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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후 온난화와 동식물 서식지 파괴,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전 지구적 

생태환경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환경 문제의 주체인 인간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특히 인간의 

환경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적인 측면에 관한 본질적 이해가 부족한 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적극적 활동의 심리적 

계기를 견인하는 요인과 그 작용을 밝히는 것은 현재 당면한 환경 위기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환경친화적 행동을 이끄는 심리적 결정 요인은 많은 연구를 통해 

다뤄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한 개인의 친환경적 행동은 그의 

환경에 대한 감수성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자연 환경에 반응하고 교감하는 감수성이 높을 수록 환경을 아끼고 

돌보려는 애정으로 발전하며, 이같은 환경의 애착은 그의 일생 과정에서 

축적된 생태적사회문화적 경험이 바탕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날로 외부 

환경과 절연되어가고 있는 현대인의 삶에서 자연과의 접촉 기회를 늘려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들 시도가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적 행동을 발현하는 효용성을 입증하는 것이 환경 관련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간 다양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자연 환경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경험이 환경에 대한 애착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자연 환경의 경험으로 환경 애착심을 증진하는 것은 

주변 환경, 더 나아가 전 지구적 환경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동력이 되며, 

이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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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법으로써 자연의 대상을 ‘그리는’ 행위를 제시하였다.  

손으로 자연물을 드로잉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감응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 중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자연 과학 교육 분야에서 드로잉은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학습 방법이었다. 특히 서구의 지질학과 식물학 

전통에서는 자연경관과 식물을 섬세하게 드로잉하는 과정을 자연 현상을 

식별하고 해석하는 필수적 학습법으로 인식하였고, 자연물의 개별적 요소와 

전체적 모습을 여러 표현 양식으로 묘사하여 자연 현상의 통찰을 얻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자연 대상물을 시각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손으로 

그리는 행위는 환경 관련 연구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임에도 본격적으로 

탐색하거나 활용된 바가 적다. 본 연구는 각종 선행 연구의 이론과 현장 

실험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자연경관과 식물을 드로잉 하는 행위가 

개인의 환경 애착심을 고양할 가능성, 그리고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실질적 

행동을 발현할 가능성에 관하여 탐구하였다.  

현장 실험은 여러 연령대와 직업군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반 

자연환경’의 조건을 갖춘 서울 시내의 대형 공원과 대학 캠퍼스에서 

진행하였다. 공원에서의 실험은 공원 내부를 걷는 신체 활동과 드로잉이 

조합된 방식을 활용하였고, 대학 캠퍼스 내에서의 실험은 수목 환경이 좋은 

장소에 머물며 장시간 식물을 드로잉 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전자에서는 

참가자의 드로잉 경험에 관한 대면 인터뷰로 얻은 구술 텍스트 자료를, 

후자에서는 드로잉 결과물과 설문 조사로 얻은 수치적 자료를 수집했고, 이 

두 유형의 자료를 각각 질적양적 분석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검토 결과, 자연환경과 식물의 드로잉이 환경 애착과 환경 

친화적 행동을 위한 개인의 의도를 발현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의 기본 가정을 일정 부분 뒷받침하였다. 공원의 드로잉 이후 인터뷰 



 

 iii 

내용의 분석에서 환경 전반에 연관된 개인의 감성적 애착과 자연을 

보전하고자 하는 도덕적 책임감의 함의를 읽어낼 수 있었고, 식물의 

드로잉과 설문 조사 결과의 분석에서 드로잉의 표현 양식에 따라 환경 

애착과 친환경적 행동의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논문의 결론부에서는 이들 실험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하나의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드로잉이라는 매우 신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시각 표현 

방식으로 매개되는 자연환경의 체험이 환경 보전의 행동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날로 악화되어 가는 생태 환경을 

보전하고자 다방면의 분야에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과 학습을 거쳐 개인에게 환경의 관심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연의 체험과 이를 

시각적 표현으로 매개하는 활동이 감정과 행동의 영역에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미술, 경관, 심리,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통섭적 연구의 가능성과 미래의 환경 교육의 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요어:  식물 드로잉, 경관 드로잉, 환경태도, 환경애착, 환경친화적 행동 

의도, 환경심리학, 환경교육  

학번:  2013-3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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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후 온난화, 서식지 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여러 환경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의 위기는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은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이 환경 파괴의 주체인 인간의 태도나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당면한 생태 

ⅵ환경의 위기는 전적으로 인간의 문명 활동에 의한 것임을 상기한다면

(Lynas 외, 2021), 자연 환경에 대한 인식, 자연 환경과의 정서적 유대, 환경 

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자 하는 책임감 등, 환경을 대하는 인간의 심리적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심리작용을 충분

히 이해하지 않은 채 대중에게 인식 변화만을 요구한다면 결국 환경보전의 

노력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Welchman, 1999; Robertson & 

Hull, 2001). 

지금 닥친 각종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이른바 ‘친환

경 행동(pro-environmental behavior)’으로 불리는 이러한 도덕적 행동은 현세

대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쓰레기 재활용과 

탄소 발자국 줄이기 등의 환경 보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확

대되고 있지만, 실제 어떠한 요인이 원인이 되고 어떠한 경로를 거쳐 그러한 

행동이 표출되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친환경 행동의 결정적 

인자를 찾아내고 여러 시대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로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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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학문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 그리고 다양한 환경친화적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이양수, 2009).  

비록 친환경 행동의 근원을 설명하는 결정요인과 경로에 대해 이론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지만, 개인의 자연에 대한 심리적 유대감이 중요한 변수로 자

리잡고 있는 사실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Kellert & Wilson(1993)은 

인간과 자연의 정서적 유대를 바이오필리아 가설(Biophilia Hypothesis)로 정

리하였다. 이 가설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자연의 구성 요소와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과의 긴밀한 접촉은 생태 환경에 대한 애착심을 일깨운

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한 개인의 자연 환경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긍정적

인 체험에 의해 발현된다(Kaplan & Kaplan, 1989; Schultz, 2004). 즉, 자연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많고 그 경험의 질이 높을 수록 자연에 대한 애착심이 

높음을 의미한다(Wandersee & Schssler,1999). 따라서 한 사람의 바이오필리

아 성숙은 그의 평생에 걸친 자연 환경과의 경험이 근간이 되고, 그러한 경험

이 풍부해질 수록 환경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커진다

고 할 수 있다(Kahn, 1997; Kellert, 2002). 

인간과 자연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주로 인간 활동의 영역의 주변에 있

는 자연 환경에 의해 매개된다. 이러한 정서적 교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의식

에 오랜 시간 내재해 있는 자연에 대한 감각과 기억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Ryan, 2013). 그러나 지난 수십년 간 걸쳐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와 나날

이 악화되어 가는 생태 환경으로 인해 이와 같은 상호 작용은 감소하고 있다

(Turner 외, 2004). 자연과의 직접적 교류가 줄어듦에 따라 많은 도시 거주민

은 자연 환경의 경험에 대해 그다지 중요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점

차 생태적으로 황폐한 상태를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어 자연과의 공감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Wandersee & Schssler, 1999; Balding & Williams, 

2016). 이른바 ‘경험의 소멸(extinction of experience: Pyle, 2002, p.313)’로 

불리는 이 현상은 자연 환경을 지켜 나가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소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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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며, 최근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해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더욱 강화되

는 추세이다.  

이에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자연과의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는 ‘환경 감수

성(environmental sensitivity)’을 고양하는 요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

은 바이오필리아의 각성과 환경을 위한 적극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신체적 활동을 통해 자연환경을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들고 있

다(Wells & Lekies, 2006; Collado 외, 2013; Soga 외, 2016). 특히 한 개인이 

유년기 시절에 겪는 직접적 자연 체험은 이후 성인기의 자발적인 환경 보호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Wells & Lekies,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신체

와 감각으로 매개되는 자연 환경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

형화되어 있는 활동인 걷기, 눈으로 보기, 손으로 만지기, 직접 키우며 가꾸

기 등의 활동 외에 학습과 교육의 실천적 영역에서 실천 가능한 새롭고도 구

체적인 경험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고 않다. 친환경 행동이 자연에 대한 감정

적 감응의 결과물인 바이오필리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경험의 방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연 환경에 대한 감정적 유대감과 친환경 행동이 예술적 표현을 매개로 

확장되는 것은 그동안 관련 연구를 통해 다루어진 바 있다.1 특히 시각적 표

현의 가장 근저에 있는 ‘직접 손으로 그리는' 행위가 환경 애착의 발달에 미치

는 영향은 환경교육 관련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다(Flowers 외, 

2015; Liu & Lin, 2014; 2015). 이 중에서도 ‘지연물 대상을 눈으로 관찰하

며 그리는’활동은 서구의 근대 자연과학 발전과 함께해 온 유구한 학문적실

천적 전통으로 자리잡혀 있다. 특히 지질학, 식물학, 해부학 분야에서 지질 

환경이나 식물 표본을 면밀히 관찰하고 섬세하게 그리는 방식은 자연물의 형
 

1 Inwood(2009)와 York(2014)의 연구는 자연 환경을 주제로 한 예술적 활동이 환경 애착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했고, Curtis(2014)는 예술활동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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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물론 그들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Reeds, 2004, Sanders, 2007). 전통적으로 드로잉은 자연물의 형태를 묘사

하고 식별하는 것을 넘어 자연 현상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그 근본원리를 파

악하는 필수적인 학습 과정으로 인식되었다(Dempsey & Betz, 2001; Lerner, 

2007). 이러한 관점에서 드로잉은 16세기 이후 서구의 자연과학을 발전시

키는 요체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Blunt & Stearn, 1993; Reeds, 2004).  

식물을 포함한 자연경관의 여러 시각적 지표는 인간의 지각과 감각을 자

극하여 그 장소의 장소적 정체성을 부여한다. 이들을 드로잉 하는 것은 자연

에 대한 감각은 물론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각인하는 행위이다(Piana 외, 

2016; Dossche & Rogge, 2016). 따라서 자연의 드로잉은 인간의 자연 환경

에 대한 인식과 감각 모두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기능한다(Babaian & Twigg, 

2011). 그동안 적지 않은 실증적 연구에서 드로잉이 자연의 형태적 묘사 뿐

만 아니라 자연환경과의 감성적 유대를 증진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Balding & Williams, 2016; Loureiro & Dal-Farra, 2018),  

이처럼 드로잉이 바이오필리아를 회복하고 자각하는데 영향을 주는 관계

를 가정한다면 드로잉이 한 개인의 친환경적 행동에 대한 의식적 판단을 이

끌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자연 대상의 드로잉이 환경에 대한 감정적 애착

심과 더불어 친환경적 행동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실을 가정할 때, 

우리는 미적 표현의 영역인 드로잉이 환경 심리의 영역으로 확장됨은 물론 

보다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손을 이용한 드로잉

은 인간의 지극히 본능적 행위임과 동시에 고도로 의식적인 활동이며, 또한 

자연 대상과의 매우 직접적인 상호작용이면서도 도구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매개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이처럼 다양한 특성을 가진 드로잉과 환경 심리

의 주요 요인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환경 연구 분야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5 

식물과 자연경관을 눈으로 관찰하고 직접 손으로 표현하는 드로잉이 환경 친

화적 행동을 실천하려는 개인의 의도를 견인하는가? 드로잉과 친환경적 행

동의 의도는 환경 애착의 측면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들 관계는 어떠한 

경로와 구조로 설명 가능한가?  

이들 질문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일련의 

실험 자료의 분석을 통해 자연환경의 드로잉이 개인이 환경친화적 행동을 실

천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둘째, 환경심리학의 오랜 

주제인 ‘환경태도(environmental attitude)’의 중요 부분인 환경에 대한 감정적 

애착(environmental affection)이 이러한 영향 관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탐색한다. 셋째, 이들의 관계가 어떠한 과정과 경로를 거쳐 형성되는지 밝힌

다.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 행동 간의 관계를 좀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이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심리학과 환

경교육 분야에서 제기하고 있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연구 형태의 제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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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범위와 흐름  
 

1. 연구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자연을 미적 수단으로 체험하고 표현하는 행위가 인간의 친환경 

행동을 견인하며, 이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

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여러 종류의 미적 활동 중에서 

직접 손으로 그리는 드로잉에 주목했으며, 예술적 영역으로만 인식되는 드

로잉이 친환경적 주제로 그 의미가 확장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이론적인 

가정을 세우고 그 근거를 탐구하였다. 연구에서 다루는 자연환경의 대상을 

크게 ‘자연경관’과 ‘식물’로 구분하였으며, 이 두 대상을 드로잉 하는 정성

정량 연구를 통해 그러한 가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공간적 범위  

드로잉 실험을 위한 현장 대상지는 녹지가 풍부한 서울의 도심공원과 대학교 

캠퍼스였다. 가장 이상적인 대상지의 환경은 수목의 밀도가 높고 적당한 비

율의 평지와 언덕이 있어 경험적 요소가 다양한 장소였으나, 동시에 되도록 

많은 참가자가 평일과 주말에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곳이어야 했다. 따라

서 대상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대상지가 도심 내부에 있는 ‘반 

자연환경(semi-natural environment)’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험자가 대상지

를 자연 환경으로 인식하며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다. 도심 내에서 수목의 상

태가 양호하고 밀도가 높으며 접근성이 높은 장소는 대형공원과 대학교 캠퍼

스이다. 이러한 조건이 비교적 잘 갖춰진 서울 올림픽공원과 서울대학교 캠

퍼스를 각각 현장실험의 대상지로 삼았다.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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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 조각공원은 식생환경이 매우 풍부하고 면적이 넓다는 장점을 고

려하여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올림픽공원은 서울 강남의 중심부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내에서 면적이 매우 큰 공원 중 

하나이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위해 1984년 착공하여 1986년 완

공되었고, 총 6개의 체육시설이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어 체육과 문화의 기

능이 크다(우경숙 외, 2018). 그러나 무엇보다 전체 공원 면적 1.421km² 

중에 녹지면적이 4백여 km²를 차지하여 도심 내 생태적 기능이 두드러진다. 

공원 입구는 총 6개로서 주변 거주지, 상권 및 교통이 연계되어 있으며, 

2017년 기준 523만 명, 하루 평균 14,000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이곳을 방

문하고 있다.  

현재 공원의 생태적 구조는 지난 2000년 생태공원 지정 이후로 30여년간 

많은 생태복원 사업을 거쳐 조성되었다. 과거 공원건립 초기에는 공원의 경

계면을 끼고 도는 성내천의 퇴적층이 매우 두터워 물 공급이 매우 부족하여 

주로 공원 내 인공적 구조물 주변으로 단순 식재를 했으나, 이후 수질정화 사

업과 함께 천을 정비하면서 그 주변으로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게 되었다. 

2000년부터 생태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수차례 공원의 생태 복원사업

이 지속되면서 생태자원이 매우 풍부한 공원으로 재 탄생하였다(국민체육공

단 홈페이지 참조). 현재 식생은 공원 경계부 주변은 수생식물과 침엽수 위

주로 식재 되어 있고, 공원 중심부인 몽촌해자와 호수(88호수)를 잇는 통로 

부분은 비오톱으로 조성되어 있다(김정호 외, 2020).  

 

 서울대학교 캠퍼스  

두번째 대상지인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는 풍부한 식생환경과 다양한 지형, 

그리고 무엇보다 피험자의 실험 참가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서울

대학교 관악캠퍼스는 관악구 신림 9동 산 56-1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총 4.795km²의 면적에 캠퍼스 내부의 낮은 구릉지(경사도 15-2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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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천으로 흐르는 지류로 이루어져 있다. 캠퍼스는 내부 순환도로에 의해 

외부는 자연녹지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내측 순환도로에는 양버즘 

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등이 열식되어 있다. 캠퍼스 내 실험 대상지인 음 미

대 주변에는 수수 꽃다리, 사철나무 등의 관목이 식재 되어 있다.  

 

(3)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데이터수집을 위한 현장실험의 시간적 범위는 정성정량적 현장 

연구가 이 행해진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총 5년에 걸친 시기에 해당한다. 

식물 관련 드로잉 실험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총 4년간, 매년 4-5월 

사이에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자연경관 관련 드로잉 연구는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총 2년간, 매년 10 -11월 사이에 올림픽공원 내

에서 이루어졌다. 데이터 분석과 해석작업은 현장연구 이후 여러 단계에 걸

쳐 진행되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각종 선행연구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삼아 자연환경 드로잉이 친환경 행동

을 견인하는 영향 요인과 그 구체적인 작용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후 

가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일련의 현장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은 참가자가 자연경관과 식물로 구분한 각각의 자연환경 대상을 드로잉 

하는 것이었으며, 연구 질문과 가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종합적인 결론을 

얻고자 실험을 정성적 분석을 위한 실험과 정량적 분석을 위한 실험으로 양

분하였다. ‘자연경관의 드로잉’ 연구에서는 참가자에게 일련의 반 구조적 인

터뷰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얻은 자료를 정성적으로 분석했으며, ‘식물 

드로잉’ 연구에서는 참가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수치적으로 변환한 드

로잉 및 설문의 결과 자료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두 자료분석 결과

를 서로 비교하고 공통점 및 차이점을 도출하여 연구의 가정과 가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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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검증을 진행하였다.   

 
3. 연구의 흐름  

본 논문은 총 5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장인 서론을 거쳐 2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연관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

았다. 2 장 1 절에서는 논문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고 환경친

화적 행동, 환경 애착, 드로잉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을 정리한

다. 이어 2 절에서는 자연경관과 식물의 두가지 연구대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3 장에서는 연구의 기본 가정과 가설을 제시하고 연구 방법론을 

논한 뒤 자연경관 및 실물의 드로잉 현장연구의 과정, 결과, 해석을 차례로 

서술한다. 이어지는 4 장에서는 각각의 실험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결론

의 요약 및 시사점 제시로 연구를 마무리 짓는다.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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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흐름의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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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제 1절   개념의 정리  

 

본 연구의 핵심 단어인 ‘환경(environment)’은 큰 범주에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종류의 상황을 뜻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경은 

생태적이거나 공간적인 상황을 의미하며, 특히 환경에 관한 논의에서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은 인간의 문명활동에 의해 크게 변화되지 

않은 환경을 의미한다(Johnson 외, 1997).2 본 논문에서 ‘환경’은 맥락상 

자연환경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한다.  

 ‘친환경 행동(pro-environmental behavior, 이하 PEB)’, 또는 ‘환경친화적 

행동 3’ 은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주제어이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환경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친환경 행동은 

“자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행동(Kollmuss & Agyeman, 2002, p.240)” 이며, 생태계 균형이라는 

 
2 어느 정도의 인간 활동을 환경 변화의 기준으로 삼을지, 식물 소재 등을 이용해 의도적으

로 만든 환경도 자연환경으로 부를 수 있을지 등을 명확히 논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Mausner(1996)는 사람의 인식 기준에 따라 자연환경을 구분하여, 인간 활동 영향의 정도 
여부에 따라 완전 자연 환경(totally natural environments: 미 개척된 밀림 등), 유사 자연환
경(quasi-natural environments: 정원, 잔디밭 등), 반(半)자연환경(semi-natural environments: 
대형 도심공원, 수변공원 등), 비자연환경(nonnatural environments: 녹지가 없는 주거지 등)
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기도 하였다.  

3 금지헌백송희(2010)는 연구의 관점에 따라 환경에 책임 있는 행동을 의미하는 용어를 다
르게 쓰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저자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는 이 용어를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등으로, 행동의 의도성을 강조하는 관점에
서는 environmental action 으로,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pro-
environmental behavior 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찾았고, 용어를 ‘환경 행동(environmental 
behavior)’으로 통일하여 쓸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자연환경의 경험이 환경에 이로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다루고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라는 목
표를 위한 것이므로 Kollmuss & Agyeman(2002), Jackson(2005), Whitburn(2019)등의 연
구에 등장한 용어인 pro-environmental behavior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국문 용어로는 이
양호(2009)의 ‘친환경 행동’과 박희서노시평김은희(2007), 김민경문상호(2014) 등의 
‘환경친화적 행동’을 혼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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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개인 및 집단의 사적욕구 충족의 목적이 아닌, 행위의 결과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하는 행동이다(민현선이기춘, 

1999). 친환경 행동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환경보호 노력(재활용 동참, 

대중교통 이용 등; 신정우이미숙, 2016)에서부터 초국가적 차원의 

환경관련 정책(생물서식지 보호 협약, 탄소 중립계획 수립 등)까지, 개인과 

사회를 모두 아우르는 행위이다(Finger, 1994). 

 친환경 행동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에서 그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환경태도(environmental behavior)’ 또는 ‘환경친화적 태도’이다. 심리학 

분야에서 ‘태도(attitude)’는 “일정 대상을 좋음과 싫음의 정도로 판단하는 

경향(Eagly & Chaiken, 1993, p.1)”으로 본다. 태도는 인간의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며, 이것은 일정 행동의 옳음과 그름을 판단하는 

기대와 직결된다. 따라서 환경태도는 “환경과 관련된 이슈나 활동에 대해 

가지는 신념, 감수성, 행동의도(Shultz 외, 2004, p.31)”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환경태도의 구성 인자 중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환경 

애착(environmental affection)4’이다. 환경 애착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감정, 

특히 환경파괴에 대한 정서적 반응(Liu & Lin, 2015, p.25)”으로 정의되며, 5 

환경태도(environmental attitude)의 한 인자인 환경감수성(environmental 

sensitivity)과 비슷한 의미이나 본 논문에서는 좀더 감정적 애착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인다. 본래 ‘태도’의 개념에는 인지적, 감성적, 행동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Eagly & Chaiken, 1993), 환경 애착은 환경 태도를 
 

4 환경 애착은 연구자에 따라 환경 감수성, 환경 친밀성(environmental affinity), 환경 감정의 
연결성(environmental affective connection) 등으로 조금씩 달리 명명되기도 하나, 모두 인간
의 감성적 영역을 말하고 있는 점에서는 같다.  

5 이는 앞서 설명한 Chawla(1999)의 환경 감수성(environmental sensitivity)과 다소 중복되는 
개념적 정의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환경 애착을 환경 감수성보다 더욱 적극적인 감정적 요
인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즉, Chawla는 환경 감수성을 “개인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환경
에 대해 이해하려는 의식,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감정적 상태, 자연을 보호하려는 행동”으
로 정의하고, Liu & Lin(2015)은 그보다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환경 파괴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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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데 있어 인지적인 측면과 더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연구에 

따라서는 인지적 측면보다 더 우선시되는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Pooley & 

O'Conner, 2000).  

본 연구가 탐구고자 하는 주제는 자연물의 드로잉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성이다. 여기서 ‘드로잉’ 이라는 용어는 그리는 행위와 결과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단지 대상의 모사(模寫)행위 뿐만 아니라 작가의 

대상에 대한 인식, 대상을 파악하는 심리적 작용, 그리고 표현적 테크닉까지 

모두 포함하는 행위와 결과물을 일컫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드로잉을 

디지털 매체로 매개하며 간접적 방식으로 생산하는 그림이 아닌, 작가의 

손을 직접 사용하여 평면에 그려낸 그림의 의미로 한정하고자 한다.6 

드로잉은 그 개념과 해석이 매우 다양하여 선행연구에서도 일관된 

정의를 찾기 힘들다. 근세 이전의 서구의 미술 역사에서 드로잉은 본격적인 

회화 및 조각 작품을 만들기 전에 연구하는 학습단계의 과정으로 여겼으나, 

근세 이후부터 작품의 영역이 대상의 모사를 넘어 작가의 주관적 표현으로 

확장되면서 드로잉은 차츰 독립적인 장르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현재 드로잉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고, 

특히 회화나 조각과는 달리 일정하게 합의된 정의를 찾기 힘들다(Petherbridge, 

2008). 본 연구에 활용된 참가자의 그림은 그 표현방식과 양식적 차이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용어로 명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드로잉’이라는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의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어로 

통칭하고자 한다. 

 

 
6 Lerner(2007), Chorpening(2014), Quillin & Thomas(2015) 등의 드로잉 관련 연구는 

모두 손으로 그리는 평면 드로잉을 전제로 하고 있다. 비록 이들 연구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드로잉과의 차이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전통적 방식의 손 드로잉이 
대상에 대한 직접적 모사 및 주관적 표현을 가장 용이하게 매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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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자연환경의 드로잉과 친환경행동 의도 

 

1. 미적 표현행위와 친환경행동 의도 

(1) 미적 표현행위와 친환경행동 의도  

환경 문제는 개인이 물질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행위가 지속되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축적되었을 때 가시화된다. 환경친화적 행동은 이러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의식적 행동이며, 이러한 행동에 관여하는 심리, 

사회, 문화적 요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그 작용 또한 복잡하다(Curtis, 

2014). 그동안 학자들은 친환경 행동의 근원적 요인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그 요인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행동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들 이론에 등장하는 요인은 크게 사회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인지심리적인 요인으로 나뉜다. 전자는 인간을 외부의 조건에 의해 

영향받는 존재로 가정하고, 친환경 행동이 주로 각종 경제사회문화적 

제도와 규범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후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자율적인 개체로 가정하고 인간의 내면적 조건을 행동의 

요인으로 여긴다. 그 요인으로는 개인이 가진 가치(value), 믿음(belief), 

태도(attitude), 등을 들 수 있다(Kollmus & Agyeman, 2002; 박희서 외, 

2007).7다시 말하면, 친환경 행동은 한편으로 집단의 생활양식과 문화에 

의해 형성된 지향성에 영향받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내적인 

지향성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사회문화적 요소 및 심리적 요소가 

모두 친환경 행동의 근원이 됨을 뜻한다.   

 
7 Kollmus & Agyeman(2002)이 분류한 친환경 행동의 요인 중, 내적인 요인으로는 내적 동기

(motivation), 환경 지식(environmental knowledge), 내적 가치(values), 태도(attitudes), 환경 자각
(environmental awareness), 감정적 연계(emotional involvement), 통제 소재(所在)(locus of 
control), 개인적 책임감과 우선 순위(responsibility and priorities) 등이 있고, 외적인 요인으로
는 제도적(institutional factors), 경제적(economic factors), 사회문화적(social and cultural factors)
요인 등이 있다. 이들 외에 인구통계학적 요소로서 성별과 교육수준 등의 요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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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음악, 공연예술 등, 미적인 감수성이 동원되는 모든 창작 

행위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문명사회 전반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활동이다(Belfiore & Bennett, 2007). 예술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정체된 기존의 가치에 도전하며,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Greene, 2019). 따라서 미적인 표현과 관련된 예술적 행위는 

개인의 내적인 표현 욕구임과 동시에 외적인 사회문화적 양식 및 규범에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심리적 측면과 사회환경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인간의 예술 활동이 친환경 행동을 위한 동기로 

작용할 때 그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례로 Curtis(2020)는 환경을 주제로 한 시각예술, 음악, 공연예술 등의 

활동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친환경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경로에 대해 논하면서, 이들이 각종 환경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환경과의 감성적 교감을 형성하며, 환경친화적 설계 및 계획의 일환으로서 

기능하는 예를 제시하기도 하였다(p.6).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예술적 

활동과 친환경 행동 간의 긴밀한 상관성을 좀더 이론적인 수준에서 논하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동안 이를 규명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이는 무엇보다 

다양한 형식과 내용이 특징인 예술적 창작 활동의 특성상 이들이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Curtis, 2014).  

본 연구는 여러 종류의 예술적 행위 중 손을 사용한 드로잉이라는 

시각적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자연물을 보고 손으로 드로잉 하는 것이 

환경에 관한 학습 및 교육 수단으로 기능할 때 실제로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본 연구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논하기 

위해서 우선 친환경 행동의 영향 요인과 그 작용 경로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환경심리학의 선행연구 예를 알아보고, 이들이 드로잉이라는 미적 

표현행위와 연계될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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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적 표현행위와 심리-행동 이론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과 그 경로는 몇 가지 

대표적인 심리-행동 관련 모형에서 그 이론적 토대를 찾는다. 이들 

모형으로 ‘태도-행동 모형(attitude-behavior model)’, ‘이타주의 모형(altruistic 

model)’, 그리고 ‘가치-신념-규범이론(Value-Belief-Norm Theory: VBN)’등이 

있다. 태도-행동 모형이 주로 개인의 인지심리적 요인과 그 영향 경로를 

다루고 있다면, 이타주의 모형은 관련 요인을 사회환경적 영역에서 다룬다. 

가치-신념-규범 이론은 앞선 두 모형을 적절히 혼합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김민경문상호, 2014).  

  태도-행동모형은 태도를 행동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보고 개인의 태도, 

신념, 규범 등의 예측 변수로 행동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태도(attitude)는 한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의 좋음/나쁨의 판단을 의미하며, “주어진 

상징물에 대해 호의적/비호의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응하도록 하는 학습된 

요인(박희서 외, 2007, p.103)”이다. 태도는 개인의 내적인 신념과 사회적 

환경에 의해 고르게 영향받으며 형성된다.  

여러 태도-행동 모형 중 가장 대표적인 모형은 Ajzen & Fishbein(1975; 

1980)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과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이하 TPB)’이다. 두 모형의 

핵심적 내용은 태도가 곧바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의 요인을 거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빈 

병을 재활용 수거함에 넣는 행동은 환경을 아끼는 개인의 태도가 바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행동의도에서 파생되는 

행동이다. 즉, 행동의도는 주어진 행동을 실행하는데 있어 얼마나 

노력하는가 를 측정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박희서 외, 2007). 

Ajzen(1985)은 이러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두가지 요인으로서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에서 주어지는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과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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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에서 통제력을 발휘하는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을 

추가하여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8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등 세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행동의도를 결정하며, 이 행동의도를 파악함으로써 특정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인간의 복잡한 심리행동 영역을 몇 가지 요인만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이들 모형은 이후 여러 심리학 

관련 학문, 특히 환경심리학 분야의 실증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이양수, 2009). 【그림 2-1】 

  

태도-행동 모형은 미적 활동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효한 근거가 된다. Curtis 외(2014)는 위의 모형을 토대로 환경친화적 

행동이 친환경적 태도에 의한 영향으로 결정되는 경로를 가정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환경관련 문화행사 등이 사람의 감성을 

 
8 ‘주관적 규범’ 은 이는 나 외의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친구와 가족이 재활용에 적극적이라면 나도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재
활용에 동참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재활용에 관해 긍정적 태도와 긍정적 주관적 규범이 
작용해도 내가 재활용에 지속적인 습관을 가지지 못한다면 행동의도로 이어지기 어렵다. 
‘지각된 행동 통제’는 이처럼 개인의 행동 실행 여부에 대한 의지와 관련된 요인이다
(Haddock 외, 2008).     

 
 

【그림 ２-1】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Azje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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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하여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예를 든다. 또한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가지는 공적인 기능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활동이 환경에 대한 함의를 

지녔을 때 친환경적인 사회적 규범(social norms)을 새롭게 정의하고 개인의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타주의 모형은 개인이 타인과 공동체에게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의 도덕적 규범이 반응하여 그 상황을 바꾸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Schwartz(1977)의 도덕적 규범활성화 이론(moral norm-activation 

theory of altruism)에 기반한다. 이 모형은 환경친화적 행동의 요인으로 

이타적(altruistic) 동기 외에 자기 만족적(egotistic), 생태적(biospheric)동기를 

들고 있다(Stern 외, 1993)9.  

가치-신념-규범 이론(VBN)은 태도-행동 모형과 이타주의 모형의 

규범활성화 이론을 혼합한 이론이다(Stern 외, 1999). 이 이론은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이타적 가치(values), 신념(beliefs) 10 , 

규범(personal norms)을 들고 있다. 이들 요인은 가장 개인적인 동기가 

이타적이고 사회적인 동기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환경의 훼손이 

개인의 가치를 위협하면 환경을 개선하는 행동으로 그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 형성되고, 이는 곧 타인과 사회를 위하여 친환경적 

행동을 하려는 개인의 내적 규범을 촉발하는 것이다(Stern, 2000). 【그림 

2-2】  

 

 
9 ‘사회적 동기’로도 불리는 이타적 동기는 타인의 위협과 고통을 제거하려는 방향성을 뜻하

고, 자기만족적 동기는 자신에게 생기는 위협과 고통의 제거를 지향한다. 생태적 동기는 
인간 외의 생명과 자연환경의 파괴와 고통의 제거를 지향한다(Kollmus & Agyeman, 2002, 
p. 245).  

10 ‘환경친화적 신념’은 새로운 생태학적 패러다임(New Environmental Paradigm: NEP), 자연
이 고통받는 상황이 낳는 결과를 인지하는 것(awareness of adverse consequences: AC), 그리
고 실제 행동으로 그러한 상황을 바꾸려는 책임의 자각(ascription of responsibility to self: 
AR)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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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2】 가치-신념-규범 모형의 예측변수와 경로(stern, 2000) 

 

가치-신념-규범 이론 역시 태도-행동 모형과 마찬가지로 미적 활동과 

환경친화적 행동 간의 유효한 상관성을 논하기에 적절한 설명의 틀로서 

기능한다. 개인의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공동체 및 사회에 

낳는 결과를 인식하는 것(awareness of adverse consequences: AC)은 친환경적 

신념을 형성하는 주요 동기이며, 이는 곧 환경보호에 관한 지식의 

함양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예술적 행위란 곧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이를 미적 상징 체계를 이용해 표현하여 

소통하는 활동이므로, 환경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미적 표현 행위는 환경의 

지식을 고취하여 친환경 행동으로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연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미적이고 본질적인 속성에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은 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신념을 형성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며, 예술적 활동은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이해를 성숙시키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Curtis 외, 2014). 주지하다시피, 예술의 가장 큰 사회적 

기능은 기존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덕적 규범을 

형성하는 것이다(Belfiore & Bennett, 2007).  

이상 살펴본 세가지 친환경적 행동의 요인 및 경로모형은 공통적으로 

개인이 내면적인 덕목인 가치와 신념, 그리고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규범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경 친화적 행동에 대한 의도와 실제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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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과정을 규명한다. 하지만 이들 모형은 대체적으로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전제하고 있고,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요인과 경로가 구성된 한계가 있다, 인간의 환경에 대한 경험과 예술적 

활동은 공통적으로 이성적 측면(cognition)과 감정적 반응(emotion, 

feeling)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감정적 측면의 

영향력에 대해 논하고 있다(Grob, 1995; Chawla,1999; Kals & Maes, 2002). 

환경은 감정과 의미, 서사가 함축된 대상이며, 인간의 감정적 경험과 표현의 

원천이다(Karmanow,2009, p.17), 또한 환경을 예술적 활동의 매체로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적 영역을 활성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환경태도를 

이끈다(Curtis 외, 2014). Kollmus & Agyeman(2002)은 앞선 모형들 외에 

환경친화적 행동과 관련된 다른 이론의 내적외적 결정요인을 정리하면서, 

환경과 인간 감정적 관계가 개인의 신념, 가치, 태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p.254). ‘환경애착(environmental affection)’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감정적 요인은 환경의 경험에서 생성되는 감정이 행위를 

결정한다는 관점이 이성과 합리의 관점을 보완하고 있는 점에서 중요하다.  

 

2. 환경애착과 친환경 행동 의도 

환경애착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식, 태도, 신념, 가치 등과 함께 작용하여 

친환경 행동을 촉발하는 의도에 영향을 준다. 이 요인은 Azjen(1985)의 

계획된 행동이론의 모형을 적용할 경우 태도만큼이나 행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Hinds & Sparks, 2008).11  

환경애착은 한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접한 경험의 질과 

빈도수, 그리고 가정과 친구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감성적 영향에 의해 

 
11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감정적 반응이 반드시 환경행동의도를 높이는 것만 것 아니

다. 환경파괴의 현장을 보고 괴로움과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느낄 때 오
히려 그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할 수 있다(Kollmuss & Agyem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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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며, 이는 그의 친환경 행동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Chawla, 1999).12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직접적인 

자연경험으로부터 축적된 환경과의 긍정적 친밀감은 환경문제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연동되어 도덕적 책임감을 불러오고, 이것은 친환경 행동의 

의도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Kals 외, 1999). 장소적으로 자연경험 요소가 

풍부한 도시 외곽지역에 거주한 사람일수록 친환경 행동의 경향성이 크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Hinds & Sparks, 2008). 

많은 연구에서 자연경험-환경애착-친환경 행동 간의 경로를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 방법과(Tanner,1980) 설문문항을 이용한 정량적 

방법(Maloney 외, 1975)을 모두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개인의 유년기 자연경험과 성인기의 환경애착의 비례관계와 이들 요인이 

친환경적 행동으로 이행하는 양상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Wells & Lekies(2006)는 유년기의 적극적인 

자연경험(자연캠프, 산악체험 등)과 소극적인 자연경험(정원 가꾸기 

등)모두 성인기의 환경감수성과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적극적인 경험은 이후 성인기의 적극적 친환경적 행동의 주요 동기가 됨을 

밝혔다. 또한 Collado 외(2013)는 유년시절의 특정 시기별로 받아들이는 

자연경험에 종류에 따라 성인기에 환경애착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각각 

다름을 증명했고, 완전 자연환경과 도심 자연환경에서의 경험적 차이가 

일상의 친환경 행동에서 적극적 환경구호 활동으로 옮겨가는 데 영향을 주는 

사실을 밝혔다.  

이와 같은 환경 애착과 관련된 연구의 상당수는 본래 인간에게 내재해 

 
12 Chawla(1999)는 미국과 노르웨이에서 활동 중인 환경보호 관련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이 성장과정에서 자연환경을 접한 경험 및 가족과 친구 등과의 교류에 
형성된 감성적 영역이 그들의 직업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이후 친환경행동의 요인으로서 환경에 대한 감수성의 질과 양에 관해 탐구한 연구들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22 

있는 친환경적 감정상태를 전제로 한다. 즉, 자연 환경의 경험이 생태환경에 

대한 애착을 발현한다기 보다는 원래 인간에게 내재한 생태적 감수성이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여 확장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 외의 자연 속 

생명체에 대한 타고난 감정적 제휴(Wilson, 1984, p.31)” 인 ‘바이오필리아’ 

가 본래 인간에게 유적적 정보로 각인되어 있는 본능적 성향이라는 Kellert & 

Wilson(1993)의 ‘바이오필리아 가설(Biophilia Hypothesis)’의 핵심적 

내용이기도 하다. 즉, 인간은 자연과 물리적정신적 접촉을 통해 교감하고, 

이러한 경험으로써 생명 전반에 대한 감정적 연민과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심리적 만족과 안정을 얻는다는 것이다.  

바이오필리아 가설은 전술한 자연경험과 환경애착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전제이다. 비록 바이오필리아가 진화적 산물이라고는 

하지만, 인류사에서 아주 짧은 기간동안 이루어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인간의 바이오필리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적 행동의 

증진은 바이오필리아의 회복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은 

단지 학문적 영역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사회적정치적 과제이며. 

따라서 환경애착은 특히 환경교육분야에서 인위적 노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연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함양이 가능하다(Kahn, 1997; 이윤정김효정, 

2021).  

바이오필리아의 회복은 미적 표현행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Curtis, 

2014). 자연환경을 다루는 예술적 활동은 단지 창의적 상상력을 발현하는 

것을 넘어 생태계 구성원에 대한 애착적 감정을 증진하여 자연중심적 사고를 

붇돋운다(York, 2014, p.104). 특히 환경교육분야에서는 이러한 관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현장교육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실험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Inwood, 2009; 우석규남상준, 2008). 따라서 환경을 

다루는 미적 표현활동이 환경애착의 주요 영향인자가 될 수 있다는 여러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애착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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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로잉과 친환경 행동 의도 

(1) 드로잉의 양식적 구분 

본 연구에서 수집된 참가자의 드로잉은 그 표현양식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드로잉의 표현적 차이에 따라 환경애착 및 친환경 

행동이 달리 영향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이를 본 연구의 

주요 가정으로 제시하였다. 수집된 드로잉에 나타난 여러 종류의 

표현양상을 양식적으로 범주화 하기 위해 Riley(2008)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였고, 이에 따라 드로잉을 크게 ‘분석적이고도 객관적인 드로잉’과 

‘표현적이고도 주관적인 드로잉’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범주화는 

보통 외부로 드러나는 형식(선, 색, 비례 등)을 기준으로 하지만, 형식으로 

발현되기 이전에 작가의 심리적 지향점에 따라 이 두 가지 드로잉의 양식을 

각각 인지(cognitive)와 감성(affective)의 측면에 대응시킨 결과이다. 

드로잉은 인지적임과 동시에 감성적인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구상적 드로잉 

드로잉은 인지적인 측면에, 비 구상적 드로잉은 감성적인 측면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다, 전자가 측정 가능하고 눈으로 관찰 가능한 대상을 찾는 

경향이라면, 후자는 주관적 관점에서 비록 측정 불가능하지만 감정과 

상응하는 주제를 찾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13【표 2-1】 

 
13 Lyon 외(2018)에 따르면 인간의 이 두가지의 서로 다른 경향이 잘 조화되어 발달하기 위
해서는 드로잉 교육이 매우 유용하지만, 드로잉의 평가와 해석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인지적 / 감정적이라는 기존의 구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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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드로잉의 개념적 도해(Riley, 2008) 

 

 

분석적-객관적 드로잉은 근세 서구미술의 역사에서 대상 자체의 

본질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자연물을 보는 ‘눈’을 훈련하는 

방식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14  표현적-주관적 드로잉은 드로잉의 개념을 

대상과 매체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autonomous)’ 표현양식으로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다(Petherbridge, 2008). 즉, 드로잉을 대상을 모사와 

관계없이 오직 ‘그리는 행위가 목적이 된 그리기’로 인식하는 것이다15. 이와 

같은 드로잉의 양면적 범주는 본 논문의 실증적 연구의 기준과 분류를 위한 

유용한 기준이 된다.  

분석적-객관적 드로잉은 서구의 합리론과 실증론의 전통을 따른다. 즉, 

실재는 합리적 세계의 산물이며 그것은 실증적 관찰을 통해서만 발견된다는 

맥락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주체적 입자에서 세계를 관찰하며 고정된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입장이며, 따라서 대상을 더욱 물질적으로 

유사하게, 비례적으로 완벽하게 그리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Van Meter & 

Garner, 2005). 반면 고전주의적 표현에 저항하여 등장한 주관적-표현적 

 
14 이러한 사실은 영국의 평론가이자 화가인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이 드로잉을 통

해 자연의 형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것을 강조한 것과 관련이 있다. 
Riley(2008)는 그의 이러한 접근 태도를 인간의 인지적 측면과 관련 짓는다. 

15 Petherbridge(2008)는 유럽의 1차 대전 이후 등장한 비대상적 회화(non-representational 
painting)의 경향을 표현적-주관적 드로잉의 시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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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의 작품은 실증적 관점과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경향의 작품은 

작가 내부의 감각을 외부로 꺼내 놓는 작업이었고(John-Steiner, 1997), 

형상을 변형시키고 재료 자체의 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 등장하였다. 

서구 미술사의 맥락에서는 이러한 주관적-표현적 작품에 비구상성에 

형식적 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일례로 Picard & Gauthier(2012)는 선, 색, 

구성, 비례 등의 형식으로 드러나는 양상으로 드로잉의 표현적 양식을 

정의하기도 했다.  

Iared 외(2016)는 그동안의 자연환경의 경험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인지적이고, 사색적이며, 구상적인 것을 다루는 반면, 감성적이고, 

즉흥적이며, 비 구상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대상을 그리는 작업이 대상에 대한 미적 경험을 전달하는 

행위임을 감안할 때, 자연환경의 드로잉을 감상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이 두 측면을 동등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집된 드로잉 

자료의 분석 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을 분석적-객관적, 표현적-주관적인 

범주로 구분하여 드로잉의 형식 및 양식의 차이를 검증의 항목에 

반영하고자 한다.  

  

(2) 드로잉과 친환경 행동 의도 

본 연구는 여러 종류의 미적 행위 중에서 드로잉이라는 시각적 표현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 본 연구에 쓰인 참가자의 그림은 손의 빠른 

제스쳐로 그려낸 ‘스케치’ 부터 장시간 공들여 묘사하고 색을 입힌 ‘회화’라 

불릴 수 있는 그림까지 그 표현과 양식의 매우 다양하므로, 이들을 아직 

학술적인 의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드로잉’이라는 용어로 통칭하고자 

한다.  

손을 이용해 대상의 이미지를 직접 그려내는 드로잉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미적 표현행위 중에서 매우 직접적인 표현방식의 하나이다. 대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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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는 행위는 “그리는 주체가 대상에 대해 일차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개념을 넘어서 대상의 물질적 실재적 양태를 파악하는 것(Dirnberger 외, 

2005, p. 41)”이며, 이러한 행위는 주체의 대상물에 대한 분석적이고 상호 

소통적인 측면을 강화한다(Lerner, 2007). 따라서 자연대상물의 손 드로잉은 

대상물을 직접 만지거나 다루는 경험은 아니지만, 매체를 통한 간접경험과 

달리 시각적 관찰과 주체적 경험이라는 직접적 경험의 요소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과의 직접경험은 자연물을 신체 기관을 통해 오감으로 느끼는 

경험이다.16 이러한 경험을 행동모형으로 설명할 때, 대상물을 직접 보거나 

만지는 행위는 주로 인지적 영역보다 감정적 영역(affective domain)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강화된 감정영역은 행동의도와 관련된 요인을 더 많이 

설명한다(Millar & Millar, 1996). 실제로 자연대상물을 집중하여 관찰하고 

이들을 손으로 그리는 행위는 자연환경에 대한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고 

(Dempsey & Betz, 2001; Tarr, 2008), 이러한 직접적 경험이 반복되면 

대상물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적 연결’이 형성되어 대상물을 가꾸거나 

보존하려는 의도로 이어진다(Zajonc, 2001). 이 같은 연관성을 토대로  

자연환경의 드로잉과 환경애착, 그리고 친환경적 행동 간의 유의미한 

관계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개념적 가정을 【그림 2-

3】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16 Kellert(1997)는 인간의 자연경험을 자연물의 접촉 대상, 접촉 방식, 그리고 경험이 인식

과 감정에 의해 이해되는 과정에 따라 크게 1) 직접적(direct) 2) 간접적(indirect) 3) 우회
적(vicarious) 4) 상징적(symbolic) 경험의 네 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맥락과 상응하기 위해 Kellert 의 네 가지 구분 중 대리적 경험과 상징적 경험을 제외한 직간
접적 경험을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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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잉과 환경애착, 그리고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는 환경교육에 관련된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유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상 속 자연환경을 드로잉으로 표현하게끔 한 뒤, 그 안에서 드러나는 각종 

동식물 등의 생태적 요소를 분석하여 참가자의 환경개념과 관련된 ‘정신적 

모형(mental model)17’을 측정하는 방법을 활용한다(Shepardson 외,2007; Liu 

& Lin, 2015; Kärkkäinen 외, 2017)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 예 중 Kärkkäinen 

외(2017)는 참가자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학습을 시킴에 따라 점차 

복잡하게 발전하는 경관 드로잉의 이미지를 추적하였고, Liu & Lin(2015)은 

대학생 참가자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환경의 이미지를 드로잉 하도록 함과 

동시에 환경애착과 친환경행동 의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 이미지를 그린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애착 및 

행동의도 역시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선행연구가 드로잉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자연대상을 직접 보고 묘사하는 

드로잉으로써 개인의 환경에 관한 의식을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자연대상의 드로잉 묘사가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운다는 

 
17 ‘정신모형(mental model)’은 피험자가 상상으로 구성하는 세계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정신

적 패턴, 의도, 지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하는 모델이다. 환경교육분야에서는 주로 피
험자가 그린 상상속의 자연에 등장하는 자연물을 분석하여 자연개념을 분석하는데 활용한
다.  

 

 
 

 【그림 ２-3】 자연경험-환경 애착-친환경행동의 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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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Dempsey & Betz, 2001; Tarr, 2008)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친환경 행동의 의도로 발전할 가능성을 탐구해 볼 수 있다.  

 

4. 자연경관과 식물의 드로잉 

(1) 자연경관의 드로잉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 행동이 드로잉이라는 미적 표현행위. 특히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그것을 드로잉으로 표현하는 행위의 영향으로 발현되는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자연환경이 친환경 행동을 유도하는 드로잉의 

표현 대상으로서 적절할지 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인 ‘식물’과 식물을 포함한 ’자연경관’을 두가지 드로잉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산과 들, 나무와 물, 그리고 생명의 요소를 포함한 자연경관의 

이미지는 경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의 주제로서 다루어져 왔다. 인식주체가 

자연경관을 인식하게끔 하는 것은 단지 시각적 이미지 외에도 경관에 대한 

언어적 지식, 경관가치에 대한 판단, 경관요소의 공간적 위치에 대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나(Ueda 외, 2012), 많은 경관연구는 주로 

인식주체가 경관을 구성하는 시각적 요소를 인식하는 작용을 탐구하거나 

이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연경관(natural landscape)’의 의미가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에 비해 환경에 대한 시각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8  환경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조건을 

일컫는다면 ‘경관’은 우리가 그러한 환경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려 할 때 

 
18 Ingold(1993)는 자연과 환경을 인간의 인식을 기준으로 나누면서, ‘자연’은 인간이 환경

을 자신과 분리된 대상으로서 인식할 때 생성되는 개념인 반면, ‘환경’은 환경을 자신과 관
계한 것으로 인식할 때 구성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Lewontin(1982)은 환경을 
“생명체가 구성한 자연(nature organized by an organism: p. 160)” 이라 정의했다. 
Tuan(1979)은 환경을 ‘주어진’실재로, 경관을 인간의 시각적 인식으로써 재생산되어 ‘생
성된’ 실재로 구분하였다. 또한 Cosgrove(1988)는 환경을 있는 그대로의 실재로, 경관을 
인간의 시각적 상징체계로써 표현되는 환경의 문화적 이미지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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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다(황기원, 2011, p. 390). Rackham & 

Darby(1981)는 경관을 “환경에서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생태적, 물리적, 

문화적 요소의 상호 관계성(p.1)”으로 정의하며, Jackman(1980)은 ‘환경’과 

대비되는 의미의 경관을 정의하면서, 경관은 환경의 일부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고 시각적인 관점에서 자연적 요소(흙, 나무, 물, 지형 등)와 

문화적 요소(집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개발된 자연)가 있는 환경을 경관으로 

보기도 했다(p.2). 정리하자면, 자연경관의 개념은 관찰자가 자연요소를 

시각적으로 인지할 때 생성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연경관을 이루는 시각적 구성요소로 단지 자연물 외에도 인위적 

요소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자연경관이라는 용어에는 원생경관(original 

landscape)에 대한 무의식적 선호도가 함의되어 있다(황기원, 2011, p.144). 

특히 환경심리와 환경교육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자연경관을 인간활동의 

개입이 개입이 전혀 없는 순수한 자연경관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19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거의 대부분의 장소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공간이고 이들 장소의 질적인 특성이 매우 다양함을 상기할 때, 이러한 

단편적인 개념적 구분을 넘어 인간활동에 의해 조성된 장소 내에서의 자연적 

요소 역시 자연 환경의 정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 요소’ 의 개념 역시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2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연경관’을 인간의 주관적 인식으로 판단하는 시각적 

자연적 요소가 있는 경관, 즉 ‘자연요소 위주의 경관’으로 그 개념을 

 
19 예를 들어, Kaplan 외(1987)가 논의하는 자연환경은 인간의 활동이 개입된 인위적 자연 

환경(anthropogenic environment) 또는 건조(建造)환경(built environment)과 대비되는 개념
으로서 순수 자연환경(wilderness)의 개념이 강하다.   

20 일례로, Ulrich 외(1991)는 인간의 간섭이 없이 야생에 서식하는 식물군과 수변환경 등을 
자연적 요소로 정의하지만, Kaplan & Kaplan(1998)은 거리의 가로수, 집 앞의 정원, 그리고 
좀더 사회적인 의미에 가까운 오픈스페이스 역시 자연적 요소에 포함하여 논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 관련된 개념은 절대적이지 않고, 자연적 요소가 포함된 장소적 특성, 자연적 
요소를 접하는 주체의 인식과 경험, 그리고 주체가 속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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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여 사용하고자 한다.21  

이러한 자연경관을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과정과 환경애착 또는 친환경 

행동 과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는 찾기 힘들다. 또한 자연경관의 

이미지를 직접 그리는 활동과 이러한 심리적 작용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경관연구는 주로 사진 이미지와 인터뷰를 

통한 경관 선호도 분석이 주를 이루어 왔고, 드로잉의 방법을 활용한 예는 

대부분 눈으로 보이는 경관을 묘사한 것이 아닌, 상상 속의 경관 이미지를 

재현한 드로잉을 분석하여 그 개념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Eloranta & Yul- Panula, 2005; Ueda 외, 2012). 본 연구는 자연물 

드로잉의 행위 및 결과물이 환경애착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Tarr, 2008) 자연경관의 드로잉이 개인의 환경애착 및 친환경 

행동에의 의도를 담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도를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2) 식물의 드로잉 

경관을 자연경관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자연요소는 식물(또는 

수목)이다. 식물은 인간이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자연적 요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한 장소에서의 수목의 종류, 분포, 밀도, 공간구성 등은 

자연경관의 인식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Ulrich, 1986). 식물은 경관인식의 

주요 요소이기도 하지만, 생태적으로는 자연의 순환구조의 가장 중심에 있는 

 
21  Mausner(1996)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한 장소를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자연요소의 종류와 그것이 공간에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며, 또한 물리적인 인위적 
요소(도로와 다리 등)나 인위적 행위(석탄채굴, 벌목, 댐 건설 등)의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율과 반비례한다. 하지만 인위적 요소가 잘 보이지 않거나 자연적 요소와 잘 융화되어 
있는 경우(Wohlwill, 1983)에는 그 장소를 자연환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인위적 요소가 자연 요소와의 접촉을 촉진하는 경우(생태 탐방로 등), 또는 자연요소가 있는 
장소에 사람들이 수가 적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많다. 따라서 자연환경은 
인식주체의 심리적 방향성과 장소 및 시간의 맥락에 따라 그 의미와 정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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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체이자(Ashebo, 2019), 사회문화적으로는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연결고리이기도 하다(Sachdev, 2019). 따라서 식물의 드로잉은 

식물학 분야에서 식물의 형태적 분류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 것 뿐만 

아니라(Lewington, 1990; Blunt & Stern, 1993), 식물의 형태, 촉감, 냄새 

등이 주는 상징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각종 사회문화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식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 사회를 지속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Van der Veen, 2014).  

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가꾸는 행동은 환경애착과 친환경적 행동 

의도에도 영향을 준다는 가능성은 관련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ord 

외(1998)는 숲과 수변에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는 경험과 환경 문제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하거나 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등의 

적극적 친환경행동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아내었고, Whitburn 

외(2019)는 시계열적 분석방법을 통한 연구를 통해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나무심기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은 나무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은 물론 향후 

환경 전반에 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 

언급한 두 연구는 식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자연과의 정서적 유대감과 

환경보전의 의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자극 조건이라는 본 논문의 전제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자연물의 드로잉이 단지 자연물 그 자체에 대한 의식을 

넘어 환경 전반에 대한 애정으로 확대됨을 생각한다면(Tarr, 2008), 식물을 

보고 그리는 행위는 식물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환경애착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실험대상지인 서울올림픽 공원과 대학 캠퍼스는 자연적 요소와 건조된 

요소가 적절히 분포되어 있는 장소이다. 자연과의 교감이 인간의 생태적 

소속감 및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Ulrich 외, 

1991), 앞서 제시한 Mausner(1996)의 네 가지 유형의 자연 환경 경험을 

통하여 서로 다른 정도의 환경애착을 함양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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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과 대학교 캠퍼스는 이 네가지 유형의 자연 환경 유형 중 ‘반자연 

환경’에 해당한다. 또한 인간이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자연적 요소의 

상당부분은 식물이므로(Ulrich, 1986), 한 장소에서의 수목의 밀도와 

종류는 사람의 자연 환경 또는 인위적 환경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올림픽공원과 대학 캠퍼스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중간정도의 

수목 밀도를 갖춘 경관이며(Chiang 외, 2017), 수목의 종류와 분포 또한 

다양하여 자연 환경인식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대상지라고 할 수 

있다(Lamb & Purcell, 1990; Purcell & Lamb,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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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선행연구 요약 및 본 연구의 독창성   
 

본 논문의 핵심 주제는 자연환경을 보고 손 드로잉으로써 모사하는 행위 및 

결과물이 환경친화적 행동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에는 환경애

착이라는 감정적 반응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먼저 이들 개념을 설명하는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본 논문의 주제 및 질문과 관련된 기초적 논지를 전개하였다. 제일 먼저 1절

에서는 드로잉을 포괄하는 ‘미적 표현행위’ 와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성을 논

한 선행연구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의 대 전제를 밝히고, 그 다음으로 친환경 

행동의 요인과 그 작용경로를 개념적으로 설명한 몇 가지 행동모형을 검토하

여 본 논문의 주제를 좀더 구조화된 경로모형으로써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 모형은 개인의 친환경적 태도, 신념, 가치, 규범 등이 주요 변수가 

되어 친환경 행동의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지만, 드로잉이

라는 예술적 행위가 가지는 특성상 드로잉을 통한 자연환경의 표현은 환경애

착의 변수에 가장 큰 영향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2절에서는 

큰 틀에서 자연의 경험과 환경애착간의 관계, 그리고 환경애착과 친환경 행

동의 의도 간의 긴밀한 관계를 논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3절에서는 ‘자연환경 드로잉-환경애착-친환경 행동(의도)’의 경로를 

개념적 모형으로 제시하여 본 논문의 기본적 가정으로 삼았다. 또한 이와 더

불어 드로잉의 표현적 양식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이들의 양식적 

특성을 변수로 삼아 앞으로의 분석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4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자연환경 드로잉의 대상을 ‘식물’과 ‘자연경관’으로 구분한 근거

를 선행연구와 함께 제시하였다.  

자연환경을 보고 모사하는 드로잉 방법이 지닌 다양한 연구주제의 가능

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드로잉과 친환경 행동 간

의 상호 연관성을 검증한 예는 거의 찾기 힘들었다. 그 주된 이유는 자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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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드로잉에 관한 연구가 주로 미술사의 맥락 안에서만 이루어지거나, 

자연과학 분야에서 동식물의 형태적해부학적 구조에 관한 정보를 얻는 용도

로만 이용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심리나 환경교육 분야의 연구

에서는 자연에 대한 개인의 인식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 대상

의 드로잉보다는 상상으로 재현된 자연 이미지의 드로잉을 주로 활용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 대상물을 보고 그리는 행위가 단지 실재를 모사하는 목

적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통해 인간의 친환경적 행동 의도를 견인하는 촉매

제가 된다는 가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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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방법론 
 

 

 

제 1절   연구의 질문 및 가설  

 

1. 연구 질문  

연구 주제와 이론적 고찰을 위해 탐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논문의 연

구를 통해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손으로 

직접 묘사하는 식물과 자연경관의 드로잉은 개인의 친환경행동 의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는가? 둘째, 식물과 자연경관의 드로잉은 개인의 어떠한 생각

과 감정을 거쳐 친환경적 행동의 의도를 유발하는가? 특히 많은 선행연구가 

친환경 행동 의도와 환경 태도의 감정적 영역에 해당하는 환경 애착과의 관

계를 제시하고 있는 바, 환경 애착은 이들 관계 내에서 어떠한 경로와 구조로써 

역할을 하는가? 셋째, 자연경관을 인식하는 관점 및 표현양식을 ‘분석적-객

관적’, ‘표현적-주관적’ 범주로 나눈다면, 각 범주의 양식적 차이는 친환경행

동 의도에 어떠한 차이를 낳는가? 또한 이 두 범주는 각각 어떠한 심리적 요

인의 작용과 경로를 거쳐 친환경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가?  

 

2. 연구 가정 및 가설  

위의 연구질문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현장연구를 통해 검증할 가정/가설을 

정리하였다.【표 3-1】첫번째 가정/가설은 식물과 자연경관의 드로잉이 환

친환경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른 기타 자연경험과 관련된 활동

과 비교할 때 그 효용성이 드러날 수 있음을 가정한다. 두번째는 첫번째 가정

과 가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러한 관계가 환경애착 요인에 

의해 매개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가정/가설은 드로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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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양식에서 드러나는 양상이 작가 개인의 환경에 관한 관점과 태도를 함

의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러한 양식상의 차이가 개인의 친환경 행동 의

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보여줌을 가정한다. 이들 가설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학술 연구 방법의 두가지 큰 범주인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모

두 활용하였고, 각각의 범주에 맞는 현장연구를 설계하였다.【그림 3-1】 

 

【표 3-1】 연구의 가정 및 가설 

번호 연구의 가정  연구의 가설  

1 P1: 자연경관과 식물을 드로잉하는 
경험은 환경친화적 행동에 관한 
의식을 고취시킨다.  

H1:  자연 대상물을 보고 드로잉한 그
룹은 일반적인 형태의 자연환경 
경험(걷기, 보기, 가꾸기 등)을 한 
그룹에 비해 환경애착 및 환경 친
화적 행동의 의도가 더 증가한다.  

2 P2: 자연경관과 식물을 드로잉 하는 

행위는 환경애착을 증진시키며, 

이는 친환경행동 의도에 영향을 

준다.  

H2:  식물과 자연경관을 드로잉 하는 

행위는 환경 친화적 행동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성은 개인의 식물에 대한 

태도와 환경 애착을 통해 

매개된다. 

3 P3: 드로잉의 표현양식은 환경애착과 

친환경행동에 영향을 준다.  

H3:  수목과 자연경관의 표현 양식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고 

분석적으로 그리는 행위(analytical-
objective)와, 주관적인 관점에서 

표현적으로 그리는 

행위(expressive-subjective)는 서로 

다른 양상과 경로로 친환경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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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３-1】 연구 가정/가설과 검증 방법의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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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현장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1. 현장연구 설계 

1장에서 밝힌 본 논문의 연구 목적, 2장에서 기술한 이론적 근거, 그리고 3

장 1절에서 명시한 연구 가정과 가설을 토대로 두 가지 현장연구를 설계하였

다. 첫번째 연구(현장연구1)은 자연경관의 드로잉과 친환경적 행동 의도 사

이의 관계성을, 두번째 연구(현장연구2)은 식물의 드로잉과 친환경적 행동 

의도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현장 실험의 과정과 절차는 연

구가정/가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

했으며, 실험결과로 도출된 자료의 분석방법 또한 미리 염두해두고 설계하였

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 주제는 자연환경을 드로잉으로 작품화 하는 활동이 

어떠한 요인과 경로를 거쳐 친환경적 행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규범적(또는 

도덕적) 결정을 이끄는지에 관한 것이다. 앞서 자연환경의 연구대상을 ‘자연

경관’과 ‘식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대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연구

질문과 가정에 대한 근거를 도출하고자 하므로, 이를 위해 자연경관과 식물

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어떠한 연구방법론이 적용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1) 경관 드로잉 현장연구의 설계   

경관분석 관련 연구에서 널리 쓰이는 연구방법론은 크게 ‘심리학적 접근법

(psychological model)’과 현상학적 접근법(phenomenological model)’으로 구분

할 수 있다. 22. 전자보다 후자가 개인의 경험 및 기억에 의지하여 경관을 분

 
22 임승빈(2009)은 경관의 질을 분석하는 방법론적 고찰을 1.생태학적, 2.형식 미학적, 3.정

신 물리학적, 4.심리학적, 5.기호학적, 6.현상학적, 7.경제학적 접근 등의 일곱가지로 분류
하였다. 이 중 1은 생태학과, 2,3,4,5는 미학, 6은 철학, 그리고 7은 경제학과 내용적 관련
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심리학적, 현상학적 범주는 미학 및 철학의 영역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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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두 접근법 모두 경관의 속성보다는 경관에서 인간

이 느끼는 느낌과 감정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임승빈, 2009). 

이른바 ‘정성적 연구방법론’으로 통칭할 수 있는 이들 접근법은 모두 경관에 

대한 인간의 인식의 근저에 있는 근원적 동기와 조건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

며,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수치화된 자료보다는 문자매체와 이미지로 구성

된 질적인 조사자료를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이차희, 2017).  

정량적 방법이 보편 타당한 가설의 제시와 검증이라는 과학적실증적 과

정을 따르는 반면, 정성적 방법은 이러한 절차 보다는 개인이 처한 상황 내지

는 개별적 경험,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내용을 주로 고찰함으로써 보

다 연구자 중심의 판단에 중점을 둔다. 즉, 정량적 방법이 분석과정에서의 논

리적 정합성과 보편 타당한 결론을 중요시한다면, 정성적 방법은 현상의 독

특한 측면과 개별적 특성에 주목하여 실험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임승빈, 2009).  

경관분석 연구의 한 영역인 경관인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관 인식 주체

인 인간이 특정 경관요소에 대해 반응하는 양상과 이러한 정보를 연구자 중

심에서 해석하는 과정에 대해 논한다(Ueda 외, 2012). 특히 인식주체의 경

관 선호도(landscape preference)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진, 드로잉, 

인식지도(cognitive map), 인터뷰 내용 등의 자료를 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

하는 흐름이 있다. 특히 사진과 드로잉을 이용한 연구는 대부분 참가자와의 

대면 및 수기 인터뷰로 얻은 언어매체의 자료를 함께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Hadavi 외(2014)는 참가자가 직접 찍은 다양한 녹지 스펙트럼의 공

원과 시설의 사진을 나열하고 분류하여 그들이 가장 편안한 느낌으로 선호하

는 경관 및 시설을 가려내는 연구를 하기도 했으며, Ueda 외(2012)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거주하는 참가자에게 그들이 떠올리는 ‘숲’의 이미지를 드로

잉 하도록 한 뒤 드로잉에 등장하는 요소와 인터뷰 내용을 함께 분석하여 개

 
괄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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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관점, 공간적 구성, 사회적 의미 등을 읽어내어 국민 간에 달리 인식하

고 있는 숲의 개념적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처럼 경관의 이미지를 자료로 삼

아 참가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는 연구자 중심의 관점으로 자료의 질적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또한 실제로 걷기 등을 통해 참가자가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경관의  

인식을 조사하는 경우도 역시 인터뷰로 얻은 언어적 자료를 분석하여 의미

적 가치를 도출해낸다. 일례로 Costa 외(2018)는 참가자가 주변의 도심공원

을 혼자 천천히 걸으며 느끼는 감정과 떠오르는 생각을 녹음한 자료를 분석

하여 오픈스페이스를 걷는 행위가 인간의 감각적 반응을 일깨우고 자연과의 

일체감을 느끼게끔 하는 상태에 대해 기술한다. Rishbeth(2013)는 작은 소

도시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동네의 친숙한 자연경관을 보고 걸으면서 자신

들이 떠나온 고향의 한 장소를 떠올리는 독백을 녹음하도록 하였다. 그는 이 

자료를 분석하여 참가자가 경관을 통해 감정적 이입을 하는 과정을 기술했

다.  

종합하자면, 경관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와 경관의 신체적 체험에 관한 

연구 모두 경관의 인식과 체험을 수치적 자료로 변한하는 것 보다는 언어와 

이미지의 원자료로서 분석하는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

제 중 하나인 드로잉을 통한 자연경관의 경험은 본질적으로 매우 개인적이

고도 내밀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체험의 분석을 위해서 구술

과 인터뷰에 의한 정성적 연구분석 방법을 염두해두고 현장연구를 설계하였

다.  ‘자연경관의 드로잉’이라 명명한 첫번째 현장연구는 경관을 동적 신체 

활동인 걷기로써 체험하고 이를 드로잉의 방식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즉, 소수의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약 2-4시간 동안 도보로 공원을 탐색하면

서 주목한 경관을 드로잉 하고, 이러한 경험으로 얻은‘자연’의 의미를 실험

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누는 것이다. 이 실험은 드로잉이라는 자극을 통해 

변화된 개인의 자연 인식을 분석하여 그 안에 내포된 환경 애착의 측면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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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친화적 행동의 의도를 찾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현상의 개별적 특성을 찾

아내고 그 속에 포함된 의미를 발굴해 내는 과정인 정성적 자료 분석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적합하였다.  

자연경관은 우리의 인식 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그 맥락이 변화하고 사회 

구성원의 소통에 의해 의미가 교환되는 매우 일시적이며 유동적인 존재이다

(Ingold, 1993). 드로잉이 이 같은 경관에 대한 인식을 손의 행위로 표현해내

는 지극히 신체적인 반응임을 전제한다면, 같은 신체적 행위인 ‘걷기’ 또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의미를 교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Wunderlich, 2008). 인간은 걷는 동안 여러 감각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작

용하여 장소 정체성을 구성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연경관 사이를 걸으

면서 신체와 환경이 시공간적으로 만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미

를 창조해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Tuan, 1977). 본 실험을 통해 피험자는 

경관 정체성을 걷기를 통해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견하고 습득한 바를 드로잉

으로 매개하고, 이러한 일련의 총체적 경험을 실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

달한다.  

 

(2) 식물 드로잉 현장연구의 설계   

식물 드로잉의 현장연구는 주로 식물23 이라는 자연물이 지닌 형태적 속성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자연경관 드로잉 연구가 현상의 개별

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 주목했다면, 식물 드로잉 연구는 현상에 대한 보편 

타당한 설명을 얻는 것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경험을 수치화 하여 분석하는 

실증적 분석방법을 염두해두고 실험을 설계하였다.  

식물의 경험은 대부분 식물 그 자체만을 따로 경험하지는 않는다. 주로 

산, 숲, 정원, 등 여러 경관요소와 함께 존재하는  

 
23 여기서 ‘식물’의 의미는 교목과 관목 등을 일컫는 ‘수목’과 그 외의 초화류와 지피류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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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은 다수의 실험 참가자가 1-2시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일정한 자리에서 한 종류의 수목에 주목하여 하나 또는 두어 장의 관찰 

드로잉을 하도록 했고, 그들의 활동은 설문 점수와 드로잉 평가 점수로써 수

치화 되어 측정 가능한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실험 설계는 피험자가 

식물의 색과 형태를 눈으로 관찰하고 이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통

해 식물은 물론 환경의 전반의 범주로 이해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여러 

실증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Dirnberger, 2015).  

자연경관 드로잉 실험과는 달리, 식물 드로잉 실험은 자료의 질만큼이나 

양이 중요했기 때문에 충분한 수의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장시간에 걸친 

실험 기간이 요구되었다. 또한 다수의 실험 참가자가 고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도 방문이 용이한 실험 대상지가 필요했다. 본 연구의 주 목

적인 식물의 경험과 친환경적 행동 의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드로

잉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 문항은 관련 선행 

연구의 선례에서 가져왔으며, 드로잉 세션 이후 모든 참가자에게 조사를 실

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 현장연구 대상지 선정기준 

앞서 1장의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서 기술했듯, 대상지 선정의 기준은 수목

의 밀도가 높고, 적당한 비율의 평지와 언덕이 있으며, 실험 참가자가 평일과 

주말에 방문하기 쉬운 장소였다. 대상지 선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

나는 참가자가 대상지를 자연경관으로 인식하며 경험할 수 있는가의 여부였

다. 자연경관으로 인식되는 요소의 상당부분이 수목임을 감안하여(Ulrich, 

1986) 되도록 수목의 상태가 양호한 장소를 찾았으며, 여러 선행 연구 결과

를 참고하여 도심내 대형공원과 대학 캠퍼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Chiang 외(2017)에 따르면, 숲과 같이 나무의 밀도량(density)이 높은 장

소가 사람들의 심리적 집중도와 안정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만,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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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는 적당한 정도의 인위적 요소(건물, 도로, 

산책로, 편의시설 등)가 함께 존재하는 중간 정도의 수목 밀도를 가진 곳이

다. 이처럼 ‘중간 정도로 가꾸어진 자연경관(medium-leveled tended nature)’에 

해당하는 장소는 도심 내 대형공원 또는 수목환경이 양호한 대형 대학 캠퍼

스 등이다. Mausner(1996)는 이러한 장소를 ‘반(半)자연 환경(semi-natural 

environment)’으로 유형화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수목종의 분포와 이들의 시각적 구성 또한 대상지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이었다. 수목의 밀도 외에도 수목의 종류와 특성 또한 자연경관의 인식

에 영향을 미친다. Purcell & Lamb(1998)의 연구에 따르면 경관에서 수목의 

종류(교목, 관목, 초본류 등)가 다양할수록 자연경관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으며, 교목이 적고 관목이 대부분일 경우는 자연경관 인식 정도가 낮다. 

Lamb & Purcell(1990)의 연구는 수목의 높이가 10-30m 사이로 다양하게 

분포할 때 자연 환경 인식도가 가장 높음을 밝혔다. 대상지인 서울 올림픽 공

원과 두 대학 캠퍼스는 비록 도심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 각종 인위적 요소

들이 함께 공존하는 반 자연 환경이지만 자연경관으로 인식될 수 있는 관목 

위주의 높은 밀도량을 갖추고 있다(김정호 외, 2020). 실험 1과 2의 기간, 

장소, 참가자 수 등의 정보는 【표 3-2】와 【그림 3-2】로 정리하였다.   

【표 3-2】 현장실험의 기간과 장소 정리 

실험주

제 
기간 장소  실험 참가인원 총인원  

식물 
드로잉  

2015 4.16- 4.28 서울대학교 캠퍼스  33 
57 

218 

4.18- 4.30  24 

2016 4.19- 4.24 서울대학교 캠퍼스 36 
68 

4.24- 5.11  32 

2017 4.30- 5.1 서울대학교 캠퍼스 33 
62 

5. 1- 5.4  28 

2018 4 .8- 5.11 서울대학교  캠퍼스 31 31 

경관 
드로잉  

2018 9.29-11.10 서울 올림픽공원   8 
13 

2019 10.23-11.2 서울 올림픽공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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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연구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실험으로 얻은 자료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자 수집된 자료를 질적양적 방법을 모두 이용해 분석하였다. 질적인 

분석 방법은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도 불리며, 여러 수준의 질문과 이를 통해 

얻은 대답의 내용을 실험자의 이해와 의도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을 뜻한다. 

양적 방법은 구조적인 다수의 정해진 질문들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통해 얻은 

수치적 자료를 분석 도구의 객관적 판단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이다. 전자가 

‘이해’를 목표로 한다면 후자는 ‘설명’을 목표로 한다(임승빈, 2009).  

이른바 ‘혼합 분석 방법론(Mixed-method research design: Burke Johnson, 

 

 
【그림３-2】 연구 대상지의 항공사진 및 경관 뷰: 올림픽공원(상), 서울대학교 

캠퍼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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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으로 불리는 이 방법은 분석이 양적 또는 질적 방법으로 편향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점을 보완하고 자료를 보다 전체적 시점에서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다. 혼합 분석법의 주된 장점은 양적 또는 질적 분석에서 놓칠 수 있는 

자료의 속성을 발굴해 낼 수 있으므로 연구 가설의 검증을 ‘연구자 중심’이 

아닌 ‘자료 중심’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de Waal, 2001). 혼합 

분석법은 동일한 자료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분석하여 판단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그룹에서 얻은 자료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대조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두번째 방식을 택했으며, 

경관 드로잉 실험의 경우 정성적 분석에서 주로 다루는 담화와 문장의 

귀납적 분석방법을, 식물 드로잉의 실험은 자료를 수치화 하여 유의미한 

관계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장연구 1은 드로잉과 함께 구보를 통한 경관 경험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자연경관을 신체적 활동으로 경험하는 방식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정성적 연구 방법론에 기반하여 실험 참가자가 생산하는 비 수치적 

데이터를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피험자는 

자신의 실험 경험을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표현하고, 실험자는 그 

자료를 토대로 자료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의 토대를 발굴해 낸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Mausner(1999)의 예와 같이 피험자에 대한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수집하기도 하고, Costa & Cole(2018)의 예처럼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험자가 질문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발화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기도 한다. 주로 화자의 장시간에 걸친 발화를 수집하기 

때문에 실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는 소수인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는 이 

두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현장연구 2에서는 수집한 모든 드로잉에서 묘사된 식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표현 양식의 특성도 까지도 채점을 통해 그 결과값을 수치화 

하였으며, 드로잉 세션 참가자의 식물에 대한 태도, 환경 애착, 친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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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측정한 설문 답변 자료 역시 수치화 하여 드로잉 관련 수치 자료와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많은 수의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일련의 

구조로써 파악하고자 이론적 모델을 먼저 설정하고 이 모델의 여러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구조 방적식 모델 검증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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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자연경관 드로잉 
 

1. 연구의 배경과 과정 

(1) 연구의 배경  

실험 1 은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세가지 기본 가설 중 첫번째와 두번째 

가설을 정성적 접근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연구는 총 13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2018 년 9-11 월, 2019 년 10-11 월 

사이에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진행하였다.【표 3-3】실험 방법은 

참가자들이 공원을 걸으며 원하는 곳에서 경관 드로잉을 하고 실험자와의 

인터뷰 담화와 ‘혼자 걸으면서 말하는 내용을 녹음하는(self-recorded narration: 

이후 ‘자가 인터뷰’로 명명)’ 것을 진행하는 것이었다(Rishbeth & Powell, 

2013: Bell 외, 2018: Costa & Coles, 2018). 또한 Duerden 외(2010)가 

사용했던 ‘사전 및 사후 인터뷰(pre and post interview)’ 방법을 

도입하였다.【그림 3-3】 

 

(2) 연구의 과정 

 연구과정 개괄 

다양한 성별과 연령, 직업의 참가자 총 13 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 

중 6 명은 매주 주말마다 도심의 일정 장소에서 풍경을 스케치하는 ‘어반 

스케치(Urban Sketch)동호회’ 의 멤버였고, 나머지 자원자들은 이들이 직접 

지인이나 가족에게 요청하여 자원을 받았다. 모든 피험자는 실험 전에 

데이터 수집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  

실험은 당일 오전과 오후, 참가자가 가능한 시간에 연구자가 참가자를 

한 명씩 개별로 만나 진행하였다. 참가자가 공원에 들어가기 한시간 전 

연구자는 참가자와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은 기본적으로 

【표 3-4】에 기재된 내용이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인터뷰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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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기도 하였다. 사전 인터뷰 이후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공원 내 산책로를 짧게는 두 시간, 길게는 오전과 오후 중 반나절을 혼자 

걸으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원하는 개수만큼 경관 드로잉을 진행했고, 

걷거나 드로잉을 하는 동안 자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드로잉과 걷기가 

종료된 참가자는 연구자와 다시 만나 실험의 소회를 이야기했고, 연구자는 

사전 인터뷰와 동일한 문항을 중심으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드로잉  

참가자들의 경관을 드로잉 하는 장소, 드로잉 횟수, 형식 등은 모두 자유였다. 

대부분의 경우 걷는 중 자신의 마음에 드는 풍경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앉아 

풍경을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모든 참가자에게 드로잉 하는 경관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도록 부탁하였다.【그림 3-4】【부록 1】  

 

 

 

 자가 인터뷰  

이와 더불어 걷다가 드는 생각, 공원 풍경의 감상, 드로잉 작업의 소회, 자신

의 이야기 등을 앱을 키고 걸으며 녹음할 수 있었다. 자가 인터뷰 방법은 

Costa & Coles(2018)의 연구방법에서 차용했다. 자가 인터뷰는 참가자 자신

이 홀로 걷는 행동을 인식하며 자연경관의 경험을 ‘생각과 감응이 떠오르는 

 

 
 

 【그림 ３-3】 실험 1 과정의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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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자리’에서 말로 전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 2 장에서 설명한 자연에의 

직접경험 (Fazio & Zanna, 1981)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방법이라 할 것

이다. 실험을 위해 모든 참가자들은 그들의 핸드폰에 ‘램블러(Rambler)’ GPS 

트래킹 앱을 다운받았다. 램블러 앱은 트래킹은 물론 음성녹음 및 사진촬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오래 머문 지점이 트래킹 루트에 표시되었으므로 드

로잉을 한 장소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www.ramblr.com 참조).  

 

【표 3-3】 실험 1의 기간 및 참가자 정보 

No. 실험일시  ID 성별  나이 직업 

1 2018 09.20 A F 21 대학 휴학생    

2  09.30 B M 40 연구원  

3  10.07 C M 41 연구원  

4  10.12 D F 36 대학원생  

5  10.14 E F 30 대학원생    

6  10.14 F M 47 인테리어 디자이너  

7  10.20 G F 32 연구원    

8  10.21 H F 30 회사원 

9  11.02 I M 48 임대업   

10 2019 11.04 J F 50 자영업  

11  11.05 K F 45 회사원  

12  11.06 L M 61 은퇴 

13  11,10 M M 59 은퇴   

 

 사전/사후 인터뷰 

사전과 사후 인터뷰의 질문 내용은 Mausner(1996), Laughland 외(2002), 

Pointon 외(2014), Liu (2014) 등이 실험 및 분석의 방법으로 사용했던, ‘자

연의 개념(conception of natural environment)’을 묻는 질문을 차용하였다.【표 

3-4】 이들 선행연구는 이 같은 단순하고도 핵심적인 짧은 질문을 통해 피

험자의 자연 환경 경험이 자연에 대한 어떠한 개념적 의미를 구축하는지 살

펴보았다.  

Mausner(1996)의 연구는 나머지 연구의 방법론적 바탕이 되었는데, 자



 

 50 

연의 의미를 묻는 단일한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문장 속 의미의 토대가 되는 요인과 패턴, 그리고 상하위 범주를 읽어내고, 

명확치 않았던 자연 환경의 개념을 여러 다양한 의미의 종합 체계로 이해하

는 것이었다. Laughland 외(2002)는 이 질문을 통해 자연의 존재적

(ontological) 측면과 관계적(relational)측면을 도출했고, Liu(2014)는 같은 

방법으로 총 세가지의 범주인 자연의 존재적, 관계적, 기능적(functional) 특

성의 상위 범주를 구분하였다. Pointon(2014)은 자연을 이해하려는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과정을 서로 나누어 설명하며, 여기에 인간의 

영향 유무에 따라 자연을 주체 또는 객체의 관점으로 보는 다양한 하위 범주

와 의미구성 요소를 정리하였다. 이들 연구 결과에서의 공통점은, 자연에서

의 직접적 경험은 개인에게 자연에 대한 감정적, 도덕적, 행동적 의미 체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선행 연구에서 행한 질문과 해석

에서 범주화한 의미체계를 참고하여 사전/사후 인터뷰의 질문을 구성하였다. 

질문 과정에서 반드시 정해진 질문만 하지는 않았으며, 내용을 더 구체적으

로 파악하기 위해 추가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표 3-4】 사전 및 사후 인터뷰의 기본 질문 항목 

질문내용 질문의 의도 

Q1: 자연이란 무엇인가?  자연의 존재적 가치 물음 

Q2: 자연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연의 관계적 가치 물음 

Q3: 인간이 자연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위 두가지 물음의 답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 사실과 내용을 얻
기 위한 질문  

 

2. 수집자료의 분석 

실험을 통해 총 58장의 드로잉과 10시간여 분량의 녹음파일, 78장의 사진이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자연 환경의 개념에 관한 원자료에서 환경 애

착과 친환경적 행동의 요인과 범주를 추출하고 이후 드로잉 전 후의 변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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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드로잉 자체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료 분석을 위해 Mausner(1999)와 Liu & Lin(2014)등이 사용했던 Glaser 

& Strauss(1967)의 개방적 코딩 방식으로 단어와 문장에서 상하위 범주 및 

요소를 찾아내어 분류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현장 실험 이후 원

자료인 녹음 내용을 청취하며 글로 전사(傳寫)하여 분석 가능한 자료로 변환

한 뒤, 자료에서 서로 중첩반복강조되는 문장과 단어를 문장을 추출해 내고 

그것을 다른 참가자의 응답과 비교해 가면서 공통된 의미의 범주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었다.【부록 2】이를 여러 번 반복한 후 외부 평가자 한명에게 

범주화가 무난하게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잘게 나뉘어져 있던 테마

와 범주를 다시 인접 개념과 함께 묶는 작업을 거쳤다.  

코딩 작업 및 범주화 작업이 종료된 후, 사전 및 사후 인터뷰에서 추출한 

각각의 자연 환경에 대한 의미 요소와 체계가 실험 전후 사이 어떻게 변화했

는지 비교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환경 애착의 요인 및 친환경 위

주 행동에 관한 내적 동기 찾아내 드로잉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이들의 구조

적 관계를 형성하는지 유추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

해 언어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Nvivo 12 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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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4】 13명 참가자의 동선 종합 (위), 참가자의 개별 동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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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식물 드로잉 

 

1. 연구의 배경과 과정 

(1) 연구의 배경  

현장연구 2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세 가지 기본 가설을 통계적 방법

으로 검증하였다. 본 실험에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행한 실험은 두 가

지이다. 첫 번째는 식물 드로잉이 환경 친화적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일

반적인 양태의 식물 경험(눈으로 보기, 걸으며 경험하기, 손으로 만지기 등)

이 주는 영향과 서로 비교하여 검증하는 실험이다. 이를 위해 실험 참가자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한 뒤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

과의 평균 값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의 방법으로는 독립 표

본 t 검정 방법을 사용하였다(Study 1).  

두 번째는 앞서 제 2 장에서 설명했던 두 가지 범주의 드로잉 양식인 분

석적-객관적 드로잉과 표현적-주관적 드로잉의 차이가 각각 다른 경로와 

구조로 주요 변수들을 매개하여 친환경적 행동에 관한 의도를 발현하는 과정

을 탐색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 실험을 위해 두 가지의 드로잉 양식을 독립 

변수로, 그리고 식물 태도, 환경 애착, 환경 친화적 행동 의도 세 가지를 종속 

변수로 설정한 이론적 구조방정식 모형을 만들었고, 이 모형의 변수 간의 상

관 계수와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Study 2).【표 3-5】  

 

【표 3-5】구조방정식 모형의 변수 설정 

변수 명 약자 변수의 종류 

분석적-객관적 드로잉(Analytical-Objective Drawing)  AO 
독립 

표현적-주관적 드로잉(Expressive-Subjective Drawing) ES 

식물 태도(Plant Attitude) PA 
매개종속 

환경 애착(Environmental Affection) EA 

환경 친화적 행동 의도(Pro-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 PEB 종속  

 

 

 



 

 54 

 

Study 2 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형의 구축은 Ajzan(1985)의 계획된 행

동이론 모델과 이를 변용한 Grob(1995)의 구조방정식 경로모형에 기초하였

다. 전자가 환경 태도와 친환경적 행동 의도 간의 상관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면, 후자는 환경 감수성이 발전하여 나타나는 환경 애착과 친환경적 행동의

도 간의 관계에 관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은 본 논문의 연구 목적

에 부합하도록 두 가지 표현 양식의 식물 드로잉을 설명 변인으로 삼았고, 환

경 친화적 행동 의도를 모델의 종속 변수로 삼았다. 매개변수로는 환경 애착

과 ‘식물 태도(plant attitude)24’를 도입하였다.【그림 3-5】  

 
24 ‘식물 태도’는 실험 2 에서 환경 애착과 친환경 행동 의도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
고자 새롭게 추가한 변인이다. 이것은 Fančovičová & Prokop(2011)이 인간의 수목을 대하는 
감정적, 사회적, 도덕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이다. 자연 환경에서 식물이 차지
하는 위치는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를 인지하고 교류하는 활동은 동물에 비해 매우 
낮다(Wandersee & Schoussler, 2001). 수목은 자연 환경의 배경으로써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
며 동물에 비해 정적인 특성 때문에 인간의 활동에서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인간의 
시야에서 식물의 존재가 사라지는 현상(plant blindness: Balding & Williams, 2016)’은 도시화

 
 【그림 3-5】 실험2를 위한 이론적 모델의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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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과정   

 현장연구 과정  

위의 네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총 218 명의 실험 참가자

에게 식물 드로잉 작업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실험은 2015 년부터 2018

년까지 총 4 년에 걸쳐 매년 4-5 월에 실행되었다. 실험 참가자는 서울대학 

미술대학과 국민대학 공과대학 건축학과의 1-3 학년 학생이었으며, ‘기초 

드로잉(Drawing Fundamentals)’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과 설문조사의 결과물의 분석을 위해 실험자(필자)와 두 명의 전문가가 

평가 및 데이터 분석 과정에 참여하였다. Study1 과 2 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udy 1: 실험을 위해 학생들을 대조군(n=103)과 실험군(n=115)으로 

나누어 별도의 실험을 수행했다. 대조군 학생들은 대학 내 캠퍼스 주변의 

자연경관을 따라 약 한 시간 동안 가이드 답사를 진행했다. 답사 루트는 

봄의 다양한 경관을 관찰할 수 있는 개울, 저수지, 언덕, 정원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같은 시간 실험군 학생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식물 드로잉 세

션에 참여했다. 실험군 학생들에겐 최대한 식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

를 통해 얻은 시각적 정보를 드로잉 하도록 지침을 주었다. 답사와 수목 

드로잉 세션이 끝난 후 두 그룹 모두 식물 태도, 환경 애착, 친환경적 행동 

의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Study 2:  실험군 학생들은 수목 환경이 좋은 지정 장소 (음미대 캠퍼스 

주변 지역)에서 수목 드로잉에 참여했다. 이 장소는 다양한 종류와 높이

의 교목 및 관목이 식재 되어 있고 다양한 경사의 지형을 갖춘 곳으로서 

장시간 드로잉 작업이 가능한 구역이었다. 드로잉의 재료는 자유였으며, 
 

와 실내 환경 생활의 비중의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Fančovičová & 
Prokop(2011)은 인간의 식물에 대한 여러 종류의 심리적 태도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을 개발
하였고, 이를 통해 측정한 인간의 식물에 대한 태도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
르면 식물태도는 식물과의 물리적 접촉에 의해 발달되며, 높은 식물 태도를 가질 수록 환경 
감수성과 환경 애착은 높아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적 행동의 의도를 
예측하는 계기로써 식물 태도를 구조방정식 모델의 매개 변인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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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잉 작업 중에 수목의 이름과 특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각 구역과 수목

명이 적혀 있는 간단한 지도가 제공되었다.【그림 3-6】 간혹 드로잉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학생이 실험에 참여하여 진행상 어려운 상황이 벌어

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드로잉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실험은 원활히 진행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수목 드로잉에 대해 다소 협소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

문에 세션 시작에 앞서 프로그램의 배경과 목표를 소개하는 짧은 소개시간을 

가졌다. 먼저 드로잉이 반드시 대상을 닮게 그리는 것 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했다. ‘본다’는 개념이 단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복잡한 인지 상

호작용의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광의적 의미로서의 드로잉(신체의 활

동, 비판적 사고, 감성의 발현 등)을 이해하도록 하였다(Lyon 외, 2018). 또

한 앞서 제 2 장에서 설명한 드로잉의 개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목에 대한 

은유적, 감성적, 상징적 해석이 모두 가능하도록 모든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4 년에 걸친 드로잉 세션에 참가한 학생은 총 115 명이었으며, 미 제

출 등의 사유로 인해 수집되지 않은 상황을 제외한 총 113 점의 그림이 실험

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림 ３-6】 실험을 위한 수목분포 지도 (시각적으로 구분이 쉬운 종들 위주로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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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항목 도출   

설문지 항목은 식물 태도, 환경 애착, 친환경적 행동 의도의 세 가지 잠재 요

인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표 3-6】,【표 3-8】 각 설문지의 

항목엔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아주 그렇다)까지 표시된 리커드 척도

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본격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전 먼저 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

기 위해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였다. 파일럿 조사는 2015 년 첫 실험의 한달 

전 두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68 명을 상대로 총 49 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설

문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이후 한 번의 항목 조정 회의를 거쳐 실제 실

【표 3-6】 측정 문항의 개괄 

측정 항목 범주  약자 측정 내용 문항 수 

식물 태도 
(plant attitude) 

PA 본 항목은 Fančovičová & Prokop(2011)의 ‘식물 태도 
척도(Plant Attitude Scale)에 기초했다. 이 척도는 식물
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범주를 측정하는 네
가지 요인에 의해 구성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네가지 요인은 각각 '식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
(interest)’, ‘식물이 인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importance)’, ‘도시환경에서 식물의 가치
(urban trees)’, ‘식물의 물질적경제적 가치
(utilization)’이다. 
 

26  

환경 애착 
(Environmental 
affection) 

EA 환경 애착은 환경에 대한 정서적감정적 연결 정도를 
측정한다. 측정을 위한 질문은 Moloney 외(1975)와 
Liu & Lin(2015)이 고안한 ‘생태 척도(Ecological 
Scale)’에 기초했다. 전자의 항목은 측정 문항의 수가 
너무 많아 Liu & Lin(2015)이 21 개로 단순화한 항목
을 채택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 수록 환경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9 

환경 친화적 행동 
의도   
(Pro- 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  

PEB 친환경적 행동 의도와 관련된 측정 항목은 피험자가 
환경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의지를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 수록 환경
문제에 대한 높은 헌신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들 질문 
항목은 환경 애착 측정 항목과 마찬가지로 Moloney 
외(1975)와 Liu & Lin(2015)의 생태 척도에서 가져
왔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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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연구에 쓰일 설문 항목을 도출하였다.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는 각각 미술

과 조경분야의 연구자 두 명이었으며, 이들은 이번 회의 외에도 이후 식물 드

로잉 평가 회의에도 참여하였다. 이 항목 조정 회의의 주된 목적은 선행연구

에서 가져온 영문 항목과 이를 국문으로 번역한 항목 간의 의미 차이를 확인

하고 국문의 문장을 수정보완하여 질문의 개념적 일관성을 찾고자 한 것이

었다. 먼저 전체 항목의 측정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 25을 실

시하였다 26. 분석을 위해 통계 분석 패키지인 Jamovi 1.2.27 을 사용하였다.  

검증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내적 일관성과 항목간 신

뢰성이 확보되었으나, 식물 태도와 환경 애착에 속한 총 세 개의 항목에서 측

정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이들 항목을 제거하였다.27 【표 3-7】

【부록 6-1】 또한 Moloney(1975)의 측정 항목이 현 시대의 관심사를 반

영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몇몇 항목을 시대에 맞는 질문으로 변형한 

Selvi(2012)의 예를 참조하여, 총 개 항목의 문장을 그동안 많은 매체를 통

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환경 관련 이슈로 대체하였다. 특히 연구의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20 대 초반이었으므로 설문 항목에 최
 

25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로 나뉘며, 전자는 문항 간의 신뢰도를, 후자는 측정문항과 측점
개념과의 일치여부, 구조방정식 모델의 신뢰성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EFA는 주로 파일럿 조사를 통해 최종 사용될 설문 문항을 정하기 위해 쓰였고, CFA는 모
델의 통계적 신뢰성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다. 

26 항목의 측정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 값, 바틀렛 구형성 검증, 그리고 KMO-
MSA 값 등 세가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먼저 크론바흐 알파(Chronbach’s α)값은 다양한 항
목을 통해 단일한 내용을 측정하고자 할 때 그 측정 문항들이 가지는 의미의 내적 일관성
을 판단하는 값이며, .6 이상일 때 신뢰도를 갖는다. 특히 특정 항목을 제거하고 알파 값을 
산출했을 때 제거하기 전 보다 높은 알파 값이 나왔다면 그 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바틀렛 구형성 검증(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은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0이다’ 라는 귀무 가설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p 값이 0.05 이하일 때 항목 간의 신뢰도가 
검증된다. KMO(Kaiser-Meyer-Olkin)의 MSA(Measure of Sampling Adequacy)값은 각 문항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값으로서, 0.5 보다 큰 값을 가질 때 요인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27 이들 세 문항은 항목 제거 시 알파 값이 전체 알파 값 보다 크게 나왔으며, KMO-MSA 값
이 매우 낮게 산출되었다. 이들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식물 태도’에 속한 항목으로서, 
“나무는 각종 가구의 재료가 된다(Furniture can be made from plants)”, “인간은 식물을 연료
로 사용한다(We utilize plants as fuel)” 였으며, 다음으로 ‘환경 애착’에 속한 항목으로서 
“나는 내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이 환경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 두렵다(It 
frightens me to think that much of the food I eat is dangerous because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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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가시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수정 및 보완

된 총 46 개 항목의 설문지를 본격적인 실험에 사용하였다. 【부록 2】, 【표

3-8】 

 

【표 3-7】 파일럿 및 본 설문 문항의 상호 관계성 검증 (바틀렛 구형성 값) 

문항의 범주  설문의 종류  바틀렛 구형성 값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χ2 df p 

식물 태도(PA)  파일럿 설문  1272.24 378 < .001 

 본 설문  1561.42 325 < .001 

환경 애착 (EA) 파일럿 설문 357.56 45 < .001 

 본 설문 462.49 45 < .001 

친환경 행동 의도  
(PEB) 

파일럿 설문 516.88 55 < .001 

본 설문 729.64 55 < .001 

  

【표 3-8】 본 설문의 측정 항목들 (R: 역질문) 

번호 약자 문항 (총 46문항) 

식물 태도 (PA): 총 26문항 

식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Interest): 9문항 

1. PA1 나는 식물에 관한 기사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2. PA2 나는 식물을 가꾸고 싶다. 

3. PA3 나는 정원박람회나 정원 페스티벌 등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4. PA4 나는 집안에서 식물 가꾸는 것을 좋아한다. 

5. PA5 나는 자연 속에서 자주 여가를 즐긴다. 

6. PA6 나는 내 집에 작은 정원을 가꾸고 싶다. 

7. PA7 나는 숲 속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8. PA8 우리는 식물의 중요성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 

9. PA9 나는 숲길을 걷는 것을 좋아한다. 

식물이 인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Importance): 9문항 

10. PA10 우리의 삶에 식물이 없어서는 안된다. 

11. PA11 나무는 우리 동네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12. PA12 우리 동네의 녹지 공간을 잘 가꾸어야 한다. 

13. PA13 식물은 많은 생명체에게 서식처를 제공한다. 

14. PA14 나무는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15. PA15 대기오염은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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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A16 식물은 약재의 원료이다. 

17. PA17 나무는 동네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18. PA18 나무도 병에 걸린다. 

도시에서 수목의 가치(Urban trees): 6문항 

19. PA19 가로수를 도로 주변에 심으면 나뭇잎이 자동차나 도로 위에 떨어져 
지저분해지므로 심지 말아야 한다(R). 

20. PA20 가로수는 전선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R). 

21. PA21 도심 가로수는 범죄율을 높이기 때문에 심어서는 안된다(R). 

22. PA22 가로수의 뿌리가 도로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심어서는 안된다(R). 

23. PA23 도심 가로수는 상업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심어서는 안된다(R). 

24. PA24 가로수에서 퍼지는 홀씨가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심어서는 안된다(R). 

식물의 물질적 경제적 가치(Utilization): 2문항 

25. PA25 우리가 입는 옷의 재료는 식물에서 나온다. 

26. PA26 식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료가 된다. 

환경 애착 (EA): 총 9문항 

1. EA1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같다(R). 

2. EA2 정부가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화가 난다. 

3. EA3 나는 “지금 환경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40년 후 인류는 지구에서 
생존하기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 관심이 없다(R). 

4. EA4 인간이 숲과 동물에 끼친 해악을 생각할 때 마다 분노가 치민다. 

5. EA5 나는 ‘지구 온난화’ 라는 말에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R). 

6. EA6 나는 산림 황폐화와 생물 서식지 감소 같은 환경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다.  

7. EA7 나는 각종 기업체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 

8. EA8 나는 최근에 제기되는 각종 환경문제가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접했을 때 그리 화가 나지 않는다(R). 

9. EA9 나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가 자연스런 자연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걱정하지 않는다(R). 

친환경행동 의도 (PEB): 총 11문항  

1. PEB1 나는 환경 문제만을 다루는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지 않다(R). 

2. PEB2 나는 대부분의 친환경 제품이 비싸기 때문에 사고 싶지 않다(R). 

3. PEB3 내게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내 돈의 일부를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싶다.  

4. PEB4 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이다.  

5. PEB5 나는 환경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대통령 후보를 뽑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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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EB6 나는 환경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7. PEB7 나는 환경 이슈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항상 관심있게 추적하고 있다.  

8. PEB8 전기 자동차가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보다 비싸지만 배출 가스 절감을 위해 
전기 자동차를 살 의향이 있다. 

9. PEB9 나는 환경 이슈와 관련된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R). 

10. PEB10 나는 내 주변의 자연 환경을 개선하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한 설명을 
들을 의향이 있다. 

11. PEB11 환경보호를 위해 내 주변에 있는 환경관련 단체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  

 

 식물 드로잉 평가 척도 개발  

식물 드로잉 평가의 목적은 세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드로잉

의 표현과 내용에 따른 학생들의 식물 태도, 환경 애착, 친환경적 행동과의 

관계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평가 방법은 Liu & Lin(2015)의 선례를 따랐으며, 

두 명의 전문가가 총 세번의 회의를 거쳐 채점 항목을 조정하고 각각의 드로

잉을 채점하였다.  

모든 드로잉은 객관성(objectivity)과 주관성(subjectivity)이 표현된 정도

에 따라 채점했다. 채점자들은 드로잉의 여러 표현방식을 객관적으로 점수화 

하기 위해 채점의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객관적-분석적 드로잉을 점수화 

하기 위해 개발된 측정방식은 수목의 형태적 특질(morphological 

characteristics)이 드로잉에 반영된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채점자는 필자

가 마련한 ‘식물 형태 점검표【부록 3】’와 참가자의 드로잉을 비교검토하

면서 식물의 특정한 형태적 특질이 그림에 표현 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1(전혀 반영 안됨) 부터 5(많이 반영됨) 까지의 점수를 매겼다 28. 이 점검표

는 캠퍼스지역에 자라는 총 21 종의 수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9【표 3-

9】. 주관적-표현적 드로잉 평가를 위해서는 Jolly 외(2016)의 실험에서 표
 

28 Wilson & Bradbury(2016)와 Stagg & Verde(2018)가 실험연구에 썼던 방식을 활용하였다. 
29 실제 대상지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교목과 관목이 식재 되어 있었으나, 2015년 

봄 처음으로 실험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의 드로잉과 실험 당시 동선을 파악해보니 주로 시
각적으로 인식이 용이한 특정 수목을 중심으로 그렸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 다음 해
부터는 실험 참여자에게 총 21개 수목의 이름과 위치가 표기된 지도를 배포하고 되도록 
표시된 수목 위주로 드로잉을 진행하도록 유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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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적 그림을 평가한 세가지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기준은 첫째, 수목을 객

관적 표현의 대상이 아닌 주관적 표현의 대상으로 인지한 정도(추상적, 상징

적, 표현적 표현 등)이고, 둘째, 색(실제의 색 vs. 상상의 색), 선(선의 굵기, 

방향, 음영표현 등), 구성(수목의 크기, 비례 등)등이 본인의 주관적 양식으

로 표현된 정도이다. 객관적-분석적 드로잉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모든 드로

잉은 1 부터 5 까지의 점수를 주었다. 【표 3-10】【그림 3-7】【그림 3-

8】  

 

 

 

【표 3-9】 드로잉 대상 식물 리스트 

번
호 

한글명 영문명 학술명 

1 단풍나무  Palmate Maple Acer palmatum Thunb. 
2 향나무  Chinese Juniper Juniperus chinensis L. 
3 튤립나무  Tulip Tree Liriodendron tulipifera L. 
4 목련  Mokryeon Magnolia kobus DC. 
5 일본 목련 Whiteleaf Japanese Magnolia Magnolia obovate Thunb. 
6 소나무  Korean Red Pine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7 왕벚나무  Korean Flowering Cherry Prunus yedoensis Matsum. 
8 느티나무  Sawleaf Zelkova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9 흰말채 나무  Red-bark Dogwood Cornus alba L. 
10 개나리  Gaenari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11 화살나무  Burning Bush Spindle Tree Euonymus alatus (Thunb.) Siebold 
12 사철나무  Evergreen Spindle Tree Euonymus japonicus Thunb. 
13 영산홍  Azalia Indica Rhododendron indicum 
14 산철쭉  Korean Azalia Rhododendron hallaisanense 
15 수수꽃다리  Korean Early Lilac Syringa oblata var. diatata (Nakai) 

Rehder 
16 왕포아풀  Kentucky Bluegrass Poa pratensis L 
17 애기똥풀 Asian Greater Celandine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Hara) Ohwi 
18 개망초  Daisy Fleabane Erigeron annuus (L) Pers. 
19 돌단풍  Maple-leaf Mukdenia Mukdenia rossii (Oliv.) Koidz. 
20 서양민들레  Korean Dandelion Taraxacum platycarpum Dahist. 
21 등나무  Japanese Wisteria Wisteria floribunda (Wild)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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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드로잉 채점 기준 

 

분류  채점 기준  채점 항목 (각 1-5 점) 

분석적-

객관적 

(AO)   

분석적, 해부적,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린 정도/  
그림에서 식물의 형태적 
특성이 드러난 정도  

AO1 
작가가 식물을 보고 그리는 태도가 

객관적이다.  

AO2 
식물을 분석적이고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AO3 
식물의 형태적 특성이 그림에 

재현되어 있다.  

표현적-

주관적 

(ES)  

그림에서 비구상적, 상징적, 
표현적, 심리적 특성이 
드러난 정도  

ES1 
작가가 식물을 보고 그리는 태도가 

주관적이다. 

ES2 
그림에 작가의 주관적 감성이 드러나 

있다.  

ES3 
선, 색, 형태, 비례 등의 표현에서 

표현적 특성이 나타난다. 

 

 
【그림 ３-7】 드로잉 채점결과 정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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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회의에서 세 명의 채점자는 먼저 무작위로 선택된 10 개의 드로

잉을 채점한 뒤 점수 기준의 정확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논의에서 가장 중

요했던 사안은 각각의 드로잉에서 ‘실제 식물의 형태의 객관적 묘사’와 ‘개인

의 주관적 표현성’을 구분하는 납득할 만한 기준을 찾는 것이었다. 채점자들

은 이 두 사안에 대해 각자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30.  이어진 두 번째와 세 번째 회의에서 

채점자들은 첫 번째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것과 유사한 문제들에 대한 합의점

을 찾으려 노력했다. 특히 수목의 형태를 분석적이고 해부학적인 관점으로 

그린 드로잉과 스스로 상상한 식물의 구조를 그린 드로잉의 차이를 구분하기 

힘든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평가 기준에 대한 최

종 합의에 이른 후, 두 번째 회의에서 각 채점자별로 총 113 점의 드로잉에 

점수를 매겼다.  

 
30 예를 들어, 한 드로잉에서 물 흐르듯 그어진 수목의 외곽선에 대해 한 채점자는 작가의 주

관적 표현으로, 다른 채점자는 성의 없이 그은 낙서로 보았다. 

 

 
 

【그림 3-8】 드로잉 채점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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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모든 점수로 채점자간 신뢰도 검사 31를 진행한 결과 점수간 합의

율이 매우 낮게 산출되어 세 번째 회의에서 다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때 이

루어진 평가는 채점자간 분류 일치도가 61%(Cohen’s kappa=0.55)에 달하여 

최종 점수로서의 활용이 가능하였다. 또한 수집된 채점 점수들 간의 상관성

을 상관계수 행렬로 분석한 결과, 점수 대부분의 피어슨 상관 계수(Pearson’s 

R)값이 0.5 이하였고,32【표 3-11】그 이상의 값을 가진 AO1-ES1 관계를 

선형 회귀식 VIF 값 33으로써 다중 공선성을 확인해 본 결과 1 로서 큰 상관관

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채점결과를 본격적인 분석 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표 3-11】 항목평가회의 과정(좌), 항목의 상관계수 행렬표(우), 항목 신뢰도 검증 결과표(하).  

 

 
 

평가 문항 AO1 AO2 AO3 ES1 ES2 ES3 합계 

 
31  채점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는 분류 일치도(Percent agreement)와 카파 계수

(Cohen’s Kappa)로 판단한다. 전자는 전체 채점에서 채점자 간에 일관되게 채점한 비율이
며, 후자는 우연히 동일한 채점을 한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분류 일치도가 80% 이상, 
Kappa 계수는 0.6 이상이 되어야 분석 가능한 자료로 판명된다. 카파 계수가0 이하일 때
는 매우 낮은 신뢰도, 0에서 0.2 사이는 낮은 신뢰도, 0.21에서 0.4는 약간 낮은 신뢰도, 
0.41에서 0,6까지는 보통 신뢰도, 0,61에서 0,8 까지는 높은 신뢰도, 0.81에서 1까지는 
매우 높은 신뢰도로 판단한다(Landis and Koch, 1977).  

32 피어슨 상관계수가 0.5 이상일 때 변수 간에 큰 상관관계가 있는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33 VIF 값은 문항 간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독립 변수

끼리 상관관계가 높을 때 회귀식에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를 
미리 진단한다. VIF 값이 클수록 문항 간의 다중 공선성이 큼을 의미하며, Hair 외(2018)
는 다중 공선성의 판단 기준을 VIF 값 3 이상으로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5 이하의 값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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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회차 수  2  3  2  3  2  3  2  3  2 3  2 3 2  3 

분류 일치도(%) .59 .90 .55 .83 .26 .67 .77 .87 .58 .87 .32 .76 .27 .61 

카파 계수  .45 .89 .40 .77 .44 .54 .60 .80 .40 .81 .48 .82 .18 .55 

 
2. 수집 자료 분석  

(1) 설문 문항의 확인적 요인 분석 

총 218 명의 실험 참가자 전원이 설문지를 제출하였으나 이 중 적절히 표기

가 되지 않은 6 개를 제외한 총 212 개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설문 

결과 중 표기가 누락된 문항은 전체 항목 척도 값의 평균을 대입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이들 설문자료가 선행연구의 설문과 동일한 수의 요인을 

가지는지를 요인 적재치 34의 값으로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식물 태도 항목

의 요인은 총 네 가지로서 Fančovičová & Prokop(2011)의 식물 태도 척도의 

네가지 요인과 일치했으며 35, 환경 애착과 친환경적 행동의도 항목의 요인은 

각각 한 가지씩으로 산출되어 Liu & Lin(2015)의 생태 척도의 요인의 CFA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들 결과로써 설문 항목의 신뢰성이 최종 확보되었다.

【부록 6-2 】 

 

(2) Study 1과 2의 분석  

 Study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교  

식물 드로잉의 식물 태도, 환경 애착, 환경 친화적 행동에 대한 효과를 실험

군과 대조군을 나누어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Study 2: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34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 λ값으로 표현)는 요인과 측정변수 간의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뜻하며, 요인과 문항 간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즉, 요인 적재치가 
너무 낮으면 문항이 요인을 잘 측정 못한다는 뜻이다. 요인 적재치 값이 0.5 이상일 때 측
정이 가능하며, 0.7 이상의 값일 때 분석에 가장 적합하다. 

35 ‘식물 태도’의 항목 중 ‘우리가 입는 옷의 재료는 식물에서 나온다 (PA25)’의 요인 적재치 
값은 2.3으로서 방법론의 관점에서는 개별적 요인으로 분류되기에 적절치 않았다. 하지만 
항목 제거 시 크론바흐 알파 값이 전체 알파 값을 넘지 않았고, KMO-MSA 값이 .80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또한 이 문항이 선행연구에서는 적절하게 이용되었다는 점을 근
거로 그대로 본 연구의 설문 문항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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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 는 전술하였듯, 수목 드로잉의 서로 다른 표현 양식(분석적-객관적, 

표현적-주관적)의 차이가 이 종속변수인 환경 친화적 행동의 의도에 영향을 

주고 이 영향이 식물 태도 및 환경 애착으로 매개되는 경로와 구조를 확인하

고자 시도한 실험이다. Study 2 는 비교적 적은 수의 샘플로 행해졌고 연구의 

목적이 기존 이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통계적 근거를 이용해 새로운 이론

을 제시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조건의 분석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법으

로써 PLS 구조방정식 모델(Partial Least Squa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36. PLS 구조방정식 검증의 도구로써 Ringle 외(2015)의 이론적 

바탕으로 제작된 Smart PL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SEM 모델을 설정함에 있어서 먼저 각 관찰 변수와 잠재변수의 경로방향

을 설정하였다. 본 모델의 관찰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비교적 높

은 편이었고 37 대부분의 드로잉 채점 문항 및 설문 문항들의 내용이 서로 완

전히 상이한 것들이 아니었으므로, 잠재변수의 화살표 방향이 관찰변수로 향

하는 반영 모델(reflective modeling)을 각 잠재변수에 적용하였다 38. 또한 최

대한 간명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비슷한 의미의 측정항목끼리 서로 묶어서 

분석하는 항목 합산법(item parceling)을 적용하였다. 특히 식물태도의 측정문

항이 26 개나 되었으므로, 용이한 분석을 위해 여러 항목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은 뒤 그들 값의 평균 값으로써 항목을 새로 만들어 총 12 개의 항목으로 

측정 항목의 숫자를 줄인 뒤 분석하였다(Rogers & Schmitt, 2004).39【표 3-

 
36 PLS 구조방정식 모델은 공분산 기반 구조방정식에 비해 모델의 잠재 변수에서 설명되는 

분산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탐색과 예측이 목적이고 변수가 많은 모델을 구축
할 때 적합하다(Chin, 2010). PLS-SEM은 분포, 표본 크기와 같은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소프트 모델링’ 분석 방법이므로, 적은 샘플 수로 복잡한 경로를 검증할 때 적합한 
방법이다(Vinzi 외,2010). 

37 분석적-객관적 드로잉’과 ‘표현적-객관적 드로잉’ 두 잠재변수의 관찰변수간 상관계수 
값은 각각 0.65-0.76사이, 0.52-0.64사이임.  

38  Jarvis 외 (2003)에 따르면, 관측변수와 잠재변수간 경로방향이 반영모델(reflective 
model)이 되려면 관찰변수끼리 서로 비슷한 기원을 가지거나 서로 간의 의미 교환이 가능
해야 하며, 특히 관찰변수 간의 상관계수 값이 높거나 중간이어야 한다.  

39 ‘식물태도’범주에 속하는 총 4개의 요인에 해당하는 각각의 문항 수는 9,9,6,2개였다. 따
라서 9개 문항은 두 문항 및 세 문항을 하나로 합치는 방식으로, 나머지는 두 문항을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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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묶은 항목들이 모두 같은 의미 범주내에 있었고 확인적 요인분석 검증 

또한 양호했으므로 항목 묶음법의 기본전제를 충족하였다(Matsunaga, 

2008).  

 

【표 3-12】 항목 합산한 문항 도출 (식물 태도 문항) 

번호 약자 크론바흐 α 

 항목 합산 전 항목 합산 후 항목 제거 시 크론바흐 α  

 식물 태도 (PA  PAꞌ)  

1. 
PA1 

PA'1 .93 
PA2 

2. 
PA3 

PA'2 .93 
PA4 

3. 
PA5 

PA'3 .93 
PA6 

4. 

PA7 

PA'4 .93 PA8 

PA9 

5. 
 

PA10 
PA'5 .94 

PA11 

6. 
 

PA12 
PA'6 .93 

PA13 

7. 
 

PA14 
PA'7 .93 

PA15 

8. 
 

PA16 

PA'8 .93 PA17 

PA18 

9. 
PA19 

PA'9 .94 
PA20 

10. 
PA21 

PA'10 .94 
PA22 

11. 
PA23 

PA'11 .93 
PA24 

12. 
PA25 

PA'12 .93 
PA26 

 

 
는 방식으로 항목 합산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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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현장연구의 결과와 해석 

 

제1절 현장연구 분석결과와 해석  

 

1. 분석 개괄   

실험1은 참가자들이 일련의 자연경관 드로잉 작업을 통해 원래 그들이 가지

고 있던 자연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하였다. 단어와 문장으

로 구성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그 속에 함의된 환경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환

경을 위한 행동과 관련된 여러 심리적 단서를 발굴해내고자 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앞서 설명한 선행연구인 Laughland외(2002), 

Lin(2014), Pointon외(2014)의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자연 개념의 범주를 

참고하였다. 먼저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분류되었던 상위 범주인 ‘자연

의 존재적 특성(Ontological aspect of nature)’과 ‘자연-인간과의 관계적 특성

(Relational aspect of nature)’, 그리고 그에 속한 각종 하위 범주를 상정한 뒤, 

본 연구의 인터뷰 내용에서 분석된 각종 단서들을 이들 범주의 틀에 맞추어 

분류하였다. 분석한 범주와 요소가 이 선행연구의 틀과 상응할 경우 그대로 

진행하고, 이들 틀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 다른 범주 및 요소를 

만들어 분류하였다.  

【표 3-4 】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질문의 종류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고 질문에 따른 답의 범주가 선행 연구에서 분류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본 실험의 인터뷰 자료는 거의 모든 내용에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했고 비슷한 내용이 많이 중첩되었으므로 완전히 독립적인 

범주를 구성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인터뷰 내용 중 비슷한 문장과 단어가 

반복되거나, 화자의 음성과 톤에서 특정 의미가 강조되거나, 문장의 맥락 상 

특정 내용이 강조되는 양상을 기준으로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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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인터뷰 내용이 자연의 존재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하더라도 화자의 의도가 자연을 대상화하여 그 속성을 강조하는 경우는 

존재적 특성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논하는 경우는 

관계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Lin(2014)이 Laughland외(2002)의 분류 

모델에서 여러 다른 갈래의 범주를 추가 및 보완한 과정을 참고하였다. 각 

범주와 관련 내용은【표 4-1】과 같다. (전체 범주의 분류는【부록 

2 】참조) 

【표 4-1】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하위 범주 정리  

상위 범주 
범주를 이루는 문장 및 단어 예  

하위 범주  

1, 자연의 존재적 특성 (Ontological aspects of nature) 

a. 자연의 속성(Characteristics) 

본질적 속성 깨끗하다/초록색/순수하다/자유롭다/연약하
다/따뜻하다/원초적이다/활발하다/영원하다/
자연스럽다/썪기쉽다/유희적이다/단순하다/
느리다/독특하다/가치 있다/생생하다  

물리적 속성 살아있는/무거운/가벼운/큰/흘러가는  

감각적 속성 감각으로 감지되다/냄새/소리/촉각  

공간적 속성  사이에 낀 공간/고요한 공간/무한한 공간  

b. 시스템으로서의 자연(Systemic aspects) 

자연의 개념적 체계  세상의 기원(起源)/ 세상의 엄격하고 
절대적인 법칙/ 계절의 차이/ 불규칙하지만 
내적 규칙이 존재하는/ 기하학적 체계/ 
자생적인 메커니즘  

자연의 프로세스  세상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변하지 않는/ 
생명의 순환/ 우연한 창조와 생성/ 네트워크 
된/ 복제하는/ 생명을 위한 투쟁  

유동성 및 비정형성   

다양성  자연은 항상 새로운 면목을 보여준다/ 자연은 
여러 면모를 가지고 있다/ 매크로와 
마이크로의 대비(macro vs. micro) 

균형과 조화   

복잡성   

회복성   

완벽성   

c. 심미적 관점의 자연(Aesthetic aspects) 

자연은 최상의 디자인이자 예술이다/ 색으로 

점철된/ 시각적인 안도감/예술적 영감의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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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장  
(A place for living things and humans) 

생명체가 살아가는 장소/ 생태계 중심의 
세계/ 식물로 둘러싸인 세상/ 생명이 
자라나는 곳/ 생명이 숨 쉬는 지구  

2. 인간과 자연의 관계적 특성(Human-nature relationship) 

a. 존재론적 관계(Ontological relationship) 

대자연(Mother Nature) 인간은 자연의 일부/ 인간이 돌아가야 할 상
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 

인간과 분리된 자연  인간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상태의 / 자족적인
/ 스스로 자립하는 존재/ 명명하기 어려운 존
재/ 인간과 대립되는 존재/ 도시화 이전의 상
태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  인간 위에 있는 존재 /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의 지각으로 가늠할 수 없이 큰 존
재  

b. 감정적 관계(Emotional relationship) 

자연에 대한 긍정적 감정  친숙한 존재/ 기쁜/ 행복감/ 생동감 넘치는/인
간적 감정을 느끼는/ 지성을 느끼는  

자연에 대한 부정적 감정  무서운/ 두려운/ 역겨운/ 피곤한/ 어지러운/ 
우울한  

자연에 대한 경외감  경이로운/ 경외감을 느끼는/ 함부로 닿을 수 
없는/ 이해의 범위를 능가하는  

정신적인 도움  정신을 치유하는/ 편안한 생태를 제공하는/정
신적 안정을 주는/ 혼자만의 사색 장소를 제
공하는/ 회상의 기회를 주는/ 감정을 북돋우
는  

기억에 잠재된 자연   

c. 도덕적 관계(Moral relationship) 

인간의 개입으로 파괴되는 자연  인간에 의해 고통 받는/ 인간의 개입으로 
생태계의 치유 기능을 잃는/ 인간의 활동으로 
멸종의 위기에 처한/ 자연의 파괴와 함께 
인간도 사라질 것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라지는 자연  

인간의 개입이 없어야 하는 존재  
인간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자연  

 

d. 기능적 관계(Functional relationship) 

인간은 자연에 의해 유지되는 존재 인간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인간의 삶을 유지
시키는/인간을 지구에 생존케 하는 

인간은 자연에서 배운다  예술적 영감의 근원/ 관찰과 연구의 대상/ 자
연으로부터 배운다  

인간과 자연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자연과 인간의 공존/ 자연은 언제나 우리 주
변에 있다/ 인공적 환경도 자연의 일부이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나 잘 잊어먹는
다/ 서로 공생관계인/  서로 소통하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모순  개발과 보존 사이의 모순/ 자연 보호와 도시
화의 모순/ 인공과자연의 개념 사이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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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주화된 개념 및 서사의 분석 

(1) 자연의 존재적 특성 

자연의 존재적 특성에 관한 함의는 주로 인터뷰 초반에 등장한 말을 분석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범주는 자연을 대상화하여 그 특질과 속성을 

개념화하거나 정의하는 말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Liu(2014)의 연구의 

경우, 이 범주는 “자연의 속성은 무엇인가?” 라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얻은 답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주는 자연에서의 

경험에서 얻은 구체적인 기억보다는 좀 더 개념적인 수준의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상위 범주는 ‘자연의 개념적 속성’, ‘자연의 

시스템’, ‘자연의 심미적 속성’,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장’, 그리고 ‘인간-

자연의 딜레마’의 총 다섯 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된다.  

먼저 ‘a. 자연의 속성’으로 엮이는 문장과 단어들은 대체로 자연의 

감각적물리적공간적 특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 자연의 존재적 속성의 

범주를 이루는 단어와 문장은 이어지는 ‘1.자연의 관계적 특성’의 하위 

범주인 ‘a. 존재론적 관계’와 상당부분 중첩되었으며,【표 4-1】이 범주와 

함께 인터뷰 내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자연경관의 드로잉 

이후의 사후 인터뷰에서 이들 범주가 다소 증가했는데, 이렇게 자연에 대한 

추상적 사고가 사후 인터뷰에서 다수 발견된 것은 자연의 추상적 인식이 색, 

형태, 소리, 냄새 등의 감각적 수용에 의해 촉발된다는 사실과 맥락을 

같이한다(Pointon 외, 2014). 또한 한 화자가 자연의 존재적 속성에 관한 

언급한 이후 자연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언급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보였다.【표 4-2】【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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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자연의 속성’ 범주를 구성하는 문장의 예40 

드로잉 예 문장 예 

 

자연은 평화에서 탄생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연

은 생명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 원래 

자연은 평화로운 존재인데 지금은 전세계에서 사람들이 파

괴적인 활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래 평화라는 이미

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 (E 사후 인터뷰) 

 

자연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창조해낸 것을 제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늘, 구름, 잡초, 꽃, 나무, 호수 등이 그러하다. 

공원이나 인공호수 등과 같은 것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본래

의 자연을 배치하거나 약간 변형시켰기 때문에 여전히 자연

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은 순수한 아름다움이며 인간이 제재

해서는 안되는 존재이다(F 사후 인터뷰). 

 

자연의 속성에 관한 사고는 이어 ‘b. 자연계의 시스템’으로 확장된다. 

자연의 복잡성, 지속 가능성, 영구성, 순환성 등의 사고는 특히 참가자의 

자가 인터뷰와 사후 인터뷰에서 자연경관의 드로잉에 관한 소회를 말할 때 

자주 등장하였다. Pointon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자연의 

시스템과 관련된 사고는 개인의 자연물에 대한 감각적 경험이 기존에 

숙지하고 있던 생태 관련 관련 이론들(적자생존 법칙 등)이 결합할 때 

발생한다. 본 실험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참가자가 드로잉 중에 경관과 

수목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형상의 규칙적 패턴 등을 발견한 이후 곧바로 

자연의 개념적 속성에 관한 사고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였다(‘네트워크’, 

‘순환’, ‘영원성’, ‘역동성’ 등의 단어 및 구절). 이는 자연경관 드로잉 작업에 

참가자의 자연에 대한 개념적 인식과 매우 즉각적으로 반응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4-3】【 부록 2 】 

 

 

 
40 표에 기재된 드로잉은 여러 해당 참가자의 여러 드로잉 중 한 샘플임. 전체 드로잉은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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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자연의 시스템’ 범주를 구성하는 문장의 예 

드로잉 예 문장 예 

 

… 자연은 하나의 작품이라 생각한다. 작은 잎 하나에도 내

재된 수학적인 원리들이 신기하다. 무수한 아이디어의 보

고 같기도 하다. 특히 건축분야에서 배울 점이 많은 스승 

같기도 하다(A 사후 인터뷰).  

 

… (드로잉을 할 때) 자세히 볼 때와 멀리서 볼 때의 자연

은 매우 다른 것 같다. 자연을 가까이서 보면 나무 결이나 

잎이 모인 형상이 모두가 이어져 있었다. 각각이 질서를 지

키면서 순서 있게 모여 있는 형상이 무질서해 보이는 자연

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자연은 생명체의 구조적 네트워

크이다(C 사후 인터뷰). 

 

… 첫번째 드로잉에서는 단지 세밀한 묘사에만 집중했지

만, 두번째 드로잉을 할 때에는 나무들에서 불규칙하게 뻗

은 가지들을 통해 마치 나무가 살아 숨 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결국 자연을 깊숙히 들여다보면 그 복잡한 구조적 

체계에 놀라게 된다…(H 자가 인터뷰). 

 

‘c. 심미적 관점의 자연’은 자연을 심미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으로서, 주로 미적 아름다움, 예술, 시각적 만족 등의 시각적 감상에 

관련한 단어와 연계되어 있었다. 특히 자연을 디자인 및 예술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경향은 주로 드로잉 사후 인터뷰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이는 직접 

보고 손으로 그리는 행위와 자연에 대한 심미적 감성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준다.【표 4-4】【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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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심미적 관점의 자연’ 범주를 구성하는 문장의 예 

드로잉 예 문장 예 

 

… 자연 속에 있는 정교한 설계와 비율은 인간이 배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자연이란 신이 만든 최고의 디자

인 작품이라 생각하며, 인간은 자연의 형태를 추구할 뿐 

대등한 무언가를 창조하기는 불가능하다(B) 

 

… 드로잉 이후 자연은 서로 함께 있을 때 생명력을 얻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무와 바람, 나무와 햇빛 등 자

연이 서로 짝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더욱 생기 있고 아

름답다(H). 

 

… 건축이든 삶의 패턴이든, (주위의 모든) 공예품 같은 

예술작품 등은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다. (…) 규칙성 속에 

불규칙적 요소. 인간의 모든 예술 활동은 자연을 모방하면

서 시작한다(M). 

 

‘d.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장’의 범주는 주로 자연의 장소적 특성에 관

한 문장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 이 범주는 자연을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지구’나 ‘생태적 공동체(biosphere)’ 등과 같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같은 장소에서 생

명 활동 영역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숲에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와 같이 서로의 영역을 따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더 의미부여를 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 자연을 ‘본래의 장소’, ‘원(原) 생태계’ 등의 순수한 

상태의 장소로, 인간 활동을 그 순수한 장소성을 해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

가 많았다.【표 4-5】【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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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장’ 범주를 구성하는 문장의 예 

드로잉 예 문장 예 

 

인위적이지 않은 곳. 다른 개체의 무언가에 변화되지 않는 

곳. (…) 스스로 생겨나고, 자라나고, 변화하는 장소가 자연

이라고 생각한다 (M 사전 인터뷰). 

 

 
(2)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적 특성 

앞서 자연의 존재적 특성의 범주가 주로 인간의 관점에서 자연을 타자화 

했을 때 생겨나는 반응과 사고라고 한다면, 이 범주는 좀 더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 

상위 범주는 인간-자연의 존재적, 감정적, 도덕적, 기능적 관계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었다. 

하위 범주인‘a. 인간-자연 간의 존재론적 관계’의 범주를 구성한 

의미 체계들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인간과 자연을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관계로 설정하거나 반대로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문장과 단어가 함께 공존했다는 점이다. 전자는 Wilson(1993)이 언급한 

‘생태 중심적 사고(eco-centric view)’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자체의 

완벽한 생명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자연을 설정하고 인간 역시 주어진 생태 

법칙의 일부로 여기는 사고에 기원한다(Lovelock, 1972). 이러한 사고는 

근대 이전의 인간중심적 사고가 태동하기 이전 여러 문화권에서 역사적으로 

공유하던 자연관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반면 후자는 자연을 인간의 영향에서 철저하게 벗어난 존재로 여기는 

경향으로서, 자연재해와 같은 현상을 예로 들며 자연을 인간의 지각과 

인식을 훨씬 뛰어넘는 경외로운 존재로 상정한다. 이는 더 나아가, 인간을 

자연 법칙의 일부가 아닌 완전히 독립적 개체로 여김으로써 둘 간의 관계적 

맥락을 완전히 분리하려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자연의 순수함과 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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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적 원리에 대한 믿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원생 자연의 생태를 

위해하는 인간의 반자연적 태도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다. 요약하자면, 본 

실험의 참가자는 인간은 자연과 완벽히 동화된 관계이면서도 동시에 자연의 

법칙에 지배되지 않는 독립적 개체라는 모순적인 관계를 인지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모순되는 의견은 사전사후 인터뷰 모두에서 고르게 나타났으나, 

사후 인터뷰에서 특히 자연-인간의 공존에 대해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4-6】【부록 2 】. 

【표 4-6】 ‘인간-자연의 존재론적 관계’ 범주를 구성하는 문장의 예 

드로잉 예 문장 예 

 

…자연은 향유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

로서 공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들이 

이번 세션을 통해서 좀 더 강화된 것 같다. (…) 숲을 관

찰하고 조사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단지 하나의 나무

가 아니라 내가 알고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살아있

는 존재로서 인식되는 것 같다(D 사후 인터뷰). 

 

…자연이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계라고 생각한다. 우

리도 자연에서부터 나왔으며 그런 인간들이 만들고 생

산해낸 모든 것들도 모두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녹

지나 산 같은 자연은 인간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자

연이고 우리에게 이로움을 준다. 다시 복구할 수도 없으

므로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것 들 중의 하나이다. 

(I 자가 인터뷰). 

 

…자연은 사람에 의해 조성되지 않은 것이다. 사람이 창

조하였더라도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조성된 것이다. 오랜 시간동안 스스로 형성되는 것

이다.. (…) 자연은 광대한 것이며 나도 자연이다. 사람

들은 자연이 우리와 다른 존재에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공존해야 하는 것이다 (I 사후 인터뷰). 

 

‘b. 인간-자연 간의 감정적 관계’는 인터뷰의 문장과 단어에서 참가자의 

자연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 감정의 단서가 나올 때 같은 범주로 

포괄되었다 . 긍정적 감정(기쁨, 친숙함, 인간적 감정과의 동화)은 주로 자가 

인터뷰에서, 그리고 부정적 감정(두려움, 우울함, 역겨움 등)은 주로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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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등장하였다. 특히 이러한 감정상태는 자가 인터뷰 내용 중 

유년시절의 자연 체험의 설명과 함께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유년시절에 

감각적으로 받아들였던 여러 기억들이 공원을 걷거나 드로잉 작업을 하면서 

다시 기억으로 소환된 것으로 보인다. 【표 4-7】【부록 2 】 

【표 4-7】 ‘인간-자연 감정적 관계’ 범주를 구성하는 문장의 예 

드로잉 예 문장 예 

 

(어린 시절) 집의 남쪽에는 바다가, 북쪽에는 산이 있었

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연 속에서 살았던 것 같다. 밤 

늦게 공부할 때마다 집으로 돌아오던 숲길을 아직도 잊

을 수 없고, 가끔 친구들과 함께 놀러갔던 바다 또한 잊

을 수 없다. (…) 살아온 기간 동안의 추억이 담겨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이러한 기억 속의 자연이 해가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음이 슬프다. 어쩌면 내가 환경보호에 대

한 다소 극단적인 견해를 갖는 것도 과거의 기억에 연유

하지 않나 싶다(D 자가 인터뷰). 

 

부정적 감정을 구성하는 문장과 단어 요소들은 세번째 범주인 ‘c. 인간-

자연 간의 도덕적 관계’와 맥락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 

위기로 인해 생태계가 정상 기능을 잃어가는 현상은 두려움의 반응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감정은 인간과 자연을 도덕적인 관계로써 파악하는 

내용과 동일한 문장에서 드러나고 있다. 도덕적 관계는 “…해야만 한다”, 

“…이어야만 한다” 등의 종결어미로 끝나는 개인적 신념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연에 대한 도덕적 신념은 대부분 환경을 훼손한 인간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신념의 맥락은 본 연구의 주제인 환경 친화적 행동 

의도로서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문장에서는 환경에 대한 지나친 

책무를 부과하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 

도덕적 관계를 구성하는 언급은 사후 인터뷰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표 4-8】 【부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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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인간-자연 도덕적 관계’ 범주를 구성하는 문장의 예 

드로잉 예 문장 예 

 

…자연의 섬세한 규칙 속에 인간이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한

다면 그 규칙은 망가질 것 같아 두렵다. 따라서 자연은 파

헤쳐야 하는 존재인 동시에 지키고 가꿔줘야 하는 존재이

기도 하다(B 사후 인터뷰). 

 

내가 생각하는 자연이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적인 면모

가 크다.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길, 아이들이 뛰노는 야외

공간, 평소에 걷는 길들도 자연이다. (…)자연은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기때문에 계속 신

경 써서 보존하고 가꿔야 하는 존재이다(G 사후 인터뷰). 

 

…요즘 자연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바

꿀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지만 그것에 대한 존중을 잃으면 

안된다고 여긴다. (…)자연은 요즘 들어 극단적으로 우리

가 지켜야할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바꿔 나가야 

할 대상이 된 것 같다. 사람들이 합목적적으로 자연을 바

라보지는 않는 듯하다(L 사후 인터뷰).  

 

‘d. 기능적 관계’는 주로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관한 것이다. 

위에 제시한 존재적, 감정적, 도덕적 범주들의 내용이 이 기능적 관계로 

종합되는 양상이다. 즉, 이 세 범주들이 자연에 대한 애착이 바탕이 되어 

도덕적 신념과 판단으로 이어진다면, 기능적 관계는 인간-자연 간의 이익 

공생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삶에 물질적 자원과 

정신적 자양분을 주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주로 ‘치유’, ‘해방감’, ‘휴식’ 

등의 단어가 여러 참가자의 인터뷰 내용에서 여러 번 중복되고 있다. 기능적 

관계와 연관된 문장은 사전, 자가, 사후 인터뷰 내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표 4-9】【부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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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인간-자연 도덕적 관계’ 범주를 구성하는 문장의 예 

드로잉 예 문장 예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들-약초, 나무, 땅 등-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해주는 것. 인간이 사용하고 훼손시키는 

정도에 비해서 주는 것의 정도가 더 큰 것(G 사전 인터

뷰).  

 

몸과 정신을 정화하는 치유의 환경이며, 도시에서 볼 수 

없던 다양한 생물들을 보며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개인

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란 점도 의미 있다. 도시에서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면 자연에서는 오직 나와 자연뿐이

라 사색을 할 수도 있고 앞서 말한 정화, 치유도 할 수 있

어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 같다. (J 자가 인터뷰). 

 

사람들에 휴식을 할 장소를 주고 생체의 에너지를 충전시

킨다. 도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도시

의 삭막함과 같은 느낌보다는 사람들이 많고 적음으로 표

현될 수 있다 (K 사후 인터뷰). 

 

 

3. 분석 결과의 해석  

본 실험의 목적은 참가자 구술 자료의 의미 분석을 통해 자연경관의 드로잉 

작업 이후 발생한 환경 애착 및 친환경 행동 의지와 관련된 요인을 찾아 내는 

것이었다. 문장과 단어를 공통된 의미항으로 묶어 가며 코딩작업을 진행한 

결과, 사전 인터뷰 내용 보다는 자가 인터뷰와 사후 인터뷰 내용에서 보다 중

요한 서사와 의미의 요소롤 읽어낼 수 있었다. 자가 인터뷰 내용은 현장을 직

접 대면하고 그리면서 얻는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반응이었고, 사후 인터

뷰 내용은 드로잉 이후 새로운 정보와 사색으로 인해 풍부화된 반응이었다.  

특히 드로잉 이후의 인터뷰 내용에서 ‘자연의 속성’과 ‘자연의 시스템’과 

관련된 범주의 내용이 보다 복합적인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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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다른 상위 범주인 ‘인간-자연의 관계적 특성’을 구성하는 문장은 

드로잉 이후 한 화자의 단일한 발언 안에 자연에 대한 존재적, 감정적, 도덕

적, 기능적 함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엔 서

로 상호 대립적인 의미의 관계적 사고가 함께 공존하며, 화자는 이들 모순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대립은 호/불호 등 기호(嗜好)

간의 대립, 옳음/그름과 같은 판단의 대립, 이행/불이행 과 같은 신념의 대립 

등이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그 내재된 법칙을 따른다는 판

단과 더불어 인간은 자연의 외부적 존재로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다는 

판단이 한 화자의 단일한 구술에서 동시에 발견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장의 의미 분석을 통해 드러난 환경 애착과 관련된 

측면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많은 참가자의 구술은 ‘자연적인 것’과 ‘인공

적인 것’의 차이를 상정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자연적인 것에 의미를 부여하

지는 않은 채 두 가지 모두가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좀 더 구체적

으로, ‘인간-자연 간의 관계적 측면’의 상위 범주에서 하위 범주를 구성하는 

상당 수의 문장과 단어의 요소에서 인간에게 자연에 대한 감각과 본성이 내

재해 있다는 바이오필리아 가설과 상응하는 의미항을 찾아낼 수 있었으나, 

이러한 바이오필리아의 요소는 단지 공생과 공존의 가치에만 머무르지 않았

고, 인간이 자연과 독립적인 존재로서 의지와 지성으로써 자연을 통제하고 

있다는 보다 상반되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앞서 2

장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했던 환경 애착의 심리 양상이 실은 매우 복합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계성과 관련된 하위 범주인 감정적, 도덕적, 기능적 범주

에 친환경적 행동 의지와 관련된 측면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이들 하위 범주의 

문장에서 편안함, 기쁨, 행복, 치유 등과 관련된 의미의 맥락이 분포하며, 특

히 긍정적 감정은 개인의 유년시절 자연경험 기억을 소환하며 언급되었다. 

이는 Chawla(1999)의 연구에서 유년시절 자연 경험 기억과 현재의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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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수성의 비례적 관계를 논한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감정적 범주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공포, 두려움, 염려 등의 부정적인 

감정 조차도 자연 환경 그 자체의 두려움 보다는 생태 환경의 파괴와 같은 인

간-자연간의 관계를 저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 반응은 상당부분 

환경 보호 의지와 관련된 도덕적 신념과 맞닿아 있었다. 도덕적 관계의 범주

는 대부분 옳고 그름의 판단, 좋고 나쁨을 구분 짓는 태도, 그리고 개인의 이

데올로기적 신념체계와 관련이 있는데(Laughland, 2014), 이는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소개한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제시했던 바 대로, 

개인의 환경 친화적 행동의 의지는 내적 또는 외적인 규범에 의해 통제된다

는 관점과 상응한다. 도덕적 범주와 더불어 기능적 범주에서는 자연 환경의 

감정적 동화와 친환경적 행동의 관계가 보다 실질적인 이익의 교환 관계로서 

드러난다.  

 

4. 소결 

이상의 실험 1의 결과와 해석을 요약하면, 참가자가 공원을 걸으며 경관

을 드로잉 한 후 실험자와 나눈 담화를 분석함으로써 자연경관의 드로잉이 

자연 환경의 애착과 관련된 이해와 의견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단

서를 발굴하였고, 또한 드로잉 이후의 반응에서 인간-자연 간의 관계에서 

자연과 감정적, 도덕적, 기능적으로 연결된 환경 친화적 행동 의도를 읽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설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상의 실험 결과는 어디까지나 자료의 정성적 의미 해석에 의한 것

이기 때문에 드로잉과 환경 애착, 그리고 친환경적 행동 의도 간의 실증적 관

계를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 절에 이어지는 연구 2 결과의 분석

을 통해 이들 관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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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식물 드로잉 실험의 분석 결과와 해석  
 

 

1. 연구분석 결과  

(1) Study 1결과: 실험군-대조군 평균의 t 검정    

Study 1의 분석 결과, 실험군의 식물 태도(PA), 환경 애착(EA), 환경 친화적 

행동 의도(PEB)의 평균이 대조군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들의 t 검정 결과는 

식물 태도의 p 값이 0.0, 환경 애착 0.01, 환경 친화적 행동 의도 0.17로서, 

식물 드로잉이 실험군 참가자들의 식물 태도와 환경 애착에 준 영향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만 환경 친화적 행동 의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1.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만 검증되었다. 【그림 4-1】【표 4-10】 

 

 
41 드로잉 실험이 각각의 종속변수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코헨의d값 

(Cohen’s d-value)을 산출하였다. 이 값은 T 검증에서 그룹 간 평균의 차이의 크기 정도를 
가늠하는 값으로, 실험이 각 변수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코
헨의 d 값이0.0-0.2 사이일 때는 실험의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0.3-0.5 사이는 보통, 
0.6-0.8 사이는 큰 영향, 0.8. 이상일 때는 매우 큰 영향력으로 본다(Cohen, 1988). d 
값의 산출 결과 식물태도 0.76, 환경 애착 0.33, 환경 친화적 행동 의도 0.18로 나타났다.  
이는 곧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차이가 식물 태도가 가장 크고, 환경 애착은 중간이며, 
친환경적 행동은 매우 작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실험의 효과가 식물 태도에 가장 많
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4-1】 실험군과 대조군 평균의 t 검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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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실험군 (n=103)과 대조군(n=115) 의 식물 태도, 환경 애착, 친환경행동 의도의 평

균 간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n=212). 

 
 
 
(2) Study 2 결과: PLS 구조방정식 모델의 검증  

 측정 모델의 구조적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구조방정식 모델의 검증을 위해 첫번째로 모델의 잠재 변수(구성 개념)와 

측정변수(요인)로 이루어진 측정 모델의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검증

하였다42.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43 결과 구성 신뢰도 값44이 공히 0.7 이상

이었고, AVE 값45은 모두 0.5 이상으로 나왔으며, 요인들의 VIF 계수는 모두 

5 이하로서 문항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적었고, 마지막으로 모든 요인들

의 요인 적재치가 0.5보다 높아 질문 문항과 구성개념 간의 수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Chin, 1998).【표 4-11】【부록 6-2】이어진 잠재 요인간 판

 
42 수렴 타당도(conversant validity)는 측정변수(항목)가 잠재변수(개념)을 구성하는 요인이 

되는지에 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수치이며, 일반적으로 요인 적재치 값 0.5 이상, 개념 신
뢰도 값 0.7 이상, AVE 값 0.5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판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측정변수가 구성하는 잠재 변수들끼리 서로 독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한다. 
HTMT 값이 0.9 이하의 값을 가질 때 유효하다. 

43 Hair 외(2015)가 제안한 측정모델 검증을 위해 적절한 부트스트래핑 횟수. 
44 구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값은 측정변수(항목)가 잠재변수(개념)을 구성하는 요

인이 되는지에 관한 타당성을 검증한다. 0.7 이상의 값일 때 설명력을 갖는다(Hair 외, 
2018). 

45 AVE(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 역시 구성 신뢰도 값과 마찬가지의 의미
를 가지고 있으나, 요인 적재량 제곱의 합과 오차의 합을 더한 값을 요인 적재량 제곱의 합
으로 나눈 점에서 구성 신뢰도와 산출 방식이 다르다. 0.5 이상의 값일 때 설명력을 갖는다. 

개념 변수의 종류   평균 SD df 
t (student’s 

or Welch’s) 
p  

식물 태도 (PA) 
실험군 3.86 .64 

233 5.78 .00 
대조군 3.39 .59 

환경 애착 (EA) 
실험군 3.54 .83 

216 2.52 .01 
대조군 3.29 .67 

환경 친화적 행동 의도 
(PEB) 

실험군 2.93 .94 
233 1.37 .17 

대조군 2.77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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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타당성 검증(HTMT 검증)결과는 대부분 0.9 이하로서46 잠재 변수의 개

념 간 독립성이 확보되었다.47【표 4-12】 

 

 

 경로모형의 검증 

측정모형의 검증 이후 구조방정식 경로모형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잠재변수 간의 경로 관계를 모형을 통해 검증할 때 좀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고자 Hensler 외(2015)의 연구48에 근거하여 0.708 이하의 요인 적재치가 

 
46 식물 태도와 환경 애착 사이의 HTMT 값은 0.92로서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

는 식물 태도 문항에 감정과 애착에 관한 질문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판
단된다.  

47  HTMT 검증(Heterotrait-Monotrait Ratio)은 잠재 변수 간의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서, 측정변수가 구성하는 잠재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인 내
용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한다. 0.9 이하의 값을 가질 때 유효하다(Voorhees 외, 2016).  

48 Henseler외(2015)에 따르면 수렴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요인 적재치 값의 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정해야 구조방정식의 검증에 무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위 저자는 이에 합
당한 요인 적재치의 값을 0.708로 제시하고 있다. 

【표 4-11】 구조방정식 측정 모델의 수렴 타당성 검증 

개념 변수의 종류  개념 신뢰도 AVE  

분석적-객관적 드로잉(AO) .93 .82 

표현적-주관적 드로잉(ES) .89 .73 

식물 태도(PA) .96 .60 

환경 애착(EA) .91 .54 

환경 친화적 행동 의도(PEB) .95 .59 

 

 

【표 4-12】 구조방정식 측정 모델의 판별 타당성 검증 

개념 변수 간의 관계성 HTMT 값 

(신뢰 구간 97.5%) ↔ 

식물 태도 (PA) 
분석적-객관적 드로잉 (AO) .50 

표현적-주관적 드로잉 (ES) .49 

환경 애착 (EA) 

분석적-객관적 드로잉 (AO) .53 

표현적-주관적 드로잉 (ES) .55 

식물 태도 (PA) .92 

환경 친화적 행동 의도 (PEB) 
식물 태도 (PA) .81 

환경 애착 (EA)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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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총 5개의 요인은 경로모형의 검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49.  

각 구성 개념간 VIF 값은 모두 5 이하로서 모형의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적었다. 5000회 부트스래핑 결과, 독립 변수(AO, ES)가 종속 변수(PA, EA, 

PEB)를 설명하는 설명력 지수지수(R2)는 식물 태도가 0.12, 환경 애착 

0.59, 친환경적 행동 의도 0.54 로서, 설명 변수의 설명력은 식물 태도에서 

낮게, 환경 애착에서 중간으로, 그리고 친환경적 행동 의도에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0【표 4-12】【그림 4-3】 

설명 효과의 검증 결과, 독립 변수인 분석적-객관적, 표현적-주관적 

드로잉의 친환경적 행동 의도에 대한 설명 효과는 모두 직접 효과가 아닌 

식물 태도와 환경 애착의 매개 경로를 거치는 간접 효과로 나타났다. 즉, 

매개 효과는 부분 매개가 아닌 완전 매개 효과로 드러났다. 분석적-객관적 

드로잉은 친환경적 행동 의도에 두가지 간접 경로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첫번째 경로는 식물 태도를 거치는 경로였고(βindirect=0.07, p=0,04), 두번째 

경로는 식물 태도와 환경 애착이 매개하는 경로였다(βindirect=0.07, p=0.04). 

반면 표현적-주관적 드로잉은 오직 환경 애착 변수가 매개할 때만 친환경적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었다(βindirect=0.08, p=0.02).【표 4-13】 

매개 효과가 아닌 각각의 잠재변수의 친환경적 행동에 대한 직접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식물 태도보다 환경 애착이 친환경적 행동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다(β= 0.44, p < 0.00).【표 4-14】 환경 

애착은 다른 모든 변수를 친환경적 행동 의도에 매개하는 변수로서, 이러한 

경로는 Hinds & Sparks(2008)가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친환경적 행동의 

심리적 경로를 규명한 연구 결과와 상응한다.  

 

 
 

49 이에 경로모델 검증에서 삭제된 5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EA2, EA3, EA6, PEB1, PEB9.  
50 Henseler 외(2009)에 따르면, R2 값이 각각 0.25, 0.50, 0.75일 때 설명변수의 설명력은 
각각 적음, 중간, 큼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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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구조방정식 경로모형의 간접 효과 경로 계수  

경로 β indirect  p 
97.5% 신뢰구간 

Lower Upper 

AO  PA  PEB .07 .04 .01 .14 

  EA  PEB -.02 .60  -.09 .05 

  PA  EA  PEB .07 .04 .01 .15 

ES  EA  PEB .08 .02 .02 .16 

  PA  PEB .06 .11  .00 .13 

  PA  EA  PEB .05 .09 .00 .12 

 

 

【그림 4-2】 구조방정식 경로 모델의 도해(직접 효과)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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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구조방정식 경로모형의 직접 효과 경로 계수 및 R2 값  

경로 
β p 

97.5% 신뢰구간 
R2 

← Lower Upper 

PA 
AO .23 .01 .01 .40 

.12 
ES .17 .06  -.00 .35 

EA  
AO -.04 .59 -.18 .10 

.59 ES .19 .00 .06 .38 

PA .70 .00  .60 .80 

PEB  
PA . 35 .00  .17 .53 

.54 
EA .44 .00  .25 .61 

 

2. 연구결과의 해석  

(1) 식물 드로잉과 환경 친화적 행동 

Study 1 의 결과는 여러 일상적이고도(걷기, 보기 등) 감각적인(만지기, 듣기 

등)자연체험에 비해 ‘보고 손으로 그리는’ 행위가 식물을 바라보는 태도와 

환경에 대한 감정적 측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나, 이것이 행동

적인 측면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첫번

째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드로잉의 

방법이 여러 다른 종류의 수목의 학습법에 비해 감정적 영역에 직접적인 영

향을 준다는 Tarr(2008)와 Choppening(2014)의 연구와 상응하고, 이러한 경

험은 단지 식물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태도뿐만 아니라 환경 전반 영역의 태

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Drinberger(2005)와 Barbian & 

Twigg(2011)의 연구 결과와도 상응한다.  

친환경적 행동 변수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T 검정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은 결과에 대한 해석을 요한다. 앞서 실험 2 의 전제에서 밝혔듯, 손

으로 그리는 수목의 드로잉이 여타 다른 자연 환경 자극 보다 더 효과적이라

는 가정은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한다. 특히 인지적인 측면 보다 감정

적 영역의 활동성이 친환경적 행동 의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Kollmuss & 

Agyman(2002) 등의 연구결과 등을 고려해 볼 때, 통계적 유의미성이 기각

된 원인은 가정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종속변수를 측정했던 변수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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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험 2 연구의 측정문항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요소는 개인의 어린시절 자

연경험과 현재 거주지역의 자연상태이다. 성장기의 자연경험 조건은 

Chawla(1999)를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성인 시기의 친환경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설명변수로 쓰여왔고(Kellert, 2002; Hinds & Sparks, 2008 등), 현재 거

주지역의 녹지 조건과 녹지활동의 친환경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또한 

Whitburn 외(2019)등에 의해 다루어져 왔다. 본 실험에서 이러한 중요 변수

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분명 실험군의 친환경적 행동 의도의 검증에도 영향

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식물 드로잉과 환경 친화적 

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측정할 때 반드시 이 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

51.  

(2) 드로잉의 양식적 차이와 친환경행동  

분석적-객관적 드로잉 양식은 식물 태도를 미미한 정도로 설명하지만

(R2=.12) 환경 애착과 친환경적 행동 의도를 매개하는 경로를 구성하고 있

다. 이는 곧 식물에 대한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이 수목을 바라보는 태도, 

환경에 대한 감정, 그리고 자연을 보전하려는 행동의 의도까지 이어짐을 뜻

한다. 즉, 수목을 자연물 그대로의 대상이 아닌 감성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태도는 환경과 관련된 감정을 자극하고 환경 친화적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로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식물 태도의 문항이 다른 잠재변수

들에 비해 인지적인(cognitive)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51 이 외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남성 및 여성 간의 식물 태도, 환경 애착, 친환경 태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환경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식, 감성, 행동 면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
에서 증명된 바 있다 (Stern 외, 1993; Zelezny 외, 2000 등). 그러나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남녀의 차이를 일반화를 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실제 수목의 경험을 변수로 친환경
행동 의도를 예측하려 했던 Lindemann-Matthies(2005)의 예 에서 처럼 남녀간 차이가 전
혀 증명되지 않기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환경 행동 관련 연구에서 남녀 성별차이를 
변수로 삼는 것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Hines 외,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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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2 개관적-분석적 드로잉의 인지적 요소가 식물 태도의 문항 안에 내포된 

인지적 측정 요소와 상관관계를 맺은 것으로 추측한다. 다시 말하면, 환경 

애착과 같은 감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영역도 친환경행동의 의도

를 발현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직접적 경

험(드로잉)과 행동의 의도(친환경적 행동 의도)사이의 관계는 항상 직선적

이지 않고 매우 복잡한 경로를 띤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Duerden & 

Witt(2010)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와 달리 표현적-주관적 양식의 드로잉은 환경 애착의 변인과 매개하

여 친환경적 행동 의도 이어지는 명료한 연관관계를 가진다. 앞서 분석적-

객관적 드로잉과는 달리, 표현적-주관적 양식 드로잉 변수는 인지적 요소가 

포함된 식물 태도 변수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 경로가 생기지 않았다. 이 결

과는 표현적인 양식의 시각적 매체가 인간의 감정 영역과 조응한다는 Picard 

& Gauthier(2012)와 Jolley(2016)의 연구내용과 일치한다. 이는 또한 드로

잉이라는 작업은 인간의 의식상태 보다는 무의식에 관여한다는 Lyon 외

(2018)의 주장과도 연관이 있다.  

【그림 4-3 】의 구조방정식을 통한 이론적 경로모형의 검증 결과에서 

보듯, 감성적 영역에 해당하는 표현적-주관적 드로잉뿐만 아니라 인지적 영

역에 해당하는 분석적-객관적 드로잉 역시 환경 애착을 매개하여 친환경적 

행동 의도에 영향을 준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환경 애착이라는 감성의 영

역은 인지와 감성을 모두 수용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심리적 기제라는 것이다.  

 

3. 소결 

Study1의 결과는 식물을 드로잉 하는 행위가 산책 등의 야외활동보다 식물

에 대한 태도 및 환경 애착의 고취에 영향을 줌을 입증했다. 그러나 식물 드
 

52 Eagly & Chiken (1993)에 의하면 ‘태도’는 인지, 감정, 행동의 요소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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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잉과 환경 친화적 행동과의 연관성과의 관계는 샘플 자료로는 확인이 가

능했으나 모집단 추정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효용성을 입증할 수

는 없었다. Study 2의 구조방정식 이론 모형 검증의 결과는 두 가지 양식의 

드로잉, 즉, 분석적/객관적 드로잉과 표현적/주관적 드로잉이 모두 식물에 

대한 심리적 태도 및 환경 전반에 관한 감정적 애착심을 통해 자연 환경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중에서 환경 

애착, 또는 바이오필리아로 대변되는 인간 고유의 감수성이야 말로 행동적 

동기를 제공하는 요인임을 입증한다. 요약하자면, Study 2의 실험 결과는 두

번째와 세번째의 연구 가설을 모두 긍정적으로 검증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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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1. 연구결과의 요약  

지난 2002년 세계 경제포럼(WEF)은 한 국가가 환경파괴를 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환경지속성 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총 142개 

조사 대상국 중에 136위에 올라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취약한 자연적 

환경용량의 현황을 보여주었다(박희서 외, 2007). 반면 국가의 각종 

환경개선 노력의 결과를 평가하는 ‘환경성과 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53’는 지난 2020년 조사에서 총 180개국 중 28위에 올라 그동안 

시행한 환경 정책이 실제로 환경의 질을 개선시켰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기질수질 등을 평가하는 건강 분문은 상위권에 속했으나,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존, 생태계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생태계 활력도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58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중앙일보 2020년 6월 10일자 기사). 이는 

환경오염의 제도적 대응방법은 개선된 반면 생태환경과 기후의 위기에 

대처하는 개인과 사회의 친환경 지향적 행태변화는 아직도 미흡함을 

보여준다.   

자연경관의 경험은 생태적인 관심이나 미적 욕구의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딛고 있는 환경을 가꾸려는 의지와 행동과도 연관이 있다 (Nord외, 

 
53 EPI 지수는 ESI 지수를 대체하여 WEF에서 2006년 이후로 2년 마다 발표하고 있는 환경 

평가 지수이다. ESI가 국가 경제활동 대비 환경 지속성을 평가한 반면, EPI는 국가의 환경
개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분야별로는 환경보건, 대기 질, 수자원, 생물 다양성, 자연자
원, 지속가능 에너지의 6가지 분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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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Zhang외, 2014; Whitburn외, 2019 등). 본 연구는 환경 심리학 

연구분야의 한 갈래인 환경 애착과 환경 친화적 행동 의도에 관한 탐구로서 

이들 간의 관계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가 타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점은, 

자연을 경험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걷기, 보기, 가꾸기 등의 

일상적인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인간의 의식적인 활동 중의 하나인 ‘보고 

그리는’ 방식으로 확장한데 있다.  

환경 심리학 및 환경 교육학 분야의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비록 동일한 

주제와 결론을 다룬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연구의 접근법을 달리하여 

새로운 관점의 지식을 창조해내는데 있다(Strgar, 2007). 오늘날 ‘손을 

이용한 드로잉’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시각적 재현기술의 발달로 인해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서 그 위치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Riley, 2008). 

그러나 드로잉은 여전히 인간의 정신적 작용과 신체적 활동이 만나는 

접점으로서, 인지적, 감정적 영역의 자극을 통해 외부환경의 이해를 높이고 

인식의 세계를 확장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기능한다 54 . 따라서 매체를 

거치지 않고 손으로 그리는 드로잉은 교육의 현장과 다학문적 연구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드로잉의 방식으로 자연 환경을 접했을 때 반응하는 심리적 

영역과 그 작용의 경로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심리적 

작용이 내적인 인식과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환경을 가꾸고 보전하고자 

하는 직접 행동의 의지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가설을 검증했다. 첫째, 식물 및 자연경관의 

드로잉이 환경 친화적 행동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 둘째, 환경 애착, 즉 

바이오필리아의 감성이 드로잉과 친환경적 행동을 위한 심리적 의도를 

매개한다는 가정, 셋째, 식물/자연경관의 묘사가 개인의 환경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는 전제 하에, 드로잉의 재현적 또는 표현적 묘사 양식을 통해 
 

54 Chorpening(2014)은 이를 “연장된 영역(extended field)” 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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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도에 미치는 다면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가정이었다.  

본 연구는 이상 세가지의 가설 검증을 위해 두 종류의 현장실험을 

실시했고, 이를 정성적정량적인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여 결과 도출과 

해석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먼저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총 13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드로잉을 진행하고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정성적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실험 1). 이 과정을 통해 드로잉이라는 

행위가 계기가 되어 개인의 자연 환경에 대한 태도와 의미가 폭 넓게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특히 분석의 결과에서, 손을 이용한 

자연경관의 시각적 묘사가 개인의 과거 개인의 유년시절 자연 경험의 

기억을 소환하여 감정적 반응을 증폭시키고, 이러한 반응을 환경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과 실천적 의지와 관계를 지어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달리 

설명하면, 그저 경관을 보고 느끼는 것 보다 ‘보고 그리며 느끼는’ 방식이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의도와 신념을 강화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식물 드로잉과 환경 친화적 행동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의 두 대학 캠퍼스에서 총 241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4년에 걸쳐 

드로잉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실험 2). 수집한 드로잉과 응답내용은 

모두 수치화 된 자료로 변환하여 드로잉-환경 애착-친환경적 행동 의도 

간의 정합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드로잉의 표현 양식으로 관찰되는 

개인의 객관적/주관적 태도에 따라 환경에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행하는 

심리적 과정도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드로잉과 환경애착 

두 종류의 실험 결과는 손 드로잉을 통한 자연 환경의 인식이 인간의 감성적 

영역, 특히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공통된 교감을 일컫는 환경 애착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에서의 감각적신체적 경험이 감정의 영역과 깊게 

관련이 있음은 이미 많은 실증 선행 연구의 검증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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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 바 있다. Wilson (1984)의 저작에서 개념적으로 정립된 

바이오필리아 가설은 이후 Chawla(1999)와 Ullrich(1994) 등에 의해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있고, 그 뒤 많은 후속 연구자들은 감수성과 행동의 

영역 간의 고리를 탐구했으며(Hinds & Sparks, 2008), 특히 최근에는 자연 

경험의 종류에 따른 감수성과 행동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Zhang 외, 

2014; Whitburn 외,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맥락에서, 자연과의 

보다 직접적인 교류로서 ‘보고 느낀 바를 손으로 그리는’ 방식을 제안했고, 

그 연구결과는 기존의 환경 감수성 및 환경 애착에 관련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1) 자연경관 드로잉   

실험 1은 자연경관 드로잉이 본 연구의 주제인 환경 애착 및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 연구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관련 선행연구에서 발췌한 연구질문, 즉, ‘자연이란 무엇인가?’ 등의 

핵심적이고 단순한 질문을 드로잉 이전 질문과 이후 질문으로 차용했으며, 

여기서 얻은 결과와 ‘자가 녹음 인터뷰’의 결과를 함께 자료로 삼아 응답의 

문장과 단어를 개방적으로 코딩하여 의미의 범주화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의미 체계를 분석해 본 결과 환경 애착에 관한 매우 다층적인 

함의를 읽어낼 수 있었다. 인간-자연의 관계에서 환경 애착을 이루는 요소 

중에는 인간/ 자연, 자연/인공, 도시/비 도시 등의 상호 대립하는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긴장과 모순 관계가 더 풍부한 바이오필리아 

의식을 만들어 간다. 또한 응답 내용의 분석을 통해 드로잉 방법을 이용한 

자연의 면밀한 관찰이 자연의 존재적시스템적 가치를 인식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고, 자연에 대한 감정적, 도덕적, 기능적 사고가 친환경 행동을 

위한 신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 참가자들이 자연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애착과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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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두려움, 역겨움, 비관적 전망 등)도 상당히 

표현했음을 확인하였다. Notaro(2018)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은 

체험적 사고로 이어지는 반면, 부정적 사고는 시스템적 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55 . 특히 ‘포비아(phobia)’로 대표되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 

감정(Ulrich, 1999)에 맞닥뜨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의도적 그곳을 떠나려는 결정을 하게 된다. 이는 환경 전반에 

영향을 주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자연 속의 경험에서 맞닥뜨린 부정적 

감정은 이후 친환경 행동 의도 감소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Kollmuss & Agyeman, 2002).  

 

(2) 식물 드로잉   

실험 2의 식물 드로잉 실험을 통해 환경 애착은 친환경행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을 수치적 증거로 확인하였다. 특히 

구조방정식에의 검증에서 친환경행동 의도라는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모든 

경로가 환경감수성을 매개하며, 변수의 설명력 역시 다른 종속변수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것은 드로잉, 특히 수목의 드로잉이라는 직접적 

자연경험의 형태가 감정의 영역, 특히 환경에 감정적으로 감응하는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본 연구의 두번째 가설을 지지한다. 또한 이 결과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적 전신인 Fazio & Zanna(1981)의 직접경험과 

감수성의 상관관계 모형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드로잉이라는 변수의 개념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2장의 용어정의 부분에서 언급했듯, 본 연구는 드로잉의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선, 색, 비례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객관적/주관적 영역의 

드로잉으로 구분했으나, 이는 형식이 발현되기 이전 작가의 의식적 

 
55 예를 들어, 좋은 기분일 때는 그 감정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 기분이 좋

지 않을 때는 곧바로 현 상황을 바꾸려는 행동에 착수한다.  



 

 97 

지향점을 대변한다. 따라서 드로잉에서 드러나는 형식미에는 곧 작가의 

대상과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녹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분석적-객관적 드로잉이란 작가의 인지적 지향점과 상응하는 표현적 

양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정적이고 비합리적 지향점과 연관된 표현적-

주관적 드로잉은 환경감수성의 영역과 깊은 상관관계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로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태도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분석적-객관적 

드로잉도 공히 환경감수성이라는 감정적 영역을 활성화하며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손으로 그리는 드로잉이 대상에 대한 깊은 감정적 이해를 

불러온다는 Quillin & Thomas(2015)의 주장과도 궤를 같이하지만, 이 

결과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개인의 심리적 영역에서 환경감수성의 중요한 

위상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Chawla(1999)가 말한 대로, 자연과의 

감정적 연결성은 자연 환경의 위기 속에서 자연을 지키려는 믿음, 가치, 

태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3, 드로잉과 환경 친화적 행동  

본 논문의 핵심 주제인 드로잉과 환경 친화적 행동에 관한 의도 및 신념과의 

관련성은 정성적 연구인 실험 1과 정량적 연구인 실험 2에서 다면적으로 

탐구되었다. 특히 실험 1에서는 친환경적 행동을 여러 다른 심리적 

영역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았고, 실험 2에서는 드로잉-환경 애착-

친환경적 행동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제시하는 이론적 모형을 수량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을 정합적으로 판단하였다.  

 

(1) 자연경관 드로잉  

실험 1 에서 참가자들이 내놓은 응답을 범주화 하여 개방적 내용 분석을 해 

보면, 자연경관의 드로잉이 환경 친화적 행동의 의지는 다른 여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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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인 자연의 존재, 감정, 신념, 기능 등을 아우를 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연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이 행동의 의도를 조율하는 과정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에서 

‘주관적 규범’에 해당하는 변수 요인에 의해 친환경 행동 의지가 영향을 받는 

사실과 맞닿아 있다.   

Kollmuss & Agyman(2002)는 이러한 내적 컨트롤을 주재하는 심리적 

요인을 ‘조정 지점(Locus of control)’ 이라 명했다, 이 요인은 개인이 “자신 

또는 타인의 힘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 확신하는 지점(p.255)”이다. 

내적 조정 지점이 발달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제어 가능하고, 외적 

조정지점이 발달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힘을 빌어 행동을 제어하고자 한다. 후자의 경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큰 기대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개인의 책임감(responsibility)아 조정 지점에 

의해 컨트롤 될 때 큰 효과를 발휘한다. 책임감은 인식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감정의 영역에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 해야만 한다” 라는 

의지는 강한 감정의 발현이기도 하다. 책임감은 감정, 가치, 태도, 그리고 

조정지점의 제어를 받아 모든 행동의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하여 행동하거나 환경의 보전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친환경행동 의도가 책임감과 연동하여 

발생되어 모든 행동의 우선순위가 될 때 행동의도는 실제 행동으로 쉽게 

전환된다 (Kollmuss & Agyman, 2002). 따라서 실험 1 에서 관찰한 자연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은 친환경 행동의 의지를 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식물 드로잉  

실험 2는 실험 1에서 밝히지 못했던 드로잉과 환경 애착, 그리고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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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의도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탐구하였다. 먼저 식물 드로잉이 환경 

보호에 관한 의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을 실험한 

Study1의 결과는 그 상관성이 입증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친환경 행동 의도 

외의 다른 지표들이 높은 상관성을 보였고, 측정 변수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데이터를 보완한 후속 연구에서 좀 더 

정밀하게 검증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Study 2에서 보여준 드로잉의 양식과 식물 태도, 환경 애착, 그리고 

친환경적 행동 의도 간의 구조방정식 이론 모형 검증의 결과는 식물에 대한 

분석적/객관적 관점과 표현 현적/주관적 관점이 모두 환경에 관한 감정적 

애착심을 매개로 연 환경 보호의 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다시 말하면, 개인의 관점과 취향을 반영하는 모든 종류의 식물 

드로잉이 환경을 위한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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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본 연구는 환경 위기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기의 

기술적인 대처를 위한 연구가 아닌 환경에 대한 인간 심리를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보다 근원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려 하였다. 현재 당면한 

위기는 단기적인 대책과 점진적인 대처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인간의 신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통한 환경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본 논문은 자연경관과 식물의 드로잉을 통한 친환경 행동 

의지의 고양을 목표로 그 이론적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 활용된 연구 방법과 이론은 환경분야, 특히 환경교육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심과 도심 외부의 

자연은 교육의 대상자에게 무한한 관찰과 연구의 재료이며, 이를 관찰하고 

그리는 활동은 학생들의 자연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넓힌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이론과 실험은 생태적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다음 몇가지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를 위해 

정성적 분석방법과 정량적 분석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했으나, 현상의 개별적 

차이와 특징을 찾고자 하는 전자의 방법과 현상의 보편적 진리와 원리를 

찾고자 하는 후자의 방법은 그 근본적 지향점이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과 해석이 반드시 둘 간에 완전히 합의된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한가지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의 설명과 이해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식물 드로잉 실험과 분석에 

쓰인 정량적 자료는 비록 수 년에 걸쳐 축적된 것이지만 그 샘플 수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연구에서 검증한 PLS-SEM 이론 모형은 새로운 

이론적 가설을 탐구하기 위한 시도로 보아야 하며, 이를 좀더 모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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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선 더 많은 샘플로써 확인적 분석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2020 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COVID-19 으로 인해 

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으며, 다시 재개되는 교육의 

현장에서 새로운 방식의 수업에 대한 요구가 크다. 학생들에게 친환경적 

태도를 함양하고 스스로 행동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환경교육에서 오랫동안 추구해 온 중요 의제 중의 하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드로잉을 통해 자연 환경을 접하는 방식은 앞으로 교육의 현장 

곳곳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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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자연경관 드로잉 (총 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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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자연경관 드로잉 전 과 후 인터뷰 내용 (요약) 

A 
 사전 인터뷰 자가 인터뷰 사후 인터뷰 

1. 존재적 특성  

b. 시스템   자연은 하나의 작품이라 생각한다. 작은 잎 
하나에도 내재된 수학적인 원리들이 신기하다. 
무수한 아이디어의 보고 같기도 하다. 특히 
건축분야에서 배울 점이 많은 스승 같기도 하다. 

d. 장소  산과 바다 같은 것과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된 인공적 
공원들도 자연이라고 생각한다.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건물들도 자연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은 항상 근처에 있었던 것 같다. 어릴 적부터 주택에 
살던 경험이 있어서 마당에 꽃과 귤나무를 키우기도 
하고 도마뱀을 잡고 놀기도 하였다. 자연과 많이 놀았던 
기억 때문인지 나에게는 놀이터의 의미가 강한 것 같다. 

자연은 식물과 동물 등의 하나의 개체가 아닌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인간 역시 그 자연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개체이지만 
모이고 모여 혹은 그 자신만으로도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간을 포함한 자연개체들의 공간인 자연이라는 
것은 서로 교감할 수 있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실재적 공간은 물론 마음속의 혹은 정신적 공간은 
만들어 내준다는 것에 있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2.관계적 특성   

a. 존재적 반드시 산업화에 필요한 자원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고, 관념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 모든 것의 
근원이 결국 자연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자연은 도시와 다르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닌 
환경과의 관계를 맺는 공간이다. 생명이 생겨난 곳이고 
식물과 동물에게 발전과 시대 흐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기록의 배경이다. 자연은 그러므로 배움을 주는 학습의 
장이기도 하고 우리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기록의 
장소이며 과거를 알 수 있는 소통의 장이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자연 그 글자 그대로 섭리와 존재를 포함한 이 
세계의 전반과 모든 것. 이는 자연이라는 것이 
인위라는 것조차 그 일부를 포함한다. 사람이 그 
것을 뒤엎는다면 그 또한 자연의 섭리고 그저 
시간과 함께 흘러가며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이다. 
생태의 붕괴와 공존의 부재가 불러오는 혼란 또한 
자연적인 것이고 어쩌면 우주적 관점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부서지는 것이 더 당연한 흐름일 
것이다. 나에게 자연이란 변하지 않을, 공존하며 이 
파괴의 섭리에 반항하는 정신이다.  

비록 자연과 공존을 하고 있지만 의외로 내가 자연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 못하는 것 같다.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어디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변에 자리한 자연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니 좀더 구체적 
인식이 생기는 것 같다. 

b. 감정적  자연은 그 존재를 느낌으로써 우리에게(혹은 나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 반드시 어떤 이유 때문에, 또는 
어떤 일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비춰서, 꽃이 그 자리에 있어서, 나무가 그 
자리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순수하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내가 조절할 수도, 제어할 수도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연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 매력적인 것 같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이므로 
항상 새로운 요소들을 보여주기도 한다. 

d. 기능적  자연은 휴식공간임과 동시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원을 얻는 곳이기도 하다. 사실 최근에 
자연에 대한 내 개인적 인식이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사람이 사는 공간에 융합이 되든 어떤 방식이건 간에 
필수적으로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B 
 사전 인터뷰 자가 인터뷰 사후 인터뷰 

1. 존재적 특성  

a. 속성 광활하지만 소박하고 영원한 것 
같다. 자연이라는 존재만으로 
치유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쨍쨍한 느낌과 영원한 느낌이 
든다. 사라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이다. 나무 냄새나 종이 
냄새같이 은근한 향이 나는데 그 
향을 맡으면 잠이 온다. 시원한데 
춥지는 않고 서늘한 정도의 
느낌이 든다. 묵직하지만 나른한 
느낌은 아니다.  

 자연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또는 살아있는 것들이 의지해 살아가는 
원초적 터전이다. 생명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신비 
그 자체이다. 

자연은 하나의 직물이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의 텍스트이다. 자연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것의 
의미는 씨줄과 날줄의 교차점에서 생기는데, 자연의 의미는 너무나 
다양한 여러 가지의 실들로 이루어져 있어 하나의 의미로 단정짓기 
힘들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자연에서 분리된 인간은 없다는 것이다. 

b. 시스템   자연은 원시적이고 태고의 힘을 가졌으며 순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은 미관상 아름답고, 주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며 
거대함과 작은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자연을 활용하면 거의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답다.  

c. 심미   평소 디자인을 공부했던 학생으로서 자연은 최고의 디자인이라 
생각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소한 물품으로부터 거대한 유기적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자연에서 형태를 띤 것이 많다. 자연 속에 있는 
정교한 설계와 비율은 인간이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형태를 추구할 뿐 대등한 무언가를 창조하기는 불가능하다 

d. 장소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일상의 피로를 풀고 안식을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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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공간.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어우러져 편안함을 
제공하는 공간. 큰 나무들의 숲이 
아니더라도 작은 풀꽃 하나라도 
자세히 볼 수 있는 공간.  
 

2. 관계적 특성   

a. 존재적 인간이 자연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생물 분류상으로 
당연하겠지만,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이 자연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대화와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인간의 생활공간이 
자연과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좀더 넓은 시각에서는 자연 
속에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비 
자연적인 공간을 만든 게 아닌가 
한다. 

자연의 반대말은 인공이다. 인공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연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이다. 잘 가꾸어진 나무와 꽃이 있는 
정원이나 공원 같은 공간보다는 개발되기 전의 있는 
그대로의 산, 호수 같은 공간이 자연에 의미에 더 가까울 
것이다. 

자연은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연은 그 
하나 자체가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향유한다고 
느껴서는 안되고 서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은 단지 개발의 대상이나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관광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  
 

평소 내가 생각하는 자연이란 매우 모호한 존재이다. 
우리는 굉장히 자연과 단절되어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도로변 가로수조차 자연이라고 크게 보면 우리 
자체도 자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느끼고 살아가지 못한다. 평상시에도 10 분 정도의 짧은 
사색 정도로도 자연을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느꼈다. 

b. 감정적  어디에나 있는 것, 언제나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골에 가서도 느낄 수 있지만 도심 속 
바람으로도 느낄 수 있고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원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자연의 의미란 안식인 것 같다. 인위적인 것들에서 벗어나 다분히 
우연적인 자연의 패턴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 

c. 도덕적  자연은 인위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을 
차단할래야 할 수 없고, 자연을 
이끌어 오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섬세한 규칙 속에 인간이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한다면 그 규칙은 
망가질 것 같아 두렵다. 따라서 자연은 파헤쳐야 하는 존재인 동시에 
지키고 가꿔줘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d. 기능적   자연은 그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신이 편해지는 치유의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C 
 사전 인터뷰 자가 인터뷰 사후 인터뷰 

1. 존재적 특성  

a. 속성 나무와 풀이 자라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생태계라도 
유지될 수 있는 공간. 즉, 적어도 개미정도는 살아가는 
공간. 정말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연도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라도 녹지공간으로서 
사람에게 휴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자연이다. 

자연은 가까운 의미에서는 공원이 될 수도 있고 먼 
의미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자연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자연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단풍나무의 
매력을 더 느꼈다.  
내가 생각하는 자연은 가공되지 않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다. 바람, 햇빛, 흙, 동물, 식물 등등...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도 어색하지 않은 
것들. 

조형적으로 보았을 때 도시가 규칙이라면 자연은 
불규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연에도 규칙이 
존재한다. 수목의 생김새를 보면 그동안의 
고정관념은 조금 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솔직히 도시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고 자연에 
대해서는 다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은 고쳐야 할 것 같다. 

b. 시스템 내가 생각하는 자연은 인간의 개입없이 스스로 작용하는 
시스템이다. 동시에 그런 자연은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한다.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규칙과 순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자연은 또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든다.  

 자세히 볼 때와 멀리서 볼 때의 자연은 매우 다른 
것 같다. 자연을 가까이서 보면 나무 결이나 잎이 
모인 형상이 모두가 이어져 있었다. 각각이 질서를 
지키면서 순서 있게 모여 있는 형상이 
무질서해보이는 자연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자연은 생명의 네트워크이다. 

c. 심미 우리는 주거공간 가까이의 공원들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데, 자연은 시각적 모습뿐만 아니라 청각적 
요소로도 우리를 자극시킨다. 물 흐르는 소리, 바람이 
나뭇잎에 부딪히는 소리, 새 소리 모두 자연의 소리로 
아름답다. 

 공원의 수목은 하나의 대표 색 안에 무수한 색의 
스펙트럼이 있고 이들이 미묘한 색깔의 조합을 
이룬다. 이 색을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표현하려고 
하면 색이 맞지 않아 아쉬움이 느껴질 때가 있다. 
자연 그 자체는 항상 인간을 압도하여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데, 자연을 표현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다. 

2. 관계적 특성   

a. 존재적 내가 생각하는 자연은 한자 뜻 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것, 인간의 손길 없이, 마치 원래 그래야 하는 것만 
같은 것이다.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인위적이지 않은 
모든 것이 자연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무 
줄기의 껍질 무늬, 물이 흐르고 난 다음 모래바닥에 
생긴 무늬 같은 독특한 패턴부터 생태계 전체까지 
모든 것이 자연이다. 결코 우연하지 않고 어떤 규칙과 
원리에 의한 것이지만 우연하게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도 자연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이란 사람에 따라 정의 내리기 힘든 것일 수도, 
참 손쉬운 것일 수도 있다. 흔히 우리가 환경 오염, 
환경 보존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연을 
아끼자’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 때의 자연은 나무, 
산, 강, 숲, 등의 인공적 환경 이외의 것들이다. 사실 
공원이나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자연이라 여기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구에는 은연중에 
내려다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인간의 우월성을 
내포한 발언인 것이다. 나는 자연이란 이러한 조그만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우리가 너무 작게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사는 도시, 주거공간을 
아꼈다면 과연 위에서의 의미의 자연을 파괴하려고 
했을 것인가. 

드로잉 이후 자연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뀐 것은 
딱히 없다. 단지 내가 주목하고 집중하지 못했던 
식물의 아주 작은 소소한 부분에 대해 좀더 깊이 
알 수 있었던 기회 정도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멀리서가 아닌 아주 가까이 다가가 내밀하게 
마주한 식물은 느낌이 굉장히 오묘하고, 징그럽고, 
말도 안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다. 비록 내가 
생각하던 자연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지만 막연히 
'자연'이라고 했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더 구체화된 것 같기는 하다. 

b. 감정적 휴식의 공간, 건물 속에서 쉬는 것과는 다른 편안함과 
상쾌함을 제공해준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기분 
좋음과 따뜻한 여유로움을 선사해주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기분을 달래는 친구가 되어준다.  

 워낙 도시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풀, 나무, 숲, 
꽃 같은 식물 외에도 아파트를 포함한 도시의 모든 
것이 자연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공원에서 
진짜 자연을 느끼게 된 것 같다. 내가 자연에 
관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히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나무와 숲이 있는 공간에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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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다. 자연은 나에게 좋은 
기운을 준다. 시각적으로 좋다기 보다 공기의 
냄새와 같은, 그 순간의 느낌이 좋은 것 같다.  

c. 도덕적  공존해야 하는 존재. 문명이 발달하기 위해 꼭 
있어야하는 존재. 자원의 보고. 일상의 쉼터. 안식처. 
영감을 얻을 수 있음. 파괴해서는 안되는. 지켜야 하는 
존재. 배울 점이 많다. 날 편하게 해준다. 바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치이다가도 풀 숲 속을 걸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d. 기능적  자연은 그늘을 제공해주는 곳인 것 같다. ‘그늘’의 
전반적인 의미는 쉼터라고 생각한다. 자연이란 본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곳이기에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린 부분을 자연에 머무르면서 충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가끔 힘들고 지칠 때면 
절에 들어가고 싶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종교를 떠나 
절은 산 속에 자리잡아 자연과 하나가 된다. 그렇기에 
그건 그 자체로 자연인 장소에 은거하면서 나의 
내면을 채우고 싶어진다.  

  

 

D 
 사전 인터뷰 자가 인터뷰 사후 인터뷰 

1. 존재적 특성  

a. 속성 자연은 우리의 원래 모습과도 같다. 
때묻지 않고 순수하며 다양한 
모습을 지닌다. 마음을 놓고 자연에 
있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물론 
유해한 벌레들도 존재하겠지만 
그런 것도 더불어 사는 자연이다. 

자연은 대화이다. 요소요소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 
동물의 별은 생명이 지나간 자리를 물길은 누군가의 
여정을 새싹은 생명력을 자랑하고 새들은 노래를 
권유한다. 소요하는 마음으로 자연 속에 있으면 이 
이야기들을 모두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마치 무언가 
갖고 싶다는 소유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환경적인 자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장소들도 그들 만의 자연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도시에서 자연스럽다는 것이 굳이 
친환경적이어야 야 할 필요는 없다. 인간의 편의와 발전에 의해 
생겨난 도시는 어쩌면 푸르름 보다는 회색 빛이 더 자연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b. 시스템   자연은 신기하고 알 수 없는 창조물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살아 숨쉬는 나뭇잎 한 개 
만들 수 없는데, 싹 터서 자라고 철 따라 변하는 자연의 
메커니즘이 놀랍다. 자연에는 직선이 없는데 무질서한 구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나름대로 조화롭게 짜맞춰진 구조가 
있는 것이 신기하다. 생물, 무생물이 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이 경외할 만하다.  

2. 관계적 특성   

a. 존재적 자연은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속세로부터의 탈출, 태초로의 
회귀, 그리고 인간을 훨씬 능가하는 
힘 등등,  

공원처럼 넓은 자연공간을 얻고 싶다. 어머니가 정년 
퇴임 후에 귀농을 하신다고 과수원을 사셨다. 이모와 
같이 과수원을 가꾸기 시작하셔서 나도 여러 번 가서 
농사를 돕곤 했다. 농사를 짓다보면 정말 내가 사는 
아파트촌과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진다. 땅부터 
도시는 아스팔트고 과수원은 흙이다.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땅이었다. 물도 지금은 많이 
가꾸어서 길들여지긴 했지만 도시의 흙과는 다르다.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것, 그것이 자연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은 향유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공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들이 이번 세션을 
통해서 좀 더 강화된 것 같다. 내가 선택한 나무도 처음엔 내가 
그저 모습이나 위치가 맘에 들어서 선택한 나무였다. 그렇지만 
그 나무를 관찰하고 조사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단지 하나의 
나무가 아니라 내가 알고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인식되는 것 같다.  

식물, 동물, 사람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것. 메우지 않은 흙바닥 위. 셋 
중 하나라도 억지로 버티고 
살아있는 것이 아닌 자력으로, 혹은 
공생하며 자연스럽게 사는 것. 

b. 감정적  어릴 때는 숲, 풀, 벌레들이 왜 좋은지 몰랐었다. 
가족들과 산에 들어가면 나는 항상 흥미가 없었고 
더럽고 습한 산 속을 왜들 좋아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내가 
다니던 학교 뒤편에 조금 높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학교 수업을 듣다가 홀로 우울할 때 이따금 혼자 산을 
오르곤 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는 
외부세계와는 달리 숲은 오래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숲에 들어가면 외부 세계와 차단되고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산을 오르며 
내가 가지고 있던 소소한 고민들을 하나씩 잊어가고 
마음을 비울 수 있었다. 고민을 해결하는 것 보다는 
내 마음을 비울 수 있었다는 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자연은 ‘비움’인 것 같다. 

집의 남쪽에는 바다가, 북쪽에는 산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 
부터 자연 속에서 살았다. 밤 늦게 공부할 때마다 집으로 
돌아오던 숲길을 아직도 잊을 수 없고, 가끔 친구들과 갔던 
바다 또한 잊을 수 없다. 나에게 자연은 크게 산과 바다로 
정의된다. 살아온 기간 동안의 추억이 담겨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이러한 기억 속의 자연이 해가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음이 슬프다. 어쩌면 내가 환경 운동가로서의 꿈을 쌓아가는 
것도 과거의 기억에 연유하지 않나 싶다.  

자연은, 식물은, 분명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내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자연과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우리가 어릴 적에 가지고 놀던 
곰인형이 살아있다고 믿는 것과 비슷한 의식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c. 도덕적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자연이 우리가 지켜야할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인공적인 시설물이나 건물 등등 사람들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d. 기능적  속세에서 벗어나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휴식의 공간. 
인간에게 자원을 선물해주는 
중요한 존재. 공존해야 하는 곳.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원천.  
 

지금‘현실’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자연이 
치유공간의 의미를 가장 크게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자연을 체험할 기회가 많지 않지만, 자연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힐 때가 많고 상쾌한 기분을 맛보기도 
한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다. 

자연이란 매우 자유로운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고, 그 사이로 햇빛이 새어 나오는 풍경,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풀들의 초록빛과 흔들리는 꽃들, 그 모두가 보고 
있으면 나까지 자유로운 기분이 들고 나를 회복시키는 듯하다.  
 

미관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자연은 이용되었을 때가 아니라 같이 
공존하였을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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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사전 인터뷰 자가 인터뷰 사후 인터뷰 

1. 존재적 특성  

a. 속성 자연의 의미는 원래의 모습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 환경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녹색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풀과 잔디, 
꽃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자연은 근본적, 사실적, 그리고 평화에서 탄생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연은 생명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고 
생명의 혁명이나 진화를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원래 자연은 
평화로운 존재인데 지금은 전세계에서 사람들이 파괴적인 
활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래 평화란 이미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 

자연은 많은 시간 곁에 존재하지만 그만큼 관찰하고 
감상하기에 소홀해지는 대상이다. 하지만 자연이 하나도 
없을 때는 매우 삭막하고 그 싱그러움이 그리워진다. 결국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인 만큼 더욱 관찰하고 그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b. 시스템 자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자연에서 보이는 불규칙성이다. 콘크리트, 건물, 구조물 등도 
모두 자연에서 온 것이고, 나무결의 불규칙성, 각 금속이 
가진 아름다운 색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불규칙성을 잘 느낄 수 
있다. 자연은 인위적이지 않기에 불규칙적이고 어딘가 
들어맞는 절대성이 아닌 어딘가 누그러진 작은 빈 공간이다.  

 공원 드로잉을 하기 전에 나는 자연을 식물, 동물, 공기 등으로 
구성된 환경이라고 생각했다. 첫번째 드로잉 때는 그냥 나무만 
그리고 끝났다. 하지만 두번째 드로잉을 할 때는 한 식물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식물과 아스팔트, 계단 
등을 보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 이전에 자연을 그릴 때는 비록 
자연을 환경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렸다. 이번 드로잉은 이전의 태도를 반성하고 
새로운 사실을 인식한 기회였다. 

c. 심미 나는 한국 도시의 모습에 불만이 많다. 회색 건물에 원색 
간판들이 빼곡이 붙어있는 모습은 사람과 이질적인 느낌이 
들고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연은 볼 때 마다 평온하고 
친근한 느낌이 든다. 나는 특히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행복감을 느낀다. 나뭇가지 사이로 통과하는 적당한 
양의 햇살을 받고 있으면 이것이 자연에서 느끼는 
따뜻함이고 자연과 사람이 진정으로 어울리는 진정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점점 세상은 더욱 직선적으로 
변해갈텐데, 도시 속에서 자연이 주는 감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 관계적 특성   

a. 존재적 연약하다. 그렇지만 강하다. 지구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다. 예측불가능 하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인간 사회가 자연과는 달리 예측 불가능 
하고 변수가 많다고 하는데, 자연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자만심인 것 같다. 

 자연은 어떤 형태로든 완성된 공간인 것 같다. 내가 다녀가기 
전에도 그곳은 그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식물들, 벌레들 
만으로도 완성된 공간이었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발자국을 
남긴다 해도 그 모습은 여전히 흐트러지지 않고 나를 담아내며 
완성된다. 아무래도 나도 자연의 일부인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다. Mother nature 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다.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존재인 것 같다.  

굉장한 원리와 법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어찌 보면 
인간세상보다 더욱 복잡한 세계로 생각한다. 시각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후각이 선명하게 기억나고 느껴지며, 청각적 
요소도 다분히 그 자체로 자연만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관계적 측면에서 자연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이고 유기체적인 개체로서 
느껴진다. 다양한 현상과 생물체의 존재공간으로서의 의미도 
떠오른다.  

b. 감정적 자연은 말이 없어서 좋다. 침묵하고 있으니 나에게 어떠한 
스트레스도 주지 않는다. 자연 앞에 있으면 나도 함께 말을 
아끼게 되고 생각에 잠길 수 있다. 무언가를 생각하게끔 하는 
힘이 자연에 있다. 

 

 자연은 내 옆에 살아있다고 믿지만, 내가 그것을 느낄 때 정말 
살아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내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가로등과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 같은 따뜻한 존재로 느끼기도 하며, 보호해 
주어야만 한다는 연약한 존재였다가 대자연의 거대한 존재로 
느껴지기도 한다. 자연이 내게 주는 의미는 무궁무진하지만, 
그래서 더 한결같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c. 도덕적    지켜주고 아껴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상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보는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이 속상하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의도화시 켜버려서 인위적 
관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거북하다.  너무나 친숙한 
존재이고, 나의 친구로 남을 대상이라 생각한다. 

 

F 
 사전 인터뷰 자가 인터뷰 사후 인터뷰 

1. 존재적 특성   

a. 속성 과학의 기초, 토대. 함께 가야할 존재라고 
생각한다. 웅장하고 아우라가 느껴진다. 
싱그러움, 생명성, 활기가 느껴진다. 각박한 
도시와 달리 힐링 되고 치유되는 편안한 
느낌을 준다. 자연이 존재하기에 우리가 
존재한다. 순수함이 느껴진다. 계속 
보존되어야 할 것. 지배하고 인간의 아래 
하에 가꿔져야 하지 않아야 할 존재라고 

안보이던 것들이 보인다. 고동색 나무 위를 올라가는 
개미들. 내가 앉아있던 자리 주변을 계속 맴도는 개미들.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서로 부딛혀서 나는 사사삭 소리, 
그 소리가 보였다. 그냥 지나쳤다면 볼 수 없었던 생명의 
흔적. 하수구 모서리에 조그만 거미줄을 치고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던 거미의 흔적. 사라진줄 알았던 
거미가 나뭇잎에서 줄을 빼고 밑으로 내려온다. 자연은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역동적인 곳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자연이란 모든 인위적 요소를 
배제한 공간과 물질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연적 요소, '자연스레 되다' 
등에서 볼 때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물체나 
개념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표적 자연의 모습은 인위적인 배열이나 의도가 
배제된 삼림지역, 밀림 같은 모습이다. 논밭이나 
공원 또한 자연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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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그대로 둬야한다고 생각한다.  
 

평소 자연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막연하게 
생각하기에 자연은 계속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디서인가 탄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겪지만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외부로 부터 입력을 주면 그에 따라 
출력이 변하는 무수히 많은 경우를 갖는 반복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모든 것의 기원이 되기도 한다.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이 내가 생각하는 자연의 의미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다. 무엇이 되어도 어떻게 되어도 
자연스럽다. 그냥 식물들, 동물들, 풍경이라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가며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공간은 완벽한 자연이기보다 인위적 자연공간이라 
불러야 할 것 같다. 사람들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 등의 생명체들도 자연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b. 시스템  첫번째 드로잉에서는 단지 세밀한 묘사에만 집중했지만, 
두번째 드로잉을 할 때에는 나뭇잎의 불규칙적인 결들을 
통해 마치 잎이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결국 
자연을 깊숙히 들여다보면 그 구조적으로 복잡한 체계에 
놀라게 된다. 

 

d. 장소   벌레가 많다. 일상에 쫒기다가도 아무 생각없이 
거닐어도 불안하지 않는 곳. 가끔 가면 좋지만 살고 
싶지는 않다. 장소로서의 자연은 갈 때 마다 새로움을 
느끼는 것 같다. 외형적으로 완벽한 디자인은 
자연뿐이다. 일부러 찾아가기는 귀찮지만 막상 가면 
마음에 안정을 준다. 질리지 않는다. 건강해질 것 같은 
기분. 

 

2. 관계적 특성    

a. 존재적 나는 대개 서구에서 내리는 자연의 정의에 
대해 반대한다. 자연과 인간을 앙분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여긴다. 인공도 정도에 따라 
자연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자연'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날것의 
무언가가 생각난다. 들꽃, 그것을 흔드는 
바람, 들쭉날쭉 자라 있는 이끼, 산호 같은 
것들, 자연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이 
어쩌면 진정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고향같은 
것이다. 자연은 또다른 의미일 수 있다. 
'자연스럽게'라는 말처럼,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 생각, 동작처럼. 

점점 많아지다가 다시 하나로 돌아오는 것. 나로 
시작해서 점점 뻗어나가 크게 멀리 가다 보면 나로 
돌아와서 나를 보게 되는 것. 영원한 배움터. 다 깨닫지 
못하는 것. 나의 몸 밖의 것들이면서 나의 몸 속의 
것들이기도 한 것. 가장 이타적인 존재. 나의 
이야기들이나 추억들, 아픔들을 모두 기록하는 
앨범이고, 침대가 되기도 하고 의자가 되기도 한다.  

 

b. 감정적 내가 생각하는 자연이란 말 그대로 사람이 
원초적인 편안함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인간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해왔고 문명이 진보될 수록 원시의 
자연과는 사이가 벌어졌다. 이러한 문명, 즉 
문화생활에 익숙해진 현재의 우리는 험한 
자연이 아무리 멋있다 해도 그곳에서 살기는 
힘들다. 하지만 진화된 우리도 원초적인 
본능으로 자연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많은 
가르침과 의문점을 동시에 준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깨닫기도, 그것에 대해 
의심을 하기도 한다. 즉, 그곳은 우리조차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고향이다. 

공원에 아이들이 많다. 자연이란 어린이들의 학교이자 
놀이공간이자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서 부터 
거의 매주, 방학 때는 3 박씩 가서 지냈다. 도시와는 
거의 연관이 없는 시골의 캠핑장 같은 주말 학교인데, 
정말 다양한 자연적 체험을 했다. 그물로 냇가에서 
고기잡이도 하고, 나무를 이용해 다양한 공작과 놀이를 
하였다. 대나무를 깎아 잔을 만들기도 했고 솟대나 
고무줄 총, 팬파이트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이 어렸을 
때의 기억이 지금 나의 영감의 원천이다. 

자연의 의미는 일단 내게 있어서는 영감을 주는 
존재이다. 가장 편안하게 요소를 가져올 수 있고 
느낌도 다양하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자연은 수풀이 우거진 
열대우림이나 산의 존재로만 인식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작은 화분길에 핀 꽃들이 더 
자연이라는 의미와 가깝다고 생각한다. 또 아까 
편안하다고 했는데, 막 편안하지는 않고 그 
안에서의 삶은 불편하거나 두려운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공간이기도 하다. 공원을 걸으니 옛 동네 생각이 난다. 밤이면 별이 보이고 

낮이면 초록빛으로 가득한 공간. 그곳을 걸어다니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졌다. 그때 그때 다른 꽃들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기에 안전한 
곳.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곳. 
여름이면 무성해지는 잎들을 보며 자연이 신비롭다는 
느낌을 받고, 겨울에는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를 보며 
쓸쓸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c. 도덕적    인간이 인위적으로 창조해낸 것을 제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늘, 구름, 잡초, 꽃, 나무, 
호수 등이 그러하다. 공원이나 인공호수 등과 같은 
것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본래의 자연을 
배치하거나 약간 변형시켰기 때문에 여전히 
자연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은 순수한 
아름다움이며 인간이 제재해서는 안되는 
존재이다. 

 

G 
 사전 인터뷰 자가 인터뷰 사후 인터뷰 

1. 존재적 특성   

c. 심미  녹지, 푸른색의 색감, 공원, 나뭇잎, 나무들이 많은 
공간, 공기가 맑음. 마음이 편해짐. 식물이 자라는 
공간. 나무를 통해 들어온 햇빛이 땅에 닿았을 때 
모양이 예쁜 곳.  봄에는 꽃이 많이 펴서 알록달록한 
곳이었는데 여름이 되니 초록색이 강하게 도는 
공간이 되었다. 잔디가 자라나고 그 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창조해낸 것을 제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늘, 구름, 잡초, 꽃, 나무, 
호수 등이 그러하다. 공원이나 인공호수 등과 같은 
것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본래의 자연을 
배치하거나 약간 변형시켰기 때문에 여전히 
자연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은 순수한 
아름다움이며 인간이 제재해서는 안되는 
존재이다. 

2. 관계적 특성    

a. 존재적   인간 외의 식물들과 동물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 

b. 감정적 어렸을 때만 해도 자주 접했지만 현재는 많이 
사라지고 지나치게 되는 존재이다. 또 사람들이 

 내가 그린 풍경은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관찰했지만 한 두시간이 지나면서 나무, 길,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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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생각 없이 쉽게 훼손된다. 업무 공간이 
산 바로 밑에 있고 그린벨트이기까지 한데도 
특별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 집에서도 산이 
보였는데 앞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 마저도 볼 
수 없게 되었다. 많이 슬프고 안타깝다.  
어릴적 산에 다니면서 밟았던 낙엽과 바위등을 
기억하고 자연에 아름다움을 느낀다. 때로는 
나무 꽃 등에 원리를 공부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 광합성을 하고 원자를 
끌어올린다. 나무와 바나나 껍질에 있는 
수액등을 느끼면 가까이에 있는 자연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깨닫게 된다.  

등을 그렸다. 나의 관찰이 지속되면서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인간도 자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은 인간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c. 도덕적   어릴적부터 자연에서 살아서 자연은 항상 친근한 
대상이다. 어린시절 동네 친구들이 몇 없어서 자연은 
항상 나만의 놀이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초등학교 
이후로는 같은 곳에 살면서도 학교와 입시 때문에 
자연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한 나의 
과거가 아쉽다. 어렸을 때는 환경운동가가 꿈이었고, 
지금도 그 꿈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훼손해서는 안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 함께 하거나 보고 있으면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고 쉴 곳을 제공해주는 것. 때로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을 지닌 것.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그 자체로도 엄청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모르는 
시절로부터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옛날의 환경 등 살아가는데 유용한 지식들을 
제공하고 보존해주는 것. 

d. 기능적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들-약초, 나무, 땅 등-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해주는 것. 인간이 
사용하고 훼손시키는 정도에 비해서 주는 것의 
정도가 더 큰 것. 

  

 

H 
 사전 인터뷰 자가 인터뷰 사후 인터뷰 

1. 존재적 특성   

b. 시스템  내가 생각하는 자연이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적인 
면모가 크다.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길, 아이들이 
뛰노는 야외공간, 평소에 걷는 길들도 자연이다. 물론 
이 중에도 인위적인 자연과 비 인위적인 자연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위 두 종류로 크게 보면 자연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연은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기때문에 계속 
신경써서 보존하고 가꿔야 하는 존재이다. 

지구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이 자연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은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에 손을 대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자연의 순환적인 부분은 놀라울 만큼 
정교하다고 생각한다. 엄청 넓은 공간에 수많은 
요소들이 톱니바퀴 돌듯 맞아떨어지면서 생태계를 
유지한다. 자연은 복원력이 강하다. 인간이 망쳐 
놓아도 내버려두면 완벽한 상태로 돌아간다. 
 

c. 심미  화려한 시설물, 편의시설, 인공물 등이 없지만 그 
속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치유받는 느낌을 주는 곳, 또한 특별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있는 느낌을 준다. 어린시절의 추억이나 
나만의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한다.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게 된다. 

처음 드로잉을 할 때는 자연에 대한 이상적인 
개념이 강하게 있었는데 한번 오랜 시간 관찰하고 
그려보니 자연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자연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고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관찰해야 겠다는 것을 느꼈다.  
 

2. 관계적 특성    

b. 감정적  언젠가는 내가 어느 순간 지치고 엉망인데다가 
주변에 피해만 주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때가 
오면 날 받아주는 곳은 자연뿐이 아닐까. 지금 저 
쪽에 보이는 은행나무 처럼, 어릴적 매일 산에 가서 
몇백년 된 은행나무를 보곤 했었는데 보호 울타리가 
쳐져 있었음에도 그걸 넘어가서 올라가 놀곤 했다. 
경비아저씨가 오지 않을까 마음 졸이면서도 그곳에 
숨으면 마음이 편하고 오로지 혼자있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갓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까지는 산밑 동네에서 살았다. 틈만 나면 산을 
올랐고 작은 계곡이 있어 사촌형과 가재를 잡고 
여름에는 풍뎅이를 잡으며 놀았다. 이사를 하고 
나서는 주변에 큰 공원이 있어 항상 자전거를 타며 
돌아다니고 잔디밭에서 강아지를 구경하고 매년 
열리는 꽃 전시를 보며 지냈다. 같은 마을 안에서 
또 한번 이사를 했는데, 도시 특성상 마을 마다 
작은 공원이 있었으며, 작은 공원들을 따라 쭉 
걸으면 큰 호수공원이 나오는 구조였고, 번화가도 
마찬가지 구조로 이어져 있어 학교 가는 길, 
놀러가는 길 모두가 공원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고등학교는 지역의 외곽 쪽으로 갔는데, 산 입구 
옆에 있었다. 지금 살고 있는 서울에서는 동네 속의 
사소하고 일상적인 동선 속에서 공원이나 녹지를 
마주칠 일이 없다는 것을 며칠 전에야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바로 어제 공항 옆 큰 공원을 돌며 
오랫동안 산책을 했는데, 그제서야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것을 느끼며 사소한 녹지 혹은 개방되고 
자유로운 공간이 정신적인 해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보금자리이면서 삶의 터전. 교감의 대상. 
보존해야할 존재이자 동시에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 이 세상 모든 것의 출발점. 경외의 대상.  

c. 도덕적   내가 생각하는 자연이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적인 
면모가 크다.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길, 아이들이 
뛰노는 야외공간, 평소에 걷는 길들도 자연이다. 물론 
이 중에도 인위적인 자연과 비 인위적인 자연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위 두 종류로 크게 보면 자연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연은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기때문에 계속 
신경써서 보존하고 가꿔야 하는 존재이다. 

지구의 탄생과 함께 먼 옛날부터 존재했으며 지구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필수적인 존재. 인간의 
탄생에서 부터 현재까지의 생물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하여 별다른 
지각없이 인간에게 훼손되고 있는 것. 이제는 
우리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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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인터뷰 자가 인터뷰 사후 인터뷰 

1. 존재적 특성   

a. 속성 식물이 존재하는 곳. 풀로 덮혀있고 나무와 
꽃들이 있는 곳. 길가의 꽃 한송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일정 면적 이상에 풀이 있어야 
한다.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인공적인 것 없이도 
스스로 살아가고 번식할 수 있는 곳. 집 앞 공원, 
산, 들 등등. 
 

 풍경을 이루는 요소들 중의 하나.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초록빛의 잎들과 갈색 나무들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만 생각해왔는데 나무에 대해 조사한 
뒤 나무를 그리니 보이지 않던 세밀한 요소들이 
보이기도 했다. 조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그 나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공간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가 아닌 각각의 
특징을 지닌 고유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b. 시스템  편안한 휴식공간이자 언제나 변하여 새로움과 
즐거움을 주는 존재. 풍경같이 넓은 범위에서나 
나뭇잎이나 곤충 같은 작은 생물에서나 서로 같은 
규칙이 있으면서도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기, 음식물의 자원을 
제공해주는 존재. 
 

내게 자연은 숭고하면서도 신비한 존재이다. 
자연의 정교함과 웅장함을 느낄 때 항상 감탄하게 
되는 것 같다. 자연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오랜 시간 전인데, 그 때부터 
자연은 너무나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를 담은 
채 존재해왔다. 가장 철저한 법칙을 가지고 
존재하는 자연은 완전히 다른 특성 또한 지니고 
있다.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굉장히 감정적인 감상 또한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2. 관계적 특성    

a. 존재적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고 우리도 자연적 
산물일지도 모른다. 만약 자연이 '인간을 제외한 
무언가' 라고 한다면 어쩌면 내가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가진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주로 확대해서 
그것을 자연이라고 한다면 자연이 어떤 
패턴이라는-요소나 입자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장식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 

자연은 생명의 시작과 끝이다. 수많은 생명이 
자연에서 태어나고, 죽어서 흙과 공기로 돌아간다. 
사람은 대부분 자연을 보면 편안함과 쾌적함을 
느낀다. 우리는 종종 자연과 인간의 문명을 분리하여 
생각하곤 하지만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곧 자연이다. 
 

자연은 사람에 의해 조성되지 않은 것이다. 사람이 
창조하였더라도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조성된 것이다. 오랜 시간동안 
스스로 형성되는 것이다. 인간이 사는 곳은 자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사는 공간이다.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노동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다. 인간이 
이용하는 삶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재료나 기타 
등등이 존재하는 것. 자연은 광대한 것이며 나도 
자연이다. 사람들은 자연이 우리와 다른 존재에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공존해야 하는 것이다.  

자연이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계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자연에서부터 나왔으며 그런 인간들이 만들고 
생산해낸 모든 것들도 모두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녹지나 산 같은 자연은 인간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자연이고 우리에게 이로움을 준다. 
다시 복구할 수도 없으므로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것 
들 중의 하나이다. 원초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상당히 
인간의 삶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b. 감정적  근처에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것. 가끔씩 마주했을 때 
느끼는 경외감과 감탄.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본연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 형성되기는 어렵지만 
훼손시키기는 쉬운것. 서로 다른 성질의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일정한 규칙이 지켜지는 것. 

 

 

J 
 사전 인터뷰 자가 인터뷰 사후 인터뷰 

1. 존재적 특성   

b. 시스템 인공과 대비되는 것. 어떤 의지에 의해 
발현할 수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 규칙성을 띠면서도 
변화무쌍한 것. 스스로 회복하고 이전의 
상태로 계속 돌아가려는 항상성을 지니는 것. 
인류와 뗄 수 없는 것. 

자연이란 생물적 활동이 무궁무진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지구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생태적 활동 
집단인 것이다. 즉, 인공적인 구조물로 가득하더라도 
그 공간 내 생물적 다양성이 존재하며 자연의 법칙이 
증명 가능하다면 자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구간 내 모든 생물이 인공적인 행태, 즉 본래 
자연에 찾을 수 없는 활동을 한다면 자연이 아닌 
것이라 생각한다.  

주위에 언제나 친근하면서도 위대하다. 무심코 
꺾는 일 하나에 엄청난 질서와 원리가 담겨있다. 
잡초 하나도 겨울엔 누렇게 깔려 있다가 봄이 되면 
새 잎이 돋는다. 이 모든게 저절로 신기하다.  
 

c. 심미  첫번째 드로잉은 작은 들풀을 스케치북 위에 올려 두
고 그렸다. 그러나 그림속의 들풀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박제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다. 두 번
째 드로잉에서는 더욱 들풀다운 모습을 그리기 위해 
바람에 날리고 있는 들풀을 보며 드로잉 했다. 드로잉 
이후 자연은 서로 함께 있을 때 생명력을 얻는 존재라
는 생각이 들었다. 두번째 드로잉에서 들풀과 바람을 
함께 그렸듯이, 나무와 바람, 나무와 햇빛 등 자연이 서
로 짝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더욱 생기 있고 아름답
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만든 시각적인 물질의 출발점. 
디자인이든 기계이든 모든 창작물의 원형. 사람이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다른 무엇을 창조해도 
자연보다 많은 걸 담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만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 수록 더 보이고 끝없이 
발견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는 것. 또한 모든 
창작자가 무엇을 만들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보아야 하고, 가만히 볼 수 있어야 하는 대상. 
가까이해야 하는 것. 뜷어지게 보아야 하는 것.  

2. 관계적 특성    

a. 존재적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자연'의 의미는 일단 항상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 언제나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변화여 존재한다. 그리고 
자연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개발의 대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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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의 대상이다.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존도 해야 
하지만 그러한 개발과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자연을 감상의 
대상으로 느끼고 있다. 자연을 감상하는 것이 가장 
내 머리를 비울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b. 감정적 봄이 오고 꽃이 피고지는 모습을 보며, 꽃의 
사진을 찍고 꽃을 응시하고 바닥에 떨어진 꽃을 
주워 한참 들여다보며, 자연이 참 좋고 
사랑스럽다는 마음이 든다. 다른 디자인과 
수업때도 꽃을 주제로 작업하기로 했다. 꽃과 
관련된 소스를 수집해야 하는데 꽃을 꺾는 것이 
싫어서 주저하고 있다. 꽃을 훼손하는 것이 
싫어졌다. 

편안함이 느껴지고 싱그럽게 느껴진다. 자연과 동물, 
그리고 인간은 각자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자연은 좀 더 느리고 거대하게 느껴진다. 또한 
자연 하면 평소에 웅장하게 느껴진다. 인간이 통제 
불가능하며, 통제해서도 안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d. 기능적   몸과 정신을 정화하는 치유의 환경이며, 도시에서 볼 
수 없던 다양한 생물들을 보며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개인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란 점도 의미 
있다. 도시에서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면 
자연에서는 오직 나와 자연뿐이라 사색을 할 수도 
있고 앞서 말한 정화, 치유도 할 수 있어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 같다. 

자연은 나에게 분절된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새를 키우고 식물도 가꾸고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먹기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자연을 
향유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머리로는 자연을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하고 날 살아있게 하는 
근간인 '삶의 터전'이라 생각한다. 또 '자연법칙', 즉 
내가 거스를 수 없고, 그게 있음으로 모든 행위, 
생각, 물질에 기반한 것들이 가능한 절대적인 
원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솔직히 자연은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있다. 나는 일상에서 쉽게 자연을 
무시하고 자연에 해로운 일도 서슴없이 하니까.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이 자연이 없다면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겠지. 난 자연에게 어리광 피우는 
아기 같은 존재고 자연은 매우 관대한 
보호자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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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재적 특성   

a. 속성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은 인공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보고 있으면 거부감이 들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자연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상 이미지는 나무와 
풀이다. 나무가 우거진 숲의 모습, 꽃이 핀 
나무들의 모습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소리는 
새 소리가 날 것 같고 풀냄새, 흙냄새가 나는 
공간일 것 같다. 지금 상상하고 있는 숲의 
모습이 '자연'하면 드는 생각인 것 같다.  
 

  

c. 심미  나무들. 가장 디자인적인 자유로운 선들. 곡선의 
아름다움. 바람. 상쾌하다. 바람을 느끼다 보면 '내 
시간'으로 빠져든다. 사람들이 모습이 보인다. 소리가 
퍼진다. 하늘이 소리를 먹는다. 새로운 자연을 
보고싶다.  

자연은 '흐름' 과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 
이 두개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식물을 그리는 동안 끊임없이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렸는데, 이러한 흔들림을 
'움직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이질적인 
느낌이 든다. '움직임'은 식물 외에도 다른 사물과 
기계의 흔들림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식물의 흔들림을 '흐른다' 라고 표현하고 
싶다. 

2. 관계적 특성    

a. 존재적   ` 
 

b. 감정적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미지를 떠올리면 주로 
푸른 풍경이나 아름다운 색의 식물, 바다 등이 
생각나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개체라고 본다면 
인격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를 보면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느끼지만 햇살 아래 꽃의 사진 등에는 따뜻한 
존재로 느껴진다. 또한 누군가의 그림이나 채색, 
작품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저런 
형태나 색감을 만들어낼까 하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식물, 바위,산, 물, 바다, 공기, 파란색, 동물, 곤충 등 
인공적으로 만들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만 도시에서 
생활하면 길에 있는 차, 건물, 아스팔트 등 인공적인 
것도 도시인들의 자연으로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자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람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게 되어 슬프다. 나는 일반적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스트레스를 느끼면 자연을 보고 자리잡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래서 자연은 나의 힐링의 
요소이다. 

자연은 고향이다. 자연에서 자라온 나는 언제 
어디든 어느 곳을 가든 자연을 그리워한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모두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지냈으니 도시의 공기, 그리고 딱딱한 아파트가 
나에겐 낮선 풍경이다. 자연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유를 가져다 주고, 어쩔 때 보면 사람처럼 촉감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추운 날씨의 나무를 보면 나무가 추워 보인다고 
느끼게 된다 

c. 도덕적  요새 워낙 자연과 떨어져 살아서 관심을 거의 
가지지 않는다. 국가나 대기업이 자연을 
파괴하는 주범인데 일반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세제를 덜 
쓰라고 하는데, 그들은 산업폐기물을 마구 
버리고 있다. 자연 관련 다큐멘터리는 매우 
좋아하나 자연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정도 밖에 
없을 정도로 자연에 별로 관심이 없다. 자연은 
그대로 놓아두어야 하는 것이라서 필요할 때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대상 정도인 것 같다. 

  

d. 기능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장소, 물질 등 모든 것을 
제공한다. 건축이든 삶의 패턴이든 공예품, 
예술작품 등 인간의 지혜가 자연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휴식을 할 장소를 주고 생체의 에너지를 
충전시킨다. 도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도시의 삭막함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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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같으면서 다른, 규칙성 속에 불규칙적 
요소이며, 인간의 모든 예술적 활동은 자연을 
모방하면서 시작한다. 

느낌보다는 사람들이 많고 적음으로 표현될 수 
있다. 

 

L 
 사전 인터뷰 자가 인터뷰 사후 인터뷰 

1. 존재적 특성   

a. 속성  자연의 의미는 '무한함'이다는 선은 서로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하나도 같은 선이 
없다. 자연이 가진 무한한 다양성이야 말로 인공적인 
것과 가장 다른 점이다.  단순히 형때 뿐만 아니라 
자연 내부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b. 시스템 물론 그 전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칙성을 띤다는 것이겠지만, 이 또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친하게 느끼는 대상 같다.  
 

 내가 생각하는 자연은 보편적인 의미로 인간 삶의 
토대이다. 인간은 자연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은 온갖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법칙의 집합체이다. 과학자와 
수학자들이 만들어내는 발명품과 공식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일 
뿐이다. 

c. 심미  자연이란 특히나 더 관찰할 수록 흥미로운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오랜 시간 빠져 
있게 된다. 자연에서 나오는 조형미가 좋고 그것을 
그리는 훈련을 통해 끈기와 관찰력을 많이 키우게 
되는 것 같다.  

자연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하나의 커다란 
캔버스이자 거대한 그림이다. 인간은 자연 자체에 
그림을 그릴 수도, 조각을 할 수도 있고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리거나 자연 그 
자체를 묘사한다. 

조금 무서운 것. 자연 재해라던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우산도 소용이 없다. 따스한 햇빛. 햇빛은 너무 
따뜻해. 나무가 귀엽다는 것 예쁘다는 것.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다. 새순은 아기 같다. 솜털이 나 
있다. 아무래도 자연에서 야외에 있으면 신나는 것은 
사실. 근데 눈이 약해서 잘 못 나간다. 

2. 관계적 특성    

a. 존재적  도시화가 되어가면서 더 이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 
개발지역의 테두리 밖 인공적 경계선 안에 박제된 
멈춰 있는 것. 도시에서 경험하는 자연은 특히 의도된 
연출이라는 느낌이 조금 더 드는게 사실이다. 원래 그 
자리에서 자라는 생태에 맞는 동식물보다는 계획에 
의해 심어진, 설치된 자연이라는 느낌이 많다. 그래서 
진짜 자연은 인간의 요소가 거의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b. 감정적 평생 도시에서 살아온 나는 도시 공원과 도보 
주변,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의 조경수 외에 ` 

  

c. 도덕적    나는 평소 자연에 대해 크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다. 요즘 자연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바꿀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지만 
그것에 대한 존중을 잃으면 안된다고 여긴다. 나는 
인공물 사이에서 자연적 요소를 발견하면 한결 
마음이 편해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연을 굳이 찾는 것 같지는 않다. 자연은 요즘 
들어 극단적으로 우리가 지켜야할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바꿔나가야 할 대상이 된 것 같다. 
사람들이 합목적적으로 자연을 바라보지는 않는 
듯하다.  

 

M M 

 사전 인터뷰 자가 인터뷰 사후 인터뷰 

1. 존재적 특성   

a. 속성  크다. 경이롭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창조해낼 수 
없다. 생긴 모습, 수명, 장소 등 모든 것이 서로 
다르게 이루어져 있지만 거대한 섭리에 맞추어 
움직이고 조화된다. 같은 종이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 
다 다르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규칙이 있다. 시간을 
담고 있다. 멀리서 보는 것, 가까이서 보는 것, 아주 
가까이에 눈 앞에 두고 보는 것,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는 것이 모두 다르다. 인간에게 영감을 준다. 
탐구의 대상이다. 완전히 정복할 수 없다.  
 

크고 경이롭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창조해낼 수 
없다. 생긴 모습, 수명, 장소 등 모든 것이 서로 
다르게 이루어져 있지만 거대한 섭리에 맞추어 
움직이고 조화된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함과 동시에  
규칙이 있다. 시간을 담고 있다.  

b. 시스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만든 시각적인 물질의 출발점. 
디자인이든 기계이든 모든 창작물의 원형. 사람이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다른 무엇을 창조해도 자연보다 
많은 걸 담을 수 없는 것 같다. 
 

멀리서 보는 것, 가까이서 보는 것, 아주 가까이에 
눈 앞에 두고 보는 것,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는 것이 
모두 다르다. 인간에게 영감을 준다. 탐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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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장소    인위적이지 않은 곳. 다른 개체의 무언가에 
변화되지 않는 곳. 사람들이든 무언가에 의해 
영향받지 않으며 스스로 생겨나고, 자라나고, 
변화하는 장소가 자연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연이란 옆에 언제나 존재해야 하는 것, 아무리 
인위적인 것이라도 내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연의 모습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쉽게 잃기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 
자체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그 자체로 
편안하게, 의식하지 않게 존재하는 것이다. 

2. 관계적 특성    

a. 존재적 항상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개발되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 연출되거나 편집되지 않고 
존재하지만 질서와 혼란이 동시에 있는 것. 
생활의 리듬을 지배하는 것. 그대로 있어도 
아름다운 것. 가장 순수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 인간 답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중 하나. 강하지만 연약한 것. 쉽게 
파괴되기도 하고, 영원하지는 못한 것. 가장 
생동감 있는 것. 그 자연에 사는 인간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 생활의 여유를 늘려주고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 언젠가는 내가 돌아갈 곳.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  

 자연이란 생활환경의 의미가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인공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환경이 아니라 인습적 요소와 본래 환경 그대로가 
섞인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알록달록한 들꽃, 
나무와 건축물, 공장 모두 자연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인습적 요소 하나만 치중되어 
있는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자연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원초적 환경 자체는 자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생명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환경 자체가 자연적이라고 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생명성이 없는 환경은 자연이 될 수 
없다고 믿는 바이다.  

d. 기능적  세상을 맑게 해주는 것, 광합성 작용을 통해 
세상에 맑은 산소를 배출해내며, 시각적으로도 
인간의 건강에 유익함을 주는 것. 언제나 항상 
곁에 두며 친구로 대해야 하는 존재. 

도시와의 차이로 자연을 서술하자면 자연은 머무르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도시는 일터와 
휴식공간(집이나 소비하는 곳들)이 구분되어 있고 두 
공간을 제한된 시간 등에 따라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고, 두 공간을 이어주고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고속도로나 더 빠른 
이동수단이 가득한 곳이라면, 자연은 오히려 
이동하는 동선들을 더 길게 만들고 바위나 나무 옆에 
앉아있게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연 
속에서 길이나 나무, 바위, 사람만의 공간이라는 
구획이 없고 모두가 한데 모인 공간이다.  
 

그만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 수록 더 보이고 
끝없이 발견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는 것. 또한 
모든 창작자가 무엇을 만들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보아야 하고, 가만히 볼 수 있어야 하는 대상. 
가까이해야 하는 것. 뜷어지게 보아야 하는 것.  
 

자연은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존재가 아니다. 물론 자연은 인간에 의해 
보존되어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유리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사실 나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잇점들 때문에 더불어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잇점들에는 비단 상업, 공업용 
이유 뿐만 아니라 미적 쾌락을 준다는 것도 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자연은 인간에게 유용한 것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지켜질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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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식물 드로잉 연구를 위한 식물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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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식물 드로잉 (총 11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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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부록 5-1】 한글 설문지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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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2】 설문지 문항의 영어 원문 및 항목조정 회의에서 수정된 문항 (수정 문항은 이탤

릭체로 표기) 
문항 (총 46문항) 

Plant Attitude (PA): 총 26문항  
Interest: 9문항 
1. I am interested in reading books about plants. → I am interested in reading books or articles about plants. 
2. I would like to cultivate plants. 
3. I like visiting plant exhibitions. → I like visiting plant garden exhibitions.  
4. I enjoy house plants. 
5. I like spending time in the nature during my leisure time.    
6. I would like to have a small garden in the future. 
7. I am relaxed within plants. 
8. We should learn more about importance of plants in school. 
9. I like walking in forest. 

Importance: 9문항   
10. Life is impossible without plants. 
11. Trees are very important in a town center because they provide cooling and shade. 
12. The town should take care of green space.  
13. Plants utilize the suns power. → Plants creates habitats for many organisms. 
14. Plants produce oxygen. → Plants produce oxygen and absorb carbon dioxide. 
15.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influences the life of plants. 
16. Plants are very important for medicine.  
17. Plants should be planted in towns to increase attractiveness of the environment.  
18. Plants also suffer from diseases.  
Urban trees: 6문항   
19. Plants should not be planted along streets because their leaves and fruits pollute surroundings and fall down 

on cars(R). 
20. Plants should be taken away from the town because they impair electric lines(R). 
21. Plants should not be planted in town because they increase criminal behavior(R). 
22. Plants should not be planted in towns because their roots destroy paths(R). 
23. Plants should not be planted close to business centers because they block signs(R). 
24. Plants in towns are a problem because they cause allergies(R). 
Utilization: 2문항   
25. Clothes are made of plants. 
26. Furniture can be made from plants. 
환경 애착 (EA): 총 9문항  
1. I feel people worry too much about nuclear power.→I feel people worry too much about global 

warming(R). 
2. It genuinely infuriates me to think that government does not do more to control environmental problems.  
3. I feel fairly indifferent about the statement: “The world will be dead in 40 years if we don’t remake the 

environment.” (R)→ I feel fairly indifferent about the statement: “The world will be dead in 40 years if we 
don’t take actions to current environmental crisis.” (R) 

4. I become incensed when I think about the harm being done to plant and animal life by human activities. 
5. I am usually not bothered by so-called “global climate change.”(R). 
6. I am deeply concerned about local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the building of a massive chemical plant. 

→ I am deeply concerned about local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deforestation on a mountains or 
destruction of habitats. 

7. When I think of the ways industries are polluting, I get frustrated and angry.  
8. The whole issue about environmental degradation has never upset me too much since I feel it’s somewhat 

overrated(R). 
9. I rarely ever worry about the loss of biodiversity since it’s part of natural selection(R). 

친환경행동 의도 (PEB): 총 11문항  

1. I’m not interested in joining a group or club which is concerned soley with ecological issues(R). 
2. I’m not willing to buy energy efficient products as they are normally more expensive(R). 
3. I would be willing to donate a day’s pay to a foundation to help improve the environment if I have income. 
4. I would be willing to stop buying products from companies guilty of polluting the environment, even 

though it might be inconvenient.  
5. I’d be willing to give my vote to a congressman candidate who stresses on environmental issues. 
6. I strive to learn as much as possible about environmental issues.  
7. I would keep track of my congressional representatives’ positions to environmental issues. → I would keep 

track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agenda relate to environmental issues.  
8. I would be willing to join a cleanup drive. → I would be willing to buy an electric ca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even if it were more expensive than gasoline car.  
9. I would probably never attend a meeting related to environmental issues(R) 

10. I would be willing to learn more about what I can do to improve the local environment.  
11. I would be willing to join a local environmental group to make a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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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식물 드로잉 연구를 위한 설문의 문항 신뢰도 및 요인 적재치  
검증표  

 
【부록 6-1】 파일럿 설문조사 (n=68) 의 문항 신뢰도 검증 (DEL: 본 설문에서 제외하는항목) 
번호 약자 측정 내용  

  
항목 신뢰도 요인분석 적합 여부 항목별 요인 적재치56  

항목별 
특이성 

  측정 도구57  

  크론바흐 α 

KMO-MSA 
요인 수58 

uniqueness   
항목제거시 크론바흐 α 

  1 2 3 4 

식물 태도 (PA) .93  

1. PA1 .93 .85 .69    .55 

2. PA2 .93 .83 .78    .28 

3. PA3 .93 .90 .74    .40 

4. PA4 .92 .82 .86    .18 

5. PA5 .93 .86 .77    .33 

6. PA6 .93 .74 .75    .33 

7. PA7 .93 .87 .81    .26 

8. PA8 .93 .94 .77    .36 

9. PA9 .93 .88 .71    .35 

10. PA10 .93 .81  .54   .39 

11. PA11 .93 .69   .48  .49 

12. PA12 .93 .86   .64  .19 

13. PA13 .93 .90  .46   .42 

14. PA14 .93 .81   .41  .55 

15. PA15 .93 .66  .41   .59 

16. PA16 .93 .84 .52    .49 

17. PA17 .93 .88  .76   .28 

18. PA18 .93 .69 .30    .81 

19. PA19 .93 .87   .78  .30 

20. PA20 .93 .80   .53  .36 

21. PA21 .93 .75   .76  .45 

22. PA22 .93 .80   .51  .31 

23. PA23 .93 .88   .76  .29 

24. PA24 .93 .81   .83  .31 

25. PA25 .93 .82 .50    .74 

 DEL .94 .35   -.38  .84 

26. PA26 .93 .74 .45    .69 

 DEL .94 .26     .91 

환경 애착(EA) .89  

1. EA1 .88 .92 .69    .53 
 DEL .92 .67     .97 

2. EA2 .88 .88 .73    .46 
3. EA3 .88 .89 .76    .43 
4. EA4 .87 .86 .78    ,36 
5. EA5 .87 .92 .80    .31 
6. EA6 .88 .90 .63    .61 
7. EA7 .87 .90 .83    .32 
8. EA8 .88 .84 .66    .56 
9. EA9 .88 .84 .76    .42 

친환경행동의도(EA) .94  

1. PEB1 .94 .92 .66    .57 

2. PEB2 .93 .90 .71    .49 

 
56  0.3 이상의 값만 표시  
57 요인분석을 위해 최소 잔차 추출법(Minimum residual extraction)과 오블리민 회전법(Oblimin rotation technique)을 함

께 적용하였다.  
58  식물태도 범주에서는 선행연구(Fan)의 선례를 따라 분석 과정에서 4개의 고정 요인을 전제로 분석하였으며, 환경 

애착과 친환경 행동 의도에서는 아이젠 값(eigenvalue)이 1 이상인 요인을 전제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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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B3 .93 .92 .82    .33 

4. PEB4 .93 .96 .73    .46 

5. PEB5 .93 .91 .73    .47 

6. PEB6 .93 .90 .79    .37 

7. PEB7 .93 .88 81    .34 

8. PEB8 .93 .95 .80    .36 

9.  PEB9 .94 .94 .69    .53 

10. PEB10 .93 .91 .79    .38 

11. PEB11 .93 .91 .89    .21 
 

 
 
 

【부록 6-2】 본 설문조사 (n=212) 의 문항 신뢰도 검증  
 

번호 약자 측정 내용 

  항목 신뢰도 
요인분석  
적합 여부 

항목별 요인 적재치 
항목별 
특이성 

  측정 도구  
  크론바흐 α 

KMO-MSA  요인 수 uniqueness 
  항목 제거 시 

크론바흐 α    1 2 3 4  
식물 태도 (PA) .93  

1. PA1 .93 .92 .70    .42 
2. PA2 .93 .94 .85    .33 
3. PA3 .93 .90 .78    .37 
4. PA4 .93 .91 .90    .21 
5. PA5 .93 .94 .72    .37 
6. PA6 .93 .94 .68    .42 
7. PA7 .93 .94 .83    .28 
8. PA8 .93 .92 .63    .42 
9. PA9 .93 .95 .63    .34 

10. PA10 .93 .88  .43   .58 
11. PA11 .93 .83  .76   .45 
12. PA12 .93 .88  .74   .36 
13. PA13 .93 .89  .34   .45 
14. PA14 .93 .88  .52   .61 
15. PA15 .93 .86  .50   .56 
16. PA16 .93 .94  .37   .58 
17. PA17 .93 .81  .36   .54 
18. PA18 .93 .89  .44   .69 
19. PA19 .93 .88   .70  .41 
20. PA20 .93 .86   .62  .52 
21. PA21 .93 .83   .71  .53 
22. PA22 .93 .87   .63  .50 
23. PA23 .93 .84   .69  .45 
24. PA24 .93 .77   .76  .41 
25. PA25 .93 .80     .81 
26. PA26 .93 .84    .35 .74 

환경 애착(EA) .89  
1. EA1 .88 .91 .70    .51 
2. EA2 .89 .91 .61    .63 
3. EA3 .88 .89 .68    .54 
4. EA4 .88 .91 .78    ,39 
5. EA5 .87 .90 .80    .36 
6. EA6 .89 .92 .63    .60 
7. EA7 .88 .93 .75    .44 
8. EA8 .88 .87 .68    .54 
9. EA9 .89 .89 .64    .60 

친환경행동의도(EA) .93  
1. PEB1 .92 .90 .64    .60 
2. PEB2 .92 .93 .73    .47 
3. PEB3 .92 .94 .80    .36 
4. PEB4 .92 .94 .73    .47 
5. PEB5 .92 .90 .70    .51 
6. PEB6 .92 .94 .73    .46 
7. PEB7 .92 .91 .75    .43 
8. PEB8 .92 .95 .75    .44 
9.  PEB9 .92 .94 .66    .57 

10. PEB10 .92 .93 .75    .43 
11. PEB11 .92 .91 .8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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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manual drawing  
of the plant and natural landscape  

on environmental affection and 
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 
 

Joonhyun Kim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environmental degradation accelerates globally, countless 

debates have raged on the role of human contribution to the current 

environmental crisis. Despite multitude of arguments and 

counterarguments surrounding this complex issue, relatively little is 

known about the process by which people form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environment that brings ecologically conducive 

behaviors, potential key elements that may have profound impact on 

environmental outcomes. Existing studies on this subject have 

observed that the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pro-environmental 

behaviors are closely related to the level of an individual ’ s 

emotional sensitivity toward the environment: the higher the 

affective concerns for the environment, the greater the intention to 

act for conservation. Given this linkage, people’s direct experience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is likely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a pro-environmental attitude that lead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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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 efforts. In this study, we contribute to the body of 

literature by focusing on one such means for direct experience: 

hand-drawing of natural objects. 
The act of drawing natural objects is one of the fundamental 

ways of understanding the nature. In the traditions of geology and 

botany, the process of manually drawing natural landscapes and 

plants has been recognized as an essential step in learning about the 

natural environment. By contrast, the role of manual drawing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research. Building on the theories of pro-environmental attitude 

formation found in the literature,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data 

collected from a field research, testing the hypothesis that manual 

drawings of natural landscapes and plants will positively influence 

people's affective concerns for the environment and elicit pro-

environmental behavior.  

The field research was conducted at two sites with semi-

natural areas that featured diverse plant species. Participants at the 

Seoul Olympic Park engaged in landscape sketching tasks, while 

participant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bserved and drew 

plant species. Verbal narrativ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re- 

and post-interviews, and drawing scores and survey answers were 

obtained and transformed into numerical dat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inductive and 

statistical methods. The results of analyses support the hypotheses 

that drawing of plant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is a significant 

factor in promoting people ’ s intentions pro-environmental 

behavior. In the qualitative portion of the analysis, categories that 

imply the participants’ emotional attachment to the environment 

and the moral responsibility for preservation were identifi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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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 results from quantitative analysis indicate that plant 

drawing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attitude toward plants and the 

environmental affection but not on the pro-environmental 

behavioral intention. It is found that two styles of drawing 

expression, analytical-objective and expressive-subjective, have 

varying degree of effect on the behavioral compon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xperiencing the natural 

environment via manual drawing can be an important driver of 

people's intention and action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 the 

public became desensitized to the deteriorated ecological state due 

to ever-decreasing contacts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various 

measures to promote an awareness for environment have been 

proposed. The results of the study point to a potential for combining 

arts, psychology, and environmental studies to develop a novel 

program for future environmental education. 

 

Keywords: manual drawing, plant drawing, landscape drawing, 

environmental attitude, environmental affection, pro-

environmental behavior, environmental psychology, 

environmental education.  

Student Number: 2013-3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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