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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science teachers, perception and attitudes on

disposal of school laboratory waste water and materials. To fulfill this aim,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244 secondary school science teachers.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re was no large disparity in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laboratory waste disposal

and the laboratory waste water treatment, and in secondary science teachers' perception and

practicing attitude on the environment. While science teachers had deep understanding of

laboratory waste disposal and its influence on environmental pollution, they expressed less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actual disposal of waste materials and waste water, and partici-

pation in teacher train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standards of systematized

disposal methods and proper disposal facilities in middle and high school laboratories, as well

as to investigate teachers' needs before providing teacher training program.

Key words : laboratory water disposal, laboratory waste disposal, teachers, perception and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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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침이 없다.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거대화, 그리고

산업의 발달과 집중화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태계의 혼란을 가져

왔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바른 가치

관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이제 인류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만

큼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4차 교육 과정에서는 환경에 관

련된 내용들을 여러 교과에 포함시켰고, 제6차

교육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자연과에 ‘환경 오염

과 자연 보존’이라는 단원을 삽입시킴으로써 체

계적인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게 하였다(교육

부, 1997).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와 고등학교에 환경을 독립된 교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과에 환경

교육의 내용을 포함시켰다(교육부, 1998; 서상오

외, 2001).

이와 같이 환경교육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독립된 교과 이외에 여러 교과에서도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에 일부 환경 교과 담당 교사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특히 과학은 자연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

에 과학을 가르치는 과학 교사는 환경교육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은 교사의 자질과 실천 의지에 의하여 좌우

된다(Herremans & Reid, 2002; Plevyak et al.,

2001)는 점을 고려할 때, 과학 교사들의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는 환경교육에서 매우 중

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강석규, 2003; 김상옥과 정

용, 1991; 김윤경과 정해문, 1998; 김정욱, 1997;

조병찬 외, 2005; 조태호 외, 2002; Kenny et al.,

2003; Paul & Volk, 2002)이 환경교육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과학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 그리

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중등학교 교과서의 실

험 내용에서는 될수록 유독 약품의 사용을 줄여

야할 것을 지적하였고,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독 약품의 취급 방법에 대해

서 교사용 지도서에 자세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과학 실험실에 약품을 안전하

게 사용할 수 있는 후드 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실험 폐수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정화 장치나 실험 폐수를 처리 업체에 운송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윤경과 정해문, 1998).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 교사들이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물질들이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그에 대한 규제나

처리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

다고 보고하였고(김상옥과 정용, 1991; 조병찬

외, 2005), 중학교 과학실에서 사용되는 유해 화

학물질의 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과학 실험에

서 환경 보호를 위한 폐기물 처리 방법과 유해

화학물질 관리 방안, 그리고 효과적인 환경교육

의 방안 등을 제안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

인 과학 교사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 태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교육적 함의를 도

출해낸 연구는 많지 않았다. 특히 과학 실험실에

서 흔히 발생하는 폐수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교

사들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

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환경 오염 및 과학 실

험실의 폐수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환경교육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P시 인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학 교사간 및 여자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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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과학 교사간에 가급적 동일한 교사수가 되도

록, 총 300명의 과학 교사들에게 환경 오염 및

과학 실험실의 폐수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설문

지를 투입하여, 244명의 과학 교사들로부터 설문

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244명의 과학

교사들 중에서 중학교 과학 교사는 114명이었고,

고등학교 과학 교사는 130명이었으며, 여자 과학

교사는 112명이었고, 남자 과학 교사는 132명이

었다. 그리고 10년 이하의 교직 경력을 가진 과

학 교사는 110명, 10～20년 사이의 교직 경력을

가진 과학 교사는 100명, 20년 이상의 교직 경력

을 가진 과학 교사는 34명이었다.

연구 대상 과학 교사의 학교급별과 성별 및

교직 경력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2. 조사 및 분석 방법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의 환경 오염 및 과학

실험실의 폐수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과 태

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들(강석규, 2003;

강혁주, 2000; 김영무, 2000; 문윤환, 1999; 윤명

순, 2001)에서 사용한 조사 문항들을 분석하여,

환경 오염 및 실험실 폐수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문항들을 선별하고 수정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

다. 그리고 개발한 설문지를 과학 교육 전문가 3

인과 중등학교 과학 교사 3인의 내용 타당도 확

구분

교직 경력

계10년

이하

10～20년

사이

20년

이상

중학교

남 29 26 6 61

여 26 21 6 53

소계 55 47 12 114

고등

학교

남 31 27 13 71

여 24 26 9 59

소계 55 53 22 130

계 110 100 34 244

<표 1> 연구 대상 과학 교사 (단위 : 명)

인 과정을 통해서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이 연구의 응답 결과에서 산출된 내적 신뢰도

지수(Cronbach's Alpha)는 0.78였다. 따라서 이

설문지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완성한 설문지의 설문 영역과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 영역은 크

게 우리나라 환경 오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와

실험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의 3

가지였다. 우리나라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과 태

도는 우리나라의 환경 오염 상태와 환경 오염 문

제 개선의 주체 및 환경 정화 활동 참가 등의 3가

지 하위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실 폐수 처리

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실험실 폐수 처리 사전 교

육과 실험실 폐수 처리 방법 및 실험실 폐수 통

비치 등의 3가지 하위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

고 실험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실

험실 폐기물이 수질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과 실

험실 폐 시약병 처리 및 실험실 폐기물 처리 연수

참가 등의 3가지 하위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설문 내용별로 학

교급별과 성별 및 교직 경력별에 따라서 응답율

을 분석하였으며, 응답율의 집단별 차이를 검정

하기 위해서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우리나라 환경 오염에 대한 과학 교사들

의 인식과 태도

우리나라 환경 오염에 대한 중등학교 과학 교

사들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

라의 환경 오염 상태와 환경 오염 문제 개선의

주체 및 환경 정화 활동 참가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우리나라의 환경 오염 상태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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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영역 설문 내용 문항 수

1. 우리나라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과 태

도

가. 우리나라의 환경 오염 상태

나. 환경 오염 문제 개선의 주체

다. 환경 정화 활동 참가

3

2. 실험실 폐수 처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 실험실 폐수 처리 사전 교육

나. 실험실 폐수 처리 방법

다. 실험실 폐수 통 비치

3

3. 실험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 실험실 폐기물이 수질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

나. 실험실 폐 시약병 처리

다. 실험실 폐기물 처리 연수 참가

3

<표 2> 설문지의 영역 및 내용

<그림 1> 학교급별 환경 오염 상태에 대한 응답

환경 오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

하여 실시한 설문의 응답 결과를 학교급별과 성

별 및 교직 경력별로 분석하여 <그림 1～3>에

제시하였다.

<그림 1>은 중학교 과학 교사와 고등학교 과

학 교사들이 우리나라의 환경 오염 상태에 대해

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

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경 오염 상태

가 아주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중학교에서

20.2%, 고등학교에서 27.1%였다. 그리고 심각하

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교에서 59.6%, 고등학교

에서 69.0%였다. 또한, 이러한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χ2=17.99, p<0.05).

<그림 2>는 중등학교 여자 과학 교사와 남자

과학 교사들이 우리나라의 환경 오염 상태에 대

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

<그림 2> 성별 환경 오염 상태에 대한 응답

답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경 오염 상태

에 대해서 여자 교사의 24.1%, 남자 교사의

23.7%가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자 교사 60.7%, 남자 교사 67.9%

는 심각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여자 교사

의 7.1%, 남자 교사의 7.6%는 별로 심각하지 않

다고 응답했으며, 여자 교사 8.0%, 남자 교사

0.8%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χ2

=8.28, p<0.05).

<그림 3>은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의 교직 경

력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 오염 상태에 대해

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

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경 오염 상태

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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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교직 경력별 환경 오염 상태에 대한

응답

은 10년 이하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의 20.9%,

10～20년 사이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의 21.2

%, 2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의 41.2%

였다. 그리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10

년 이하의 경우 67.3%, 10～20년 사이는 69.7%,

20년 이상은 41.2%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직 경력

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χ2=13.32,

p< 0.05).

이상의 조사 결과는 환경 오염에 대해 중학교

교사들보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더 심각하게 인

식하고 있고, 여자 교사들보다는 남자 교사들이,

2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들보다는 20

년 미만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우리나라

환경 오염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러한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은 <그림 28～

33>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실험실 폐수 처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실험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이 환경 오염

방지에 대한 태도나 실천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

에서 볼 때, 이 연구 결과는 환경에 대한 교육의

방법은 학교급별과 성별 및 교직 경력에 따라 특성

에 맞게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나. 환경 오염 문제 개선의 주체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이 생각하는 환경 오염

문제 개선의 주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설

<그림 4> 학교급별 환경 오염 문제 개선의

주체에 대한 응답

문의 응답 결과를 학교급별과 성별 및 교직 경력

별로 분석하여 <그림 4～6>에 제시하였다.

<그림 4>는 중학교 과학 교사와 고등학교 과

학 교사들이 환경 오염 문제 개선의 주체에 대해

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

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4>를 보면, 중학교 교사의 50.9%, 고등

학교 교사의 55.9%가 환경 오염 개선에 자신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이 가장 많이 노력해야할 주

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중학교 교사 19.3

%, 고등학교 교사 24.4%는 기업이나 공장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정부나 행정 기관이라고 응

답한 비율은 중학교 교사 18.4%, 고등학교 교사

17.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나 언론

단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교 교사 11.4%, 고

등학교 교사 2.4%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

로도 유의미하였다(χ2=8.44, p<0.05).

중등학교 여자 과학 교사와 남자 과학 교사들

이 환경 오염 문제 개선의 주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그림 5>를 보면, 환경 오염 개선에 가장 노

력을 많이 해야 할 대상으로 여자 교사 51.8%, 남

자 교사 55%가 개인 및 가정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여자 교사 19.6%, 남자 교사 24%가 기

업이나 공장, 여자 교사 17.9%, 남자 교사 17.8%

가 정부나 행정기관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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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성별 환경 오염 문제 개선의 주체에

대한 응답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

았다(χ2=5.88, p=0.12).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의 교직 경력에 따라서

환경 오염 문제 개선의 주체에 대해서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그림 6>에 제시하였다.

<그림 6>을 보면, 환경 오염 개선에 노력을

가장 많이 해야 할 대상으로 교직 경력에 관계없

이 모두 개인 및 가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비

율은 10년 이하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는

51.4%, 10～20년 사이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는

57%, 2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는 50%로

다른 응답에 비교해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업이나 공장, 정부나 행정기관의 순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교직 경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그림 6> 교직 경력별 환경 오염 문제 개선의

주체에 대한 응답

의미하지 않았다(χ2=3.77, p=0.71).

이상의 조사 결과는 환경 오염 문제 개선의

주체는 교사의 학교급별과 성별 및 교직 경력에

상관없이 개인 및 가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중등학교 교사들이 환경 오염의

문제가 나 자신부터의 실천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

는 문제라고 바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바

른 인식에도 불구하고 과학실의 실험에서 발생

되는 폐수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응

답 결과(그림 10～27)는 바른 인식에 실천이 따

라 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 교사들의 폐수나 폐기물 처리에 대

한 보다 면밀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 환경 정화 활동 참가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이 생각하는 환경 정화

활동 참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

한 설문의 응답 결과를 학교급별과 성별 및 교직

경력별로 분석하여 <그림 7～9>에 제시하였다.

<그림 7>은 중학교 과학 교사와 고등학교 과

학 교사들이 환경 정화 활동 참가에 대해서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

를 보여준다.

<그림 7>을 보면, 환경 정화 활동 참가 의사

를 묻는 질문에서 상황에 따라 참여하겠다고 응답

한 비율이 중학교 교사의 경우 51.8%, 고등학교

<그림 7> 학교급별 환경 정화 활동 참가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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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성별 환경 정화 활동 참가에 대한 응답

교사의 경우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가 중학교 교사 32.5

%, 고등학교 교사 30.8%로 나타났으며, 참여하

지 않겠다가 중학교 교사 9.6%, 고등학교 교사

12.3%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χ2=4.08, p=0.25).

<그림 8>은 중등학교 여자 과학 교사와 남자

과학 교사들이 환경 정화 활동 참가에 대해서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

과를 보여준다.

<그림 8>을 보면, 환경 정화 활동 시 상황에

따라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자 교사는

59.8%, 남자 교사는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여자 교사

24.1%, 남자 교사 37.9%로, 여자 교사보다 남자

교사가 환경 정화 활동의 실천에서 더 적극인 태

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마음은

있으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오히려 남자

교사가 12.9%로 여자 교사 8.9%보다 높게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

미하였다(χ2=12.64, p<0.05).

<그림 9>는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의 교직 경

력에 따라서 환경 정화 활동 참가에 대해서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

를 보여준다.

<그림 9>를 보면, 환경 정화 활동 시 적극적으

로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교직 경력 10년 이

하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는 23.6%, 10～20년사

이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는 35%, 20년 이상

<그림 9> 교직 경력별 환경 정화 활동 참가에

대한 응답

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는 47.1%로, 경력이 많

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상황에

따라 참여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경력에 따라 63.6

%, 51%, 29.4%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마음은 있으나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

은 7.3%, 13%, 17.6%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러한

교직 경력별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χ2=17.48, p<0.05).

이상의 조사 결과에서 환경 정화 활동 참가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

나 여자 교사들보다 남자 교사들이 환경 정화 활

동 참가에 더 적극적이었고, 교직 경력이 많을수

록 환경 정화 활동 참가에 더 적극적이었다.

2. 실험실 폐수 처리에 대한 과학 교사들의

인식과 태도

실험실 폐수 처리에 대한 중등학교 과학 교사

들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실 폐

수 처리 사전 교육과 실험실 폐수 처리 방법 및

실험실 폐수 통 비치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실험실 폐수 처리 사전 교육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이 생각하는 실험실 폐

수 처리 사전 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

여 실시한 설문의 응답 결과를 학교급별과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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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학교급별 실험실 폐수 처리 사전

교육에 대한 응답

및 교직 경력별로 분석하였다.

중학교 과학 교사와 고등학교 과학 교사들이

실험실 폐수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그림 10>에

제시하였다.

<그림 10>을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에

관계없이 폐수 처리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

장 높았고, 반드시 한다와 안한다고 응답한 비율

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중학교 교사의 59.6%

와 고등학교 교사의 69%가 실험을 하기 전에 실

험 폐수 처리에 관한 사전 교육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중학교 교

사의 14.9%와 고등학교 교사의 22.2%가 실험 전

에 폐수 처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학교 교사 중 25.4%와 고등학

교 교사의 8.7%는 안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중학

교 교사들보다 폐수 처리에 대한 사전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χ2=12.55, p<0.05).

중등학교 여자 과학 교사와 남자 과학 교사들

이 실험실 폐수 처리 사전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그림 11>에 제시하였다.

<그림 11>을 보면, 성별에 관련 없이 폐수 처

리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그림 11> 성별 실험실 폐수 처리 사전 교육에

대한 응답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반드시 한다

와 안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여자 교사 63.1%와 남자 교사 65.9%는 실험

을 하기 전에 실험 폐수 처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여자 교사의 14.4%와 남자 교사의 22.5%

가 폐수 처리에 대해 항상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여자 교사의 22.5%와

남자 교사의 11.6%가 실험 전 폐수 처리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연구 대상 교사들 중에서

남자 교사들이 여자 교사들에 비해서 실험실 폐

수 처리 사전 교육에 더 적극적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χ2=6.40, p<0.05).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의 교직 경력에 따라서

실험실 폐수 처리 사전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그림 12>에 제시하였다.

<그림 12>를 보면, 교직 경력에 관계없이 실

험실 폐수 처리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할 때도 있

고, 안할 때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

고, 반드시 한다는 응답과 안한다는 응답은 상대

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즉, 실험 폐수 처

리에 관한 사전 교육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

도 있고 응답한 비율은 10년 이하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의 70%, 10～20년 사이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의 64.9%, 2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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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교직 경력별 실험실 폐수 처리 사전

교육에 대한 응답

교사의 45.5%로 경력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폐수 처리 사전 교육을 반드시 실

시한다는 응답 비율은 교직 경력에 따라 15.5%,

18.6%, 30.3%로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안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반드시 실시한다는 비

율과 같이 14.5%, 16.5%, 24.2%로 교직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

직 경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χ2 =6.80, p=0.15).

나. 실험실 폐수 처리 방법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이 생각하는 실험실 폐

수 처리 방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

시한 설문의 응답 결과를 학교급별과 성별 및 교

직 경력별로 분석하였다.

중학교 과학 교사와 고등학교 과학 교사들이

실험실 폐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그림

13>에 제시하였다.

<그림 13>을 보면, 중학교 교사 41.1%와 고등

학교 교사 39.7%가 교육청 및 지정된 학교에 맡

긴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희석하여 흘러 보낸다

는 비율도 중학교에서 32.1%, 고등학교에서 22.6

%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폐

기물 처리업체에 맡긴다는 응답이 교육청이나

지정 학교에 맡긴다는 응답보다 높은 29.8%로 나

타났다. 다시 말하면, 중학교 교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교육청이나 지정학교 등에 맡기거나 희

<그림 13> 학교급별 실험실 폐수 처리 방법에

대한 응답

<그림 14> 성별 실험실 폐수 처리 방법에 대한

응답

석하여 흘러 보내는 반면,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

우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 맡기거나 교육청 등

의 지정된 기관에 맡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

다(χ2=9.14, p˂0.05).
중등학교 여자 과학 교사와 남자 과학 교사들

이 실험실 폐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그

림 14>에 제시하였다.

<그림 14>를 보면, 여자 교사들의 경우에 교육

청이나 지정 학교에 맡기는 경우가 34.2%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고, 희석하여 흘러 보내는 경

우도 32.4%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자 교사들의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지정 학교에 맡기는 경우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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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교직 경력별 실험실 폐수 처리 방법에

대한 응답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25.6%였다. 반면에 자체 시

설로 처리하는 비율은 여자 교사의 경우 14.4%,

남자 교사의 경우 7.2%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χ
2=7.89, p<0.05)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의 교직 경력에 따라서

실험실 폐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그림

15>에 제시하였다.

<그림 15>를 보면, 10년 이하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들 중 가장 많은 35.2%의 교사들이 실

험실 폐수를 희석하여 흘러 보낸다고 응답한 반

면에 1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들은 교

육청이나 지정 학교에 맡겨서 처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자체 시설로 처리하는 비율

은 10～20년 사이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8.4%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고, 2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들은 15.2%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직 경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χ2

=8.99, p=0.18).

다. 실험실 폐수 통 비치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이 생각하는 실험실 폐

수 통 비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

한 설문의 응답 결과를 학교급별과 성별 및 교직

경력별로 분석하였다.

중학교 과학 교사와 고등학교 과학 교사들이

<그림 16> 학교급별 실험실 폐수 통 비치에 대한

응답

실험실 폐수 통 비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그림 16>

에 제시하였다.

<그림 16>을 보면, 실험실 폐수 통을 반드시

비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학교에서 51.8%, 고

등학교에서는 61.5%였다. 즉, 폐수 통을 비치하

는 비율이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생각나면 비치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중학교에서 11.4%, 고등학교에서 6.6%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치는 하나 모으지는 않는다

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교에서 9.6%, 고등학교에

서 11.5%였으며, 비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은 중학교에서 27.2%, 고등학교에서 20.5%로 비

슷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이 아니었

다(χ2=3.84, p=0.28).

중등학교 여자 과학 교사와 남자 과학 교사들

이 실험실 폐수 통 비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그림

17>에 제시하였다.

<그림 17>을 보면, 여자 교사와 남자 교사 모

두 반드시 비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즉, 여자 교사의 53.6%와 남자 교사의 59.5%가

폐수 통을 반드시 비치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에 생각나면 비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 교

사의 경우 9.1%였고, 남자 교사의 경우 8.7%였

다. 그리고 비치는 하나 모으지는 않는다고 응답

한 비율은 여자 교사의 경우 8.2%, 남자 교사의

경우 12.7%였다. 한편, 비치하지 않는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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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성별 실험실 폐수 통 비치에 대한

응답

한 비율은 여자 교사의 경우 29.1%였고, 남자 교

사의 경우는 19%였다. 이러한 폐수 통 비치에

대한 여자 교사들과 남자 교사들의 인식이 비슷

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χ2=3.99, p=0.26).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의 교직 경력에 따라서

실험실 폐수 통 비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그림 18>

에 제시하였다.

<그림 18>을 보면, 교직 경력에 관계없이 반

드시 비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10년 이하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53.3%,

10～20년 사이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58.9

%, 2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61.8%

가 폐수 통을 비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

<그림 18> 교직 경력별 실험실 폐수 통 비치에

대한 응답

나 비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들도 10년 이

하에서 24.3%, 10～20년 사이에서 23.2%, 20년

이상에서 23.5%로 교직 경력에 따라 큰 차이 없

이 폐수 통을 비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

러한 실험실 폐수 통 비치에 대한 인식이 교직

경력에 관계없이 비슷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

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χ2=1.93, p=0.93).

3. 실험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과학 교사들

의 인식과 태도

실험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중등학교 과학 교

사들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실 폐

기물이 수질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과 실험실 폐

시약병 처리 및 실험실 폐기물 처리 연수 참가 등

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실험실 폐기물이 수질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이 생각하는 실험실 폐

기물이 수질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의 응답 결과를

학교급별과 성별 및 교직 경력별로 분석하였다.

중학교 과학 교사와 고등학교 과학 교사들이

실험실 폐기물이 수질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그림 19>에 제시하였다.

<그림 19> 학교급별 실험실 폐기물이 수질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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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를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모두에서 실험실 폐기물이 수질 및 토양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

는 응답,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53.5%,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38%로, 중학교

의 47.4%와 33.3%에 비교해서 높은 비율로 나

타났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고등학교 교사들이

중학교 교사들에 비교해서 실험실 폐기물이 수질

및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학교급별 차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χ2=10.70, p<

0.05).

중등학교 여자 과학 교사와 남자 과학 교사들

이 실험실 폐기물이 수질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에 응답한 결과를 <그림 20>에 제시하였다.

<그림 20>을 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과학 교

사들은 실험실 폐기물이 수질 및 토양에 아주 심

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 교사의 경우 5.4%,

남자 교사의 경우 1.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여자와 남자 교사 모두 실험실 폐기물이 수

질 및 토양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

<그림 20> 성별 실험실 폐기물이 수질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

<그림 21> 교직 경력별 실험실 폐기물이 수질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

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χ2=3.53, p=0.32).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의 교직 경력에 따라서

실험실 폐기물이 수질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그림 21>에 제시하였다.

<그림 21>을 보면, 교직 경력에 관계없이 아

주 심각하거나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

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교직 경력

10년 이하의 교사의 경우,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2%, 어느 정도 영

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1%였고, 1

0～20년 사이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의 경우

에는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50%,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

한 비율이 37%였다. 그리고 2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의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영향

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44.1%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교직 경력에 상관없이 과

학 교사들은 실험실 폐기물이 토양이나 수질 오

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교직 경력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도 유의미하지 않았다(χ2=8.48, p=0.21).

나. 실험실 폐 시약병 처리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이 생각하는 실험실 폐

시약병 처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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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학교급별 실험실 폐 시약병 처리에

대한 응답

시한 설문의 응답 결과를 학교급별과 성별 및 교

직 경력별로 분석하였다.

중학교 과학 교사와 고등학교 과학 교사들이

실험실 폐 시약병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그림

22>에 제시하였다.

<그림 22>를 보면, 41.6%의 중학교 교사가 실

험실 폐 시약병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으

로 나타났고, 깨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응답

한 비율이 12.4%나 되었다. 반면에 고등학교 교

사의 경우에는 40.2%가 보관한다고 응답하였고,

깨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4.3

%에 불과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중학교 교사들보다 고등

학교 교사들이 폐 시약병을 바르게 처리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학교급별 차이가 통계

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χ2=11.49, p˂0.05).
중등학교 여자 과학교사와 남자 과학 교사들

이 실험실 폐 시약병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그

림 23>에 제시하였다.

<그림 23>을 보면, 여자 교사의 경우 그냥 쓰

레기통에 버린다고 응답한 교사가 4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은 보관한다고 응답

한 교사가 27.9%, 폐기물 업체에 맡긴다고 응답

한 교사가 20.2%, 깨어서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응답한 교사가 1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자 교사의 경우에는 보관한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 23> 성별 실험실 폐 시약병 처리에 대한

응답

이 38.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그냥 쓰레기

통에 버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31%, 폐기물 업체

에 맡긴다고 응답한 비율은 24.6%, 깨어서 쓰레

기통에 버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5.6% 순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실험실 폐 시약병 처리에 대하여

여자 교사들과 남자 교사들의 인식이 비슷하였

으며,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

았다(χ2=6.43, p=0.09).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의 교직 경력에 따라서

실험실 폐 시약병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그림

24>에 제시하였다.

<그림 24>를 보면, 10년 이하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경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

우가 32.4%, 보관하는 경우가 31.4%, 그리고 폐

<그림 24> 교직 경력별 실험실 폐 시약병 처리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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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28.4%로 서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0～20년 사이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경

우에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43.8%)와

보관하는 경우(35.4%)가 대부분이었다. 20년 이

상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응답에서 특이

한 점은 깨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비율이 나머

지 경력의 교사들에 비교해서 18.5%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교직 경력별 차이는 통

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χ2=14.11, p˂0.05).

다. 실험실 폐기물 처리 연수 참가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이 생각하는 실험실 폐

기물 처리 연수 참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

하여 실시한 설문의 응답 결과를 학교급별과 성

별 및 교직 경력별로 분석하였다.

중학교 과학 교사와 고등학교 과학 교사들이

실험실 폐기물 처리 연수 참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그림 25>에 제시하였다.

<그림 25>를 보면, 중학교 교사 59.3%와 고등

학교 교사 70.5%가 시간이 나면 참석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응답한

교사는 중학교에서 21.2%, 고등학교에서 13.2%

에 불과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폐기물 처리 연수에 대해

서 학교급에 관계없이 과학 교사들이 매우 소극

적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학교급별 차이가 통계

<그림 25> 학교급별 실험실 폐기물 처리 연수

참가에 대한 응답

<그림 26> 성별 실험실 폐기물 처리 연수 참가에

대한 응답

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χ2=3.84, p=0.28).

중등학교 여자 과학 교사와 남자 과학 교사들

이 실험실 폐기물 처리 연수 참가에 대해서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

를 <그림 26>에 제시하였다.

<그림 26>을 보면, 여자 교사와 남자 교사 모

두 실험실 폐기물 처리 연수에 대한 참석에 대해

서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여자 교사의

63.1%, 남자 교사의 67.2%가 시간이 나면 참석

하겠다고 응답했고, 마음은 있으나 참석하지 않

겠다고 응답했거나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

도 20%에 가까웠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실험실 폐기물 처리 연수

참가에 대하여 여자 교사들과 남자 교사들 모두

매우 소극적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며, 성별 차이

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χ2=2.84, p=

0.42).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의 교직 경력에 따라서

실험실 폐기물 처리 연수 참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그림 27>에 제시하였다.

<그림 27>을 보면, 교직 경력에 관계없이 시

간이 나면 참석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참석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년 이하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 10.1%, 10～

20년인 사이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 9.1%, 2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 20.6%로 나타났으

며,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0년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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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교직 경력별 실험실 폐기물 처리 연수

참가에 대한 응답

교사 6.4%, 10～20년 사이인 교사 6.1%, 20년 이

상인 교사 8.8%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실험실 폐기물 처리 연수

참가에 대하여 교직 경력에 관계없이 매우 소극

적임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교직 경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χ2=10.98, p=

0.09).

한편, 장원일(1991)은 실험폐수 및 폐기물의

문제점과 처리방안에 대한 교사 연수가 일반 연

수 과정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으나,

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것보다 연수에 대한 필요

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이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 환경 오염 상태에 대한 인식에 따른 실험

실 폐수와 폐기물 처리

우리나라의 환경 오염 상태에 대해 아주 심각

하다고 답한 교사들과 심각하다고 답한 교사들

을 ‘심각하다’로, 별로 심각하지 않다와 전혀 심

각하지 않다고 답한 교사들을 ‘심각하지 않다’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과학 교사들이 실험실 폐수

와 폐기물 처리에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가. 실험실 폐수 처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실험

<그림 28> 환경 오염 인식별 실험실 폐수 처리

사전 교육에 대한 응답

실 폐수 처리 사전 교육, 실험실 폐수 처리 방법,

실험실 폐수 통 비치 등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

석하여 <그림 28～30>에 제시하였다.

<그림 28>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교사들의 20%는 반드시 폐

수 처리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하

였고, 67.7%의 교사들은 경우에 따라 폐수 처리

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러나 환경 오염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

사들의 경우에는 65.5%가 폐수 처리에 관한 사

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

한 인식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χ2

=105.32, p˂0.05).
<그림 29>에 의하면,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교사들 중에서 75.4%의 교사들은 실험

<그림 29> 환경 오염 인식별 실험실 폐수 처리

방법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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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환경 오염 인식별 실험실 폐수 통

비치에 대한 응답

실 폐수를 폐기물 처리업체나 교육청 및 지정학

교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시설로 처리한

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

하는 교사들 중에서 실험실 폐수를 바르게 처리

하는 비율은 37.8%에 불과하였고, 62.1% 이상의

교사들은 희석하여 흘려보낸다고 응답하였다. 이

러한 인식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χ2=30.05, p˂0.05).
<그림 30>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교사들의 절반 이상(57.9%)

이 실험실에 폐수 통을 반드시 비치한다고 응답

하였으며, 비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9%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 오

염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들의 경우

에는 반드시 비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7%였

고, 비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5.5%나

되었다. 이러한 인식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

의미하였다(χ2=116.04, p˂0.05).
이상의 조사 결과들은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과학 교사들의 실험실 폐수 처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경 오염에 대

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교사들은 실험 실시

이전에 폐수 처리에 대한 사전 교육을 비교적 철

저히 시키고 있으며, 실험을 통해 생성된 폐수도

직접 하수도를 통해 배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고, 폐수의 하천 유입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

로 폐수 통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31> 환경 오염 인식별 실험실 폐기물이

수질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과학 교사들이 환경에 대

하여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나. 실험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실험

실 폐기물이 수질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 실험

실 폐 시약병 처리, 실험실 폐기물 처리 연수 참

가 등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그림 31～

33>에 제시하였다.

<그림 31>에 의하면,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교사들의 54.9%가 실

험실 폐기물이 수질 및 토양에 아주 심각한 영향

을 준다고 응답한 반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

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였

다. 그러나 환경 오염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

는 교사들의 절반 이상(58.6%)이 실험실 폐기물

이 수질 및 토양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

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인식별 차이는 통계

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χ2=150.29, p˂0.05).
<그림 32>에 의하면,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

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교사들의 58.5%가 실험

실 폐 시약병을 보관하거나 폐기물 업체에 맡긴

다고 응답한 반면에, 환경 오염이 심각하지 않다

고 인식하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20%

를 약간 넘는 20.7%에 그쳤다. 그리고 환경 오염

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들의 79.3%는

실험실 폐 시약병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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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환경 오염 인식별 실험실 폐 시약병

처리에 대한 응답

<그림 33> 환경 오염 인식별 실험실 폐기물 처리

연수 참가에 대한 응답

깨서 버린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인식별 차이

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χ2=37.14, p˂0.05).
<그림 33>에 의하면,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교사들의 86.7%가 실

험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연수에 반드시 참석하

겠다거나 시간이 나면 참석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환경 오염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41.3%에 불과하였

다. 이러한 인식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하였다(χ2=198.91, p˂0.05).
이상의 조사 결과는 실험실 폐수 처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환경 오염의 심

각성에 대한 과학 교사들의 인식이 실험실 폐기

물 처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즉, 환경 오염

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교사들은 실험

실 폐기물이 수질 및 토양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고 인식하였으며, 실험실 폐 시약병을 바르게 처

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실험실 폐기물 처

리에 관한 연수에 참가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에

게 적극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함을 잘 나타내 주

는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환경 오염 및 과학 실험실의 폐수

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등학교 과학 교사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여 244명의 중등학

교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환경 오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와 실험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

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과 태

도에서 대부분의 과학 교사들이 우리나라의 환

경 오염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특히, 중학교

교사들 보다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여자 교사들

보다는 남자 교사들이, 또 교직 경력이 증가할수

록 환경 오염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50% 이상의 과학 교사들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개인이 환경 오염 문제 개선에 가장 중요한 주체

라고 했으며, 중학교 교사들보다는 고등학교 교

사들이 환경 오염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개인의 중

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80% 이상의

과학 교사들이 환경 정화 활동 참가에 긍정적이

었으며, 고등학교 교사들이 중학교 교사보다, 남

자 교사들이 여자 교사들보다, 또 교직 경력이

많을수록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둘째, 실험실 폐수 처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에서 대부분의 과학 교사들이 상황에 따라 폐수

처리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한다고 하였으며, 중학

교 교사들보다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여자 교사

들보다는 남자 교사들이 사전 교육에 더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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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 교사

들이 실험실 폐수를 폐기물 처리업체, 교육청, 지

정학교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시설을

갖추어 처리한다고 했으나, 아직 25% 이상의 교

사들은 희석하여 흘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실험실 폐수를 희석하여 흘려보낸다는 응

답은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교사들에서 남자

교사들보다는 여자 교사들에서 더 높게 나타났

다. 또한, 실험실 폐수 통 비치에서 50% 이상의

과학 교사들이 반드시 비치한다고 하였으나, 25

%에 가까운 교사들은 비치하지 않는다고 하였

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급별과 성별 및 교직 경

력별로 비슷하여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실험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과 태

도에서, 50% 이상의 과학 교사들이 실험실 폐기

물이 수질 및 토양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 비율

은 15%를 넘지 않았다. 실험실 폐기물의 수질

및 토양에 대한 영향을 중학교 교사들보다는 고

등학교 교사들이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그리

고 40% 이상의 과학 교사들은 실험실 폐 시약병

을 깨거나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하였으며,

폐기물 업체에 맡긴다고 응답한 비율은 20% 수

준에 머물렀다. 폐 시약병 처리에 대한 태도는

중학교 교사들보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더 긍정

적이었다. 반면에 실험실 폐기물 처리 연수 참가

에 대한 질문에서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이르지 못했고, 대부분 시간이 나

면 참석하겠다고 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의 환경 오염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과학 교사들은 실험실 폐수 처리

사전 교육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폐수 처리에

있어서도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위탁 또는 자체

처리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이들은 실험실 폐

기물이 환경 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

고 있었으며, 폐 시약병을 비교적 바르게 처리하

고 있었고, 실험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나라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이 환경 오염

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실험실 폐수나 폐기물 처리에는 적극적

이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중등학교 과

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실 폐수나 폐기물 처

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특히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과학

교사들의 실험실 폐수 처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환경 오염에 대해서 과학 교사들이 바르

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

다. 그리고 실험실 폐수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연수에 대해서 중등학교 과학 교사들이 적극적

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수를 개설하기에

앞서 과학 교사들의 요구 사항과 필요 사항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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