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Zhao와 Xie(2011)의 연구에서는 시간적, 사회적 거리

와 정보 평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추천

정보의 설득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김상현과 전흥식(2015)은 메시

지에 정보 전달자의 사회적 거리감이 결합 되었을 때 설득 효과를 실험

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정보원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의 심리적 반발심을 경험한다고 한다(Burgoon et al., 2002). 김현

정(2014)은 정보원이 자신과 비슷하여 주관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가깝

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 낮은 수준의 심리적 반발심이 나타날 수 있음을

연구에서 확인했다.

청소년기에는 특정 메시지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인

지하면 더욱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McGrane, Toth, Alley, 1990). 그러

나 김현숙과 이현우(2012)는 동료로 느껴지는 정보원이 메시지를 전달한

다면 위의 경우보다 저항감이 덜할 것이라고 하였다. Burgoon, et

al.(2002)에 의하면 청소년들에게 어떤 행동을 예방하거나 금지하게 하는

설득적 메시지에서 그들과 비슷하거나 동등한 위치의 사람 즉,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운 사람을 메시지 전달자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커뮤니케

이션이 되는 길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심리적 반발 수준이 상대적으

로 높은 청소년에게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운 정보원은 자유 위협을 느끼

지 않도록 하고, 심리적 방어 기제를 낮추며 심리적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메시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박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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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링 효과와 또래 전달자

Bandura는 관찰학습 또는 모델링, 즉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

써 가치, 태도, 사고방식, 판단 기준, 인지 능력, 행동 등에서 변화가 나

타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Bandura, 1986, pp46-49). 그에 따르

면, 모델링은 주의 과정, 파지 과정, 운동재생 과정, 동기화 과정 네 가지

과정의 영향을 받는다. 모델링 효과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모델과의 유사성이다(Bandura, 1997; 김의철 등 역, 1999,

pp.197-198). 인종, 성별, 연령과 같은 모델의 개인적 특성이 자신의 특성

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모델링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여러 집단 유

사성 중에서도 연령과 성별의 영향이 크다(Bandura, 1997; 김의철 등 역,

1999, p.217). 아이들은 모델의 유능성이 똑같을 경우, 성인 모델보다 또

래 모델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즉, 또래 모델이 성인 모델보다

아이들의 효능감을 더 크게 높인다(Schunk & Hanson, 1985).

또한 김소윤(2007)은 동일시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동일시란 어떤 사람

이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에 융합시키는 과정으로 일반적

으로는 강한 심리적 유대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속성에 동

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화자가 특정한 대상에 대한 특정한 태도를 취하

면 그 캐릭터에 대한 동일시의 결과로 독자의 실제 태도와 행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델링은 개인의 효능감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Bandura, 1997; 김의철 등 역, 1999, p.196). 개인의 효능감은 자기 능력

의 영향을 받지만, 한편으로 다른 사람의 성취, 수행을 관찰하는 것의 영

향도 받는다. 대표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과 비슷한 능력을 지닌 자신도

무난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고, 따라서

효능감이 높아진다(Bandura, 1982; Schunk & Hanso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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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로웨이스트

1. 제로웨이스트의 의미

제로웨이스트란 ‘0’을 의미하는 제로(Zero)와 ‘쓰레기’를 의미하는 웨이

스트(Waste)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제로웨이스트는 단어 그대로 ‘쓰

레기가 0인 것’을 의미한다. ‘제로웨이스트’라는 용어는 1973년 Dr. Paul

Palmer가 화학 물질로부터 자원을 회수하기 위해 처음 사용했다(

Palmer, 2004). 하지만 쓰레기를 ‘0’으로 만들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성희, 강민정, 이상원(2016)에서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과 성장 원천으로 주목하며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폐기되는 자

원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제로웨이스트’라는 말은

일상생활 속의 사소하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단 하나의 쓰레기도 지구에

버리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ZWIA(Zero Waste International

Alliance)에서는 제로웨이스트를 모든 제품, 포장 및 자재를 태우지 않고,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

으며 책임 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미국 캘리포니

아 등 일부 주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새로운 정책으로 수용한 뒤 여러 프

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하나의 트렌

드이자 친환경적 소비의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최근 몇 년 새에

제로웨이스트와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로웨이스트를 함

께 실천하는 모임, 가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제로웨이스트 활

동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제로웨이스트 활동가들을 연구한 노하은(2020)

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로웨이스트란 이벤트성의 활동이 아닌 지속해서

삶 속에서 실천해나가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기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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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저감 행위가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자제하기 수준이었다면, 제로웨

이스트 실천가들은 사회의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 삶 전반에서

실천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로웨이스트는 자원순환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자원순환사회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Reduce)하며,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사용

(Reuse)하거나 재활용(Recycle)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사회를 의미한다(이성희와 이상원,

2019). 다시 말해 자원순환사회는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어떻게 줄이는

가에도 매우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다.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기존의 자원 흐름을 폐기 후에 다시 생산과 소비 과정으로 연계시켜 더

이상의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사회의 시스템 밖으로 자원이 흘러나가지

않는 폐기물의 제로화를 이루는 것이다(이강인, 2007). 이러한 폐기물의

제로화를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나 과학 기술적인 접근만으로는 불가능하

므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순환하는 체계로의 이행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강민정, 이상원, 이성희, 2016). 결국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생산과 소비문화에서 폐기물 발

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덕모, 2010).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교육, 즉 배움으로부터 나

온다.

2. 제로웨이스트 교육

현재 환경교육에서 자원순환교육은 매우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강민정, 이상원, 이성희, 2016; 이성희, 강민

정, 이상원, 2016; 이성희와 이상원, 2019). 자원순환은 환경부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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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법인 4R 정책에 따라 원천 감량(Reduce), 자원의 재사용(Reuse),

자원의 재활용(Recycle), 에너지 회수(Recovery)의 하위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김은지, 2014). 그러나 자원순환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분

리배출, 재활용과 업사이클링 중 하나의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폐기물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위한 연구는 부족해 보였다. 그것은 사

회의 흐름에 맞춰진 것이었다. 기존 사회는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분

리배출하고 재활용하는지 등의 처리 방법 위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

서 학교에서의 대부분의 자원순환교육도 분리배출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

어졌다. 하지만 제로웨이스트에서 강조하는 점은 환경부 폐기물 관리 방

법 4R중 ‘Reduce’와 ‘Reuse’이다. 폐기물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과

재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교육 안의 하위 항목으로서 제로웨이스

트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고,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

과 ‘재사용’에 초점을 두어 교육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교

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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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친환경 행동 의도

1. 환경 행동

환경 교육의 지향점인 환경 행동은 연구에서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

다. 책임 있는 환경행동(REB: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환경

친화적 행동(pro environmental behavior), 친환경행동(environmental

friendly behavior)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책임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김선기, 2013).

환경 행동은 다양한 환경 행동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Hungerford가 제시한 환경 행동이 가장 많이 쓰이며, 환

경 행동 요소를 전부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구

성요소를 선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득’과 ‘생태관리’

의 의미로 환경 행동 의미를 사용하고자 한다.

<표 1> 환경 행동 구성요소(Hungerford, 1976; 김선기, 2013에서 재인용)

환경행동 내용

설득
환경쟁점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는 환경행동

경제적 행동
환경쟁점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는

환경행동

정치적 행동
환경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결사, 조직, 정당, 기관을 이

용하는 환경행동

법적 행동 환경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지지하거나 단속하는 환경행동

생태관리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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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행동

친환경 행동은 연구자와 연구목적에 따라 다른 용어와 정의를 활용하

고 있지만 대체로 개인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식적인 행동들을 의미한다고 말

하고 있다(신정우와 이미숙, 2016). 금지헌(2011)은 환경 행동은 초등학

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친환

경 물품을 사용하고 행동 절약 및 재활용 등을 실천하며 환경 관련 정보

를 습득하고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환경 행동

의 수준은 소비자 행동, 육체적 행동, 학습 행동, 상호작용 행동과 같은

환경 행동을 한 정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김은지(2014)는 친환경 행동이

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선기(2013)는 친환경 행동이란 자연환경과 인공환

경에 미치는 인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식적 행동을 의미

한다고 하였다. 여러 선행 연구들의 의미를 종합하여 볼 때 친환경 행동

은 환경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 행동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의미와 함께 학생들이 용어의 의미를 조금 더 환경 보호의 목적으

로 느낄 수 있게 적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3. 친환경 행동 의도

환경 행동 의도는 특정의 환경 행동을 실천에 옮기려는 개인의 경향이

나 의미를 말한다(Marchinkowski, 1988). 환경교육의 목적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환경교육이 환경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

다(Hines et al., 1987; Hungerford & Volk, 1990; Short, 2010; 정철 등,

2013에서 재인용). 또 많은 연구에서 행동 의도와 실제 행동 사이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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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에 대해 주목했는데 행동 의도가 높은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하려

고 하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평진영, 2017).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은 결국 학습자가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식이나 행동을 전환하는 것이다(정새롬,

2010). 그러므로 환경교육에서 환경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의 행동 변화를 위해 환경 의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많은 연구에서 말하고 있듯이, 실제 행동을 측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

렵다. 실제 행동이 행동 의사에 대한 표현인 의도보다 더 정확하긴 하지

만 행동 의도는 행동을 직접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실험실과 같은

제한된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Parcel, 1984)에서 행동의 가장

효과적인 대체물이라고 볼 수 있다(서지영, 2012). 따라서 학생들의 친환

경 행동 의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친환경 행동 의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

지만(김재휘와 신진석, 2004; 금지헌, 2011; 김은지 2013; 이화진, 2017;

평진영, 2017; 최태규, 2019; 박민규, 2020 등) 기후 변화나 에너지 절약

등 여러 분야가 혼합된 측정 도구가 많다. 폐기물 관련 또는 제로웨이스

트에 관련된 친환경 행동 의도만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행동 중 제로웨이스트와 관련된 측정 도구만을 사

용하고자 정철 등(2013)의 논문을 참고하여 폐기물 관련 친환경 행동 의

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논문에 제시된 초등학생 대

상 친환경 행동 사례 영역 다섯 가지 중 ‘쓰레기’ 영역 부분을 사용하였

다. ‘쓰레기’ 관련 영역에는 환경정화, 분리배출, 일회용품, 음식물, 물물

교환, 친환경제품의 여섯 가지 하위 영역 있으며 각 영역마다 1∼3개의

친환경 행동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

위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행동 의도를 금지

헌(2011)의 논문을 참고해 학습, 육체적, 소비자, 상호작용 행동 의도의

네 영역을 하위 영역으로 하여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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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실제

제 1 절 연구 방법 및 설계

1. 연구 절차

<표 2> 연구의 흐름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

제로웨이스트 실천 정보 제공 메시지 개발

↓

측정 도구 및 설문지 개발

↓

메시지 내용 및 측정 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사

↓

실험 대상 선정

↓

연구 1 실시

↓

통계처리 및 결과 분석

↓

설문지 수정 및 연구 2 실시

↓

통계처리 및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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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본 연구가 정보 제공 프레이밍과 정보 전달자의 메시지에 따라

서 초등학생의 친환경 행동 의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김현숙과 이현우(2012)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메

시지와 정보원이라는 두 개의 변수에 따라 효과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있

다고 말하고 있으며 김기모와 김현철(2013)은 우리나라 청소년기의 가장

많은 변화가 12세에서 14세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인 5, 6학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제시되는 문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단어의 개념 및 메시지 이해의 수준 차가 많이 나지 않는 학년이

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평가 문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문항 내용을 이해하는 학습 능력

의 수준 편차가 고학년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전광역시,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연구 1에서는 총 학생 488명이 응답하였고 연구

2에서는 120명이 응답하였다. 집단별 인원수는 각 연구의 내용에서 자세

하게 언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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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도구 제작

실험 처치에 앞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로 된 제로웨이스트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제로웨이스트의 의미를 알려주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의 쓰레기 문

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짧은 영상도 실천 메시지와 설

문지 앞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실험 처치 전 사전 제로웨이스트 의미 전달

[그림 2] 실험 처치 전 사전 제로웨이스트 교육 영상



- 23 -

정보 제공 메시지와 정보 전달자의 사진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남녀의 성별을 구분 짓지 않기 위해 남녀가 모두 들어간 사진으로 하였

으며 또래는 고학년에 맞는 사진으로 선택했다. 최대한 또래와 어른의

사진의 제스쳐를 맞추어 저작권에 위배 되지 않는 선에서 정보 전달자의

사진을 선정하였다.

메시지에 삽입된 사진과 내용은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를 거쳐 거듭된

수정과 보완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네 가지 유형의 사진과 메시지가

있으나 본 장에서는 예시로 제시하고 부록에 내용을 담도록 하였다.

본 설문에서 메시지는 그림과 같은 3단계로 제시하였다.

[그림 3] 실천 메시지 전달 예시 1단계 (또래-실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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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천 메시지 전달 예시 2단계 (어른-청유형)

[그림 5] 실천 메시지 전달 예시 3단계 (또래-실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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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전달하였다.

<표 3> 청유형/실천형 메시지 내용

단순 정보

전달

(청유형 어미

“-합시다.”)

최근 늘어나는 쓰레기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는 행동인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합시다.

1.  1회용품을 쓰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합시다.

 2.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를 사용합시다.

 3.  쓰레기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합시다.

 4.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사지 않고 학용품을 끝까지 다 씁시다.

 5.  음식은 먹을 만큼만 덜어 남김없이 끝까지 다 먹읍시다.

 6.  제로웨이스트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줍시다.

조금 귀찮더라도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정보

실천자의

전달

(실천형 어미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쓰레기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는 행동인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1. 1회용품을 쓰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쓰레기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4.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사지 않고 학용품을 끝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5. 음식은 먹을 만큼만 덜어 남김없이 끝까지 다 먹고 있습니다.

 6. 제로웨이스트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저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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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 도구 제작

1) 측정 도구 개발

환경 행동 의도는 특정의 환경 행동을 실천에 옮기려는 개인의 경향이

나 의미이다(Marchinkowski, 1988). 금지헌과 김진모(2011)는 환경에 대

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환경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며,

환경 행동 실천에는 기꺼이 실천하려고 하는 환경 행동 의도가 중요하다

고 하였다.

실제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행동 의도는 행동을 직접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실험실과 같은 제한된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Parcel, 1984). 그러므로 환경 행동 의도는 행동의 가장 효과적

인 대체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친환경 행동 의도를 측정

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서지영, 2012).

많은 연구에서 친환경 행동 의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지만 기

후 변화나 에너지 절약 등 여러 분야가 혼합된 측정 도구가 많다. 폐기

물 관련 또는 제로웨이스트에 관련된 친환경 행동 의도만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행동 중 제로웨이스트에

관련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고자 정철 등(2013)의 논문을 참고하여 폐기

물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행동의도를 금

지헌(2011)의 논문을 참고해 소비자 행동 의도, 육체적 행동 의도, 학습

행동 의도, 상호작용 행동 의도를 하위 영역으로 하여 측정 도구를 개발

하였다.



- 27 -

<표 4> 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

친환경 행동 의도 문항 번호

학습 행동의도 1, 2

육체적 행동의도 3, 4, 5, 6, 7, 8

소비자 행동의도 9, 10, 11

상호작용 행동의도 12, 13

<표 5>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 설문지 문항

문항 다음의 친환경 행동을 실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1 나는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로웨이스트 관련 정보를 더 찾아볼 것이다.

2 나는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불편하더라도 나의 생활 습관을 바꿀 것이다.

3 나는 재활용 마크를 보고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할 것이다.

4 나는 음식을 먹을 때 먹을 만큼만 덜어 먹고 남기지 않을 것이다.

5 나는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비닐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6 나는 휴지나 물티슈보다는 걸레나 수건을 사용할 것이다.

7 나는 종이는 되도록 이면지로 사용할 것이다.

8 나는 학용품을 끝까지 사용할 것이다.

9 나는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사지 않을 것이다.

10 나는 가게에서 포장 용기 및 1회용품을 주더라도 거절할 것이다.

11 나는 포장이 화려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물건을 되도록 사지 않을 것이다.

12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로웨이스트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13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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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의 타당도 분석

연구에 사용된 환경교육 자료와 설문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확보

하기 위하여 교수님 한 명과 초등교육 경력이 8년∼27년 사이인 교사 4

명과 환경교육전공 박사 과정생 3명, 석사 과정생 4명, 총 12명의 교육전

문가에게 교육 자료와 설문 문항에 대한 질문 및 의견을 조사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에 제작했던 여자 어린이와 여자 어른

의 사진을 남녀가 함께 있는 사진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진의 몸짓도 최대

한 같게 사진을 선정하였다. 또한 실천 메시지 전에 제시되는 메시지 내

용을 감정적 내용이 아닌 객관적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설문 문항을 초

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맞는 용어로 변경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용

어들을 수정하였다.

<표 6> 타당도 검정 전문가 패널

구분 번호 전공 학위/경력

학계

1 지리교육 교수

2 환경교육 박사과정

3 환경교육 박사과정

4 환경교육 박사과정

5 환경교육 석사과정

6 환경교육 석사과정

7 환경교육 석사과정

8 지리교육 석사과정

현장

9 초등교육 27년

10 초등교육 14년

11 초등교육 11년

12 초등교육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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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 처리

본 연구는 설문지의 각 문항을 친환경 행동 네 가지 영역별로 점수화

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통계처리는 IBM SPSS Statistics25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분

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크론바하 알파계

수(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각 요인에 대해 백분율, 평균, 표

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메시지 어미(실천형/청유형)와 정보 전달자(또래/어른)에 따른

메시지가 초등학생의 제로웨이스트 친환경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원분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메시지 어미(실천·청유형/청유형)에 따른 또래 전달자의 메시지

가 초등학생의 제로웨이스트 친환경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t- test)를 실시하였다.



- 30 -

제 3 절 연구 과정 및 결과

1. 연구 1: 메시지 어미와 정보 전달자의 상호작용이

초등학생의 친환경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1에서는 메시지 어미(실천형/청유형)와 정보 전달자(또래/어른)에

따라 초등학생의 친환경 행동 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차 설문에서 본 연구의 모집단은 대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이고 연구분석은 모집단에서 무선 할당하여 추출한 표본 집단을 대

상으로 이루어진다. 대전 소재 5, 6학년 학생 488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초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설문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에서 네 학급씩 선정하여

총 네 개의 설문지를 각 유형별로 무작위 배포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유형별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7>과 같다.

<표 7> 연구 1 표본의 설문유형별 구분 [N=488]

구분 N(명) 비율(%)

설문유형

또래실천 124 25.4

또래청유 120 24.6

어른실천 120 24.6

어른청유 124 25.4

총합 48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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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설계

실험 처치에 앞서 공통적으로 제로웨이스트의 의미를 알려주고 현재의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영상을 보여준다. 그 후 네 개의 반에 무작

위로 네 개의 제로웨이스트 실천 메시지를 배포한 후 설문을 진행한다.

<표 8> 연구 1 – 네 가지 메시지 유형 구분

청유형 정보 전달
(청유형 문장 
“-합시다.”)

어른 전달자

청유형 정보 전달
(청유형 문장 
“-합시다.”)

또래 전달자

정보 실천자의 전달
(실천형 문장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른 전달자

정보 실천자의 전달
(실천형 문장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래 전달자

3)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정

연구 1에서 활용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각 변수명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모든 항목에서 0.6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

로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9> 연구 1의 측정 도구 신뢰성 검정

설문 항목 신뢰도 값(Cronbach’s alpha)

학습 행동 의도 0.767

육체적 행동 의도 0.737

소비자 행동 의도 0.695

상호작용 행동 의도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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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 검증

연구 가설 1. 메시지 어미(실천형/청유형)에 따른 메시지가 초등학생

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에 주는 영향의 크기는 다를 것

이다.

연구 가설 2. 정보 전달자(또래/어른)에 따른 메시지가 초등학생의 제

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친환경 행동 의도에 주는 영향의 크기는 다를

것이다.

연구 가설 3. 메시지 어미(실천형/청유형)와 정보 전달자(또래/어른)에

따른 메시지가 초등학생의 제로웨이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에 주는 영

향의 크기는 다를 것이다.

위의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원 분산분석(two-way Anova)

을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의 네 가지 영역별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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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 행동 의도

<표 10> 학습 행동 의도 기술 통계량

<표 11> 학습 행동 의도에 대한 변량 분석 (개체-간 효과 검정)

독립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p)

수정된 모형 8.714a 3 2.905 5.420 0.001

절편 7284.930 1 7284.930 13594.647 0.000

정보 전달자a 8.110 1 8.110 15.134*** 0.000

메시지 어미b 0.051 1 0.051 0.094 0.759

a*b 0.530 1 0.530 0.989 0.320

오차 259.360 484 0.536

전체 7557.000 488

수정된 합계 268.074 487
*p<.05, **p<.01, ***p<.001

정보 전달자에 따른 친환경 행동 의도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F=15.134, p=0.000), 평균을 확인해보면 또래 전달자의 친환경 행

동 의도 점수(M=3.994)가 어른 전달자의 친환경 행동 의도 점수

(M=3.73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표 10). 하지만 메시지 어미에 따른 친

환경 행동 의도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F=0.094, p=0.759)으

로 나타났다. 또한 두 요인 간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

했다(F=0.989, p=0.320).

메시지 어미 정보 전달자 평균 표준편차 N

실천형 어미
또래 4.036 0.6317 124
어른 3.713 0.7688 120

청유형 어미
또래 3.950 0.6811 120
어른 3.758 0.8300 124

전체
또래 3.994 0.6565 244
어른 3.736 0.7992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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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체적 행동 의도

<표 12> 육체적 행동 의도 기술 통계량

<표 13> 육체적 행동 의도에 대한 변량 분석 (개체-간 효과 검정)

독립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p)

수정된 모형 3.569a 3 1.190 3.956 0.008

절편 8520.019 1 8520.019 28332.323 0.000

정보 전달자a 3.359 1 3.359 11.170** 0.001

메시지 어미b 0.001 1 0.001 0.002 0.967

a*b 0.208 1 0.208 0.691 0.406

오차 145.547 484 0.301

전체 8672.806 488

수정된 합계 149.117 487
*p<.05, **p<.01

정보 전달자에 따른 친환경 행동 의도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F=11.170, p=0.001), 평균을 확인해보면 또래 전달자의 친환경 행

동 의도 점수(M=4.262)가 어른 전달자의 친환경 행동 의도 점수

(M=4.09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표 12). 하지만 메시지 어미에 따른 친

환경 행동 의도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F=0.002, p=0.967)으

로 나타났다. 또한 두 요인 간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

했다(F=0.691, p=0.406).

메시지 어미 정보 전달자 평균 표준편차 N

실천형 어미
또래 4.284 0.4186 124
어른 4.076 0.6019 120

청유형 어미
또래 4.240 0.5724 120
어른 4.116 0.5836 124

전체
또래 4.262 0.4996 244
어른 4.096 0.5918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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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행동 의도

<표 14> 소비자 행동 의도 기술 통계량

<표 15> 소비자 행동 의도에 대한 변량 분석 (개체-간 효과 검정)

독립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p)

수정된 모형 2.236a 3 0.745 1.679 0.171

절편 7989.880 1 7989.880 18004.014 0.000

정보 전달자a 1.986 1 1.986 4.475* 0.035

메시지 어미b 0.137 1 0.137 0.309 0.579

a*b 0.130 1 0.130 0.292 0.589

오차 214.791 484 0.444

전체 8210.111 488

수정된 합계 346.315 487
*p<.05

정보 전달자에 따른 친환경 행동 의도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F=4.475, p=0.035), 평균을 확인해보면 또래 전달자의 친환경 행

동 의도 점수(M=4.111)가 어른 전달자의 친환경 행동 의도 점수

(M=3.98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표 14). 하지만 메시지 어미에 따른 친

환경 행동 의도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F=0.309, p=0.579)으

로 나타났다. 또한, 두 요인 간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

했다(F=0.292, p=0.589).

메시지 어미 정보 전달자 평균 표준편차 N

실천형 어미
또래 4.110 0.6007 124
어른 3.950 0.6520 120

청유형 어미
또래 4.111 0.6986 120
어른 4.016 0.7085 124

전체
또래 4.111 0.6493 244
어른 3.984 0.6807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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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호작용 행동 의도

<표 16> 상호작용 행동 의도 기술 통계량

<표 17> 상호작용 행동 의도에 대한 변량 분석 (개체-간 효과 검정)

독립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p)

수정된 모형 7.183a 3 2.394 3.417 0.017

절편 7398.508 1 7398.508 10558.946 0.000

정보 전달자a 5.740 1 5.740 8.192* 0.004

메시지 어미b 1.424 1 1.424 2.033 0.155

a*b 0.111 1 0.111 0.158 0.691

오차 339.132 484 0.701

전체 7747.750 488

수정된 합계 346.315 487
*p<.05

정보 전달자에 따른 친환경 행동 의도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F=8.192, p=0.004), 평균을 확인해보면 또래 전달자의 친환경 행

동 의도 점수(M=4.002)가 어른 전달자의 친환경 행동 의도 점수

(M=3.78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표 16). 하지만 메시지 어미에 따른 친

환경 행동 의도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F=2.033, p=0.155)으

로 나타났다. 또한, 두 요인 간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

했다(F=0.158, p=0.691).

메시지 어미 정보 전달자 평균 표준편차 N

실천형 어미
또래 3.964 0.8069 124
어른 3.717 0.8929 120

청유형 어미
또래 4.042 0.7492 120
어른 3.855 0.8898 124

전체
또래 4.002 0.7784 244
어른 3.787 0.8922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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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결과 논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메시지 어미(실천형/청유형)에 따른 제로웨이스트 실천 메시지의

전달은 초등학생 친환경 행동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

았다.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 유의

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메시지 어미(실천형/청유형)에 따른

실천 메시지가 초등학생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에 주는

영향의 크기는 다를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1은 기각된다. 이는 기존의

설득 메시지를 전달할 때 설득 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거나 강

제성을 띠는 언어가 사용될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심리적

저항이 나타난다고 한 연구 결과들과(Bensley & Wu, 1991; Heller,

Pallak, & Picek, 1973; Miller et al., 2007)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홍보의

내용이 대개 단순히 행동 요령을 나열하고 실천을 무조건적으로 권유하

는 수준에 그친다고 하며 실질적으로 개인의 미세먼지 대응 행동을 이끌

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구성하는 방안

이 필요하다고 하다고 한 연구(김영욱 등, 2018)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청유형 메시지가 실천형 메시지보다 노골적 의도가 드러나기는

하나 강제적 언어의 느낌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이 작았을 것이며

권유하는 내용에서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구성해야 하는데 실천형 어미만

으로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행동 의도를 높일만한 영향력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설문에 제시된 또래와 어른의 사진 효과가

더 크게 다가오고 상대적으로 사진이나 그림보다 글씨를 소홀히 읽기 때

문에 실천 내용보다 어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정보 전달자(또래/어른)에 따른 실천 메시지의 전달은 초등학

생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친환경 행동 의도의 하위 영역에 있어서 학습 행동 의도, 육체적

행동 의도, 소비자 행동 의도, 상호작용 행동 의도 네 가지 모든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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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정보 전달자(또래/어른)에 따른 메시지

가 초등학생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에 주는 영향의 크기

는 다를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 2를 지지한다. 이는 정보원이 자신과 비

슷하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심리적 반발심을

경험한다는 것과 청소년들에게 어떤 행동을 예방하거나 금지하게 하는

설득적 메시지에서 그들과 비슷하거나 동등한 위치의 사람 즉,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운 사람을 메시지 정보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커뮤니

케이션이 되는 길이라고 말한 연구(Burgoon et al., 2002)와 일치한다. 또

모델링 효과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모델과의 유

사성이며(Bandura, 1997; 김의철 등 역, 1999, pp.197∼198) 여러 집단 유

사성 중에서도 연령과 성별의 영향이 크다고 한 연구(Bandura, 1997; 김

의철 등 역, 1999, p.217)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아이들은 모델의 유능

성이 똑같을 경우, 성인 모델보다 또래 모델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다는 연구(Schunk & Hanson, 1985)와 자신과 비슷한 능력을 지닌 사람

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과 비슷한 능력을

지닌 자신도 무난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고, 따라서 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한 연구(Bandura, 1982; Schunk &

Hanson, 1987)의 내용들과도 일치한다. 메시지 정보 전달자에 관련된 많

은 연구들이 있었지만(김동환, 2005; 이화진, 2017; 박지원, 2020 등),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또래 전달자의 역할이 행동 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셋째로, 메시지 어미(실천형/청유형)와 정보 전달자(또래/어른)의 메시

지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초등학생의 친환경 행동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메시지 어미(실천형/청유형)와 정보

전달자(또래/어른)에 따른 메시지는 초등학생의 제로웨이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에 주는 영향의 크기가 다를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 3은 기각

된다. 이는 가설1에서 메시지 어미를 활용한 정보 제공 프레임이 결과에

유의한 차이를 주지 못해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보이지 않은 것으로



- 39 -

파악할 수 있다.

연구 1에서 메시지 어미와 정보 전달자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게 나

오지 않았지만 정보 전달자에 따른 친환경 행동 의도 점수의 차이는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정보 전달자가 또래냐 어른이냐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정보 전달자를 또래로만

설정하여 실천형 어미 메시지보다 학생들의 친환경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로 메시지 어미를 수정, 보완하여 연구 2를 진

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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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2: 메시지 어미에 따른 또래 전달자의 메시지가

초등학생의 친환경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1에서 실천형 어미가 초등학생의 친환경 행동 의도에 더 큰 영향

을 줄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연구 2는 연구 1의 메시지 프

레이밍을 보완하여 메시지 어미를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수정된 메시지

어미(실천·청유형/청유형)에 따른 또래 전달자의 메시지가 초등학생의

친환경 행동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2의 목적에 따라 연구 문제를 아래와 같이 다시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메시지 어미(실천·청유형/청유형)에 따른 또래 전달자의

메시지는 초등학생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가?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차 설문에서 본 연구의 모집단은 대전, 경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120명으로 2021년 10월 말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연구분석은

모집단에서 무선 할당하여 추출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에서 두 학급씩 선정하여

총 두 개의 설문지를 각 유형별로 무작위 배포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유형별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18>과 같다.

<표 18> 연구 2 표본의 설문유형별 구분 [N=120]

구분 N(명) 비율(%)

설문유형

또래 실천·청유 62 25.4

또래 청유 58 24.6

총합 1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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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설계

실험 처치에 앞서 연구 1과 같이 공통적으로 제로웨이스트의 의미를

알려주고 현재의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영상을 보여준다. 그 후

두 개의 반에 무작위로 두 개의 제로웨이스트 실천 메시지를 배포하고

설문을 진행한다.

<표 19> 연구 2 – 두 가지 메시지 유형 구분

또래�전달자

정보�실천자의�청유형�
정보�전달

(실천·청유형�문장�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우리�모두�
함께� 합시다”)

청유형�정보�전달
(청유형�문장�
“-합시다.”)

또래�전달자

3)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정

연구 2에서 활용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각 변수명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모든 항목에서 0.6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

로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0> 연구 2의 측정 도구 신뢰성 검정

설문 항목 신뢰도 값(Cronbach’s alpha)

학습 행동 의도 0.788

육체적 행동 의도 0.762

소비자 행동 의도 0.665

상호작용 행동 의도 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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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 검증

연구 1에서 실천형 어미가 친환경 행동 의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

라는 가설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실천형에서 더 나아가 두 유형을 조합한

실천·청유형 어미를 청유형 어미와 비교하는 연구 가설을 재수립하였다.

연구 가설 1. 메시지 어미(실천·청유형/청유형)에 따른 또래 전달자의

메시지가 초등학생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에 주는 영향

의 크기는 다를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설문의 문항

전체와 네 가지 영역별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 또래 전달자의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른 친환경 행동 의도 차이

[N=120]

구 분
친환경 행도 의도 점수

t(p)
N 평균(M) 표준편차(SD)

문항 전체
실천·청유형 62 4.27 0.42 2.179*

(0.031)청유형 58 4.05 0.64

학습 행동
실천·청유형 62 4.11 0.55 2.106*

(0.038)청유형 58 3.84 0.84

육체적 행동
실천·청유형 62 4.40 0.41 2.223*

(0.029)청유형 58 4.18 0.64

소비자 행동
실천·청유형 62 4.32 0.52 2.417*

(0.017)청유형 58 4.03 0.77

상호작용

행동

실천·청유형 62 3.97 0.74 0.136

(0.892)청유형 58 3.95 0.8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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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전체로 보았을 때 실천·청유형 어미의 집단의 평균(M=4.27)

이 청유형 어미의 집단의 평균(M=4.05)보다 높게 나왔으며 이는 유의수준

0.05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2.179, p=0.031)를 보였다.

이는 메시지 어미(실천·청유형/청유형)에 따른 또래 전달자의 메시지

가 초등학생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에 주는 영향의 크기

는 다를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지지한다.

이를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네 영역별로 분석해보았다.

학습 행동 의도 영역은 실천·청유형 어미의 집단의 평균(M=4.11)이 청

유형 어미의 집단의 평균(M=3.73)보다 높게 나왔으며 이는 유의수준

0.05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106, p=0.038)를 보였다.

육체적 행동 의도 영역은 실천·청유형 어미의 집단의 평균(M=4.40)이

청유형 어미의 집단의 평균(M=4.18)보다 높게 나왔으며 이는 유의수준

0.05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223, p=0.029)를 보였다.

소비자 행동 의도 영역은 실천·청유형 어미의 집단의 평균(M=4.32)이

청유형 어미의 집단의 평균(M=4.03)보다 높게 나왔으며 이는 유의수준

0.05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417, p=0.017)를 보였다.

상호작용 행동 의도 영역은 실천·청유형 어미의 집단의 평균(M=3.97)

이 청유형 어미의 집단의 평균(M=3.95)보다 높게 나왔지만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t=0.136, p=0.892)를 보이지 못했다.

5) 분석 결과 논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메시지 어미(실천·청유형/청유형)에 따른 또래 전달자의 실천 메시지

전달은 초등학생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에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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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친환경 행동 의도의 하위 영역 네

가지 중 세 가지인 학습 행동 의도, 육체적 행동 의도, 소비자 행동 의도

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친환경 행동 의도는 실제 환경 행동을 실천하고

자 하는 의도를 가질 수 있도록 실천 의지를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연구(금지헌과 김진모, 2011)와 독

자는 저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글에 더 큰 흥미를 느끼고 1인칭 화자가

드러난 글을 능동적으로 읽고 저자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며 텍스트에

개입하게 되어 의도된 태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한 연구(Carol

Lauritzen, Michael Jaeger, 1996; 강현석 등 역, 2007)의 내용과 일치한

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단순한 청유형 메시지보다는 화자의 실천 여부

를 보여주며 청유하는 메시지가 초등학생의 친환경 행동 의도를 높인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상호작용 행동 의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이 제로웨이스트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 개념을 인지한 후 실천 의

도를 가지는 데 혼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상호작용하는 것

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설문이라는 단시간 동안 상호작

용 행동 의도를 가지기는 어려워 메시지의 어미만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만들지 못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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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모든 영역의 환경 문제들이 중요하지만 최근 COVID-19로 인해 더욱

문제가 심각해진 쓰레기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친환경 행동

의도를 가졌으면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인 제로웨이스트가 유행하고 제로웨이스

트와 관련된 다양한 홍보, 서적, 다큐멘터리들이 나오고 있어 이 시기를

빌어 더욱 활발하게 초등학생들에게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

도를 높이고자 연구를 설계하였다.

여러 가지 환경교육의 영역에서는 다양한 정보 제공 방법을 이용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특히 설득 메시지를 통해

실천적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도모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다

양한 메시지 지향성 환경교육 선행연구들은 개인이 가진 가치 및 성향에

따라 조작된 요인에 나타나는 영향이 있는지를 비교하였는데 보편적인

정보 제공 자료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 효과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만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 또래 전달자의 역할을 보기 위하여 정보 전달

자의 연령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어미만을 활용하여 실험을 설계하

였다.

그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초등학생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는 정보 전달자

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전달자의 메시지를

접한 집단이 어른 전달자의 메시지를 접한 집단보다 친환경 행동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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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설득적 메시지에서 그들과 비슷하거나 동등

한 위치의 사람 즉,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운 사람을 메시지 전달자로 하

는 것과 모델의 유사성 중에서도 연령과 성별의 영향이 크다(Bandura,

1999, p.217)는 내용과 일치하며 또래 전달자를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초등학생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는 메시지 전달

어미(실천·청유형/청유형)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에서 메시지 어미(실천형/청유형)에 의해 받는 영향의 차이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결과 이후 다시 메시지를 설계하

여 메시지 어미를 ‘실천·청유형’과 ‘청유형’으로 바꾸어 또래 전달자만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 ‘실천·청유형’이

‘청유형’보다 친환경 행동 의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로 볼 때, 메시지 어미만을 활용한 작은 차이가 초등학생들의 친환경 행

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어미의 작은 차이가 정

보 전달자의 사진보다 시각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적인 메시지 프레이밍이 필요

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메시지 어미(실천형/청유형)와 정보 전달자(또래/어른)에 따른

메시지는 상호작용하여 초등학생의 친환경 행동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종합하면, 메시지 어미(실천형/청유형 어미)와 정보 전달자(또래/어른)

에 따른 초등학생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정보 전달자(또래/어른)와 연구 2에서 수정

한 메시지 어미(실천·청유형/청유형)에 따른 영향은 각각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47 -

제 2 절 연구의 의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초등학

생들이 제로웨이스트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친환경 행동 의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봄으로써 학

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제로웨이스트에 대해 홍보 및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긍정-부정 프레임, 과거-미래

지향 프레임 등의 프레이밍을 사용한 것과 달리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메시지의 어미만을 조작하여 프레이밍 해봄으로써 메시지의 작은 차이가

학생들의 친환경 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초등학생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 전달자와 메시지 전달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환경교

육을 할 때 또는 환경 행동을 촉구할 때, 그 전달 매체 안에는 정보 전

달자와 사용하는 메시지 어미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환경 교육 내

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나 학습지, 홍보물을 제작할 때 또래 전달자를 통

해 화자가 실천하고 있는 내용을 넣어 청유형 어미를 사용한다면 학생들

의 친환경 행동 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로웨이스트 실천

내용 전달의 효과적인 방법을 파악하여 학습에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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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가 메시지 어미에 따른 정보 제공 프레임과 정보 전달자에 따

른 메시지가 초등학생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에 주는 영

향에 대해 서술하고는 있으나 연구 결과를 반영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

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두드러지는 문제점인 쓰레기 문제의 대

안 중 하나인 제로웨이스트 실천에 대해서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제 실천 가능한 분야라 의미가 있기는

하나 환경교육에서 다루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메시지 어미에 따른 정

보 제공 프레임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보 전달원에 있음에도 또래와 어른의 정

보 전달원만 사용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또래 전달의 중요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방식으로 접근하였지만, 더 다양한 연령대의

정보 전달자를 활용하거나 동물이나 식물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등 더욱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연구의 결과를 다양하게 확장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인

만큼 그 결과를 다른 연령대에 적용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청소년들에게 설득적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들과 비슷하거나

동등한 위치의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기에 초등학교 고

학년을 대상으로는 또래 전달자가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

서 다른 연령대를 대상으로 진행할 경우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알맞은

이론적 배경을 적용하여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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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메시지에 사용되는 다양한 어미를 활용하여 작은 어미의

차이가 초등학생의 친환경 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후

속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에서

자주 사용되는 청유형 메시지를 이용해 그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

는 메시지 어미를 ‘실천형’과 ‘실천·청유형’으로만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하지만 더 많은 광고, 교육 자료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메시지

전달법을 찾아 연구 및 적용하여 더 큰 효과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초

등학생들에게 학교 교육, 가정 교육, 많은 매체들에서 친환경 행동 의도

를 촉구하는 많은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는 만큼 더욱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법을 찾을 수 있도록 추후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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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제로웨이스트 실천 메시지 및 설문지

(온라인 설문 진행)

부록 2.
내용타당성 검토 요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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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제로웨이스트 실천 메시지 및 설문지

● 설문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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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처치 전 사전 교육 자료

● 메시지 시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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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1- 또래-실천형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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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1, 연구 2 - 또래-청유형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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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1- 어른-실천형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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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1- 어른-청유형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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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2- 또래-실천·청유형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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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행동 의도 설문지(온라인 페이지가 많아 한글 문서로 대체)

다음은 여러분의 기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칸을 클릭해주세요.

1. 학생은 몇 학년 입니까? ① 남 ② 여

2.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5학년 ② 6학년

다음은 여러분의 친환경 행동 의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칸을 클릭해주세요.

다음 설문은 자료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될 예정이니 안심하고 응답하기 바랍니다.

매우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매우 그렇지 않다=1

문

항
다음의 친환경 행동을 실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5 4 3 2 1

1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로웨이스트 관련 정보를

더 찾아볼 것이다.

2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불편하더라도 나의

생활 습관을 바꿀 것이다.

3
재활용 마크를 보고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할 것이다.

<예시>

4 음식을 먹을 때는 먹을 만큼만 덜어 먹고 남기지 않을 것이다.

5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비닐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6 휴지나 물티슈보다는 걸레나 수건을 사용할 것이다.

7 종이는 되도록 이면지로 사용할 것이다.

8 학용품을 끝까지 사용할 것이다.

9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않을 것이다.

10
포장재 및 1회용품의 제공을 거절할 것이다.

<예시> 물건 담아주는 비닐이나 빨대, 물티슈 등

11
포장이 화려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물건은 되도록 사지

않을 것이다.

12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로웨이스트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13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

력하자고 말할 것이다.



- 67 -

<부록 2> 내용타당성 검토 요청지

◎ 검토자료 및 내용

검토 1. 어른 전달자와 또래 전달자

: 어른 전달자와 또래 전달자의 이미지

· 정보원 이미지의 적절성

· 디자인 배치의 적절성

검토 2. 메시지 어미에 따른 메시지(청유형/실천형)

: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이 청유(또는 권유)형으로 실천내용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환경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권보경입니다.

석사과정 논문의 설문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받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타당성 검토 요청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연구를 통해 ‘메시지 어미와 정보 전달자에 따른 메시지가

초등학생의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험 도구에 제시되는 ‘프레이밍에 따

른 메시지 내용’과 설문지에 포함될 ‘친환경행동의도’에 대한 설문 내

용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읽어봐주시고 검토요청내용에 대해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1. 9. 9.

연구자 : 권보경, 지도교수 : 류재명

소속 : 서울대학교 환경교육 협동과정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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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가, 정보원이 실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달하는가

에 따른 제로웨이스트 실천 홍보 내용

· 제로웨이스트 실천 메시지의 적절성

· 메시지 유형(어미)의 적절성

·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수준에의 내용의 적절성

검토 3. 친환경 행동의도 검사 문항

: 제로웨이스트 관련 친환경 행동의도 설문 문항

· 메시지와 문항 내용 간의 합치도 및 적절성

·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수준에의 내용의 적절성

◎ 설문내용에 대한 개괄

1. 대상 :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2. 연구주제 : 메시지 어미에 따른 또래 전달자의 메시지가

초등학생의 친환경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3. 독립변인 : 메시지 어미(청유형/실천형)에 따른 또래 전달자와 어른

전달자의 메시지

4. 종속변인 : 친환경 행동 의도

5. 메시지 프레이밍

: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결과를 치밀하게 계산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대상이나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

서도 어떻게 프레이밍된 정보를 접하느냐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데, Kahnman과 Tversky(1982)는 이를 ‘프레이밍 효과’라고 명명하였다.

기존의 메시지 프레이밍은 해석수준이론과 함께 ‘손실/이득’, ‘긍정/부정’

의 틀을 사용하여 많이 연구되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 전달자의 행위가 메시지 안에 들어가는지와 어미를 이용한 정보 제

공 방식의 차이가 친환경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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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또래 전달자 효과

: Bandura는 관찰학습 또는 모델링, 즉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

써 가치, 태도, 사고방식, 판단 기준, 인지 능력, 행동 등에서 변화가 나

타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Bandura, 1986, pp46-49). 여러 집단

유사성 중에서도 연령과 성별의 영향이 크다(Bandura, 1997; 김의철 등

역, 1999, p.217). 아이들은 모델의 유능성이 똑같을 경우, 성인 모델보다

또래 모델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즉, 또래 모델이 성인 모델보다

아이들의 효능감을 더 크게 높인다(Schunk & Hanson, 1985).

개인의 효능감은 물론 자신의 능력의 영향을 받지만, 한편으로 다른

사람의 성취, 수행을 관찰하는 것의 영향도 받는다. 대표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능력이 지닌 사람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과 비슷한 능력을 지닌 자신도 무난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고, 따라서 효능감이 높아진다(Bandura,

1982; Schunk & Hanson, 1987).

본 연구에서는 정보원이 또래일 때와 어른일 때의 차이가 친환경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7. 제로웨이스트 친환경행동의도

: 환경 행동 의도는 특정의 환경 행동을 실천에 옮기려는 개인의 경향이

나 의미를 말한다.(Marchinkowski, 1988). 많은 연구에서 행동 의도와 실

제 행동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주목했는데 행동 의도가 높은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다(평진영, 2017).

많은 연구에서 친환경 행동 의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지만 기

후 변화나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분야가 혼합된 측정 도구가 많았다.

폐기물 관련 또는 제로웨이스트에 관련된 친환경 행동 의도만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행동 중 제로웨이스

트 내용에 관련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고자 정철 등(2013)의 논문을 참고

하여 폐기물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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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1. 메시지 전달 이미지

A. 또래 전달자 B. 어른 전달자

조작

문항

또래 청유 어른 청유

또래 실천 어른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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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내

용

A. 또래전달자(초등학교 고학년)의 이미지로 적절한가?

( )점, 의견 :

B. 어른 전달자의 이미지로 적절한가?

( )점, 의견 :

A. 디자인의 배치가 적절한가?

( )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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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2. 정보 제공 프레이밍에 따른 메시지(청유형/실천형)
단순 정보 전달

(청유형 어미 “-합시다.”)

정보 실천자의 전달

(실천형 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메시

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합시다!

여러분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구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나요?

지구를 위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합시다.

1. 1회용품을 쓰지 말고 계속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합시다.

2.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제품은 구입 하지 맙시다.

3.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를 사용합시다.

4. 쓰레기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합시다.

5. 휴지나 물티슈보다는 손수건, 행주, 걸레 등을 사용합시다.

6. 이면지를 사용합시다.

7.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않고 학용품은 끝까지 다 씁시다.

8. 음식은 먹을 만큼만 덜어 먹고 잔반을 남기지 맙시다.

9. 제로웨이스트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시다.

조금 귀찮더라도 깨끗한 지구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구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나요?

저는 지구를 위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1. 1회용품을 쓰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2.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제품은 구입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3.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있어요!

4. 쓰레기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하고 있어요!

5. 휴지나 물티슈보다는 손수건, 행주, 걸레 등을 사용하고 있어요!

6. 이면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7.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않고 학용품을 끝까지 다 쓰고 있어요!

8. 음식은 먹을 만큼만 덜어 먹고 잔반을 남기지 않고 있어요!

9. 제로웨이스트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조금 귀찮더라도 깨끗한 지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토

내용

제로웨이스트 실천 내용들이 적절한가?

( )점, 의견 :

제로웨이스트 실천 내용들이 적절한가?

( )점, 의견 :

청유형으로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있는가?

( )점, 의견 :

실천형으로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있는가?

( )점, 의견 :

초등학생 수준에 적절한가? (어휘 수준, 내용 측면 등에서)

( )점, 의견 :

초등학생 수준에 적절한가? (어휘 수준, 내용 측면 등에서)

( )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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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3. 친환경행동의도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 매우 그렇다 :5점)
※ 정철 등(2013)의 논문을 참고하여 폐기물 관련 친환경 행동 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검토

내용
문항 묻고자 하는 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는가?

초등학생 수준에 적절한가? (어휘, 내용 측면 등

에서)

친환경

행동

의도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로웨이스트 관련

정보를 더 찾아볼 것이다.

( )점, 의견 : ( )점, 의견 :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불편하더라도

나의 생활 습관을 바꿀 것이다.

( )점, 의견 : ( )점, 의견 :

재활용 마크를 보고 분리배출을 철저히 할 것이다.
( )점, 의견 : ( )점, 의견 :

음식을 먹을 때는 먹을 만큼만 덜어 먹고 남기지

않을 것이다.

( )점, 의견 : ( )점, 의견 :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비닐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

다.

( )점, 의견 : ( )점, 의견 :

휴지나 물티슈보다는 걸레나 수건을 사용할 것이

다.

( )점, 의견 : ( )점, 의견 :

종이는 되도록 이면지로 사용할 것이다.
( )점, 의견 : ( )점, 의견 :

학용품을 끝까지 사용할 것이다.
( )점, 의견 : ( )점, 의견 :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않을 것이다.
( )점, 의견 : ( )점, 의견 :

포장 용기 및 1회용품 제공을 거절할 것이다.
( )점, 의견 : ( )점, 의견 :

포장이 화려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물건을 되도

록 사지 않을 것이다.

( )점, 의견 : ( )점, 의견 :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로웨이스트에 대해 알려

주고 싶다.

( )점, 의견 : ( )점, 의견 :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할 것이다.

( )점, 의견 : ( )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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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fferences in the inten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eco-friendly behavior according

to message endings and sources

- Focused on zero waste -

Bokyeong Kwo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t present, the garbage problem is very serious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disposable waste has emerged seriously

due to COVID-19. As a result, the zero-waist movement to reduce or

not make waste is gaining popularity. Therefore, in this study, an

environmental education study related to ‘Zero Waste’, an effort not

to make waste, was conducted.

Interest and efforts in the garbage problem should be made from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tarting point of school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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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However, education in schools has temporal and spatial

limitations, and it is difficult to form eco-friendly intention to act or

eco-friendly lifestyle with a small amount of experience and practi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se more universal and strategic

educational materials to influence students’ intention to act

eco-friendl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how the zero-waist

practice message according to the message endings(requesting

type/acting type) and the sources(peer/adult) affects the eco-friendly

behavioral inten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research question was examined by setting wheth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ten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co-friendly behavior related to zero-waist according to the message

endings(requesting type/acting type) and the sources(peer/adult).

In Study 1, four types of experimental stimuli were randomly

distributed to 488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5th and 6th grades in

Daejeon city. As a result of the study, elementary school students'

zero-waist-related eco-friendly behavioral intentions according to

message endings(requesting type/acting type) and sources(peer/adult)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nor did they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message ending(requesting

type/acting type).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ources(peer/adult). Therefore, Study 2 was

conducted by setting source only as peers, and revising and

supplementing messages into ‘requesting type’ and ‘acting·requesting

type’.

In Study 2, two types of experimental stimuli were randomly

distributed to 120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5th and 6th grad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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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eon city and Gyeonggi Provinc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essage of ‘acting·requesting type’ of peer source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inten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act in the

Zero Waist eco-friendly manner.

Based on this, it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deliver messages that consider framing using message endings and

sources by applying them to various environmental messages in

environmental education as well as garbage problems.

keywords : Message ending, source, zero waist, eco-friendly

behavioral intention.

Student Number : 2020-2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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