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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and mental models of the 

environment. A total of 192 students were sampled from a university of Gyoungbuk area. The 

environmental task was administrated to students drew a picture of an environment and ex-

plained their draw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major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perceived an environment from a comfortable environment. Second, five mental models emer-

ged from a content analysis of students' responses about environmental drawing. Third, the 

dominant model was mental model 4, the environment as a place where animals, plants, and 

humans live. This means that the majority of students perceived a ‘relation’ rather than ‘ob-

jects’ views of the environment. Therefore, undergraduate students' conceptualizations about 

environment depends on a view or mental models of the environment which places humans in 

a sustaining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 and its natural resource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environmental education are discussed. 

Key words : mental models, perceptions, drawing task, environmental education



학생들의 환경에 한 인식과 정신 모형  69

Ⅰ. 서 론

지구온난화와 이상 기후 등의 지구 환경 기

에 한 심의 증가는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한  지구  노력과 더불어 지역 사회와 개인

의 환경 보 에 한 능동 인 참여와 실천을 요

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문제의 기 극복을 

해 학교 교육에서는 미래 세 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에게 환경 소양을 길러주고, 나아가 환경

에 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 태도 등을 갖추도

록 하기 해 학교 별로 다양한 형태의 환경교

육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 환경교육은 제 4차 교육과정

부터 환경 련 내용이 교과에 반 , 수록되기 

시작하 으며, 제 6차 교육과정부터는 등학교에

서는 재량활동, 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교

과로 ‘환경’ 과목을 신설하여 학교 환경교육 활성

화를 해 지속 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학의 경우에는 환경교육 련 공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부분의 환경교육은 교

양 강좌를 심으로 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교육을 학에서 가르치는 문제는 장차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을 보

하고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

게 될 학 교양인들이 환경에 한 올바른 인식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당 성과 련이 있는 

요한 문제이다(신 덕, 1993). 환경교육의 목

을 환경 으로 소양 있는 민주 인 시민을 기르

는 데 가치를 둔다면, 환경교육은 유아․ ․ ․

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 진출을 한 직

업교육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을 

두고 있는 학 차원에서의 환경교육 한, 요

한 가치를 갖는다. 

1990년 이 까지 우리나라의 학 환경교육은 

환경 리 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만 역 을 

두어 왔으며(이필렬 등, 1994), 기의 학 환경

교육에 한 일반인의 인식 한, 환경 문제가 

자연과학이나 공학 등의 자연계에 속하는 것으

로만 생각되어져 왔다(신 덕, 1993). 그러나 최

근의 학 환경교육은 ‘지속가능발 ’ 개념의 확

산에 따라 자연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사

회과학 분야를 포함하는 통합  에서의 환경 

련 강좌들이 학의 교양 과정으로 운 되고 있다. 

학을 포함하는 학교 환경교육이 교육을 통

해 환경 문제에 한 올바른 이해와 환경 문제 

극복을 한 환경 친화 인 삶에 목표를 둔다면, 

우선 으로 교육 상자인 학생들이 환경을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해 이해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환경교육 연구는 학생들

의 환경 문제와 환경 이슈에 한 지식, 환경에 

한 인식과 태도, 행동 등에 을 두었으며, 

환경에 한 개념 연구는 었다(Shepardson, et 

al., 2007). 한, 부분의 연구들은 ․ ․고

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오존층, 산성비, 온실

효과 등의 환경 문제에 한 개념(conceptions)

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오개념(miscon-

ceptions)을 밝히는 데 심을 두었고, 정작 학생

들이 학생들이 환경을 어떤 의미로 인식하고 있

는지에 한 개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Rickinson, 2001). 더욱이 학교 환경교육이 최

종 으로 실시될 수 있는 최종 단계인 학생들

에 한 연구 한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 환경교육이 학생들의 환경과 환경 문제

에 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 친화 인 시민을 

길러 내고자 한다면, 기본 으로 학생들이 환경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에 한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한다(Shepardson, et al., 2007). 이러한 학

생들의 환경에 한 개념화는 학생들의 성장 배

경이나 일상의 개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환

경 수업에서 학생 개개인은 각기 다른 환경에 

한 개념을 가질 수 있다. 즉, 학생들은 환경에 

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이나 개념, 과거의 

경험에 기 하여 환경 상을 설명하거나 측한

다. 환경에 한 개념 연구는 개념화(conceptuali-

zations), 개념 모형(conceptual model), 정신 모

형(mental model) 등의 용어로써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Loughland et al., 2002, 2003a, 2003b; 

Shepardson, 2005; Shepardson et al., 2007). 

일반 으로 정신 모형은 외부 세계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된 내 인 표상으로 알려져 있

으며(Libarkin et al., 2003), 특정 시간에 특정 상

황에 한 정지된 의 이미지가 아니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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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 되는 사건을 보는 방식으로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을 의미한다(Franco et al., 1999).

환경에 한 개념 연구로 Wals(1994)는 도시

의 등학생들이 환경을 동물과 식물로 구성되

는 원시 인 환경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Payne 

(1998)은 호주 등학생들이 환경을 인간의 활동

에 의해 향을 받거나 변형되지 않은 장소, 즉 

생물과 무생물로 구성된 원시 환경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Shepardson 등(2002)은 호주 ․

학생들이 환경을 생물이 살아가는 장소로 개념

화하거나, 환경이 인간과 상호 의존 인 계라고 

개념화하고 있으며, 한, Shepardson 등(2003b)

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부분이 환경을 인간

과 환경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계(relation)

의 개념이 아니라, 생물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상(objects)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Loughland 등(2002)은 호주 ․ 등학생의 

환경에 한 개념화를 순수한 자연으로써의 환

경, 생물이 있는 장소, 생물과 사람을 포함하는 

장소, 사람을 한 환경, 사람을 포함하는 환경, 

사람과 환경은 상호 계를 가지고 있다는 6가지 

개념으로 분류하 다. 최근 Shepardson(2005)과 

Shepardson 등(2007)은 부분의 학생들이 환경

을 인간과 분리되어 있는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

는 장소로 개념화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국내 연

구로는 김윤지와 정진우(2007)가 비교사 41명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부분은 환

경을 인간에게 주거와 자원 등을 제공하는 수단

으로 개념화하거나, 환경을 동물과 식물이 살아

가는 자연 공간, 그리고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자연 공간으로 개념화하고 있음을 밝

힌 바 있다. 환경에 한 정신 모형의 연구는 학생

들의 환경 수업에 한 출발 을 깊이 있게 이해

함으로써 환경교육이 궁극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환경에 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 형성을 

진하는 데 기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간 단계이며,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육

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환경에 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정신 모형을 조사함으로써 학생들의 

환경에 한 기본 인 인식을 살펴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모형이 환경의 개념  정의와

는 어떤 차이 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 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학생들의 환경에 한 인식과 정신 모형을 조

사하기 하여 경북 소재 A 학 192명을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표 1). 연구 상자 에서 인문

계열은 81명(42.2%), 자연계열은 111명(57.8%)이며, 

연구 상자들은 이 연구를 수행하기 이 에 2개월 

동안 환경 련 수업을 받은 이 있는 학생들이다. 

2. 연구 방법

학생들의 환경에 한 인식과 정신 모형을 

조사하기 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인식

하는 환경에 한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도록 

하 다. 학생들의 개념 연구에서 그리기 과제의 

활용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김

명균․정철, 2007; 김윤지․정진우, 2007; 정진우 

등, 2007; Hoese & Casem, 2007; Johnson & 

Reynolds, 2005; Meredith, 2004; Scherz & Oren, 

2006). 통 으로 개념이나 인식 조사 연구는 리

커트 척도 형태의 설문지를 이용한 정량  연구

나 임상 면담과 같은 정성  연구로 수행되어 왔

으나, 이러한 연구 방법은 학생들의 언어  능력

에 따라 응답 결과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문제 이 제기되었다(Scherz & Oren, 2006). 

<표 1> 연구 상자 수  (단  : 명)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인문 계열 60 13 3  5  81

자연 계열 34 32 21 24 111

계 94 45 24 29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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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개념 조사에서 그리기 과제(drawing 

task)는 연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어떤 상에 

한 학생들의 태도를 이해하는 창(window)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을 심층 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Scherz & Oren, 2006), 학

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효과 으로 나타낼 수 있도

록 진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Rennie & Jar-

vis, 1995). 더욱이 그리기 과제는 언어  의사소

통의 방법에 비해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 데 더

욱 유용하다는 장 이 있다(Dove et al., 1999). 

이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들에게 ‘환경’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한 후, 나타낸 그림이 왜 환경을 의

미하는지를 로 설명하도록 하 다. 비 연구 

단계로 학교 1학년 5명을 상으로 비 검사

를 실시하여 질문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 다. 연구 상자들의 검

사에서는 환경에 한 개념을 그림과 로 표

하도록 할 때, 상자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편

안한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연구 상자 192명은 자신이 생각하는 환경의 

연구자 분석 기

Loughland et al. (2002, 2003a, 2003b)

 A. 상(objects)으로서의 환경

   개념 1. 장소로서의 환경

   개념 2. 생물이 있는 장소로서의 환경

   개념 3. 생물과 사람을 포함한 장소로서의 환경

 B. 계(relations)로서의 환경

   개념 4. 사람을 한 환경

   개념 5. 사람은 환경의 일부이며, 환경을 돌볼 책임이 있음

   개념 6. 사람과 환경의 상호 계

Shepardson et al. (2007)

 모형 1. 동식물이 살아가는 장소, 자연 인 장소

 모형 2.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자원으로서의 환경

 모형 3. 인간에게 향을 받거나 변화된 장소

 모형 4. 동식물과 인간이 살아가는 장소

Present study

 모형 1. 동식물이 살아가는 장소, 자연 인 장소

 모형 2.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자원으로서의 환경

 모형 3. 인간에게 향을 받거나 변화된 장소

 모형 4. 동식물과 인간이 살아가는 장소

 모형 5. 사회  규범이 있는 장소

<표 2> 환경에 한 정신 모형 분석을 한 기  

의미를 상징 인 기호로 나타내고, 그림의 의미

를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환경에 한 인

식과 정신 모형을 구체화하 으며, 그림의 분석에

는 환경교육 공 석사과정 3명이 참여하여 그림

의 분석에 요구되는 합의된 기 을 도출하 다. 

3. 분석 기

환경에 한 학생들의 인식과 정신 모형을 

분석하기 해 연구 상자들의 그림을 정성 인 

방법으로 분석하 다. 환경에 한 인식 조사를 

한 분석 기 은 그리기를 통한 환경 인식 연구

(김명균․정철, 2007; Shepardson, 2005)에서의 

분석 기 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으며, 정신 

모형을 조사하기 한 분석 기 은 Loughland 등

(2002, 2003a)과 Shepardson 등(2007)의 분석 방

법을 참조하고,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이 연구에 필요한 분석 기 을 도출하 다(표 2).

환경에 한 정신 모형의 분석 기 은 환경에 

한 개념  정의에 기 하 다. 환경에 한 개

념  정의를 살펴보면, 제 7차 학교 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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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는 환경을 ‘우리 인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요소들로써 인간은 환경의 일부이다’

로 정의하고 있으며(교육부, 1999), 남상 (1995)

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자연 , 인공  요소 

 그들간의 상호작용의 총체에 한 모든 정보

(남상 , 1995)’로 정의하고 있다. , 다른 정의로 

이도원 등(2001)은 ‘환경은 인간  유기체와 생명 

부양(life support)으로서의 자연을 상호 유기 으

로 악하고자 하는 생태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생

명을 부양하는 모든 과정에는 인간이 아닌 동물, 식

물, 미생물과 같은 유기체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Shepardson 등(2007)은 환경에 한 정신 모

형으로 인 인 시스템으로서의 인간계, 자연

인 시스템으로서의 자연계, 자연계와 인간의 행

동이 계를 맺는 과정인 3가지 상호 의존  요

소와 환경 사건, 문제, 이슈로 구성되는 모형을 

제시하 다. 이 모형에서 선은 환경의 역동

인 변화를 표 하는 것으로 요소들간의 계가 

정 이 아님을 나타낸다. 

환경에 한 인식 조사는 학생들의 응답 결과

를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화여 환경에 한 인식

을 쾌 한 환경, 오염된 환경, 모호의 3가지 

으로 구분하고, 각 환경에 한 환경 요소를 분

석하 다. 환경에 한 정신 모형 조사는 학생들

의 그림과 그림에 한 설명으로부터 정신 모형

을 구분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

하 다. 인식과 정신 모형의 분석에는 체 학생

들의 그림과 설명 응답에서 공통 인 분석 요소

를 도출하는 귀납 인 방법을 사용하여 개념을 

분류하고, 범주화 과정을 거쳤다.

<그림 1> 환경 정신 모형 

(Shepardson et al., 2007)

4. 연구의 제한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학생들의 환경 인식과 

환경에 한 정신 모형의 조사는 1개 학교에 

한정되어 있으며, 한, 환경 련 교육을 받았던 

이 있거나 연구 당시 받고 있는 학생들을 상

으로 하 다는 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기

에는 제한이 따른다. 한, 그리기 활동이 학생

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라

는 제한 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언어  응답

이 갖는 제한 을 보완할 수 있다는 에서 그리

기 과제를 활용하 다. 

Ⅲ. 결과  논의

환경에 한 인식과 정신 모형 조사를 해 

학생들의 응답 결과로부터 범주화 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 기 을 도출하 으며, 그에 따른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와 련지어 논하 다. 

1. 학생의 환경에 한 인식

환경에 한 인식은 쾌 한 환경, 오염된 환

경으로 범주화하 는데 쾌 한 환경은 숲 환경, 

하천 환경, 숲과 하천 환경, 인간 환경의 4가지 

환경 요소로, 오염된 환경은 기 환경, 하천 환

경, 폐기물, 생물종 감소, 지구 환경의 5가지 환

경 요소로 구분하 다(표 3). 연구 결과, 상자 

192명  76.5%에 해당하는 147명은 환경을 쾌

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환경 요소별로는 

부분 숲 환경과 인간 환경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오염된 환경으로 인식하는 학생들

은 상자 192명  23.5%에 해당하는 45명이었

으며, 환경 요소별로는 부분 지구 환경과 하천 

환경으로 오염된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그리기 과제로 학생의 환경 인식

을 조사하 던 김명균과 정철(2007)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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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생들의 환경에 한 인식과 

하  범주

환경 인식 범주
응답

인원수(명) 백분율(%)

쾌 한 환경 147 76.5

숲 환경 89 46.4

인간 환경 50 26.0

숲과 하천 환경 7 3.6

하천 환경 1 0.5

오염된 환경 45 23.5

지구 환경 19 9.9

하천 환경 12 6.3

폐기물 5 2.6

생물종 감소 5 2.6

기 환경 4 2.1

계 192 100

280명  75%의 학생들이 오염된 환경을 그린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쾌 한 환경에 

한 환경 요소는 Shepardson(2005)의 연구 결과

에서와 같이 상자들은 부분 숲과 같은 자연

인 환경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가 학생 상의 연구라는 에서 연구 

상의 차이는 있으나, 학생들 한, 학생과 마

찬가지로 숲이 있는 환경을 보편 인 환경 이미

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선행 연

구에서는 숲(63.5%) 외에도 하천과 연못(13%)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학생들은 숲 

외에도 사람이 심이 된 건물, 도시, 공장 등의 

인간 환경에 한 환경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오염된 환경에 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학

생들의 환경 요소를 살펴보면, 45명  19명(42.2 

%)이 지구 환경의 오염을, 12명(26.7%)은 하천 환

경의 오염을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김

명균과 정철(2007)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오염

된 환경에 한 이미지로 기 환경(26.5%)을 가

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폐기물

(24.7%), 하천 환경(23.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구 환경은 9.8%에 불과하 다. 이 결과로 볼 

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염된 환경에 한 

이미지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달리 

부분 지구 환경과 하천 환경의 오염에 한 환

경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학생들의 환경에 한 인식은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 비교할 때, 부분 숲 환

경에 을 둔 쾌 한 환경으로서의 환경 인식

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염된 환경에 한 이미지

는 주로 지구 환경에 을 두고 있었다. 이 결

과로 볼 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한 

인식이 학생들과는 어떤 에서 차이가 나타나

는지에 한 심층 인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학생의 환경에 한 정신 모형

학생의 환경에 한 정신 모형은 5가지로 

동․식물이 살아가는 장소, 생명 유지를 한 장

소, 인간의 향을 받거나 변화된 장소, 동․식물

과 인간이 살아가는 장소, 사회  규범이 있는 

장소 등으로 구분하 으며, 각 모형별로 하  범

주화하 다(표 4). 이는 Shepardson 등(2007)의 

4가지 정신 모형에 사회  규범이 있는 장소로

서의 모형이 추가된 것으로, 각 모형별로 학생들

의 응답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해 논하 다.

가. 동․식물이 살아가는 장소로서의 환경

학생 192명  17.7%에 해당하는 34명은 

동․식물이 살아가는 장소로서의 환경 개념을 가

지고 있었으며, 이는 정신 모형 1에 해당한다. 이

는 김윤지와 정진우(2007), Richardson 등(2007)

의 연구에서 모형 1과 유사한 환경 개념을 가지

고 있는 응답자가 각각 체의 55%, 29.3%라는 

결과와 비교할 때, 상 으로 낮은 응답율이다. 

정신 모형 1은 동․식물이 살아가는 장소, 자

연 그 로의 장소, 생물과 무생물, 물질의 순환, 

에 지 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5가지 하  범

주로 구분되었으며, 공통 으로 이 모형에서의 

환경은 인간의 활동이나 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환경 개념이다. 부분의 학생들은 환경을 

동․식물이 살아가는 장소나 있는 그 로의 자

연 인 장소로서 개념화하고 있었으며, 일부 학

생들은 동물과 식물, 공기, 흙과 같은 생물 인 요

소와 무생물 인 요소, 물질의 순환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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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모형 범주
응답

인원수(명) 백분율(%)

모형 1 34 17.7

동․식물이 살아가는 장소

동․식물이 살아가는 장소 12

자연 인 장소 13

생물과 무생물 5

물질의 순환 1

에 지 달 3

모형 2 9 4.7

생명 유지를 한 장소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유지 4

인간의 생명 유지 3

인간과 동물의 생명 유지 2

모형 3 43 22.4

인간의 향을 받거나 변화된 장소
인간이 살아가는 장소 16

인간에 의해 오염된 장소 27

모형 4 101 52.6

동․식물과 인간이 살아가는 장소

동․식물과 인간의 공존 75

인간이 돌보아야 하는 장소 23

지속가능발 3

모형 5 5 2.6

사회  규범이 있는 장소
가족 4

사회 조직과 법규 1

계 192 100

<표 4> 학생들의 환경에 한 정신 모형과 하  범주

는 장소, 태양 에 지에 의한 에 지 달이 이루

어지는 장소로서의 환경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정신 모형 1에 해당하는 2학년 여학생의 응답 사

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학생은 “환경하면 깨끗한 

자연이 떠오른다. 푸른 산과 바닥까지 보이는 깨끗

한 냇물, 인공 인 것이 아니라 자연 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림을 통해 환경은 자연 그 로의 자연

인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그림 2 참조). 

정신 모형 1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넘어서 생

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 체, 생물

과 무생물, 생물과 생물간의 생태학  과정을 포

하는 강한 생태 심주의(hard ecocentrism)와 

맥락을 같이한다. 

나. 생명 유지를 한 장소로서의 환경

학생 192명  4.7%에 해당하는 9명은 생

  

<그림 2> 정신 모형 1의  <그림 3> 정신 모형 2의 

사례                   사례

명 유지를 한 장소로서의 환경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정신 모형 2에 해당한다. 이 결과

는 Richardson 등(2007)의 연구에서 모형 2와 유

사한 환경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체의 

20%라는 결과와 비교할 때, 상 으로 아주 낮

은 응답율이다. 정신 모형 2는 인간과 동․식물

의 생명 유지, 인간의 생명 유지, 인간과 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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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유지 개념인 3가지 하  범주로 구분되었

다. 이 모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환경을 인간과 

동․식물이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

한 자원 제공의 장소로서 개념화하고 있었다. 

정신 모형 2에 해당하는 1학년 여학생의 응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학생은 “태양, 산, 나

무, 물고기, 꽃, 새, 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등

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삶 속에 존속되어 있으며 없어서는 안될 존재들

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림을 통해 환경은 인간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생명 유지에 필요하다

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그림 3 참조). 

정신 모형 2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 한 

도덕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생물 심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으나, 환경에 한 

개념은 인간을 포함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다. 인간의 향을 받거나 변화된 장소로서의 

환경

학생 192명  22.4%에 해당하는 43명은 인

간의 향을 받거나 변화된 장소로서의 환경 개

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정신 모형 3에 해당

한다. 이는 김윤지와 정진우(2007), Richardson 등

(2007)의 연구에서 모형 3과 유사한 환경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각각 체의 17%, 15 %

라는 결과와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응답율이다. 

정신 모형 3은 인간이 살아가는 인공 환경으

로서의 장소, 인간 활동으로 오염된 장소로서의 

환경 개념인 2가지 하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공통 으로 이 모형에서의 환경은 인간의 활동

이나 향으로 만들어지는 환경 개념이다. 부

분의 학생들은 인간에 의해 오염된 지역 환경이

나 오존층, 지구 온난화, 기상 이변과 같은 지구 

환경 문제로서의 환경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학생들은 집, 건물, 공장 등과 같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공 인 장소로서의 환경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정신 모형 3에 해당하는 4학년 여학생의 응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학생은 “환경은 사람

들이 살아가는 아 트와 주민들이 심어놓은 나

무와 꽃, 놀이터 등 내가 살고 있는 장소”라고 

  

<그림 4> 정신 모형 3의  <그림 5> 정신 모형 4의 

사례                    사례

설명하면서 그림을 통해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

는 장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정신 모형 3은 환경을 인간의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는 오염  측면에서의 환

경과 인간에 의해 개발되는 환경인 인간 심주

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라. 동․식물과 인간이 살아가는 장소로서의 환경

학생 192명  52.6%에 해당하는 101명은 

동․식물과 인간이 살아가는 장소로서의 환경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정신 모형 4에 해

당한다. 이는 김윤지와 정진우(2007), Richardson 

등(2007)의 연구에서 모형 4와 유사한 환경 개념

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각각 체의 24.4%, 

10%라는 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응답율

이다. 이는 비 사회인으로서 상자들이 모형 

1, 2, 3과는 달리 환경을 인간이 포함되어 있거나 

인간이 주체가 되고 동․식물이 상호 계를 맺

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신 모형 4는 동․식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장소, 인간이 돌보아야 하는 장소, 지속가능발

의 3가지 하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공통 으로 

이 모형에서 환경은 인간을 포함하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장소로서의 개념이 포함된다. 부분의 

학생들은 환경을 동․식물과 인간이 상호간에 

계를 지속해 나가는 공존의 개념을 가지고 있

었으며, 나아가 환경은 인간이 보살피고 보존해

야 할 책임이 있는 장소로 개념화하고 있었으며, 

환경 보 과 련하여 일부 학생들은 지속가능

발 의 개념으로서 환경에 한 개념화를 가지

고 있었다. 

체 학생들  반이 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모형 4는 인간과 동․식물이 함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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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는 상호 계의 개념으로, 이러한 환경을 지

속 으로 아끼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환경 보

과 지속가능발 의 개념을 포함한다. 이 모형은 

인간을 동․식물과 함께 살아가는 환경의 일부

로 인식하는 모형이라는 에서 모형 1과 차이

가 있으며, 인간과 동․식물이 단순히 살아간다

는 에서 모형 2, 3과 구분할 수 있다.  

정신 모형 4에 해당하는 4학년 여학생의 응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학생은 “환경은 나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말하

며, 좋은 향이든 나쁜 향이든 나에게 향을 

미치고, 나의 행동이나 생각들로 변하는 모든 것

들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림을 통해 환경은 ‘나’

를 심으로 한 동물, 식물, 건물, 사람들 사이에 

서로 향을 주고 받는 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그림 4 참조). 

정신 모형 4는 생물과 무생물, 생물과 생물의 

계뿐만 아니라 생물, 무생물과 인간의 계에 

한 올바른 계를 인식하고, 모든 생물과 무생

물에 한 도덕  의무를 강조하는 약한 생태 

심주의(soft ecocentrism)와 맥락을 같이한다. 

마. 사회  규범이 있는 장소로서의 환경

학생 192명  2.6%에 해당하는 5명은 사

회  규범이 있는 장소로서의 환경 개념을 가지

고 있었으며, 이는 정신 모형 5에 해당한다. 이 

모형은 선행 연구(김윤지․정진우, 2007; Richard-

son et al., 2007)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환경 개

념으로 가족, 사회 조직과 법규로서의 2가지 하

 범주로 환경을 개념화하고 있었다. 체 상

자  4명의 학생들은 가족 계로서의 환경을, 1

명의 학생은 사회 조직과 법규로서의 환경을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에 한 새로운 모형과 련하여 학교 

환경 교과서(최돈형 등, 2007)에 나타난 환경 개념

의 정의를 살펴보면, ‘환경이란 우리 인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말한다. 한, 사람

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낸 사회  규범과 제도, 

문화, 도로  건축물 등도 우리의 삶을 둘러싸

고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로 제시되어 있

다. 이러한 에서, 이 모형을 개념화하고 있는 

학생들은 앞선 4가지 정신 모형에서 나타난 동․

식물로 구성되는 자연계, 인간이 포함된 인간계, 

그리고 자연계와 인간계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

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이 심이 되는 인간계로

서의 환경에 더 을 두는 환경으로 개념화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환경 인식과 정신 모형에 한 통계  분석

학생들이 표 한 환경에 한 인식과 정신 

모형의 분석에서 기술  통계 분석 외에 학생들

의 공(인문 계열, 자연 계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으나, 환경에 한 인식과 정신 

모형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

지는 못하 다. 

Ⅳ. 결론  제언

이 연구에서는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비 

사회인으로서의 학생들이 환경에 한 일반

인 인식과 ‘환경’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개념화하

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 다. 연구 수행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부분은 재의 환경이 쾌

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구체 으로는 숲 

환경과 인간 환경 심의 요소에 을 두고 있

었다. 둘째, 학생들의 환경에 한 정신 모형은 

5가지 모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으며, 부분의 

학생들은 환경을 동․식물과 인간이 살아가는 

장소로서의 환경인 정신 모형 4의 유형으로 개

념화하고 있었다. 셋째, 환경에 한 정신 모형의 

유형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이 은 선행 연구들

이 인간이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동․식물이 

살아가는 ‘ 상(objects)’으로서의 환경을 주요 정

신 모형으로 개념화한 반면, 학생들은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한다는 ‘상호 계(relations)’에 

을 두고 있었다. 한, 선행 연구에서 분류되

지 않았던 ‘사회  규범이 있는 장소’라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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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새로운 정신 모형으로 추가되었다.  

학습에 한 많은 연구들은 학습자들의 개념

이 학습에 의해 격히 변화하지 않으며, 학습자

들은 개인의 경험이나 성장 배경과 주변 환경에 

따라 주변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들에 하여 

각자 고유한 개념(conceptions)과 오개념(miscon-

ceptions) 는, 정신 모형(mental models)을 유

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명자, 1999; Osborne 

et al., 1983; Ross & Shuell, 1993). 이러한 맥락

에서 이 연구에서 수행한 학생들의 환경에 

한 인식과 정신 모형의 분석 결과는 학생 개인

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한 개념화인 정신 모형

이 Shepardson 등(2007)의 연구에서와 같이 어

떤 계를 가지고 있거나, 한 모형이 다른 모형

보다 개념 으로 더 나은 모형이라고 할 수는 없

다. 단지 연구 상자들은 모두 5가지 유형의 정

신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

분은 자연계와 인간계, 그리고 과정이라는 3가지 

요소들이 환경을 구성한다는 개념을 지니고 있

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연구에서 수행한 학생들의 정신 모형은 선

행 연구(Loughland et al., 2002, 2003a, 2003b; 

Richardson et al., 2007)에서 호주의 ․ ․고

등학생과 성인들의 부분이 환경에 해 가지

고 있는 개념인 정신 모형 1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비 지구과학 교사 41명을 

상으로 한 김윤지와 정진우(2007)의 연구에서 

상자들의 70.7%가 환경은 동․식물과 인간이 함

께 살아가는 장소이며, 인간에 의해 향을 받거

나 오염된 장소, 그리고 인 인 도시라는 개념

과는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에서 호주와 우

리나라의 연구에서 발견되는 환경에 한 개념

 차이가 발견되는 것이 문화 , 환경  차이인

지는 추후 연구에서 밝힐 필요성이 있다. 

재 ․ 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교육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환경에 한 개념

 정의로 볼 때, 환경은 동․식물을 포함한 자

연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 사건, 이슈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인간계를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등학교와 등학교 환경 련 교재에 나타나 

있는 환경에 한 정의 한, 인간을 둘러싼 주

변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

명하고 있으며, 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양 과목

으로서의 환경 련 교육 한, 부분 ․ 등

학교에서의 환경에 한 개념  정의와 동일하

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밝힌 체 학생  52.6%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한 정신 모형 4

는 환경에 한 개념  정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47.4의 학생들은 환경에 해 각기 다른 개념

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신 모형 4를 개념화

하고 있는 학생들과 다른 모형들을 개념화하고 

있는 학생들과는 어떤 차이 이 있는지에 한 

차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후속 연구와 연계

하여 ․ 등학생들이 환경에 한 개념화, 즉, 

정신 모형은 어떠한지, 학생들과는 어떤 차이

이 발견되는지에 한 종단  연구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경북 지역 소재의 1개 학 학

생들을 상으로 환경에 한 인식과 정신 모형

을 조사하 다. 비록 이 연구가 연구 상의 선

정에 있어 제한 이긴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한 개념을 모

형으로 유형화하고, 연구 결과를 학교에서의 환

경교육에 시사 을  수 있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수업 에 가지고 있

는 환경에 한 인식과 정신 모형은 인 인 시

스템으로서의 인간계, 자연 인 시스템으로서의 

자연계, 자연계와 인간의 행동이 계를 갖는 과

정인 3가지 요소에서 인간의 치를 환경과의 

지속가능한 계로 볼 것인지, 생태계를 구성하

는 자연의 구성원으로 볼 것인지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에 

한 개념 교육이 환경을 인간 심 인 실용주

의 에서 가르칠 것인지, 생태계 심의 생태 

심 인 으로 가르칠 것인지에 한 논의

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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