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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 환경교육은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을 교육하면 환경에 대한 태도가

친환경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KAB 모형’, 상황적 요인과 행동 의도가

있을 때 실현된다는 ‘책임 있는 환경 행동(REB) 모형’, 개인과 환경을

밀접하게 만드는 ‘환경 행동 흐름도 모형’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위

모형들은 환경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환경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도적인 환경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

도적인 환경교육은 피교육자의 친환경적 행동으로의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의도적인 환경교육을

배제한 교육과정하에서 ‘무의지적’으로 학생들의 본능적인 욕구를 이용하

여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았다. 그 방법은 Nudge(넛지) 이론을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환경 행동 변화를 설명하는 변인으로서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조작적 정의하고 무의지 환경 소속감의 영향력을 검증해보았다. 무의지

환경 소속감이란 넛지를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무의지적으로 만

들어 주는 과정에서 소속의 이름을 환경 관련 이름으로 만들어 주는 것

을 뜻한다.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소속감을 무의적으로 심어준 후 환

경 행동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절차 다음과 같았다.

일산에 소재한 A 초등학교의 5학년 4학급, 6학년 3학급의 학생 총 172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사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SwichSeat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반을 4개의 그룹으로 그룹핑하였

다. 그룹의 이름은 교사가 만들어 주었다(무의지 소속감 넛지). 환경과

관련 있는 그룹의 이름은 각각 1) 환경, 2) 생태계로 정했다. 환경과 관

련 없는 비환경 그룹의 이름은 각각 3) 성실, 4) 정의로 정했다. 3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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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룹별 실험 참가자들에게 환경을 위해 얼마나 기꺼이 행동을 바꾸려

하는지에 대한 행동 의사를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를 마친 후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진행하

였다. 분석 결과,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갖게 된 학생들이 긍정적 환경

행동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위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첫

째, 이제는 무의지 환경 소속감 넛지(Nudge)를 활용한 환경교육을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환경 소속감을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바람직한 환경

행동을 갖게 된다면 이만큼 간단한 환경교육 방법은 없을 것이다. 둘째,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통한 환경교육은 학교를 넘어 사회로 확장시킬 수

있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속에 환경 관련 이름을 결부시키는 것

은 충분히 현실화 가능하며, 위 연구결과와 같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통한 환경교육은 사회적

비용 없이 환경적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 단지 소속의 이름만 환경과

관련된 단어로 바꾸는 것만으로 환경 행동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방안으로 발전할 수 있

다. 넷째, 개인이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갖게 되어 쓰레기 2번 버릴 것을

1번 버리게 되고, 재활용 안 할 것을 재활용하게 된다면,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넛지를 통한 환경교육의 후속 연구를 위해 다

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무의지 환경 소속감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피실험 대상은 초등학생에 국한되어

있다.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통한 사회로의 환경교육 확장을 위해서는

넛지 효과가 타 집단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요구된다. 셋째,

소속감 넛지 외의 다른 넛지를 통한 환경교육도 착안해 보아야 한다.

주요어 : 소속감, 넛지, 환경 행동, 무의지 소속감 넛지, 환경교육

학 번 : 2019-2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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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수 세기 동안 이루어져 온 환경 파괴가 최근 이상기후 등 표면적인 문

제로 드러나게 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대책이 필요하다(남상준, 1995). 근본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개인이 친환경적 태도를 갖고 친환경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초등학교 교육은 간학문적 접근을 통해 학

생들의 환경에 대한 친환경적 태도를 기르고 환경 가치관의 기초를 쌓아

친환경 행동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서우석, 1999). 특히 최영분

(2002)은 한 개인이 지니는 환경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은 태어나면서부

터 형성되고 성장해감에 따라 점차 구체화 되어가며, 일단 형성된 태도

나 가치관은 쉽게 변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등학교 환경교육

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2019 국민 환경 의식조사에 따르면, 사회 전반의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응답한 비율은 91.4%로 국민들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

지하고 있다. 반면 환경 행동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조사에서는 ‘다소 불

편하더라도 친화적 행동을 우선하다’라고 답한 비율이 67.9%로 낮은 수

준이다. ‘주변 사람보다 더 많이 실천한다.’라고 답한 비율도 48.7%에 그

친다. 즉, 기후위기를 통해서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사람들은 그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환경보존에 대한 친환경 행동으로는 나

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환경교육은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을 교육하면 환경에 대한

태도가 친환경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KAB 모형’, 상황적 요인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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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있을 때 실현된다는 ‘책임 있는 환경 행동(REB) 모형’, 개인과

환경을 밀접하게 만드는 ‘환경 행동 흐름도 모형’ 등을 바탕으로 한다.

위 모형들은 환경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환경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의도적인 환경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위 결과에

서 보듯이 이와 같은 의도적인 환경교육이 친환경적 행동으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의도적인 환경교육을 배제한 교육과정 하에서 ‘무

의지적’으로 학생들의 본능적인 욕구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넛지(Nudge)는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이

다.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와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

은 저서를 통해 넛지를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넛지 이론에 따르면 길거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팻말을 세워놓는 것보다 녹색 화단을 꾸

며 놓는 것이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넛지 이론은 인간이

합리적인 사고를 중심으로 행동한다는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전제를 뒤

집는다. 의도를 가진 행동보다 의도를 갖지 않는 비합리성에 주목한다.

넛지는 보다 바람직한 선택을 유도하지만 강제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방

식, 자연스러운 방식, 간접적이고 무의지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행동에 개

입한다.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행동

을 변화시킬 수 있다(문경호, 2018).

넛지에 관한 연구는 2009년에 ‘넛지’라는 단행본에서 시작되었으며, 아

직 초기 단계이다. 그러나 넛지는 공공연하게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넛지를 빈번히 사용하

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육은 의도를 가지고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 했다. 의도적이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 넛

지 활용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이러한 넛

지를 인정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 강제적이지

않은 방법이지만 큰 효과가 있는 넛지 효과를 교육에 적용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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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본능적 욕구를 살펴봐야 한다. 아

동기 학생들의 가장 큰 욕구 중 하나는 소속감이다. Freud는 개인이 집

단에 속해있을 때 심리적 안정과 바른 선택을 돕는다고 생각했고, Adler

는 인간은 사회의 일원이므로 고립된 존재로 이해될 수 없으며 소속감이

충족되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Corsini, 2007).

Maslow(1954)는 욕구 5단계 설에서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설명

하였는데, 생존과 관련된 욕구 이후 소속 욕구 충족이 바탕이 되어야만

자아실현의 동기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아동기에

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시기로 소속에 대한 무의지 자각이 시작된다.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학교, 학원, 가족, 친구, 동아리 등에서 다양한

소속감을 갖게 되고, 그 소속감에서 다양한 욕구가 실현된다. 이러한 다

양한 욕구가 실현되는 과정을 무의지적 환경 소속감과 관련시킨다면 환

경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환경 행동 변화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서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설정하고, 무의지 환경 소속감의 영향력을 검

증해보고자 한다. 무의지 환경 소속감이란, 넛지를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무의지적으로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소속의 이름을 환경 관련

이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뜻한다.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소속감을 무의적으로 심어준 후 환경 행동에

대한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실험 방식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그

룹별로 각각 무의지 환경 소속감과 무의지 비환경 소속감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무의지 환경 소속감이란 무의지로 환경 이름을 갖게

된 소속감이고, 무의지 비환경 소속감이란 무의지로 환경 외의 이름을

갖게 된 소속감을 뜻한다. 3주 뒤에 그룹별로 환경 행동에 대한 설문 조

사를 진행하여 무의지 환경 소속감 넛지의 영향력에 대해 검증할 것이

다. 무의지 환경 소속감의 영향력을 탐색해봄으로써 아이들의 환경 행동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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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학생들에게 의도적인 환경교육이 아니더라도 무의지 환경 소속감 넛지

를 통해 학생들의 환경 행동에 변화가 있다면 매우 효율적인 환경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환경 행동

변화를 설명하는 변인으로서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설정하고 무의지 환

경 소속감의 영향력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연구가설 : 무의지 환경 소속감은 학생들의 환경 행동에 긍정적 영

향을 줄 것이다.

위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가진 학생들과 무의지

비환경 소속감을 가진 학생들의 환경 행동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또한,

무의지 환경 소속감이 학생들의 환경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알아

야 한다.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무의지 환경 소속감과 무의지 비환경 소속감이 학생들의 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무의지 환경 소속감은 초등학생의 환경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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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절차

연구를 시작하기 전, 넛지, 소속감, 환경 행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

찰하면서 연구의 필요성을 생각했다. 넛지, 소속감, 환경 행동에 대한 이

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무의지 환경 소속감 넛지’를 조작적 정의하였고,

무의지 환경 소속감이 학생들의 환경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

설을 세운 뒤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실험 3달 전, 일산에 소재한 Y 초등학교 5학년 1개 학급에서 파일럿 실

험을 실시하였다. 파일럿 실험을 통해 연구의 방향성이 옳은지 확인하고

자 하였다. 한 학급의 학생들에 대해 무작위로 4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2

개 그룹은 환경 이름을 갖게 된 그룹(실험군), 나머지 2개 그룹은 비환경

이름을 갖게 된 그룹(대조군)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무의지 소속감을 갖

게 된 후 3주 후에 환경을 위해 얼마나 기꺼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 하

는지에 관한 행동 의사를 묻는 설문 조사를 하였다.

실제 실험은 Y 초등학교 5학년 4개 학급, 6학년 3개 학급에서 이루어졌

다. 파일럿 실험과 마찬가지로 각 학급에서 무의지 환경 소속감 집단과

무의지 비환경 소속감 집단으로 나누어 3주간 소속감을 갖게 하였다. 무

의지 소속감 외 환경 행동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환경교육 활동은 자제

하였다. 소속감을 갖게 된 3주 후, 환경 행동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

였다.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은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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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절차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 넛지 이론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 소속감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 환경 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

연구 설계
- 연구 가설 선정

- 연구 계획 수립

↓

파일럿 실험

- 실험군, 대조군 분류

- 무의지 소속감에 따른 환경 행동 변화

파일럿 실험 실시

↓

연구 설계

- 파일럿 실험을 바탕으로 실험 정교화

- 연구대상자 선정

- 검사 도구 선정

↓

실험
- 무의지 소속감을 실험군, 대조군에 3주간

제시

↓

실험 후 - 환경 행동 측정

↓

연구 결과 정리
- 결과 분석

-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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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넛지

1. 넛지의 개념

넛지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이다.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와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은 저서를

통해 넛지를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새롭게 정의

했다. 강요, 의도적 행동, 명령이 아닌 옆구리를 툭 치듯이 부드럽게 혹

은 무의지적 개입을 통해 타인의 행동을 올바르게 유도하는 것을 말한

다. 넛지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직접적인, 의도적인 방법이

아닌 간접적으로, 무의지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길거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

는 팻말을 세워놓는 것보다 녹색 화단을 꾸며 놓는 것이 쓰레기를 줄이

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넛지는 보다 바람직한 선택을 유도하지만 강제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방

식으로 개입하여 개인의 선택 자유를 보장한다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에 기초한다. 어떤 선택을 의도, 강요하거나 특정한 보상을 투입하지 않

고 의도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문경호,

2019).

다양한 광고, 설득 기술, 교육이론을 보면 넛지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넛지는 사용되고 있었지만 인지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마찬가지

로 지금까지 교육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려

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넛지 활용에 대한 연구나 실험은 많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넛지 이론의 등장으로 넛지는 교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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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

다.

또래 집단의 영향력, 교사의 말 한마디, 도덕적 모범 모델, 모방 이론,

소속감의 역할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사건에서 넛지의 원리가 숨

어 있다. 학생들에게 인성이나 미래, 예의, 신뢰에 대하여 정의를 알려주

는 것보다 교사가 직접 예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주변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헌혈의 좋은

점을 배운 학생들보다 누군가의 헌혈을 지켜본 학생들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할 확률이 높았다(J. P. Rushton & A.C Campbell, 1977). 이렇게 직

접적이고 의도적인 교육보다 간접적이고 비의도적인 넛지 교육이 더욱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넛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식하고 있진 않지만, 모든 분야

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넛지가 학생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넛지를 인정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넛지 효과를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행동을 보다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넛지에 관해 탐구한 후 넛지 효과를 환경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2. 넛지의 방법론적 유형

강준만(2016)은 인간적 추구 성향 중심으로 넛지의 방법론적 유형을 1)

인지적 효율성, 2) 유도성, 3) 흥미성, 4) 긍정성, 5) 비교성, 6) 일관성,

7) 타성으로 제시한다. 넛지의 7가지 종류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넛지 연

구에 가장 많이 거론된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넛지를

확장하면 더욱 다양한 방법론적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넛지 방법론적 유

형’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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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넛지 방법론적 유형(강준만, 2016)

방법론적 유형 내용 현실 적용 가능성

인지적 효율성

(cognitive

efficiency)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많은 자

원을 소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깊게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

는 성향으로 인해 자신의 경

험 혹은 자주 들어서 익숙하

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

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경

향을 고려하거나 이용한다.

정크푸드를 비판하는 대신에

몸에 좋은 음식을 눈에 잘 띄

는 위치에 놓는 것처럼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것의 가시성,

가용성을 높이거나 반대로 가

시성·가용성이 낮아 외면되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찾아내 해

결의 해법을 모색한다.

유도성

(affordance)

사과의 빨간색이 따 먹고자

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것처럼

‘어떤 형태나 이미지가 행위

를 유도하는 힘’ 또는 ‘대상의

어떤 속성이 유기체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

거나 특정 행동을 쉽게 하게

하는 성질’을 활용한다.

지하철 착석 방식을 유도하는

스티커처럼 특정 행동을 유도

하거나 ‘무주의 맹시’나 ‘터널

비전’으로 인한 지각력의 한

계를 넘어설 수 있게 만드는

사회적 디자인을 구상하고 눈

에 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볼 수 있게끔 만든다.

흥미성

(interest)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면 어

떠한 활동이든 기꺼이 한다”

는 ‘재미 이론’과 우리 인간의

삶은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

한 투쟁이라는 ‘인정 투쟁 이

론’에 근거해 사람들의 재미

와 인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

파리 한 마리가 그려진 소변

기나 발을 디디면 소리가 나

는 피아노 계단처럼 공익적

캠페인을 사람들의 재미나 호

기심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

으로 설계하는 동시에 공익적

활동과 연계시키는 사회적 디

자인을 개발한다.

긍정성

(positivity)

사람들이 똑같거나 오히려 자

신에게 불리한 경우인데도 긍

정적 프레임으로 제시된 담론

을 선호하는 경향에 주목해

언론의 공익적 보도와 공공

캠페인의 프레임을 긍정적 방

향으로 바꾸게끔 노력한다.

기존 공공 계몽 담론의 프레

임을 분석하면서 더 나은 대

안적 프레임을 연구해 제시

하고, 특히 부정성이 두드러

지는 공공적 담론 프레임을

긍정성으로 바꾸는 시도를

커뮤니케이션 연구자와 학생

들의 과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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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적 유형 내용 현실 적용 가능성

비교성

(comparability)

공공 담론의 프레임과 내용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간의 본성이 긍정적인 방향

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함으

로써 한국인들의 강한 ‘비교

성향’이 자부심과 행복감의

낮은 주요 이유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개혁한다.

공익적 캠페인 등에서 사람

들의 비교 성향과 ‘사회적

증거’에 따른 행위가 긍정적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

며, 이를 위해 한국 특유의

‘수치의 문화’가 공익적 동력

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일관성

(consistency)

사람의 의견 형성과 태도 변

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메커니즘은 조화를 이루기 위

한 것이 아니라 부조화를 줄

이기 위한 것이며, 이와 관련

된 일관성 유지 성향을 공익

적 목적의 활동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찾는다.

처음엔 부담감이 적은 부탁

을 해 허락을 받으면 그 다

음엔 점차 큰 부탁도 들어주

기 쉽게 된다는 ‘문전 걸치

기 전략’과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답변에 행동을 일

치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순 측정 효과’를 활용한

다.

타성

(inertia)

사람들이 현재의 상태에 그대

로 머물고자 하며, 귀찮은 것

을 싫어하고, 자신의 소유 경

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타성을

감안한 공공적 선택설계를 하

고 그런 타성을 윤리적 수준

에서 이용해 공익을 증진시키

는 방안들을 모색한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윤리적

인 ‘디폴트 옵션’을 설계할

수 있게끔 사람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기업들의 ‘체험

마케팅’을 원용해 재미가 가

미된 공익적 활동의 체험 기

회를 제공하는 기획을 민간

차원의 상례적 업무로 삼는

다.

위 표의 다양한 넛지의 방법 중 ‘유도성’과 ‘비교성’을 활용하여 연구방

법을 계획하고자 한다. 유도성은 대상의 어떤 속성이 유기체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거나 특정 행동을 쉽게 하는 성질이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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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시카고 레이크 쇼어는 세계에서 가장 경치 좋은 도심 도로이지만, 급

커브 구간이 빈번해서 사고가 많다. 많은 생각 끝에 정부는 커브 시작

지점부터 가로로 흰 선을 그어서, 커브에 가까워질수록 선과 선 간격이

좁아져 속도감이 커지게 만들었다. 아름다움에 정신이 팔린 운전자라도

질주 본능에 무의식적으로 제동을 걸 수밖에 없게끔 함으로써 교통사고

를 줄였다(Thaler & Sunstein, 2008/2009).

비교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한다.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

이지만, 무턱대고 자신을 아무하고나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유

사성에 대한 욕구(The need for similarity)’에 따라 자신과 비슷한 사람

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려고 한다(김재휘, 2013; Langer, 2005/2008;

Mayer, 2014/2015).

치알디니(Cialdini, 2007/2008) 연구팀은 두 가지 종류의 카드를 만들고,

호텔 지배인의 도움을 받아 객실에 카드를 놓았다. 한 카드는 환경 보호

와 관련된 것으로 ‘수건 재사용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힘을 보태고 자연보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라는 내용이었다.

다른 카드는 ‘호텔을 이용하는 손님 대부분이 숙박 기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수건을 재사용한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적었다. ‘호텔을 이용하

는 손님 대부분이 숙박 기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수건을 재사용한

다.’라는 카드 내용을 본 손님들의 수건 재사용 참여율이 26%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

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비슷한 연구가 활용된 사례를 보면 이해가 더 수월하다. 호주의 뉴사우

스웨일스주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데 그린 넛지 방식을 활용하였다.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상투적 구호 대신,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이

웃집이나 마을 전체의 사용량과 비교하는 그래프를 그린 세금고지서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 이 방식은 큰 효과를 거두었다(허진석, 2013).

환경 소속감을 갖게 된 학생들은 환경 소속감 속에서 다른 학생들과 무

의식적으로 비교를 하게 된다. 다른 학생들이 어떤 친환경적 행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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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는지, 주변에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

는지를 살펴본 후 자신의 행동과 무의식적으로 비교한다. ‘유사성에 대한

욕구(The need for similarity)’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주변 학생들과 비

교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쉽게 보여도 잘 풀리지 않

는다. 사람들은 쉬운 문제를 복잡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방법과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문제는 넛

지의 효과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성적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넛지의 비합리적인 힘, 보이지 않던 해결책을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넛지의 힘이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은 넛지의 탐구대상으로 거의 되지 않고 있지만, 넛지는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발자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도성과 비교성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환경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방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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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속감

1. 소속감의 정의

소속감은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지원, 존중,

수용의 느낌을 받을 때 생기는 연대감과 정서적인 안정으로도 정의된다

(Washburn, 2009 재인용). Freud(1959)는 개인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설명하였고, Adler는 인간은 사회의 일원

이기 때문에 고립된 존재로 이해될 수 없으며 소속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을 느낀다고 하였다(Corsini, 2004). Kohut(1984)는 사회 소속이 높

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더욱 잘 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

들이 낮은 자존감과 불안, 우울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

다고 말한다. Baumeister & Leary (1995)는 소속감이 긍정적인 정서 상

황, 행복, 고요함, 만족감, 기쁨, 올바른 행동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학교는 많은 소속감을 갖게 되는 장소이다. 크게는 학교, 작게는 짝궁,

조별, 동아리, 반 등 학생들은 다양한 소속감을 갖게 된다. 이때 소속감

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게 되고, 불안감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선행 연구들은 심리적 문제와 부정적 행동을 완충하는 사회

심리적 변인으로 소속감을 들고 있다(김철호, 2008).

소속감이 학교생활의 만족과 올바른 행동을 중요한 변인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소속감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소속감이 높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철호, 2008). 학교에서 느끼는 소속감은 청소년의 정신건강뿐

만 아니라 학교 적응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이 선행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Washbur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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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감과 환경 행동

최근 학교는 지식 습득보다는 사회성, 인간성 발달의 장으로 인식됨에

따라 소속감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학교에서 느끼는 소속감은 학생들

이 학교와 교실에서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받

아들여지고, 어떤 집단에 포함되어 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다는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Goodenow, 1992; Goodenow, 1993a).

초등학교 고학년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시기로, 자신을 둘

러싼 환경에 대한 자각이 시작되고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를

경험한다(Santrock, 2004). 초등학교 고학년의 소속감은 학생들의 인지,

정서, 행동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에 따

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높은 소속감을 갖고 있는

경우 학교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urrer &

Skinner, 2003).

이와 동시에 초등학교 고학년은 환경교육 수업을 본격적으로 받는 시기

이다. 따라서 소속감과 환경 행동을 연결하는 과정은 매우 의미 있는 일

이다. 소속감이 충족되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러한 태도가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시킨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규범을 따르고 집단의 목표달성에 동참하고

자 하는 의지와 동기를 향상시킨다(정승원, 2012). 사회적 소속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높

은 신뢰성은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이

수진, 2007). 인간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고립된 존재로 이해될 수 없으

며 누구나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곳에 일원으로 소속되고자 하는 욕

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속감은 학생들의 행동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Bandura, 1988; Goodenow, 1992; Fiarcloth &

Hamm,2005; Maslow, 1962). 즉, 소속감이 충족된다는 것만으로도 학생

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참여를 유도한다.

지금까지의 소속감과 관련된 연구에서 더 나아가 환경에 대한 소속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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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지를 활용하여 무의지로 주었을 때 아이들의 환경 행동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소속감을 만들어 주어, 그 소

속감이 학생들의 환경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의지를 갖고 환경단체를 만들었을 때, 학생들의 의지에 기반한

긍정적 환경 행동이 예상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의지를 갖지 않은 채 환

경에 대한 소속감이 생긴다면, 즉 넛지를 활용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 궁

금증이 생겼다.

본 연구는 무의지적으로 갖게 된 환경에 대한 소속감이 학생들의 환경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하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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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환경 행동

1. 환경 행동의 개념

환경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올바른 행동은 환경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단지 환경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만

으로는 궁극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Iozzi,

1989).

Hungerford & Volk는 환경교육의 목표를 ‘환경과 인간 각각의 소중함

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들 간에 상호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환

경적인 지식을 알고 관련 기능을 갖춰 개인적으로나 연대적으로나 헌신

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남상준

(1995)은 환경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정의

적 특성을 갖게 하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의사 결정과 실천적 활동을

이끌어 내는 것’라고 하였다. 서우석(1999)은 ‘환경에 대한 지식, 기능, 태

도 및 가치 등을 통합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며, 환경을 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친화적 행동을 창출하는 것이 환경교육이 추구하는 목

적’이라고 말한다. 많은 연구자가 환경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환경 행동이라고 말한다. 따

라서 환경교육은 지식적 측면보다는 정의적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환경

태도를 길러 친환경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 행동은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환경 결과를 만들기 위한 개인과 집

단의 결정, 계획, 실행, 반영을 포함한 의도된 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Emmons, 1994). Hungerford & Volk(1990)는 <표 2-2>와 같이 환경교

육의 상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하위 목표를 환경 행동으로 정하

였다. 환경 행동은 친환경적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활용,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감소, 친환경 제품 사용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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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Hungerford & Volk(1990)에 의한 환경교육의 목표

상위 목표

환경과 인간 각각의 소중함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들 간에 상호 평형을 유

지하는 데 필요한 환경적인 지식을 알고 관련 기능을 갖춰 개인적으로나 연

대적으로나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것

하위목표 단계 1 하위목표 단계 2 하위목표 단계 3 하위목표 단계 4

생태학적 기초 단

계. 생태학적 기

초 지식을 알도록

하여 환경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생

태적으로 바람직

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문제와 가치에 대

한 개념 인식 단

계. 개인적으로

또는 연대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가에 따라 우리의

삶과 환경의 질이

결정된다는 사실

을 인식.

조사 및 평가 단

계. 환경 문제를

조사하고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고안하고

적절성을 평가.

환경과 인간 각각

의 소중함을 저해

하지 않으면서 이

들 간에 상호 평

형을 유지하기 위

한 환경 행동을

함.

2. 환경 행동의 구성요소

이러한 환경 행동은 Hungerford와 Peton(1976)의 환경 행동 구성요소

를 바탕으로 한다. Hungerford와 Peton(1976)의 환경 행동 구성요소는

설득(persuasion), 소비주의(consumerism), 정치적 행위(political action),

법적 행위(legal action), 생태관리(ecomanagement)이다(<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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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Hungerford와 Petion(1976)의 환경 행동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의미

설득

(persuasion)
환경쟁점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

이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는 환경 행위

소비주의

(consumerism)
환경쟁점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금전

적 지원이나 재정적 압력을 사용하는 환경 행위

정치적 행동

(political action)
환경쟁점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정치

적 절차, 조직, 정당, 기관을 이용하는 환경 행위

법적 행동

(legal action)
환경쟁점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현행

법을 지지하거나 단속하도록 하는 환경 행위

생태관리

(ecomanagement)
환경쟁점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자연

세계에서 직접 일하는 환경 행위

Smith-sebasto & D’ costa(1995)는 Hugerford & Peton(1980)의 구성요

소에 학습 행동을 추가하였다. Smith-sebasto & D’ costa(1995)의 환경

행동 구성요소는 시민 행동(civic action), 학습 행동(educational action),

경제적 행동(financial action), 법적 행동(legal action), 육체적 행동

(physical action), 설득적 행동(persuasive action)이다(<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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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Smith-sebasto & D’ costa(1995)의 환경 행동 구성요소

구성요소 의미

시민 행동

(civic action)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금전적이 대가와 설득전략과는

무관한 상태로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 자연 환경보전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동들

학습 행동

(educational

action)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환경적인 과제나 문제점들에 대

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행동

경제적 행동

(financial action)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금전적으로 교환될 수 있거

나 교환 보유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자연 환경보

전을 목적으로 표현된 행동

법적 행동

(legal action)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환경적인 법의 부가적인 측면을

목적으로 받아들여진 법률적 및 사법적인 행동.

육체적 행동

(physical action)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금전적인 교환조건이 아니며 다

소 운동적인 노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행동

설득적 행동

(persuasive action)

어떤 비금전적인 의도를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목적으로 받아들여진 행동

Hugerford & Peton(1980)과 Smith-sebasto & D’ costa(1995)의 환경

행동 구성요소는 초등학생이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국가환경교육 표준 지침 연구’는 초등학생 입장에서 적절한 수준

의 ‘환경보전의 실천’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최석진 외, 2007). 이 영역에

서 제시된 환경 행동의 목표는 표<2-5>와 같다.



- 20 -

<표 2-5> 최석진 외(2007). 국가환경교육 표준 지침 연구. pp 276-281.

구성요소 의미

시민 행동

(civic action)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금전적이 대가와 설득전략과는

무관한 상태로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 자연 환경보전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동들

학습 행동

(educational action)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환경적인 과제나 문제점들에 대

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행동

경제적 행동

(financial action)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금전적으로 교환될 수 있거

나 교환보유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자연 환경보전

을 목적으로 표현된 행동

법적 행동

(legal action)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환경적인 법의 부가적인 측면을

목적으로 받아들여진 법률적 및 사법적인 행동.

육체적 행동

(physical action)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금전적인 교환조건이 아니며 다

소 운동적인 노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행동

설득적 행동

(persuasive action)

어떤 비금전적인 의도를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목적으로 받아들여진 행동

서은정(2011)은 환경 행동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바

탕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환경 행동은 친환경 물품을 사용하고, 행동 절약

및 재활용을 실천하며, 환경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주변 사람들과 환경

에 대해 상호작용하고, 환경 행동의 수준은 소비자 행동, 육체적 행동,

학습 행동, 상호작용 행동과 같은 환경 행동을 행한 정도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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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러한 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

었다. 환경교육의 고전 방법으로 환경 및 환경 이슈 실태와 관련된 많은

지식을 교육하면 친환경 환경 행동으로 발현될 것이라는 KAB 모형이

있다. 상황적 요인과 행동 의도가 있을 때 실현된다는 책임 있는 환경

행동(REB) 모형, ‘환경 행동 흐름도’를 제시한 Hunger ford &

Volk(1990)의 모형 등이 있다.

KAB모형에 따르면 교육받은 환경지식(Knowledge)은 환경적인 태도

(Attitude)를 만들고 환경적인 태도(Attitude)가 환경 행동(Behavior)으로

유도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1>와 같다.

<그림 2-1> KAB 모형

환경 지식(Knowledge)

↓

환경적인 태도(Attitude)

↓

환경 행동(Behavior)

Hines(1986-1987)은 책임 있는 환경 행동(REB) 모형은 환경 행동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환경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상황적

요인과 행동 의도로 분류하였다. 행동 의도는 행위 기술, 행동 전략에 대

한 지식, 문제에 대한 지식, 개인적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동 의도

와 상황적 요인이 결합했을 때 책임 있는 환경 행동을 하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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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Hines의 REB 모형

행동능력 상황적 요인

행동 전략에

대한 지식

행동 의도

책임 있는 환경 행동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문제에 대한

지식

개인적 요인

Hungerford & Volk(1990)는 위 연구들을 종합하여 ‘환경 행동 흐름도’

를 만들었다. 환경 행동은 개인에서 시작하는 기초변인으로 시작하여 개

인과 환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주인의식 변인과 개인

이 자신감을 갖도록 만드는 역량 변인으로 완성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3>와 같다.

<그림 2-3> Hygerford & Volk(1990)의 환경 행동 흐름도

기초변인 → 주인의식 변인 → 역량 변인 →

사

회

시

민

적

행

동

변인 변인 변인

환경 감수성

깊이 있는 지식

환경과 환경

문제에 대한

개인적 쓸모

환경 행동 전략과

관련된 지식

통제 소재

환경 행동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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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선행 연구들은 환경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환경 행동 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환경교

육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금까지 환경 행동 연구와는 다르게 환경에 대한 관

심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환경교육이 아닌 의도를 갖지 않은 환경교육

을 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 방법은 Nudge(넛지)와 소속감 이론

을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서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조작적 정의하였다. 무의지 환경 소

속감 넛지가 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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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무의지 소속감 넛지

물리학자 P. W. Bridgman(1927)이 처음 사용한 ‘조작적 정의’란 어떤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과학적 지식은 관찰할 수 있는

반복적 조작에 의해 객관화되며, 의미도 구체적 사태의 조작에 의해 드

러난다고 본다. 실험과 같은 양적 연구에서 연구가설을 세우거나 실험을

시작할 때 연구목적에 맞게 용어를 정의하는 것도 일종의 조작적 정의이

다. 조작적 정의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개념에도 적용된

다(교육평가용어사전, 2004).

‘무의지 소속감 넛지’라는 용어를 연구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를 내렸

다. 넛지란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뜻이다. 넛지,

소속감, 환경 행동의 이론들을 통해 본다면, 학교는 수많은 넛지와 소속

감이 작용하는 곳이다. 넛지, 소속감 이론을 종합하여 ‘무의지 소속감 넛

지’를 조작적 정의하였다.

무의지 소속감 넛지란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무의지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의지를 가진 채로 환경동아리를 만

들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무의지 소속감 넛지는 누군가

가 학생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환경 소속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의지로 환경 이름을 갖게 된 소속감을 무의지 환경 소

속감이라고 정의한다. 반대로 무의지로 환경 외의 이름을 갖게 된 소속

감을 무의지 비환경 소속감이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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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및 절차

제 1 절 연구 대상

현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다. 아동의 시야를 국가와 세계로 확

대하여 여러 지역의 지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지구촌 환경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게 한다(교육과학기술부 5학년 교육과정, 2011). 또한, 5~6학년

성취 기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해

배우고, 지구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배운다.

청소년은 환경 문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 시기에 발달하기 시작하는 환경 행동은

특별히 중요하다(Bradley et al, 1999, 17; 하경환, 2006). 따라서 권혜선

(2013)은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 학생들에 대

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초등학교 5학년부터 교육과정에 제시된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올바른 환경 행동을 기른다. 따라서 환경 행동에 대한 가치관이

생기게 되는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의지 소속감에 따른 환경 행

동 변화에 대해 측정해보았다.

일산에 소재한 A 초등학교 5학년 4학급, 6학년 3학급의 학생 총 172명

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SwitchSeats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작위

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었다. 학생들이 연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

게 하기 위해 사전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각 학급에서 2개 그룹은 무

의지 환경 소속감을 갖게 되었고, 나머지 2개 그룹은 무의지 비환경 소

속감을 갖게 되었다. 무의지 환경 소속감으로 분류한 실험군은 87명, 무

의지 비환경 소속감으로 분류한 대조군은 85명이었다. 학년별, 성별로 분

석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구성은 다음 <표 3-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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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실험군과 대조군의 학년별, 성별 구성

5학년 6학년
합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무의지

환경 소속감

(실험군)

27명 24명 17명 19명 87명

무의지

비환경 소속감

(대조군)

27명 23명 18명 17명 85명

합계 54명 47명 35명 36명 1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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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기간

연구 절차와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7월 1주~3주에 걸쳐 파일럿

실험을 진행하였고, 10월 1주~3주에 걸쳐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5학년 4

개 학급, 6학년 3개 학급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환경을 균등하게

조절하였고, 학생들이 실험 후 진지한 마음으로 설문 문항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 시기를 실험 시작 3주 후로 정한 이유는 영국

런던대학교 필리파 랠리 교수팀의 ‘새로운 행동이 습관화되는 데는 최소

21일이 걸린다(Lally et al, 2010).’라는 연구결과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

다. 최애나 교수는 ‘실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한 단계당 3

주씩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본 실험도 학생들이 무의지 환경 소

속감을 3주 동안 느끼고 환경 행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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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방법

일산에 소재한 A 초등학교 5학년 4개 학급과 6학년 3개 학급의 학생

총 17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학급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4등분 하여 학급당 4개의 그룹을 만들었다. 교사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

도록 SwitchSeats_DAGYO 프로그램<그림 3-1>을 사용하여 4개 그룹으

로 그룹핑하였다.

<그림 3-1> SwitchSeats_DAGYO_Ver1.01 프로그램

4개 그룹은 학생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룹의 이름(무의지 소속감)을

갖게 된다. 이때 2개 그룹은 환경과 관련 있는 이름(실험군), 나머지 2개

그룹은 환경과 관련 없는 비환경 이름(대조군)을 갖게 된다. 환경과 관련

있는 그룹의 이름은 각각 1) 환경, 2) 생태계로 정했다. 환경과 관련 없

는 비환경 그룹의 이름은 각각 3) 성실, 4) 정의로 정했다. 성실과 정의

는 가치 덕목 중 도덕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다(교육과학

기술부, 2011). 그룹의 이름은 학생들이 의지를 갖고 직접 만든 것이 아

니라, 교사가 그룹의 이름을 만들어 준다. 즉, 학생들에게 무의지 소속감

을 갖게 해준다. 3주 후, 각 그룹별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무의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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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감을 갖고 환경을 위해 얼마나 기꺼이 행동을 바꾸려 하는지에 대한

행동 의사를 묻는 설문 조사를 한다. 실험 방법의 도식화는 <그림 3-2>

와 같다.

<그림 3-2> 실험 방법

환경 그룹

(실험군)

학급

생태계 그룹

(실험군)
환경 행동

설문 조사
무작위 추첨 3주 후

성실 그룹

(대조군)

SwitchSeats

프로그램

정의 그룹

(대조군)

실제 실험에서 실험군에게 3주간의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만들어 주었

다. 학생들이 연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전 검사는 실

시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설문 조사 후, 환경에 대한 소속감

을 갖게 된다면 의도했던 연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로지 무의지

환경 소속감의 영향력만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사전 실험을 진행하지 않

는 대신 학생들의 그룹을 나눌 때 교사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게 랜덤 프

로그램 ‘SwichSeats_DAGYO’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무작위로 그룹을 나

누었다.

종속 변인에 독립변인 외 다른 변인이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앞

의 3주, 뒤에 3주의 교육과정을 같게 만들었다. 실험 앞 3주, 뒤 3주의

교육과정을 같게 설정하여 교육과정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또한, 각 반 담임 선생님과 전담 선생님에게 환경 관련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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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렸다. 무의지 소속감을 갖게 된 후에는 환경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일체 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오

로지 무의지 소속감 차이뿐이다.

실험 과정 중 자신이 속한 그룹의 소속감을 학생들에게 상기시켜줄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시험지 등 유인물에 반, 번호, 이름 앞에 자신의 그

룹 이름을 쓰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자신이 어떤

그룹에 속해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주 동안 학생들은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갖게 되고, 자신이 환경을

위해 행동을 얼마나 기꺼이 바꾸려 하는지에 관한 행동 의사를 묻는 설

문 조사를 한다. 무의지 환경 소속감이 환경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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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환경 행동을 친환경 물품을 사용하고, 행동 절약 및 재

활용 등을 실천하며, 환경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상호작용하고, 환경 행동의 수준은 소비자 행동, 육체적 행동, 학습

행동, 상호작용 행동과 같은 환경 행동을 행한 정도라고 정의했다. 금지

헌과 김진모(2010)는 초등학생용 환경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

다. 이 측정 도구는 학생들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화진(2017)은 금지헌과 김진모의 환경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의 안명 타

당도와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국가 환경교육 표준지침을 활용한 초등학생용 환경 행동 측

정 도구의 안면 타당도(이화진, 2017)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0.80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402.431

자유도 91

유의확률 0.000

KMO(Kaiser-Meyer-Olkin)값이 0.809로 상당히 높고,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a = 0.799로 신뢰도가 높았다. 금지헌과 김진모(2010)의 환경

측정 도구가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금지헌과 김진모가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를 검증했기 때문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위 실험의 측정 도구로 사용하기 적절하다. 따라서 이 측정 도구를

기본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무의지 환경 소속감의 유무에 따른 환경 행

동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서술어를 미래형으로 바꾸었다. 응답 양식은

Likert 척도로 제시하였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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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를 각각 5, 4, 3, 2, 1에 대응시켰다. 마지막 문항에 ‘초

등학교는 7학년까지 있다.’라는 설문을 추가하여 결측치 제거 장치를 만

들었다. 환경 행동 측정 도구는 <표 3-3>와 같다.

<표 3-3> 환경 행동 측정 도구(금지헌, 2010)

번호 문항

1 나는 연필, 볼펜 등의 내 물건에 이름을 쓰거나 붙일 것이다.

2
나는 컴퓨터 등의 전기제품을 사용한 후 바로 끄거나 콘센트

를 뽑을 것이다.

3
나는 옷이나 문구 등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동생이나 주변

사람에게 물려주거나 또는 물려받을 것이다.
4 나는 세수하거나 양치질 할 때 물을 받아서 할 것이다.

5
나는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멀리할 것이

다.

6
나는 캔, 우유 팩, 종이 등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분리수거

할 것이다.

7
나는 평소에 재활용하여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할 것이

다.

8
나는 환경마크 또는 높은 등급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마

크가 붙어 있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것이다.
9 나는 햄버거, 콜라와 같은 페스트 푸드를 멀리할 것이다.

10 나는 환경교육 및 캠프 등의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11
나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할 것이다.
12 나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것이다.

13
나는 TV, 책, 컴퓨터 등에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관심 있

게 볼 것이다.

14
나는 부모님께 일회용 봉투보다는 장바구니 사용을 말씀드릴

것이다.
15 초등학교는 7학년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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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논의

본 실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갖게한 후 환경 행동

을 측정하여 무의지 환경 소속감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환경 행

동 문항은 금지헌과 김진모(2010)의 초등학생용 환경 행동 측정 도구의

서술어를 미래형으로 바꾸어 활용하였다. 환경 행동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를 각각 5, 4, 3, 2, 1로 점수화하여 결측지 문항을 제외한

14개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일산에 소재한 A 초등학교 5학년 4개 학급과 6학년 3개 학급의 학생

총 17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갖게 된

학생은 87명, 무의지 비환경 소속감을 갖게 된 학생은 85명이었다. 학생

들은 무의지 소속감을 3주 동안 갖게 된 후 환경 행동 설문지에 답하였

다. 3주 후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문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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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무의지 소속감에 따른 환경 행동 차이

A 초등학교 5학년 4개 학급과 6학년 3개 학급의 학생 총 172명을 대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그룹별로 무의지 소속감을 갖

고 3주 후에 자신이 환경을 위해 행동을 얼마나 기꺼이 바꾸려 하는지에

관한 행동 의사를 묻는 설문 조사를 하였다.

연구문제 1 ‘무의지 환경 소속감과 무의지 비환경 소속감 넛지가 학생

들의 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가?’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표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 무의지 환경 소속감 집

단과 무의지 비환경 소속감 집단을 표본으로 정하였다. 이 두 집단에서

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다.

‧귀무가설 : 무의지 비환경 소속감 넛지가 학생들의 환경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은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 : 무의지 비환경 소속감 넛지가 학생들의 환경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

무의지 환경 소속감에 따라 환경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 독립표본 t-검정표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
수준 t

유의수준
(양쪽)

평균 
차이

표준 오류 
편차

평균

등분산을 가정함
1.110 0.294 3.455 0.001 .28764 0.08326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3.445 0.001 .28764 0.0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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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F 검정 값은 1.110이며 유의수준은 0.294이다. 이것은 유의

수준 최소 범위인 0.05보다 크다. 따라서 ‘등분산을 가정함’에 해당되는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다. 여기서 t 값이 3.455이며, t 값의 절대값 1.96보

다 크므로 유의하고, 역시 p 값도 0.001으로 유의수준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귀무가설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무의지 환경 소속감이

학생들의 환경 행동에 차이를 준다.’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 1 ‘무의지 환경 소속감과 무의지 비환경 소속감 넛

지가 학생들의 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가?’는 타당하다.



- 36 -

제 2 절 무의지 환경 소속감의 효과

무의지 환경 소속감이 학생들의 환경 행동에 영향을 주는가의 유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 2 ‘무의지 환경 소속감 넛지가

학생들의 환경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표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독립표본 t-검정표

설문 조사 결과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갖게 된 학생들의 환경 행동 평

균은 3.81이며, 무의지 비환경 소속감을 갖게 된 학생들의 환경 행동 평

균은 3.52이다. t 값은 3.455, 유의확률은 0.001로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갖게 된 학생들의 환경 행동이 친환경적이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2 ‘무의지 환경 소속감은 초등학생의 환

경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 1이 충족하고, 연구문제 2의 결과를 감안할 때 연

구가설 ‘무의지 환경 소속감이 학생들의 환경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

다.’가 타당하다.

그룹 N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확률

평균
환경 87 3.8112 0.47866

3.455 0.001
비환경 85 3.5235 0.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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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의 환경

행동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의 환경 행동 변화를 위

해 이론학습, 체험학습, 게임학습 등 다양한 교육 방법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도적인 환경교육은 친환경적 행동으로의 변화

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의도적인 환경교육을 배제한 교육

과정하에서 ‘무의지적’으로 학생들의 본능적인 욕구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그

방법은 넛지 이론을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다.

환경교육에 대해 넛지를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간의 비합리성에

기반하여 환경교육을 진행하였고, 비합리적이지만 아이들의 환경 행동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넛지의 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무

의지 환경 소속감 넛지’를 조작적 정의하였다. 무의지 환경 소속감 넛지

란 학생들에게 환경 이름을 가진 소속감을 무의지로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루어질 환경교육에 넛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

법을 찾으려 하였다. ‘무의지 환경 소속감은 학생들의 환경 행동에 긍정

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를 검증하고자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무의지 환경 소속감과 무의지 비환경 소속감이 학생들의 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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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무의지 환경 소속감은 초등학생의 환경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산에 소재한 A 초등학교 5학년 4

학급, 6학년 3학급의 학생 총 17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SwichSeats_DAGY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4개의 그룹으로 그룹핑하였

다. 그룹의 이름은 교사가 만들어 준다. 환경과 관련 있는 그룹의 이름은

각각 1) 환경, 2) 생태계로 정했다. 환경과 관련 없는 비환경 그룹의 이

름은 각각 3) 성실, 4) 정의로 정했다. 3주 후, 각 그룹별 실험 참가자들

에게 자신이 무의지 소속감을 갖고 환경을 위해 얼마나 기꺼이 행동을

바꾸려 하는지에 대한 행동 의사를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무의

지 환경 소속감의 유무에 따른 환경 행동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서술

어를 미래형으로 바꾼 금지헌과 김진모(2010)의 환경 행동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검사 결과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무의지 환경 소속감은 학생들의 환경 행동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 무의지 환경 소속감(실험군) 학생들과 무의지 비환경

소속감(대조군) 학생들은 각각의 소속감을 갖고 3주 후에 환경 행동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갖게된

학생들의 환경 행동 설문 평균은 3.81이었다. 반면 무의지 비환경 소속감

을 갖게된 학생들의 환경 행동 설문 평균은 3.52였다. 무의지 환경 소속

감을 갖게 된 학생들의 환경 행동이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고, 두 집단

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무의지 환경 소속감은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고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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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교육적 의미와 시사점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의도적 환경교육과는 달리 넛지를 활용하여 간접

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환경 행동에 영향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학생들에게 환경 소속감을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환경 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무의지 소속감 넛지는 교육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도출하였다.

첫째, 이제는 무의지 환경 소속감 넛지를 활용한 환경교육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환경교육은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을 교육하면 환경에 대한

태도가 친환경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KAB 모형’, 상황적 요인과 행동

의도가 있을 때 실현된다는 ‘책임 있는 환경 행동(REB) 모형’, 개인과

환경을 밀접하게 만드는 ‘환경 행동 흐름도 모형’ 등을 바탕으로 한다.

위 모형들은 환경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환경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의도적인 환경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환경 소속감을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바람직한 환경 행동을 갖게 된다

면 이만큼 간단한 환경교육 방법은 없을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환경

교육 방법과 넛지 교육방법을 합치면 효과가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교육주간에는 기존 방식의 환경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병행한다면 학생들이 친환경적 태도를 갖게

되는 정도가 증폭될 것이다.

이렇게 넛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식하고 있진 않지만, 모든 분야

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넛지가 학생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넛지를 인정하고 환경교육 넛지 효과를 적용

한다면 쉬운 방법으로 학생들의 환경 행동을 보다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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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통한 환경교육은 학교를 넘어 사회로

확장시킬 수 있다.

환경 소속감을 가진 학생들이 비환경 소속감을 가진 학생들보다 환경

행동이 좋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학생들에게 환경 소속감만 무의

지적으로 만들어 주어도 환경 행동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학교에 반, 동아리, 조별 모임 등 많은 소속이 있듯이, 사회에도 행정구

역(읍, 면, 동), 아파트, 시민단체, NGO 등 수많은 소속이 존재한다. 행정

구역 이름을 ‘환경 1동’, ‘햇빛 1동’으로, 아파트 이름을 ‘녹색 아파트’, ‘그

린오브자이’로 바꿀 수 있다. 또한 국민 모두가 납부하는 세금고지서 등

공적 문서 안에 ‘환경 1단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환경소속을 부여하여

환경에 대한 소속감을 무의지로 심을 수 있다. 이처럼 사회에 존재하는

소속에 환경 관련 이름을 결부시키는 것은 충분히 현실화 가능하며, 위

연구결과와 같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통한 환경교육은 사회적 비용 없이 환경

적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환경 보

호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탄소 중립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은 온실가

스 감축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 약 12조 원 규모의 천문학

적인 재정을 설정하였다. 경제구조 저 탄소화, 저탄소 생태계, 공정한 전

환, 환경교육 지원 등에 12조 원의 과감한 재정투입이 들어간다.

하지만 무의지 환경 소속감 넛지 활용은 위의 재정투입보다 사회적 비

용이 크게 적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단지 이름만 환경 관련된 단어로 바

꾸는 것만으로도 환경 행동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좋은 방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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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한 사람당 친환경적 태도로 탄소 배출량 1톤을 줄일 수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수십억 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 더 나아가 국가,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 소속감

을 갖게 되고, 조금이라도 친환경적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환경은 변할

것이다. 개인이 환경 소속감을 갖게 되어 쓰레기 2번 버릴 것을 1번 버

리게 되고, 재활용 안 할 것을 재활용하게 된다면,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교육의 패러다임을 바

꿀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환경교육 관점에서 큰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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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의지 넛지가 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

지만, 연구결과를 실제 교육에 반영할 때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무의지 환경 소속감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만들어 주고 나서, 3주가 지나는 시점

에 환경 행동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무의

지 소속감이 학생들의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3주를 초과하는 시점

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다. 무의지 환경 소속감의 지속

성을 파악하여 환경 소속감을 만들어 주는 주기를 설정할 수 있다면 환

경교육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피실험 대상은 초등학생에 국한되어 있다. 무의지 환경

소속감을 통한 사회로의 환경교육 확장을 위해서는 넛지 효과가 타 집단

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요구된다. 연구대상을 중학생, 고등학

생, 성인으로 확대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소속감 넛지 외의 다른 넛지를 통한 환경교육도 착안될 수 있다.

무의지 소속감 넛지 연구에 의하면 무의지 환경 소속감만으로도 학생들

의 환경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학교는 수많은 넛지가 이루어지

고 있는 곳이다. 소속감 넛지 외의 다른 넛지들을 발견하여 환경교육에

활용한다면 환경교육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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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환경 행동 조사 설문지

환경 행동 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환경교육 대학원 석사과정생 김용준입니

다. 여러분들의 환경 행동 실천 정도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고자 합니

다.

결과는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솔

직하고 성의있는 응답은 향후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

을 주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 환경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알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

석사과정 김용준

지도교수 류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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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 ( )학년 ( )반

성별 남( ) 여( )

번호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연필, 볼펜 등의 내 물건에 이름을 쓰

거나 붙일 것이다.

2
나는 컴퓨터 등의 전기제품을 사용한 후 바

로 끄거나 콘센트를 뽑을 것이다.

3

나는 옷이나 문구 등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동생이나 주변 사람에게 물려주거나 또는

물려받을 것이다.

4
나는 세수하거나 양치질 할 때 물을 받아서

할 것이다.

5
나는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의 1회용 용품

사용을 멀리할 것이다.

6
나는 캔, 우유 팩, 종이 등의 재활용이 가능

한 것은 분리수거할 것이다.

7
나는 평소에 재활용하여 필요한 물건을 만

들어 사용할 것이다.

8

나는 환경마크 또는 높은 등급의 에너지 소

비 효율 등급 마크가 붙어 있는 친환경 제품

을 사용할 것이다.

9
나는 햄버거, 콜라와 같은 페스트 푸드를

멀리할 것이다.

10
나는 환경교육 및 캠프 등의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11
나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 보호 활

동에 참여할 것을 권할 것이다.

12
나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것이다.

13
나는 TV, 책, 컴퓨터 등에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관심 있게 볼 것이다.

14
나는 부모님께 일회용 봉투보다는 장바구니

사용을 말씀드릴 것이다.

15 초등학교는 7학년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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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environmental education is based on the ‘KAB model’ that

educating students with a lot of knowledge will change their attitudes

toward the environment eco-friendly, the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REB) model’ that is realized when there are situational

factors and behavioral intentions, ‘environmental behavior flow chart

model’ that closely makes individuals and the environment. The above

models say that inten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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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because knowledge and interest in the environment have a

great influence on environmental behavior. However, such inten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does not lead to a change in the educator's

eco-friendly behavior.

Accordingly, unlike so far, this study found a way to induce

changes in students' behavior toward the environment by using

students' instinctive desires "unintentionally" under the curriculum

that excludes inten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The method is to

apply the Nudge theory to education.

As a variable explaining the changes in students' environmental

behavior, the unwilled sense of belonging to the environment was

operatively defined and the influence of belonging to the unmanned

environment was verified. unwilled sense of belonging to the

environment means making the name of the affiliation to the

environment-related name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sense of

belonging unintentionally to children using nudge. After giving

students a sense of belonging to the environment unconsciously,

changes in environmental behavior were examined. The research

procedur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as follows.

A total of 172 students from 4 classes in 5th grade and 3 classes in

6th grade of A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Ilsan were studied. Each

class was grouped into four groups using the SwitchSeats program

so that the teacher's subjectivity was not included. The name of the

group was made by the teacher(unwilled sense of belonging nudge).

The names of groups related to the environment were set as 1)

environment and 2) ecosystem, respectively. The names of

non-environmental groups were set as 3) sincerity and 4) justice,

respectively. Three weeks later, a survey was conducted to ask

participants in each group how willing they were to change their

behavior for the environment.

After completing the survey,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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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SS progr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significantly

found that students who have a sense of belonging to the unmanned

environment tried to change to positive environmental behavio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study, the following educational

meanings were derived. First, environmental education using Nudge,

unwilled sense of belonging to the environment, should now be

provided. There will be no simpler environmental education method

than this if students have desirable environmental behavior just by

creating a sense of belonging to the environment. Second,

environmental education through unwilled sense of belonging to the

environment can be expanded beyond schools to society. It is

sufficiently feasible to associate environmental names with various

affiliates existing in society, and as shown in the above research

results, it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Third,

environmental education through unwilled sense of belonging to the

environment can have environmental effects without social cost. Since

there is a change in environmental behavior just by changing the

name of the affiliation to words related to the environment, it can

develop into a good way to save social costs as much as possible

and protect the environment.

Based 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are proposed

for subsequent research on environmental education through nudge.

First,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continuity of unwilled sense of

belonging to the environment. Second,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limited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order to expand

environmental education to society through unwilled sense of

belonging to the environment, it is required to confirm whether the

nudge effect is effectively applied to other groups.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nvironmental education through nudge other

than the sense of belonging n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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