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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concrete plan by examining effect of environ-

mental education program on Environment-friendly Attitudes in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and to testify the educational values of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The study was

carried out by 32 students, which was experimental group and by 32 students, control group,

in the sixth grade of Y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yangjung, Busan city. Both group was

found out the same quality group through the pre-test. Environmental class using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was applied to experimental group and traditional lecture

class was applied to control group. After executing post-test to each group,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y t-test using a SPSS 12.0 program. The result of post-test showed

that experimental group taken environmental class using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was

more statistically meaningful than control group taken traditional lecture class in the cognitive,

emotional, behavioral area.

As a result, in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environmental class using a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was more effective in knowledge-acquirement about the overall env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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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programs, and in fostering Environment-friendly Attitudes and behaviors than tradi-

tional lecture class. The teacher must develop efficient environment education program in

such side.

Key words :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environment-friendly attitudes

Ⅰ. 서 론

미래의 시대에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계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

다. 국가적으로 보면 선진국에서는 공해 산업을

개발도상국으로 전가하여 개발도상국이 오염되

어가고 있다. 이는 지구 대기의 순환으로 환경

오염은 전 세계로 전이되고 있다. 환경 오염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오염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

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박정자, 2003;

박진희, 2004; 이강춘, 2002; 이기용, 2003; 이학

준, 2004; 이효정, 2004; 서석필, 2001; 천혜경과

최돈형, 2007) 등의 논의에 의하면 효율적인 환

경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과정의 내용을 분석하

여 학생들을 지도하면 환경교육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의식과 태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가장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윤재옥, 2002).

환경교육은 환경 및 환경 문제와 관련된 지식

과 자연친화적인 인식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능과 태도를 갖게 하며, 실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곽홍탁과 이옥희, 2005). 그러므로 환경교육은

지식․기능․가치 등을 함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강조한 태도와 행동 교

육이어야 한다(남상준, 2004).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환경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생활

속에서 실천 위주의 행동을 요구하는 환경 요소

가 있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환경교육은 교육 과정에서 많

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현장 교사들이 환경

에 대한 인식의 차에 의해 환경교육의 효과가 미

흡한 실정이다. 이는 현장 교사들이 환경교육을

별도의 다른 교육 과정 영역이라는 인식을 함으

로써 기인한 것이라 보아진다. 즉, 환경교육에 대

한 실천 위주의 활동을 수업전 활동, 방과후 활

동(교실청소, 청소구역 청소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곽홍탁과 이옥희

(2005)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환경

에 대한 감수성이나 실천 의지가 부족하여 환경

운동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유은수(2006)

에 의하면 주변의 환경은 모든 요소들이 서로 관

련되어 작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인간은 이를

구성원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환경에 대한 인

간의 영향이 궁극적으로는 환경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특성을 교육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

다고 하였다. 또한, 김대희(1997)에 의하면 환경

사랑 실천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 자체를 환경친

화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환

경보호에 대해 실천하는 환경 사랑 운동은 어릴

때부터 습관화 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환경 사랑 실천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교 주변의 환경 사랑 실천

으로 출발해야 된다고 본다. 태도 형성기에 이루

어지는 초등학교 환경교육은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기능적 태도와 가치관, 신념이나 감수성 등

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태도와 행동이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서, 환경교육은 빠르면 빠

를수록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서우석 외,

1999). 환경교육은 환경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하

고, 환경 보전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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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의 환경교육은 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주변의 사

회 및 자연환경의 인식 과정과 연계되어 이루어

져야 하고, 다분히 생활 경험과 직결된 교육으로

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김용만,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

을 분석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과는 달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주변의 장소

를 선택해서 환경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수․학습 과정에 적

용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07년 3월 1주부터 2007년 7월 3

주에 거쳐 실험하였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은 6학년 과학과에서 환경 관련 내용을 분석하

여 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주변(교

내외)에서 실천 가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

하여 교수․학습 과정에 적용한 실험 연구이다.

1. 연구절차

초등학교 6학년 과학과 “6-1-4. 여러 가지 암

석, 6-1-5. 주변의 생물, 6-1-6. 여러 가지 기체”

단원 내용의 과제 분석 결과, “토양 산성화 체

험”, “오염 경로 찾기”, “숯을 이용한 물의 정화”,

“우리 고장의 수목, 동식물 조사”, “경남수목원

연못에서 생물 관찰”, “내가 재는 대기 오염”,

“간선 도로변의 대기오염 조사”, “깨끗한 공기는

어디 있나요?”를 개발하여 교수․과정에 적용하

였다. 실험집단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수업을 실시하였고, 통제집

단은 환경교육에 대한 요소는 지도하되 일반적

인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사전-사후 검사로 환경

친화적 태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

였다.

2. 연구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산 시내 Y초등학교 6학년 2개 반(64명)

을 선정하여 실험집단(32명), 통제집단(32명)으로

지정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환경교육 프

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이며, 종속변인은 환경친화

적 태도의 변화 점수이다. 두 집단의 사전 환경

친화적 태도에 대해 t 검증 결과, 두 집단간의

전체 점수에서 통계적(유의수준 .05)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즉 두 집단

은 동질적인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

사전 환경친화적 태도의 인지적 영역에서 실

험집단(평균=34.53, 표준편차=5.20)과 통제집단(평

균=34.44, 표준편차=5.32)과 차이에서 t=.071, p=

.943이므로 통계적(유의수준 .0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또한, 인지적 영역의 모든

하위요소에서도 통계적(유의수준 .05)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따라서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동질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사전 환경친화적 태도의 정의적 영역에서 실

험집단(평균=37.75, 표준편차=3.65)과 통제집단

(평균=37.66, 표준편차=3.44)과 차이에서 t=.106,

p=.916이므로 통계적(유의수준 .0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또한, 정의적 영

역의 모든 하위요소에서도 통계적(유의수준 .05)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동질집단임

을 알 수 있었다.

사전 환경친화적 태도의 행동적 영역에서 실

험집단(평균=36.38, 표준편차=2.37)과 통제집단(평

균=36.97, 표준편차=3.54)과 차이에서 t=.789, p=

.433이므로 통계적(유의수준 .0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또한, 행동적 영

역의 모든 하위요소에서도 통계적(유의수준 .05)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동질집단임

을 알 수 있었다.

사전 환경친화적 태도(인지적 영역+정의적 영

역+행동적 영역)에서 실험집단(평균=108.66,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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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집단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p

인지적 영역

환경 일반
실험집단 32 4.16 1.22

.892 .376
통제집단 32 4.41 1.01

공기 오염
실험집단 32 5.53 1.41

.760 .450
통제집단 32 5.78 1.21

물 오염
실험집단 32 9.75 2.95

.970 .336
통제집단 32 9.03 2.98

흙 오염
실험집단 32 5.56 .67

.722 .473
통제집단 32 5.44 .72

음식물
실험집단 32 4.66 .83

1.516 .135
통제집단 32 4.25 1.27

소음 공해
실험집단 32 6.06 1.54

.820 .415
통제집단 32 5.72 1.80

인지적 영역 하위요소 합계
실험집단 32 34.53 5.20

.071 .943
통제집단 32 34.44 5.32

*p<.05

<표 1> 환경친화적 태도의 인지적 영역에서 사전 검사 (N=64)

영역 내용 집단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p

정의적 영역

환경 일반
실험집단 32 4.03 1.53

.247 .806
통제집단 32 3.94 1.50

공기 오염
실험집단 32 10.41 2.67

.000 1.000
통제집단 32 10.41 2.67

물 오염
실험집단 32 8.63 .79

.000 1.000
통제집단 32 8.63 .79

흙 오염
실험집단 32 5.69 1.12

.337 .737
통제집단 32 5.59 1.10

음식물
실험집단 32 3.69 .86

1.043 .301
통제집단 32 3.91 .82

소음 공해
실험집단 32 5.31 1.40

.366 .716
통제집단 32 5.19 1.33

정의적 영역 하위요소 합계
실험집단 32 37.75 3.65

.106 .916
통제집단 32 37.66 3.44

*p<.05

<표 2> 환경친화적 태도의 정의적 영역에서 사전 검사 (N=64)

편차=7.63)과 통제집단(평균=109.06, 표준편차=8.01)

과 차이에서 t=.208, p=.836이므로 통계적(유의수

준 .0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동

질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3. 검사 도구

검사 도구는 환경친화적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

(이향숙, 2005 ; 윤주연, 2004 ; 이수연, 2003)에서

사용되었던 검사 도구를 기본으로 이영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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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집단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p

행동적 영역

환경 일반
실험집단 32 6.28 .92

1.274 .207
통제집단 32 6.72 1.71

공기 오염
실험집단 32 7.84 .72

.314 .754
통제집단 32 7.75 1.52

물 오염
실험집단 32 6.38 2.06

.303 .763
통제집단 32 6.53 2.06

흙 오염
실험집단 32 6.06 .25

.725 .471
통제집단 32 6.13 .42

음식물
실험집단 32 4.81 1.00

.000 1.000
통제집단 32 4.81 1.00

소음 공해
실험집단 32 5.00 .67

.190 .850
통제집단 32 5.03 .65

행동적 영역 하위요소 합계
실험집단 32 36.38 2.37

.789 .433
통제집단 32 36.97 3.54

*p<.05

<표 3> 환경친화적 태도의 행동적 영역에서 사전 검사 (N=64)

영역 집단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p

인지적 영역
실험집단 32 34.53 5.20

.071 .943
통제집단 32 34.44 5.32

정의적 영역
실험집단 32 37.75 3.65

.106 .916
통제집단 32 37.66 3.44

행동적 영역
실험집단 32 36.38 2.37

.789 .433
통제집단 32 36.97 3.54

환경친화적 태도
실험집단 32 108.66 7.63

.208 .836
통제집단 32 109.06 8.01

*p<.05

<표 4> 환경친화적 태도에서 사전 검사 (N=64)

가 수정․보완한 검사도구인 인지 영역(14개 문

항), 정의적 영역(14개 문항), 행동적 영역(14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표 5).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에서의

각 영역은 “환경 일반”, “공기 오염”, “물 오염”,

“흙 오염”, “음식물”, “소음 공해”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5단계의 Likert 척도이고, “매우 그렇다”,

“거의 그렇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분하여 5, 4, 3, 2, 1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본 환경친화적 태도 검사의 전체적인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계수는 .802이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험집단과

일반적인 수업을 한 통제집단에 대하여 환경친

화적 태도 검사를 사전-사후에 t검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고 종속변인은 환경친화적 태도 검사 점수이다.

자료의 모든 통계 처리는 통계 패키지인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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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전체 42문항)
내용 문항번호

인지적 영역

(14개 문항)

환경 일반 1, 2

공기 오염 3, 4, 5

물 오염 6, 7, 8

흙 오염 9, 10

음식물 11, 12

소음 공해 13, 14

정의적 영역

(14개 문항)

환경 일반 15, 16

공기 오염 17, 18, 19

물 오염 20, 21, 22

흙 오염 23, 24

음식물 25, 26

소음 공해 27, 28

행동적 영역

(14개 문항)

환경 일반 29, 30

공기 오염 31, 32, 33

물 오염 34, 35, 36

흙 오염 37, 38

음식물 39, 40

소음 공해 41, 42

<표 5> 환경 태도 검사 문항 구성

12.0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Ⅲ.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초등학교 과학과 6학년 1학기 교과서에서 다

음과 같이 환경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그 내

용과 관련하여 실천 가능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초

등학교 교사 3명, 환경 관련 전문가 1명으로 전

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내

용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환경교

육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표 6>의 교육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환

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수․학습 과정에

연구내용 설정

자료수집, 주변환경 조사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최종프로그램 검증

최종프로그램 개발

교육 과정, 탐구내용 분석자유탐구

예비프로그램 수정예비탐구

<그림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

적용하였다(표 7).

2. 환경교육 프로그램 적용

본 환경교육 프로그램 적용 수업은 과학과 교

육 과정과 연계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부산․경

남 인근의 환경교육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탐

구하는 수업 및 실험 위주의 환경 수업 진행을

위한 지도 방안을 개발한 것이다. 과학교과의 내

용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이 실천적이고 현장 적용

이 가능한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1차시에서는 토양의 산성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및 조사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미리 채취하

여 말린 흙(논흙, 밭흙, 산흙, 개울 흙)을 제공하

여 학생들이 직접 나무 방망이로 흙을 분쇄하고,

이를 2mm의 체로 쳐서 통과한 흙을 시료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MBL(Microcomputer-

based Laboratory) 기기(센스)를 사용하여 각 흙

의 시료를 2회씩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각 흙의 산성화 정도를 pH 척도 기준에 의해

비교하게 하였다.

또한, 일반 흙(중성에 가까운 흙)에 산성용액

을 섞어서 pH 센서로 측정하고, 염기성 용액을

섞어서 pH 센서로 흙의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산성 용액의 양이 많아짐으로써 흙의 산성화 정

도는 심해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다.

2차시에는 32명의 학생들에게 시험관(16명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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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학년 내용요소

내용

자연

환경

인공

환경
인구

산업화

도시화
자원

환경

오염

환경

보전

대책

환경

위생

환경

윤리

건전한

소비

생활

과학 6-1

․여러 가지 암석 ◎ ◎ ◎

․주변의 생물 ◎ ◎ ◎ ◎

․여러 가지 기체 ◎ ◎ ◎ ◎

<표 6> 과학과의 환경 교육 관련 내용 분석

교과

내용
세부내용(차시) 학습활동 탐구방법

6-1-4.

여러

가지

암석

토양 산성화 체험

(1차시)

흙의 채취 및 조제 관찰, 분류

흙의 종류에 따른 pH 측정(논흙, 밭흙, 산흙, 개울 흙, 기타) 측정

산과 염기를 가한 후의 pH 변화 조사 측정

오염 경로 찾기

(2차시)

오염 경로 인식 조사

오염 경로 추적 예상, 추리

오염 결과 예측 예상, 추리

숯을 이용한 물의

정화

(3차시)

숯의 성질을 이용하여 색소 분리하기 측정, 분류

흐려진 물 정화하기 탐색, 측정

숯가루(활성탄)을 넣은 후 정화하기 탐색, 측정

6-1-5.

주변의

생물

우리 고장의 수목

(4차시)

화지공원(부산 양정동 소재)내 수목 관찰 관찰

맑은 공기 느껴보기 문제 인식

우리 고장 수목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 알아보기 문제 인식

동식물 조사

(5차시)

화지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 조사 조사, 분류

화지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 조사 조사, 분류

동물과 식물은 어떻게 도우며 살아갈까? 예상, 결론 도출

경남수목원 연못

에서 생물 관찰

(6차시)

연못의 전체 모습 스케치하기 관찰, 조사

관찰할 곳을 그림위에 나타내기 관찰, 조사

관찰한 생물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기 관찰, 자료 해석

6-1-6.

여러

가지

기체

간선 도로변의 대

기오염 조사

(7차시)

대기 오염 조사판 만들기 자료 해석

대기 오염 측정할 장소(학교 주변)에 조사판 설치하기 조사, 관찰

각 지역(학교 주변)에 따른 대기오염도 비교하기 조사, 관찰

깨끗한 공기는 어

디 있나요?

(8차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이산화탄소의 양 측정하

기(MBL 기기 사용)

조사, 관찰,

문제 인식, 분석

화지 공원에서 이산화탄소 측정하기(오전 10경) 관찰, 조사, 해석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과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

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상, 추리,

결론 도출

내가 재는 대기

오염

(9차시)

학교 주변(자동차가 다니는 대로변)의 공기 오염도 조사하

기(이산화탄소 양 측정)
조사, 측정, 해석

교실에서 공기 오염 측정 조사, 측정, 해석

학교 수목원에서 오염 측정하기 조사, 측정, 해석

<표 7> 차시별 학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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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프로그램

( )초등학교 ( )학년 이름( )

1. 주제 : 토양의 산성화 체험

근래에 들어 산성비가 내림으로써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 정도를 알아보자. 특히 토양의 산성화로 인해 여러

가지 농작물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흙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되었는지 산성과 염기성의 물질을 토양

에 투입하여 pH를 조사해 보고, 실제 여러 가지 흙의 종류를 채취하여 산성화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보자.

2. 준비물

여러 곳의 흙(10곳), MBL 기기의 pH 센서 1개(컴퓨터 포함), 증류수, 산성용액(50ml), 염기성 용액(50ml),

스포이드 2개

3. 탐구과정 및 결과

가. 흙의 채취 및 주제

① 부산 근교의 종류가 다른 10곳의 흙을 채취한다(지표면을 긁어내고 30cm 깊이에서 채취한다.).

② 흙을 깨끗한 종이 위에 얇게 펴서 1주일 동안 잘 말린다(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둔다.).

③ 측정할 수 있도록 분쇄하여 시료를 만든다.

나. 흙의 종류에 따라 pH 측정

① MBL 센서를 영점(pH 7.0)으로 조정한다.

② 시료 10g을 100mL 비커에 넣어 증류수(50mL)를 가하여 교반기로 1시간 동안 계속 저어준다.

③ MBL센서로 측정한다(수치를 실시간으로 그래프를 그린다).

흙의 종류
논흙 밭흙 산흙 개울 흙 기타

장소

pH

④ 어떤 흙의 경우 산성화가 많이 이루어졌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 산과 염기를 가한 후의 pH 변화

① 물에 산과 염기를 가했을 때 pH 변화와 비교해 보자.

② 흙에는 어떤 작용이 있을까?

※ 참고자료

흙은 일종의 콜로이드로서 전기적 이중층을 이루고 있다. 콜로이드 입자의 표면은 음전하를 띠고 있어 양이

온들이 둘러싸고 있다. 이 양이온들은 불가동 수분층과 가동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동층은 치환성 양이온

으로 되어 있다. 양이온 치환 용량이 큰 콜로이드 입자는 수소 이온에 대한 완충 능력이 큼을 알 수 있다. 양

이온 치환 용량은 염기 치환 용량이라고도 하며, 치환성 양이온의 총량을 당량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통 흙

100g에 대한 당량(me/100g)으로 표시되며, 이는 일정량의 흙이 가지는 음전하의 양과 같다.

<표 8> 환경교육 프로그램(예시)

을 미리 준비하고, 번호를 붙인 후 각 시험관에

물의 일정량을 넣으며 하나의 시험관에는 같은

양의 1% NaOH 수용액을 넣고, 학생들 개개인이

어떤 시험관 하나를 선택하여 자기의 시험관 번

호를 기록하여 두게 한다. 다른 한 사람을 선택

하여 두 사람의 시험관 내용물을 섞었다가 다시

같은 양으로 나누고 선택한 사람의 시험관 번호

를 기록한다. 선택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과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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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을 2회 더 실시한다. 섞인 모든 시험관의

번호를 기록한다. 페놀프탈레인을 최종 시험관에

넣어본다. 핑크색 시험관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

다. 학생들에게 협의로 오염원을 찾도록 한다. 결과

토의는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되었는가?”, “한 사람

의 오염이 전체로 번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

릴까?”, “누가 오염원일까?”로 토의하게 하였다.

3차시에는 여과 장치를 꾸며 100mL 비커에

따뜻한 물을 반쯤 붓고 색소가 들어있는 물질(흑

설탕)을 10g 정도 녹인 다음 용액을 절반 정도를

거름종이로 여과시켜 비커에 받아서 살펴보게 한

다. 색소를 넣은 용액의 색깔과 거름종이를 통과

한 용액의 살펴보게 한다. 앞의 과정에 남은 용

액에 10g 정도의 숯가루를 넣고 혼합시켜 거름

종이를 이용하여 여과시킨다. 거름종이를 통과한

용액의 색깔을 살펴본다. 비눗물과 합성세제를

사용한 물에 대해서도 실험을 한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숯가루를 넣기 전후의 거름종이를 통과

한 용액의 색깔을 비교하게 한다. “색소가 들어

있는 용액의 색은 무엇에 의해 없어졌는가?”,

“비눗물과 합성세제를 사용하였을 경우, 숯은 어

떤 역할을 하는가?”, “물에 붉은 색이나 푸른색

색소가 들어 있을 때 숯가루를 사용하면 색소를

제거할 수 있을까?”, “숯가루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숯가루 대신 숯 덩어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등으로 토의를 하게 한다.

4차시에는 Y초등학교 주변의 화지공원을 찾

아서 수목을 관찰하는 수업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와 오리나무 등을 살펴보고, 그 나무 밑에

서 심호흡을 하여 맑은 공기를 느껴보게 하는 시

간을 가졌다. 또한, 이러한 수목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좋은 이로운 점을 무엇일까를 토의하게 하

는 시간으로 유도하였다. 학생들이 푸른 나무사

이로 뛰어 놀게 하여 숲속의 맑은 공기를 흠뻑

젖어들게 할 수 있었다.

5차시에는 화지공원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

식물 조사를 조별로 탐구하게 하였다. 작은 벌레

를 찾아내느라 여염이 없었다. 학생들은 식물에

도 관심이 많았지만, 조그만 동물을 찾는데 더욱

관심이 많았다. 때마침 청설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몰려들어 야단법석이 되었다. 학

교 인근의 화지공원에서 자연의 신선함을 느껴

보게 하기 위한 시도였다.

6차시에는 야외 체험 학습으로 진행된 수업이

었다. 생물 관찰을 위해 경남수목원으로 현장 체

험 학습장을 선정하여 체험하는 시간을 정했다.

이 곳 연못에서 서식하고 있는 잉어, 금붕어, 장

구애비 등의 수서동물과 연꽃, 부들 등의 수서

식물에 대해 관찰하게 하였다. 깨끗한 연못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물을 보면서 생물이 자랄 수 있

는 환경은 깨끗한 물과 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보게 하는 학습시간으로 유도하였다.

7차시에는 학교 주변의 대기 오염에 대해 조

사판으로 측정해 보는 것이다. 대기 오염 조사판

(미리 만든 것-반지름 10mm 원판에 꽂이대(1m)

로 고정하여 만든 것)의 양면에 바셀린을 골고루

바른다. 이 조사판을 학교 주변 지역에 설치하고

그 장소와 시간을 기록한다. 12시간 후 설치한

조사판을 수거하여 현미경(돋보기)으로 관찰하여

대기 오염도를 비교해 보게 한다. 오염도가 가장

심한 장소와 오염도가 가장 약한 장소가 어디인

지 알아보고, 왜 그 두 곳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

에 대하여 토의하게 하였다.

8차시에는 깨끗한 공기는 어디 있나요? 라는

주제로 학교 주변의 이산화탄소의 양을 조사하

는 것이다. 학교 인근 도로변, 화지 공원에서 깨

끗한 비닐봉지에 공기를 채취하여 MBL 기기로

측정하였다. 학교의 도로변과 화지공원에서의 이

산화탄소의 양 차이가 많음을 알고, 환경 오염

(공기 오염)의 심각함을 알게 하였다. 깨끗한 공

기가 있는 곳과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

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하여 토의하게 하였다.

9차시에는 8차시에 이어 학교 주변, 일반 교

실, 특수 교실(과학실, 체육실 등), 학교 수목원

등에서 조별 활동으로 공기의 오염도를 측정해

보게 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환경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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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사후 t 검증을 실시하였다.

1. 환경친화적 태도의 인지적 영역에 대한 검

사 결과

환경친화적 태도의 인지적 영역의 하위 영역

(환경 일반, 공기 오염, 물 오염, 흙 오염, 음식물,

소음 공해)에 대한 검사 결과는 <표 9>와 같다.

환경친화적 태도의 인지적 영역(환경 일반, 공

기 오염, 물 오염, 흙 오염, 음식물, 소음 공해)에

서는 통계적(유의수준 .05)으로 유의미한 차이

(p<.05)가 있어 환경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환경친화적 태도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검

사 결과

환경친화적 태도의 정의적 영역(환경 일반, 물

오염, 흙 오염, 음식물, 소음 공해)에서는 통계적

(유의수준 .05)으로 유의미한 차이(p<.05)가 있어

환경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역 내용 집단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p

인지적 영역

환경 일반
실험집단 32 6.84 1.816

2.651 .010*
통제집단 32 5.72 1.576

공기 오염
실험집단 32 9.91 3.00

2.667 .010*
통제집단 32 7.97 2.81

물 오염
실험집단 32 11.97 1.66

2.902 .005*
통제집단 32 10.28 2.84

흙 오염
실험집단 32 7.47 1.37

2.719 .008*
통제집단 32 6.53 1.39

음식물
실험집단 32 7.19 0.74

3.802 .000*
통제집단 32 5.81 1.91

소음 공해
실험집단 32 7.97 1.60

2.453 .017*
통제집단 32 6.78 2.22

인지적 영역 하위요소 합계
실험집단 32 51.35 9.07

3.297 .002*
통제집단 32 43.09 10.87

*p<.05

<표 9> 환경친화적 태도의 인지적 영역에서 사후 검사 (N=64)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정의

적 영역(공기 오염)에 대해서는 통계적(유의수준

.0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p>.05)으로 나

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환경교육 프로그

램이 정의적 영역(공기 오염)에 효과가 없는 것

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의적 영역의 전체적인

요소에서는 통계적(유의수준 .0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환경친화적 태도의 정의적 영

역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환경친화적 태도의 행동적 영역에 대한 검

사 결과

환경친화적 태도의 행동적 영역(환경 일반, 공

기 오염, 물 오염, 흙 오염, 소음 공해)에서는 통

계적(유의수준 .05)으로 유의미한 차이(p<.05)가

있어 환경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행동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정의적 영역인(음식물)에 대해서는 통계적(유의

수준 .0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p>.05)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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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집단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p

정의적 영역

환경 일반
실험집단 32 6.84 1.82

2.650 .010*
통제집단 32 5.72 1.57

공기 오염
실험집단 32 11.69 1.20

1.403 .166
통제집단 32 11.09 2.07

물 오염
실험집단 32 11.38 2.32

2.373 .021*
통제집단 32 9.97 2.42

흙 오염
실험집단 32 7.69 2.02

2.197 .032*
통제집단 32 6.53 2.18

음식물
실험집단 32 6.84 2.81

2.403 .019*
통제집단 32 5.19 2.71

소음 공해
실험집단 32 7.84 1.71

2.635 .011*
통제집단 32 6.66 1.89

정의적 영역 하위요소 합계
실험집단 32 52.28 27.84

2.870 .006*
통제집단 32 45.16 23.90

*p<.05

<표 10> 환경친화적 태도의 정의적 영역에서 사후 검사 (N=64)

영역 내용 집단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p

행동적 영역

환경 일반
실험집단 32 7.94 0.25

4.786 .000*
통제집단 32 6.66 1.49

공기 오염
실험집단 32 11.35 2.74

2.498 .015*
통제집단 32 9.69 2.56

물 오염
실험집단 32 10.32 3.04

2.144 .036*
통제집단 32 8.69 3.02

흙 오염
실험집단 32 6.63 0.94

2.691 .009*
통제집단 32 6.00 0.92

음식물
실험집단 32 4.81 1.00

.000 1.000
통제집단 32 4.81 1.00

소음 공해
실험집단 32 6.53 1.41

2.573 .012*
통제집단 32 5.59 1.50

행동적 영역 하위요소 합계
실험집단 32 47.56 7.31

3.061 .003*
통제집단 32 41.44 8.64

*p<.05

<표 11> 환경친화적 태도의 행동적 영역에서 사후 검사 (N=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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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집단유형 N 평균 표준편차 t p

인지적 영역
실험집단 32 51.35 9.072

3.297 .002*
통제집단 32 43.09 10.87

정의적 영역
실험집단 32 52.28 27.84

2.870 .006*
통제집단 32 45.16 23.90

행동적 영역
실험집단 32 47.56 7.31

3.061 .003*
통제집단 32 41.44 8.64

환경친화적 태도
실험집단 32 151.19 25.19

3.180 .002*
통제집단 32 129.69 28.78

*p<.05

<표 12> 환경친화적 태도에서 사후 검사 (N=64)

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행동적 영역(음식물)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행동적 영역의 전체적

인 요소에서는 통계적(유의수준 .05)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교

육 프로그램 적용이 환경친화적 태도의 행동적

영역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환경친화적 태도 검사 결과

환경친화적 태도(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에서는 통계적(유의수준 .05)으로 유

의미한 차이(p<.05)가 있어 환경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 장소를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적용으로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한 결과, 인지적 영역의 하위 요소인 ‘환경 일반,

공기 오염, 물 오염, 흙 오염, 음식물, 소음 공해’에

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이는 평소에 재량 활

동 시간 등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

는 결과이기도 하다. 즉 ‘우리나라에 대한 환경 오

염은 심각하다’, ‘나는 환경 오염의 종류를 잘 알고

있다’, ‘물이 부족해 고통 받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다’ 등과 같이 쓰레기, 오염된 공기, 샴푸, 물 부

족, 재활용, 농약, 시끄러운 소리 등의 환경에 관

련된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량 활

동 등의 시간에 학습이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 주변 장소를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적용으로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한 결과, 정의적 영역의 하위 요소인 ‘환경 일

반, 물 오염, 흙 오염, 음식물, 소음 공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으나, ‘공기 오염’의 요소에

서는 환경친화적 태도 함양에 효과가 없었다. 이

는 실험한 대상 학교가 물과 흙에 대한 오염 장

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며, 급

식으로 인하여 음식물 찌꺼기를 남기지 않기 운

동을 하고 있는 학교의 방침으로 나타난 결과이

다. 또한, 교사(건물)가 ‘ㄷ’자 형이며, 대로변에 3

면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소음에 대

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기

도 하다. 그러나 ‘공기 오염’의 질문인 ‘환경 문제

에 대하여 걱정한다’의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들

과 다른 일반시민들이 다같이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 주변 장소를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적용으로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한 결과, 행동적 영역의 하위 요소인 ‘환경 일

반, 공기 오염, 물 오염, 흙 오염, 소음 공해’에서

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는 환경교육을 통

하여 실천 가능한 요소를 프로그램화 시켰기 때

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음식물’의 요소인

‘나는 음식을 먹을 때 남기지 않고 다 먹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엄마에게 음식을 할 때 먹을 만

큼 요리하시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다’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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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학급의 급식 방식이 뷔페식으로 자신이 먹

을 만큼만 음식물을 섭취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아진다.

환경 문제의 해결은 전 세계적인 당면 과제이

며, 그 결과로 학교교육에서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정철, 2007; 김용근, 2002).

이러한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환경교육은 나만

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적인 사고로 생각하고 행

동해야 하는 필연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교육에서

출발해야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환경 운동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 주변 장소를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환경 의

식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 결과

(손미경, 2005; 이향숙, 2005; 이수연, 2003; 나영

환, 2003)와도 일치한다. 환경교육의 궁극적인 목

적으로는 책임 있는 의사 결정과 시민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소양 육성(Roth, 1992; Hungerford

et al., 1996; Simmons, 1995)이라는 것을 강조하

고 있음을 볼 때, 교과와 연계한 환경교육이 필

요하다는 견지에서 본 연구도 하나의 환경교육

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Ⅴ. 결 론

환경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

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주변의 장소에서 적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적용 수업은 환경에 대한 인지적 영역

에 효과가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 근접한

생활공간을 환경교육 장소로 선정하여 실시하였

으므로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학생들

의 환경에 대한 개념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었

다고 본다.

둘째, 학교 주변의 장소에서 적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적용 수업은 환경에 대한 정의적 영역

에 효과가 있었다. 이는 평소에 인근한 곳(화지

공원, 학교 대로변)에서 야외 수업(미술, 실과

등)으로 활용하는 장소를 환경교육의 장소로 선

정하여 환경 사랑 활동을 전개하였으므로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체험으로 인하여 정서적 함양

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셋째, 학교 주변의 장소에서 적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적용 수업은 행동적 영역에 효과가 있

었다. 이는 주별에 따른 학교 봉사반 운영 주간

에는 학교 인근의 장소에서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어 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생활의 일과로 인식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봉사 활동이 환경 사

랑의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학교 주변의 장소에서 적합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 적용 수업은 환경친화적 태도 함

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 주변

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고, 인식

된 환경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 가

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

었다. 이러한 환경 사랑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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