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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이 시급해지며 기후변화 교육 내용과 

행동 변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환경교육에서는 미래세대와 

타 생물종까지 아울러 생각하는 생태시민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 시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행동의 주요 변인으로 다루는 연구나 

교육적 시도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이 가진 미래에 대한 인식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하는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미래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첫째,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 심리적으로 

지각하는 정도인 미래시간조망과 둘째, 인지-동기적 구인으로서 미래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의미하는 미래지향시간관으로 나누어 각각의 변인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두 가지 실험연구로 

확인하였다.  

먼저, 아동의 미래시간조망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초등학교 6학년 188명을 대상으로 환경 

위기 시계로 미래 환경에 대해 유한성을 인식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미래 환경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를 

설문하였다. 이후 집단 간 행동의도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아동의 

미래지향시간관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89명을 대상으로 Husman&Shell의 

미래지향성 척도와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를 측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두 변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30년 후의 미래 환경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이 짧을수록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자극물의 

검증 과정에서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한 아동이 통제집단의 아동보다 

동일한 거리의 미래 환경을 더 가깝게 느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미래지향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가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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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행동의도에 아동의 미래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확장된 

미래시간조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에서 환경위기시계와 같은 

제한된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교육 및 교육자료가 

필요하다. 둘째, 환경행동의 변인 중 하나로 주관적 시간인식을 

다루었으며 아동의 미래지향성의 향상이 환경행동에 주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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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인류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대한 논의는 이제 

전문가나 학자들 사이에서만 회자되는 용어가 아니다. 2021년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합의체 IPCC의 제 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가능한 5개 

시나리오에서 모두 2050년까지 지구 표면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세기 중 산업화 이전 대비 1.5~2℃가 오를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지구적으로 인류에게 남은 시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가속화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를 늦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도 기후변화 교육을 학교 교육에 도입하고자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020~2024)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1) 단위 학교에서는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교육을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교원 연수를 운영하는 

등 현재 활발하게 시행 중이다. 학계에서는 구체적인 기후변화 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체계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강진영, 



 

 2 

2021) 

본 연구는 기후변화 교육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으로 하여금 기후위기를 시급한 문제로 느끼게 해야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기후변화는 시간의 측면에서 독특한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구조적으로 선택과 결과에 시차가 존재하는 문제인 ‘시점 간 

선택(Intertemporal Choice)’의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현재를 사는 

개인에게 끊임없이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특성을 갖는다. 둘째, 환경 

문제는 시공을 넘어 시간 지체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벌어지는 비가시적인 

느린 폭력(Rob Nixon, 2011)이다. 이러한 장기간의 시차는 기후변화의 

복잡성을 강화하며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강진영, 2021) 

그러나 현대 사회의 시간성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시간은 몇 시 몇 분을 

인지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이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가 생성되어, 사회가 세계와 자연을 바라보는 창으로서 

작용한다. 사회학자 뒤르켐은 이를 ‘총체적 시간, 공동체적 시간, 사회의 

시간인식’이라고 하였다. 총체적 시간의 관점에서 무엇이든 실시간으로 교환, 

거래되고 속도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현재의 인류는 공통된 공간과 시간을 

갖는 단일한 사회처럼 보인다. 이러한 공시성이 주는 편리함 이면에는 자연과 

환경을 사회의 시간성 안으로 끌어들인 전통사회의 순환적 시간의 배제가 

존재한다. 인간 외의 생물종의 시간, 내 생애를 넘어서는 시간, 느린 흐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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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소수 민족의 시간, 그리고 인류에게 남은 시간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회는 시간성을 위기를 낳고 환경 문제 해결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따라서 환경교육에서는 1992년 리우 선언 이후 2015년 유엔총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를 세우고, 이러한 시간적 속성을 강조하며 현재 

세대에게 몇 십 년 후, 나아가 자신의 삶 이후의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행동을 

가르쳐왔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30년 안에 해결되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나 경제 문제 등 다른 사회 이슈에 비하여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 시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인식조사 결과①는 사회에 만연한 시간성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미래시간인식에 주목하였다.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인 

미래시간조망과 개인이 예상하는 미래가 현재에 통합되어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는 미래지향시간관에 대한 탐구가 환경 교육 측면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를 모색한다.  

 
① 세계일보.공공의창 2019 기후변화 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1년 안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서 1위인 경제성장부터 실업, 저출산고령화, 빈부

격차, 남북관계, 6위 이념갈등 다음으로 7위를 차지하였다. 기후변화는 30년 안

에 해결되어야하는 우선적 사회과제로는 2위를, 10년 안에 해결되어야하는 과제

로는 3위를 차지하였다. 



 

 4 

제 2 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매년 세계 각국의 정부, 연구소, 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환경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환경 위기 시계’는 환경 오염에 따른 

인류생존의 위기 정도를 시간으로 표현하여 경각심을 주는 지표이다.  12시가 

되면 인류가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데, 2020년 세계의 

환경위기시계는 9시 56분, 2021년은 9시 42분을 가리켰다(The Asahi Glass 

Foundation, 2021). 이 시계는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미래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당장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을 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를 다루는 

교육 자료로도 쓰인다. 이처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환경위기시계의 교육적 메시지는 어떠한 방식으로 아동에게 환경인식을 

심어주는가? 

미래시간조망이나 미래지향시간관과 같은 미래시간인식은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1950년대부터 연구되어왔으나, 이를 인간 행동의 동기적인 요소로 

보고 인지적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Nuttin의 

연구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여진다(De Volder & Lens, 1982). 환경교육 

분야에서는 미래에 대한 인식 연구가 기후변화에 대한 ‘스턴보고서②’의 

 
② 환경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손실과 온실가스감소에 들

어가는 비용을 경제학적으로 비교한 보고서. (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2006) 지금 당장 지구온난화를 위해 투자하지 않으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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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논의를 시작으로 경제학적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하는 연구(WWF, 2017; 이지웅 외, 2016)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심리학에서 미래시간인식을 

다루는 것과 같이(김예지, 최민식. 2016; 신성만 외 2018; 김병규, 2018; 

김영일 외, 2019; 서경현, 2020; Zuberman et al. 2009; Kim, Zauberman & 

Bettman, 2012; Bilgin & LeBoeuf. 2010) 교육적인 측면에서 행동을 예측하고 

성향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시간인식에 대한 교육심리학 이론적 배경과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시간인식과 환경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의 접점을 찾고자 한다. Carstensen의 사회정서적 선택이론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 따르면, 행동의 동기적 변화는 

생애주기와 같은 연령에 따라서도 일어나지만 이사와 같은 지리적인 재배치, 

질병, 전쟁, 국가적 상황의 변화 등의 다른 맥락에서도 일어난다(Carstensen, 

2006). 그 이유는 본인에게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인식, 즉 시간지평(Time 

Horizon)이 심리적으로 동기적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후기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높은 현재지향성을 갖는다고 

밝혀진 연령층에서도 시간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면 행동 동기의 우선순위가 

변화할 수 있으며 이를 환경교육에도 접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선행연구와 이론을 살펴보았을 때, 아동의 

 

난화 비용이 매년 GDP의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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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시간 인식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하며, 

환경교육에서 중요한 교육 대상인 미래세대, 즉 아동의 주관적 시간 인식이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사점을 주는 연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환경교육에서 시간지평이 동기적 우선순위를 

변화시킨다는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을 접목한 연구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환경행동의도의 동기적 요인으로 심리학적 시간 인식을 다룬 경우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미래 환경에 대한 아동의 미래시간조망은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아동의 미래지향시간관은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위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미래시간에 대한 인식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아동의 지각, 즉 미래시간조망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후, 아동이 가진 미래지향적인 특성인 미래지향시간관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도 검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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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미래시간인식(Future Time Perspective) 

 

시간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객관적인 실체가 아닌, 

개인의 경험과 사회 문화적 요소의 영향을 받아 구성되는 인지적 산물이다. 

인간의 인지적 경험의 산물로서의 시간의식은 메를로 퐁티, 베르그송과 같은 

철학자들의 중요한 탐구 대상이었으며, 삐아제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론의 

기초가 형성되었다(이원, 2009). 에릭슨의 전생애 인간발달이론(Lifespan 

development)에서는 개인의 연대기적 시간 발달에 주목하였으며, 이와 같은 

발달 심리학적 관점은 시간을 발달을 통해 변화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보고, 교육적 측면에서의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개인의 의식을 넘어 시간은 사회적 의미에서도 탐구되어왔다. 뒤르켐은 

사회 구성원들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가 생성된 사회의 시간의식을 총체적, 

공동체적 시간이라 명명하였다(에밀 뒤르켐, 1992). 공동체적 시간은 사회에 

따라 아프리카의 우시계,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역법과 같이 생태의 흐름과 

인간의 경험이 밀접히 연관된 순환적 시간(기 드보르, 1996)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반대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의 모노크로닉(monochronic)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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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드워드 홀, 2000)과 같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시계 위주의 근대적 

시간으로 드러나기도 한다(안주영, 2013). 

이와 같은 개인과 사회의 시간은 개인의 시간의식이 모여 공통된 사회적 

시간으로 확산되기도 하며, 문화가 된 사회적 시간이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면서 다양한 선택의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작게는 지금 눈 

앞의 물건을 살 것인지, 용돈을 좀 더 모을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부터 

미래세대를 위해 불편하더라도 지금 내가 환경행동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까지 아우르는 기준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개인적 차원에서 시간이 기준으로 작용할 때에는 개인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지니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가 현재의 

심리적 상태와 판단,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Zimbardo & Boyd, 1999). 

그중에서도 미래는 우선적인 ‘동기적 공간’으로서(Nuttin, 1964) 미래에 대해 

개인이 가진 프레임은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를 유의미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밝혀져(Nuttin, 1964; De Volder & Lens, 1982; 조한익, 

2011; Horstmanshof & Zimitat, 2007) 국내외 교육심리학 영역에서 꾸준히 

탐구되어 왔다. 

Future Time Perspective(FTP)는 미래에 대한 주관적인 시간 인식을 

의미하며 정은교 & 안도희(2019)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미래지향시간관, 

미래시간관점, 미래시간전망, 미래시간조망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렇게 혼용되어진 것은 ‘perspective’의 뜻을 조망 혹은 관점으로 해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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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번역이 달라지기도 하였지만 주된 까닭은 FTP에 대한 연구가 먼저 

발전한 국외 연구의 방향이 크게 두 관점으로 나뉘어져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정은교 & 안도희, 2019). 이에 따라 FTP의 연구 흐름을 살펴보면, 

삶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Lang & Carstensen, 

2002)으로 정의한 관점과 미래에 대한 개인의 관점이 목표 설정과 계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지-동기적 구인(Husman & Shell, 2008)으로 정의한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연구 방향과 같이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개인의 

지각적 측면에서의 시간인식을 ‘미래시간조망’으로, 후자의 방향과 같이 미래 

시간에 대한 인지-동기적 측면에서 작용하는 개인의 시간인식을 

‘미래지향시간관’으로 표현하였으며 두 가지 의미의 FTP를 모두 변인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실험 연구의 독립변인을 각각 

미래시간조망과 미래지향시간관으로 설정하였으며, 미래시간조망과 

미래지향시간관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미래시간인식’ 용어를 

사용하고 미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시간인식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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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시간조망(Future Time Perspective) 

 

미래시간조망은 삶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 심리적으로 지각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시간인식이다. 우리가 일 년의 길이를 하루 길이의 

365배만큼으로 생각하지 않듯이, 물리적인 시간은 항상 주관적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Kahneman & Egan, 2011). 동일한 맥락에서 누군가는 매우 길게 

느낀 시간을 어느 누군가는 매우 짧게 느낄 수 있다. Bejan(2019)는 이러한 

심리적인 현상의 원리를 처리하는 이미지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계시간(clock time)과 인간의 감각과 

지각에 따른 결과인 심리적인 마음시간(mind time)을 소개하였다. 

시간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습관적 시간 영역(Habitual Time Space)를 모두 

다르게 지니고 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시간 영역에 따라 몇 십년 후의 먼 

미래도 자신의 미래 시간영역에 자연스럽게 포함하는 사람도 있고, 습관적으로 

미래를 짧게 내다보고 먼 미래는 자신의 시간영역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시간적 범위라는 용어 외에도, 개인이 얼마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생각을 하는지, 즉 시간의 경험 너머에 대한 인간의 시간 의식을 

시간지평(Time Horizon)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시간지평은 경험한 

과거,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이후의 미래를 상상, 예측하게 하면서 현재에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개인의 습관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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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나 시간지평에 따라 현재의 행동이 달라지며, 미래에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게되거나 혹은 후회할만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이원, 2009). 

개인의 미래시간조망의 정도를 나타내는 시간지평은 특정 미래 시점에 대한 

개인의 거리감을 다르게 한다. 즉, 각자 다른 미래시간조망에 따라 개인은 

동일한 거리의 미래 시점일지라도 멀게 느껴지는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Liberman과 Trope의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 CLT)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에는 4가지 차원이 존재하는데 그중 

시간적 거리(temporal distance)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시간에 대한 이러한 

심리적 거리 개념은 주관적 시간 근접성(Subjective Temporal Proximity), 

시간지각(Time Perception)이라고도 불리며 이와 개인의 동기 및 행동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실증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연구하였다(Zauberman et al., 2009; Bilgin & LeBoeuf, 2010; 

Bashir et al., 2014). 이때, 미래에 대해 짧은 시간적 범위를 가지고 특정 

시점에 대해 더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을 가진 사람들을 ‘짧은 미래시간조망’을 

지녔다고 하고, 긴 시간적 범위를 가지고 특정 시점에 대해 더 먼 시간적 

거리감을 가진 사람들을 ‘긴 미래시간조망’을 지녔다고 한다(오아량 외, 2019). 

미래시간조망은 남은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거리감이므로,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는 관점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미래시간조망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의 시간 인식이 연령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해 

변화한다는 Carstensen(1992)의 사회정서적 선택이론 (Socio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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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vity Theory)은 연령을 아우르는 시간 인지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한다(Carstensen, 2006).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사람마다 자신의 생의 남은 시간을 보는 

관점이 다르며, 그에 따라 선호하는 선택이 달라진다. 개인의 시간 의식은 

살아온 삶과 예상되는 미래에 따라 변화하며 구성된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 연령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중 더 초점을 두는 시간이 

달라진다고 여겨지지만,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에서는 나이와는 상관 없이 

개인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도 시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개인의 시간지평(Time Horizon)에 주목하는데, 같은 나이일 

지라도 본인의 삶의 시간지평이 다르다면 행동의 동기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시간지평은 다른 나라로의 이주나 이사, 질병에 걸리는 것,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가적 상황이 불안할 때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듯이 외부 상황에 따라 변하며,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은 이러한 

시간지평이 동기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시간지평에 대한 

고려는 젊은이와 노인에게 제한된 미래가 다르기에 행동을 선택하는 동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연령이라도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행동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Fung과 

Carstensen(2006)에서는 SARS 감염병 창궐 이후 변화한 홍콩 사람들의 

주관적 시간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모든 연령층에서 남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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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경향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제한된 미래, 시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은 현재에 집중하게 하여 

감정적인 동기를 우선시하게 한다(Carstensen et al., 1999).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은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을 경우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으려는 선택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제약이 있는 경우에 현재의 관계나 감정에 더 충실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COVID-19 상황 속 연령층별 행복 

지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노인층이 제일 높았다는 것을 시간지평으로 인한 

동기적 변화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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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지향시간관(Future Time Perspective) 

 

시간관(Time perspective)은 연속된 시간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미래와 심리적 과거에 대한 총제적 관점이다(Lewin, 1951). 주관적인 시간관 

중 미래지향시간관(FTP)은 심리학자 Frank(1939)와 Lewin(1935)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념화되었으며 Nuttin(1964)에 의해 인간 행동의 중요한 동기적 

요인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Husman & Lens(1999)는 다양하게 

정의되어온 미래지향시간관의 개념을 정리하여 이를 ‘동기적 목표 설정 과정을 

통해 예상하는 미래가 개인의 현재 삶에 통합되는 정도와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인지-동기적 구인으로서의 미래지향시간관은 미래 목표에 대한 

현재의 기대를 반영하여, 먼 미래에 대한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에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Simons et al., 2004). 

De Volder & Lens(1982)는 확장된 미래지향시간관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FTP를 인지적 측면(cognitive aspect)과 역동적 측면(dynamic 

aspect)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인지적 측면의 FTP는 개인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 기대하게 하고, 좀 더 먼 거리의 미래에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하며, 현재의 행동을 미래 목표 실현을 위한 도구로 가치있다고 여길 수 

있게 해 현재의 계획을 더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서, 확장된 

FTP를 가진 고등학생은 당장의 좋은 점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먼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나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이나 실력을 쌓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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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Simons et al., 2004).  

역동적 측면의 FTP는 개인으로 하여금 비록 먼 미래의 목표라고 할지라도 

목표 자체에 높은 가치를 둘 수 있게 도와준다. 일반적으로 목표 시점이 

현재로부터 멀어지면 심리적으로 느끼는 중요성이나 가치는 떨어지는데, 미래의 

큰 보상보다 현재의 작은 보상을 더 가치있게 생각하는 지연 할인(discounting 

delay) ③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장된  FTP는 먼 미래의 목표도 

중요하게 느끼게 하기 때문에 현재의 과제를 더 가치있게 여기게 한다(De 

Volder & Lens, 1982; Simons et al., 2004). 

이러한 미래지향시간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Heimberg(1961), 

Wessman(1973), Carstensen & Lang(1996) 등 1960년대부터 개발되어 

왔으나 Zimbardo & Boyd(1999)의 시간관 척도(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ZTPI)가 개발된 이후 여러 나라에서 빠르게 퍼져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박희은 외, 2017; 윤소정 & 김정섭, 2012). ZTPI는 ‘과거 긍정 

요인, 과거 부정 요인, 현재 운명 요인, 현재 쾌락 요인, 미래 지향적 요인’으로 

시간관을 분류하여 과거, 현재, 미래 중 선호하거나 지향하는 시점을 

특정하고자 하였다. 이후 Husman & Shell(2008)은 기존의 FTP 연구와 

 
③ 이렇게 기대하는 이득 혹은 성과가 빨리 얻어지지 못하고 시간적으로 지연되

면 그 가치를 할인해서 판단하는 정도를  할인율이라고 하며, 시간할인율(Time 

Discounting Rates), 지연할인율(Delay Discounting Rates), 만족 지연(Delay 

Gratification) 등으로 불린다. 이렇게 높은 할인율을 갖는 경우에는 시점간 선택 

문제에서 지연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지라도 현재의 즉각적 이

익을 선택하게 된다(Zauberma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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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시간관 측정 도구가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대상자가 가진 

시간에 대한 믿음이나 시간을 운영하는 능력에 대한 고려가 미비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De Volder & Lens(1982)의 연구와 교육심리 영역의 관련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FTP의 하위 요인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정은교 & 

안도희, 2019).  

Husman & Shell(2008)의 FTP의 네 가지 하위 요인 중 첫째는 

‘가치(Valence)’ 요인이다. 가치 요인은 De volder & Lens(1982)의 역동적 

측면의 FTP와 관련된 요인으로서 장기적 미래 목표를 얼마나 가치있게 

여기는지를 뜻한다. 강한 FTP를 지닌 사람들은 먼 미래의 목표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지연 할인하는 수준이 낮다는 

특성을 갖는다. 

둘째는 ‘연계성(Connectedness)’ 요인이다. 연계성 요인은 위의 인지적 

측면의 FTP와 관련된 요인으로서 현재의 활동과 미래의 목표를 연결지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은 현재의 행동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한다. 

셋째는 ‘확장성(Extension)’ 요인이다. 확장성 요인은 시간 지평(time 

horizon)과 습관적 시간 영역(habitual time space)의 관련된 요인으로서 

얼마나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자신의 시간 영역에 포함시키는지를 의미한다. 

시간 지평의 안에 있는 미래 목표는 그렇지 않은 목표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시간 지평이 확장될수록 장기적 목표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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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속도(Speed)’ 요인이다. 속도 요인은 시간의 속도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이나 느낌을 의미한다. 개인의 시간 지평 밖의 시간은 조절할 수 

없다고 느끼며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한 FTP를 가진 

사람일수록 시간을 통제하며 차분히 흘러간다고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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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 

 

1977년 환경교육에 관한 정부간 회의에서 권고된 트빌리시 헌장 이후에 

환경교육의 목표는 국내외에서 궁극적으로 ‘책임있는 환경행동과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으로 합의되어왔다(Tbilisi, 1977; 

김찬국, 2007; 김경옥, 2002). 이러한 목표에 기반해 Hungerford & Volk, 

Hines, Stern 등은 환경행동(Environmental Behavior)을 구성하는 변인을 

분석하고 행동이론에 기초하여 책임있는 환경행동(REB) 이론(Hines et al, 

1986), 시민행동(CB) 이론(Hungerford & Volk, 1990), 가치-신뢰-

신념(VBN) 이론(Stern et al., 1999)의 환경행동이론을 제시하였다.  

환경행동이론에 따르면, 환경행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 또는 

집단의 의지가 포함된 행동’을 말한다(금지헌 & 김진모, 2011). 환경지식, 

통제소재, 환경태도, 환경행동의도 등은 환경행동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 환경행동과 관련된 주요 변인으로 탐구되어왔으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요인으로 주목받는다. 이중, 

환경행동의도(Environmental Behavior Intention)는 특정 환경행동을 실천에 

옮기려는 개인의 경향이나 의지를 말한다(Marcinkowski, 1988).  행동의도는 

행동이론 및 환경행동이론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변인이며 행동의 

바로 전단계에 위치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지며, 환경행동의도가 환경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한다는 실증적 인과관계를 보인 국내외 선행연구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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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금지헌 & 김진모, 2011). 

기후변화 대응 행동은 최근 기후위기가 인간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로 증명되고 널리 받아들여지면서(IPCC, 2021),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심리와 행동과학에 대한 주목과 함께 환경교육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Gifford et al., 2011). 이봉우 & 조헌국(2020)은 상세 

서지분석을 통해 국제 기후변화 교육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신념이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내 기후변화 

연구에서도 현재 학생 및 대중의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 인식에 대한 진단이 

교육과정, 개념이나 내용 분석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학습 

모형이나 이론을 정교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 행동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며,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환경행동의도는 비교적 최근에 강조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백성희 외, 2021).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도 

환경행동의도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행동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탐구되고 있다(Stevensen, 2018; 김서용 & 김선희, 2016). 

백성희 & 김찬종(2019)은 초등학생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와 과거 

행동빈도, 환경태도, 통제소재, 기후변화 지식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 분석 및 실증 연구를 토대로 한 국내의 기후변화 교육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를 

개발한 바 있다. 조사도구는 Ajzen(2006)의 TPB 행동이론에서 강조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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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행동측정 문항에 ‘앞으로~’와 ‘~할 생각이 있습니까?’를 사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기후변화 대응 행동목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측정된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거 행동 빈도, 

환경태도, 통제소재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기존의 환경행동이론에 부합함이 

검증되었다. 

 

[표 1]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 측정 도구(백성희&김찬종,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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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미래시간인식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 

 

인간의 행동은 의심의 여지없이 기후 위기를 일으킨 원인이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행동의 변화가 필수이다(IPCC, 2021). 사회적 위기감과 함께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수월하게 개인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지, 환경을 위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는 어떻게 높일지 심리학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Oskamp, 2000; Milfont et al., 2012; Nielsen et al., 

2020). 더불어, 무엇이 개인으로 하여금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친환경적인 살림과 같은 환경 행동을 더 쉽게 하고, 자주 할 수 있게 하는지와 

같은 동기적 요인에 대한 심리학 연구를 통해 교육적,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Nielsen et al., 2020).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미래시간조망, 미래지향시간관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와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1. 미래시간조망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 

 

Carstensen의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SST)에 따르면, 남은 미래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이 인간의 동기, 인지, 

감정에 필수적인 역할로 작용한다(Carstensen, 2006).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실제 나이(chronological age)가 인지 능력, 언어, 감각운동 협응을 정확히 



 

 22 

예측한다고 밝혀왔지만 SST에서는 인간의 실제 나이보다 미래시간조망, 즉 

죽음까지 자신에게 남은 시간에 대해 조망하는 정도가 더 중요한 예측 변수라고 

주장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FTP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느끼면 미래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우선시된다. 예를 들어, 지식을 습득하거나 미래에 도움이 

될만한 인맥을 쌓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느껴지면, 감정적으로 의미있는 목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이러한 목표들이 단기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미있는 감정적인 경험을 찾거나,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을 지는 

등의 헌신, 세대애(generativity)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Lang & 

Carstensen, 2002). 이러한 세대애는 상징적인 불멸을 원하는 개인의 욕구의 

반영이라고도 해석하는데, 결과적으로 자신의 상징적인 생애를 넓히고자하는 

노력으로도 보여진다(McAdams et al., 1998). 

SST에서는 개인의 미래시간조망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질병, 국가적 재난, 

전쟁, 지리적 재배치 등의 사회적 맥락에서 접근하였지만, Peetz et al.(2009)는 

나아가 미래 시점에 대해 단순히 가깝게 ‘느끼는’ 것이 목표 성취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즉, 

미래에 대한 주관적인 거리감은 유연하게 변하며, 미래의 목표가 가깝다고 

느끼면 목표를 성취하고자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Peetz et al.(2009)는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 목표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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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게, 미래의 실패는 멀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Bashir et al.(2014)는 이러한 주관적 시간 근접성(subjective temporal 

proximity)과 미래 목표 추구의 관계 분석 연구를 환경문제 분야로 확장시켜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 그리고 실제 행동에 미래시간조망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 실험에서 같은 길이의 수직선 상에 끝점이 2025년으로 

표시된 경우와 2085년으로 표시된 경우(시간지평을 달리한 경우)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예측되는 미래 시점을 표시하였을 때 2025년의 

수직선에 표시한 경우에 미래 시점을 더 가깝게 느끼고, 그에 따른 환경 

행동의도와 일주일 뒤 실제 행동의 정도가 더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주관적 

시간 근접성의 변화를 통해 먼 미래의 목표에 대한 인식을 바꿔 동기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와 같이 부정적인 미래의 

경우에 사람들은 이러한 미래 시점을 더 멀게 느끼고자 하기 때문에(Hennes 

et al., 2012) 결과적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가 결여된다며(Feinberg 

& Willer, 2011) 환경 문제와 같은 장기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미래시간조망을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의 심리에 대한 행동경제학 연구(김병규, 2018; Zauberman 

et al., 2009)에서는 죽음과 같은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했을 때 앞으로의 두 

달이라는 동일한 기간을 더 길게 지각하고, 길게 지각하는 만큼 보상에 대한 

시점까지 많이 기다려야한다고 생각해 지연된 소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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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득으로 다가오는 시간보다 손실로 

다가오는 동일한 시간을 더 짧게 지각한다는 연구(Bilgin & LeBoeuf, 2010)도 

SST에 기반한 연구들과 다른 해석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시간조망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 두 변인의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미래시간조망을 측정하는 척도는 Bashir et al.(2014)의 원리와 

김병규(2018)의 척도를 바탕으로 동일한 미래에 대해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지 

표시할 수 있는 [그림 1]과 같은 슬라이더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슬라이더 

옆에는 커서를 움직임에 따라 0부터 10까지의 숫자가  표시된다.  

 

 

[그림 1] 슬라이더 척도 예시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는 [표 1]과 같이 백성희 & 김찬종(2019)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2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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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지향시간관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 

 

개인의 시간 의식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동기적 

요소이다. Milfont et al.(2012) 은 시간관과 환경 참여의 관계를 다루는 메타 

연구에서 총 7개국 19개의 독립된 연구의 검증을 통해 CFC Scale(Strathman 

et al., 1994)과 ZTPI(Zimbardo & Boyd, 1999) 등으로 측정된 미래지향적 

시간관이 환경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과를 바탕으로한 논의에서 환경 문제는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회적 딜레마로 여겨져 왔으나 근래에는 장기, 단기의 이익이 

충돌하는 시간적 갈등의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Joireman, Van Lange, & Van 

Vugt, 2004)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환경문제가 현재 자신의 이익과 미래 

세대의 이익이 충돌하는 세대간의 딜레마로 시점 간 선택(Intertemporal 

Choice)이기 때문이다. 

위의 메타연구에서 사용된 미래지향시간관 측정 도구 중 CFC Scale은 

개인이 현재의 행동에 따른 미래의 가능한 결과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Strathman et al., 1994). CFC가 친환경행동과 

미래지향적 태도의 관계의 탐색을 위해 개발된 척도이기 때문에 이후 CFC와 

폐기물 배출, 환경행동의도의 관계를 검증하는 실험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Ebreo & Vining, 2001; Arnocky et al., 2014). 또한 측정 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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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사용된 ZTPI를 다루는 선행연구에서도(Milfont & Gouveia, 2006; 

Milfont, 2006a/b) 미래지향성이 환경을 보존하려는 태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위의 선행연구의 연장선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향시간관과 

환경행동의도의 관계를 탐색하되 Husman & Shell의 FTP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Husman & Shell의 척도는 기존의 ZTPI에서 미래지향시간관을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하는 등 미래지향 시간관에 더 중점을 두어 개발되었으나 

환경행동의도와의 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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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가설 설정 및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아동의 미래시간인식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두 개의 독립변인과 하나의 종속변인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인은 

미래시간인식의 지각적 측면인 미래시간조망과 동기인지적 측면인 

미래지향시간관이며 종속변인은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이다. 두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세운 연구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 모형 

 

연구 모형에 따라서 각각의 독립변인별로 실험하고자 두 차례의 설문을 

계획하였으며 가설 1은 연구 1, 가설 2는 연구 2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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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환경에 대한 아동의 미래시간조망은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미래 환경에 대해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한 아동은 유한성을 

인식하지 않은 아동보다 30년 후 미래 환경에 대해 더 가깝게 

느낄 것이다. 

가설 1-2.  30년 후 미래 환경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이 짧을수록 아동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2. 아동의 미래지향시간관은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미래지향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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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계획 

 

1.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2개의 하위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미래시간조망과 미래지향시간관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연구 절차 흐름도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 조사 단계에서는 ‘미래시간조망’과 ‘미래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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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관’에 대해 살펴보고 두 변인과 환경행동의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타당화하는 연구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와 실험집단의 설문에 사용될 실험 자극물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된 실험 자극물과 검사 도구를 이용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21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파일럿 테스트 후 실시된 참가자 

면담을 통해서는 지문의 난이도와 척도 표시 지시의 이해도, 어려운 용어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서는 실험 자극물과 

주관적 시간지각 척도, 미래지향성 문항 및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 문항이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어휘가 적절하고 이해 가능한 수준인지 초등학교 교사 

2명과 함께 검토하였다. 실험 자극물의  유한성 인식 효과성과 변인과 문항 

내용 간 합치도에 대해서는 환경교육 전공자 5명(석사 과정 3명, 박사 과정 

1명, 박사 1명)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검토 결과, 핵심 용어에 대한 각주 

설명을 첨가하고 지문의 길이를 줄이는 등 연구 대상자에 맞게 설문지를 

수정하였으며 문항별 문장 형식을 통일하고 ‘분리수거’를 ‘분리배출’로 고치는 

등의 용어의 정정 과정을 거쳤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관내 초등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인지발달, 교육과정 

상 같은 군으로 분류하는 5학년과 6학년을 동질한 그룹으로 상정하고 반별로 

실험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설문조사는 모두 인터넷 설문조사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실험에 참여하는 학급의 담임교사나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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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사에게 설문 링크를 전달하여 진행하였다. 설문 완료 후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 연구 대상 선정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이다. 개인의 시간 인식은 문화, 교육, 성별, 종교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Liniauskaite& Kairys, 2009)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에 따라서도 뚜렷한 특성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삐아제는 시간을 “본능적 시간(intuitive time)”과 “조작적 시간(operational 

time)”으로 분류하며 아동의 시간 의식이 경험에 의해 구성되고 발달된다고 

설명하였다(Piaget, 1981). 시간에 대한 인식은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구성되고 

발달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보편적인 특성이 나타난다고 여겨지는데, 

발달심리학자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과도 일맥상통한다. 

발달심리학에서는 청소년을 약 11세경부터 10년 간의 기간으로 정의하며 이중 

청소년 초기는 11세부터 14세까지, 즉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1,2학년의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소수연 외, 2013).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발달 단계에서는 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구성되는 

시기이다(최화영, 2015).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여러 갈등을 해결하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Erikson은 7가지 갈등 중 하나로 시간 조망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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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미의 갈등을 언급하며 청소년기에 극복해야할 위기,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이렇듯 개인의 시간 인식이 구성되는 시기이므로 인식이나 관점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주변 자극이나 환상에 영향을 더 쉽게 받는다는 점 때문에 

아동기 후반, 청소년기 초반은 시간관과 시간인식에 대한 연구의 대상에서 주로 

제외되어왔다. 그러나 같은 이유에서 변화가능성이 있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시간인식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시간인식의 형성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도입된 학년군제에 따라 

같은 학교급의 동일한 학년군으로 묶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을 동일한 

집단으로 상정하고 연구 대상자로 설정하였다. 

 

3. 실험물 제작 

 

연구 대상자에 알맞은 실험물 제작을 위해서는 Asahi Glass와 

한국환경재단이 매년 각 나라의 위험지수를 업데이트 해 발표하는 

환경위기시계([그림 4])를 바탕으로, 푸른별 환경학교 자료집 ‘나의 

환경위기시간은’ ([그림 5])을 참고하여 이미지([그림 6])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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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sahi Glass의 2021 환경위기시계 

 

 

[그림 5] 푸른별 환경학교 자료집 ‘나의 환경위기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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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구환경 시간의 유한성 인식 실험 자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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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1 : 미래시간조망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대상 및 절차 

 

서울 소재 G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188명의 아동들이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은 집단 간 요인 설계로 실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두 실험 

조건으로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설문의 형식은 COVID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과 대면의 혼합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운영 방침에 따라 설문 용이성 및 참여율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로 설계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은 참가자가 슬라이더를 

움직여 응답을 표시하는 슬라이더 척도가 사용 가능한 SurveyMonkey 

플랫폼을 이용하였다. 

학생들은 실시간 비대면 수업 중 지도 교사의 안내에 따라 무작위로 배포된 

링크를 클릭하여 설문에 참여하거나 학급별로 운영 중인 온라인 학습방에 

게시된 설문 링크를 클릭하여 실험에 참여하게 된다. 지도 교사가 설문의 

의도와 소요시간(약 3~5분)을 사전에 안내하고 설문의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사전 설명이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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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도구 및 분석 방법 

 

가. 독립변인 미래시간조망의 측정 

 

독립변인인 미래시간조망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7]과 같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참가자들을 나누어서 설문을 

진행한다. 설문의 첫 번째 질문은 성별을 묻는 인구사회학적 질문이며 이후 

실험집단에는 30년 후의 미래 환경에 대한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하는 

환경위기시계 실험자극물을 배치하고, 통제집단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실험집단은 환경위기시계 실험 자극물([그림 6])를 읽고 ‘현재 지구의 시간은 

몇 시입니까?’, ‘지구의 시간은 인류가 살 수 없는 12시까지 몇 시간 

남았습니까?’의 실험자극물 이해도 문항에  답한다.  

 

 

[그림 7]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실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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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두 집단 모두 미래시간조망을 측정한다. 30년 후 미래 환경에 대해 

상상할 수 있게 지문과 그림 자료를 제시하고, 30년 후 위의 그림과 같이 변한 

지구를 상상해보고 위와 같은 날까지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슬라이더 척도에 

시간적 거리감을 표시한다. 척도는 0(매우 가깝게)부터 10(매우 멀게)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가자가 슬라이더 바에서 버튼을 옮길 때 슬라이더 바 우측에 

0부터 10까지의  숫자가 표시된다. 응답자가 표시한 거리감에 따른 숫자는 

미래시간조망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로 가정하여 수치화하여 통계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그림 8]과 같은 동일한 문항으로 

시간지각을 측정하여 실험집단의 실험자극물 조작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t-

검정을 통해 두 집단의 시간적 거리감이 달라졌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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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미래 환경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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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속변인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측정 

 

종속변인인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백성희 

& 김찬종(2019)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설문의 맨 마지막에 

배치하였다. 문항은 총 12개 문항으로, 응답양식은 5단계 리커트 척도이다. 

‘앞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까?’의 형식을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정한 

환경행동을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를 [표 2]와 같이 측정하고자 하였다. 

 

[표 2]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 측정 예시 

 

 



 

 40 

다. 변인 간 관계 분석 방법 

 

독립변인인 미래시간조망과 종속변인인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30년 후의 미래 환경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에 차이가 

나도록 배치한 실험자극물의 조작 점검을 실시한다. IBM SPSS Statistics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이 시간적 거리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 실험집단이 

심리적으로 30년 후의 미래 환경에 대해 더 가깝게 느낀다는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경우, 실험자극물의 조작 점검이 유효하였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미래시간조망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미래환경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평균 점수를 

변수로 설정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상관분석 결과 두 변인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면 회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의 경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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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2 : 미래지향시간관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

의 관계 

 

1. 연구 대상 및 절차 

 

서울 소재 S 초등학교, O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 89명의 

초등학생들이 본 설문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동일한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며, 비대면, 대면 혼합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운영 방침에 따라 

연구 1과 동일하게 SurveyMonkey 플랫폼을 통해 제작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연구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간 비대면 수업 중 지도 교사의 

안내에 따라 무작위로 배포된 링크를 클릭하여 설문에 참여하거나 학급별로 

운영 중인 온라인 학습방에 게시된 설문 링크를 클릭하여 실험에 참여하게 된다. 

지도 교사가 설문의 의도와 소요시간(약 2~3분)을 사전에 안내하고 설문의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사전 설명이 전달되었다. 

 

2. 측정 도구 및 분석 방법 

 

가. 독립변인 미래지향시간관 및 종속변인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측정 

 

독립 변인인 미래지향시간관의 측정도구로는 Husman & Shell (200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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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시간관 척도(Future Time Perspective)를 사용하였다. Husman & 

Shell의 척도를 번안하여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를 측정한 연구(정은

교&안도희, 2019)를 참고하였다.  

Husman & Shell의 미래지향시간관 척도는 연계성(connectedness), 확장

성(extension), 가치(value), 속도(speed)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며 총 2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지발달수준과 문항의 난이도

를 고려하여 6문항을 [표 3]과 같이  선정하였다. 연계성은 현재의 활동과 미

래의 목표를 연결지을 수 있는 태도를, 확장성은 습관적인 시간인식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내다보는지를, 가치는 미래의 장기적인 목표를 얼마나 가치있게 생각

하는지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값의 평균을 아동의 미래지

향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가정한다. 연구자가 대상자를 고려하여 선정한 6개 문

항은 전문가의 내용타당도를 거쳐 일부 단어나 표현 등이 수정되었으며, 문항 2, 

문항 4, 문항 6은 역질문을 사용해 응답자가 성실하게 설문에 응하였는지 확인

하고자 하였다. 

[표 3] 미래지향성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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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인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는 연구 1과 동일하게 백성희&김찬종

(2019)의 문항 12개를 사용하고, 응답값의 평균으로 아동의 행동의도를 측정

하고자 하였다.  

 

나. 변인 간 관계 분석 방법 

 

독립변인인 미래지향시간관이 종속변인인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2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된 

미래지향성의 평균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평균을 상관분석한다. 

상관분석 결과 두 변인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관계의 경향성을 확인하고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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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제 1 절 연구 1 : 미래시간조망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상관관계 회귀분석 결과 

 

연구 1은 미래시간조망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에는 시간의 유한성 인식을 위한 

실험자극물을 투입하고, 미래 환경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를 측정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에 참여한 188명의 참여자의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 및 완료되지 못한 

3개의 응답을 제외하고 185개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특성과 

그룹별 빈도분석은 [표 4]와 [표 5]와 같다.   

 

[표 4] 연구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5 

[표 5] 연구1 그룹별 빈도분석 

 

 

먼저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로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12개 문항에 대해서 각각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0.878으로 모두 0.86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문항 제거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 측정한 주요 변수인 미래시간조망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미래 환경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0 매우 가깝게, 10 매우 멀게 느껴진다)은 평균 

3.01(SD=2.186)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평균값은 

4.1081(SD=0.62357)로 나타났으며, 문항별 기술통계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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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1 주요 변수 기술통계 

 

 

[표 7] 연구1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 문항별 기술통계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한 시간의 유한성 인식 조작 검증을 위해 두 그룹의 

시간적 거리감을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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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구1 시간의 유한성 인식 조작에 따른 주요변수 평균 비교 

 

*p<.05 

 

위와 같이 두 그룹의 미래 환경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은 조작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 = -2.291, p<.05), 실헙집단(M=2.60)이 통제 집단의 

경우(M=3.33) 보다 30년 후 환경에 대해 더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미래시간조망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래환경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시간지각은 [표 9]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r=-.411,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표 9] 연구1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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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변인의 상관관계의 경향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37.15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6.9%로 

나타났다(R²=.169).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087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미래시간조망은 기후변화대응 행동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11, p<.001). 즉 30년 

후의 환경에 대해 가깝게 느낄수록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10] 연구2 미래시간조망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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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2 : 미래지향시간관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

의 상관관계 회귀분석 결과 

 

연구 2는 미래지향적시간관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래지향성 척도와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 척도를 

측정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지향적시간관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로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다. 

미래지향적시간관 및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대해서 각각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산출한 결과,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0.649,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는 

0.850으로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문항 제거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89명의 참여자의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 및 완료되지 못한 

5개의 응답을 제외하고 84개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특성과 

그룹별 빈도분석은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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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그룹별 빈도분석 

 

 

본 실험에서 측정한 주요 변수인 미래지향시간관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미래지향성의 평균값은 3.4464(SD=0.54953)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평균값은 3.75(SD=0.59477)로 나타났다. 

 

[표 12] 연구2 주요 변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미래지향시간관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래지향시간관의 정도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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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성 점수는 [표 13]과 같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r=.300,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표 13] 연구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p<.01 

 

두 변인의 상관관계의 경향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8.111, p<.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9%로 

나타났다(R²=0.090).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167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미래지향성은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00, p<.01). 즉 강한 

미래지향적시간관을 가질수록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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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연구2 미래지향성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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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결과 분석 

 

1. 연구 가설 검증 

 

연구 1에서 실험자극물의 조작 점검 및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해 

시간의 유한성 인식 유무에 따라 미래 환경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실시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에 따르면,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한 실험집단의 아동은 통제집단의 아동보다 30년 후의 미래 환경에 더 

가깝게 느끼는 것(t = -2.291, p<.05)으로 나타나 <가설 1-1>는 지지된다. 

환경 위기 시계 자극물을 통해 임계점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아동들이 통제 집단의 아동들보다 쓰레기가 넘쳐나는 30년 후의 지구 

환경에 대해 더 가깝게 느꼈다는 것으로, 미래 환경에 대한 시간지평을 

달리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을 확인해보는 실험자극물의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연구 1의 주요 변수인 미래시간조망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의 시간적 거리감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년 후의 미래 

환경에 대해 시간적 거리감이 짧을수록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도 지지된다. 미래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이 짧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확장된 시간지평과 긴 미래시간조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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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미래시간조망을 지니는 것이 높은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 1은 아동의 미래시간조망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여, <가설 1>은 

지지된다. 

연구 2에서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해 미래지향시간관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래지향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는 지지되었다. 현재와 

미래를 연결짓고 미래에 높은 가치를 두는 성향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가설 2>도 지지된다. 

 

2. 결과에 대한 논의 

 

전지구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행동변화가 촉구되며 기후변화교육의 필요성

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환

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동기적 요인 중 미래시간조망과 미래지향적시

간관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환경이 지속될 수 없다는 유한성을 인식한 아동이 

30년 후의 미래 지구를 더 가깝게 인식하는지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달라진 

미래시간조망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인지적 측면의 시간적 거리감 이외에 아동 본인이 가진 미래지향적시간관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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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연구 결과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논의하고자 한다. 

 

가. 미래시간조망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동일한 30년 후의 미래환경에 대해 더 가깝게 느낄수록, 즉 시간적 거리감이 

짧고,긴 미래시간조망을 지니고 있을수록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가 높을 것이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1을 분석한 결과, 미래에 대해 더 가깝게 느낀 

아동일수록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가 유의하게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실험자극물의 조작 점검 결과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시간적 거

리감이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는 점에 주목할만 하다. 첫째, 실험자극물의 효과

는 환경위기시계와 같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알려주는 환경교육

자료가 아동의 시간지평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Peetz et 

al.(2009)의 주장과 같이 미래 시점에 대해 단순히 가깝게 느끼는 것이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Bashir et al.(2014)에서 동일한 수직선

이 의미하는 기간을 달리하여 주관적 시간 근접성이 변한 것처럼 돌이킬 수 없

는 환경에 대한 시점을 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미래시간조망의 변화가 있었다. 둘

째, 주관적 시간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후기,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

의 시간지평에도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하는 조작 활동이 일정한 경향성을 띄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의 경우 대학생, 후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시간인식 실험이 많았으나, 아동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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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적용의 대상을 넓혔다.  

다음으로, 연구 1의 결과는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미

래시간조망이 특정 환경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결과에 따르면 30년 후의 미래에 대해 짧게 느낀, 긴 미래시간조망을 가진 

아동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도 높았는데, 이는 남은 시간을 지각하는 것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Carstensen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사회정서적선

택이론의 맥락에서 연구 결과를 해석해보면,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느낀 

아이들은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의미있는 목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교육자

료 투입과 같은 지속적인 교육적 노출은 미래 세대까지도 아우르는 세대애적 목

표 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실험자극물 내용을 이해하여 

생긴 환경 지식의 효과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환경위기시계의 주제가 환경교육

에서 잘 다루어지는 대중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지식으로 

인한 영향보다는 시간의 제한성을 느낀 영향으로 판단하였다. 

 

나. 미래지향시간관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아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 미래지향성이 높을수록 기후변

화 대응 행동의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2를 분석한 결

과, 가설과 같이 미래지향시간관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환경 행동, 환경 태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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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연구(Milfont et al., 2012)를 뒷받침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메

타연구의 연구목록에서 사용된 미래지향시간관 측정 도구는 CFC 

Scale(Strathman et al., 1994)와 ZTPI(Zimbardo & Boyd, 1999)가 환경행동

의도의 변인으로 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는 두 척도 외에 Husman 

& Shell(2008)의 척도도 유의한 환경행동의도 변인으로 측정됨을 알 수 있었

다.  

FTP 이론에 따라서 연구 결과를 해석해보면, 첫째로 장기적인 미래 목표를 

가치있게 여기는 것이 환경행동을 하려는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보인다. 이는 환경행동이 보다 먼 미래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며 그 미래가 

습관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가까운 미래를 넘어서는 역동적 측면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둘째로 현재의 활동과 미래의 목표를 연결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

는 것이 환경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지적 측면의 미래지향성은 현재의 행동으로 변화할 미래에 대한 개인의 기대

를 반영하고, 현재의 행동이 먼 미래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가치있다고 여기는 태

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환경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셋째로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의 영역, 즉 시간 지평의 수준이 환

경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시간 지평 안에 

있는 목표가 밖의 목표보다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시간의 범위가 넓을수록 

먼 미래까지 포괄하는 시간관을 갖게 된다. 넓은 시간지평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환경문제를 고려하게 하고,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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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시간인식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관계 탐색 연구가 주는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아동 후기, 초기 청소년

기의 미래시간인식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발달심리학에 따르면 이 시

기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특히 미래 시간에 대한 조망과 현재 시간에 

대한 갈등이 이루어지며 시간 인식이 구성되는 때이며, 따라서 분명한 경향성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본 연구에

서는 환경교육자료의 투입이 미래 환경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에 효과적으로 영

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임으로서 교육자료를 통한 바람직한 미래시간조망의 형성

을 도울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변인으로 주목받지 않았던 미래시

간인식을 동기적 요인으로 설정하고 관계를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환경행동

의도의 주요 변인으로는 환경태도, 환경지식, 통제소재, 과거 행동 빈도 등이 독

립변인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개인의 시간인식은 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

구에서는 미래시간인식 중 물리적으로 먼 시간도 가깝게 느끼는 미래시간조망과 

미래를 가치있게 여기고, 현재의 행동이 미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미래지향시간관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해서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와의 

유의한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과 환경행동의 관계(Liu & Lin, 2018), 미래를 좀더 개인적인 것으로 다

루어야지 환경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Carmi, 201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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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함께 환경교육에서의 학습자의 미래인식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켰다. 

셋째, 본 연구는 환경교육에서 미래의 환경, 미래의 교육을 다루는 것과 동시

에 미래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환경교육 속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활성화되어

야 한다(Hicks & Holden, 2007; Rickinson, 2001; Hicks & Holden, 1995a)는 

주장의 연장선에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 기후위기, 환경오염 등 미래의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교육적 효과를 볼 것인지, 어떠한 역

량을 함양해 미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와 같은 기존의 주류 논의

들은 교육의 다양화와 미래 환경교육을 체계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교육 

대상이 미래를 바라보는 인식 체계에 대한 연구, 미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에 대한 연구 등이 병행된다면 교수자에서 학습자로 내려오는 일방향적 교육

에서 쌍방향의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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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동기적 요인 중 미래시간인식

에 초점을 맞추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

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시간의 유한성 인식에 따른 시간적 거리감

의 변화를 검증하고, 미래시간조망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의 관계, 그리고 

아동의 고유한 미래지향성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두 가지 하위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지구 환경 시간의 유한성 인식이 30년 후 미래 환경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러한 미래시간조망의 차이가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2에서는 아동의 

미래지향적 특성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응

답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 1에서는 독립표본 t-검정과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연구 2에서는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간의 유한성 인식을 위한 연구 1의 실험자극물은 환경교육 현장에서 사

용되고 있는 환경위기시계를 포함하여 제작하고, 자료의 이해 확인 문항을 함

께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는 백성희 & 김찬종(2019)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미래지향성은 Husman & Shell(2008)의 Future Time 

Perspective 중 일부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시간의 유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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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따른 시간적 거리감의 변화, 미래시간조망과 미래지향시간관이 기후변

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를 해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첫째, 미래 환경에 대해 가까운 시간적 거리감을 갖고 긴 미래시간조망을 

가질수록, 즉 동일한 미래 환경에 대해 더 가깝게 느낄수록 기후변화 대응 행

동의도가 높다. 30년 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가깝게 느낄수록 아동의 시

간 지평이 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간 지평이 시점간 선택의 

특성을 가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

다. 또한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제한된 미래를 인식할수록 감정적

으로 의미있는 목표에 기반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택의 반복과 확장

이 미래 세대까지 아우르는 세대애로 연결될 수 있어 미래시간조망을 확장하

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아동의 미래지향성은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미래

지향적 시간관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Milfont et al., 2012 )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아동 대상으로 실시

한 미래지향성 검사도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결론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장기적인 미래 환경에 대한 예측

을 아동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아동의 시간적 거리감과 시간지평의 변화를 일

으킬 수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도를 높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 위기 시계와 같은 교육 자료들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

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일시적인 자극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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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아동이 더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미래지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

육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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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계 및 제언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미래지향적 시간관 척도 중 Husman & Shell의 

척도를 선택하였으며, 4개의 영역 중 일부 영역만으로 한정하여 측정하였다. 

ZTPI 등 미래지향시간관의 여러 척도들이 있는데, 이는 과거지향, 

현재지향까지 모두 포함하는 시간관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간관이 

기후변화대응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미래지향적 

시간관과 더불어 아동의 현재지향, 과거지향성도 측정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미래 환경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미래 

환경을 서술하는 지문을 부정적인 미래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환경 위기 시계로 

인식한 미래 지구 환경의 유한성 인식의 연장선에서 부정적인 미래로 

시간지각을 측정하였지만, 30년 후의 긍정적인 미래 환경에 대한 시간지각도 

측정해본다면 긍정, 부정 프레임에 따른 미래시간조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제 환경행동 빈도의 측정이 아닌 환경행동을 

하려는 의도를 측정하였다.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환경행동의도가 

환경행동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변수로 여겨져왔지만 의도가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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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시간의 유한성 인식 이후에 실제 환경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연구 대상자 관찰이나 본인 체크리스트 활동을 통해 실제 

수행 여부와 지속성을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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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Future Time 

Perspective on Children’s Climate 

Change Behavioral Intention 

 

Sujin Park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education to cope with the climate crisis becomes urgent, discussions 

on the content and behavioral variables of climate change education are 

becoming more active. In environmental education, efforts are continuing to 

develop the ability to look far into the future with the aim of fostering 

ecological citizenship that also think about future generations and other 

species. However, research or educational attempts to deal with subjective 

perception of future time as a major variable of behavior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whether children's Future 

Time Perspective(FTP) affects their climate change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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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Future Time Perspective was firstly divided into FTP meaning 

a future time view, which is the degree of psychological perception of the 

remaining time, and secondly, FTP meaning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which means a total perspective on the future as a cognitive-motivated 

factor. Two experimental studies confirmed whether each variable affects 

the climate change behavioral intention. 

First, in order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future time 

view and climate change behavioral intention, 188 6th grade students in 

Seoul surveyed psychological perspection of the remaining time and 

behavioral intention deal with climate change. In this survey, students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that recognizes finiteness in the future 

environment with an environmental crisis clock and a control group. Next, 

in order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future-oriented 

perspective and behavior intention, 89 5,6th grade students in Seoul 

survey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was investigat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shorter the psychological 

distance to the future environment 30 years later,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the process of verifying the 

experimental stimulus, it was confirmed that children who recognized the 

finiteness of time felt closer to the future environment of the same distance 

than children in the control group.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future-oriented perspective, the higher the children's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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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behavioral intention and therefore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child's future affects the climate change behavioral inten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 and 

educational materials that can make children aware of a limited future, such 

as an environmental crisis clock, are needed in environmental education so 

that they can have an expanded future view. Second, subjective time 

perception was dealt with as one of the variables of 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 suggesting that the improvement of children's future 

orientation can be a major variable in climate change behavioral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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