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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e an Inquiry-Based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Using  DO meter based on the theory of the inquiry-based environmental education. The developed 
program consisted of 5 constituents of Environmental Studies for the Environmental Education (ESEE) and was applied 
to the 6th 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The inquiry activities have been conducted around Gigyechon stream 
in Pohang city where the school was located. The evaluation form to evaluate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in the perspective of the Inquiry-Based Environmental Education was developed and used to evaluate after applying 
the developed programs. As a result, it was known that the developed programs have been well constructed and 
this program would help fostering the environmental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also the inquiry-based environmental 
education was suitable for the environmental education targeting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e perspective that the concept and the theory of inquiry-based environmental education has been 
realized into the program suitable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at the new direction of the environmental 
education for the elementary school has been suggested. In addition, the developed evaluation form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s expected to be helpful for the future studies related to development of the inquiry-based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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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초등교육은 통상적으로 교과의 초보적인 지

식이나 초급의 지식을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교육

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초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민동섭, 2008). 또한 유한구(2006)는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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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최초의 교과 교육은 이후의 교과 교육이 
심성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보

여주는 것이라고 하며, 이 점에서 초등교육은 분
명 교육의 근본이며, 그 이후 단계의 교육은 그
것을 가지와 잎을 갖춘 무성한 나무로 자라게

해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초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 또한 그 이후의 환경

교육을 위한 기초이며, 근본이 되는 교육이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환경교육의 기초이며 근본이 되는 것

은 무엇일까? 이홍우(2005)는 교육의 근본은 교
과교육을 통한 심성함양에 있으며, 교육의 근

본을 회복하는 길은 교과를 그 원래의 의미와

가치로 되돌리는 데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홍
우(2007)는 교과를 그 원래의 의미와 가치로 되
돌린다는 것은 교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

적 가치를 찾아가자는 의미이며, 교과의 내재적
가치는 교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초등 환경교육
은 이후의 환경교육을 위한 기초 및 근본이 되는

교육을 해야 하며 그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세

상을 환경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

이다. 이두곤(2006a)은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교
육 그 자체가 인간을 성장시키고, 마음을 수양
하게 하고, 세상의 중요한 측면을 ‘볼 수’ 있게
하는 안목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교육의 내재

적 가치임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교육적 방
법으로 ‘탐구중심 환경교육’을 제시하였다. 그
러나 탐구중심 환경교육 이론이 초등 환경교육

에서 중요한 의미와 적합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
구와 프로그램의 개발은 미약한 실정이다. 
수질모니터링은 용존 산소(dissolved oxygen, 

DO),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EC), 생
물화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화학적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등의 수질 지표를 측정 분석하는 것을 의
미한다. 탐구중심 환경교육의 관점에서 이러한
수질측정을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 적용하

고자 하는 시도가 최근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
한 방향의 연구 중 특히 이두곤(2006b)은 DO미

터, 전기전도계(EC미터), pH미터, 탁도계 등의
휴대용간이수질측정기기의환경교육적활용에

대해 제시하였고, 류재홍과 이두곤(2006)은 DO
미터를 활용한 탐구중심 물 환경교육의 모형을

개발하며제시한바있다. 이와같은수질측정기
기를 활용한 수질모니터링 환경교육 프로그램
은 계속 연구되고 있지만, 그 적용 대상은 주로
중․고등학생이었다. 하지만 DO미터의 조작은 이
화학적 실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

생이 다루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 이론에 기반을 둔
‘DO미터를 활용한 초등학생 탐구중심 환경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그 교육 처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초등 환경교육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확고히 인식됨에 따라서

환경교육은 모든 분야의 교육에서 학습의 본질

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Baradley et al., 1999; Luoma, 1984; Pal-
mer, 1998). 환경교육 중에서도 학교 환경교육은
학교에 취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되므로 광범위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점에

서 중요하고, 또한 학교 환경교육 중에서도 초
등학교 환경교육은 환경 및 생태계 일반에 대

한 기본 개념이 형성되고 교육되는 시기가 초

등학교 시기라는 점에서 각별한 중요성을 갖는

다(서우석, 2000). 또한, 심정은(2009)은 초등 환
경교육은 담임교사에 의해 대부분의 교과가 운

영되고 학교생활 전반이 다뤄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맥락에서 환경교육을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이상적이라고 하였다. 반면, 서우석(2000)
은 초등 환경교육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

이 많이 남아 있으며, 그 중 체계적인 환경교육
을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문제를 꼽았다. 
즉, 초등 환경교육은 기초적, 전인적, 정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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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분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담임교
사에 의해 대부분의 교과와 생활지도가 이루어

진다는 면에서 환경교육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 환경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부족하고, 또 개발된 프로그
램도 중복되거나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으

므로, 각 지역에 알맞은 다양한 주제와 내용의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 탐구중심 환경교육

이두곤(2006a)은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의 탐
구, 즉 통찰과 과학적 탐구를 중심으로 하는 환
경교육을 탐구중심 환경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넓은 의미의 탐구(과학적 탐구와 통찰
적 탐구)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을 환경
적 관점으로 ‘볼 수’있게 하는 것을 환경교육의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탐구중심 환경교
육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은 이차적인 목적이며, 
세상을 환경적으로 깊이 있게 보는 것 그 자체

가 환경교육의 목적이 된다. 그러므로 탐구중

심 환경교육에서는 환경교육의 결과가 학생들

에게 있어서 환경행동으로 나타나는가 보다는, 
학생이 환경적으로 깨달음을 얻는가가 더 본질

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탐구중심 환경교육은 ‘지식’ 그 자체

만을 추구하는 교육은 아니다. 민동섭(2008)은 과
학적 탐구 및 통찰적 탐구를 통해 세상을 환경

적 관점으로 깊이 있게 ‘볼 수’있게 하고, 이를
통해 환경 분야의 지식 구조 이해뿐만 아니라 학

표 1.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의 주요 구성요소

1) 환경 자체에 대한 이해 환경문제가 없는 건강한 자연 그 자체에 대한 이해

2)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환경이 인간에 의해 쓰여지는 자원으로 이용, 그리고 환경과 인간의 상호적

인 관계에 대한 이해

3)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인간 활동이 환경에 주는 영향, 발생한 환경문제 자체와 그것으로부터 인간

이 영향을 받는 측면에 대한 이해

4) 구체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과학 기술적, 사회적, 인문적 대책에 대한 이해

5) 보다 근본적으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철학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교육적 방안 및 개인적 노력에 대한 이해

생들의 가치와 태도, 친환경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으므로 탐구중심 환경교육이 전인적 인간 형

성에기여할수있다고하였다. 즉탐구중심환경
교육은 환경적 안목 형성과 동시에 가치 및 태도

형성, 그리고 환경적 행동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3.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

이두곤(2006a)은 탐구중심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
학’을 제시하였으며, 이때의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이란 환경과 환경문제를, 탐구를 통해

깊이 또 모든 학문의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노

력의 결과 체계화된 학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심정은(2009)은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을 교
육의 내재적 가치에 중점을 둔 통합적 관점과

방법으로 접근된 환경학이라고 하며, 학교수준
환경교육 체계화의 기반으로서의 가치를 제시

하였다. 이처럼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은 그

구성 영역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통합적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게 하며, 특히 환경문

제의 주체인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총체적으

로 사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이두곤(2006a)은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의

주요 구성요소를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4. 수질 모니터링

일반적인 수질 모니터링은 통계적인 샘플링

과 측정자료 처리 등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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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물리, 화학, 생물적인 물의 정량적 특성을
얻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정유진, 2009). 수질모
니터링에서 사용되는 여러 수질 지표 중 용존 산

소(DO)는 물의 오염상태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로서 물에 녹아 있는 분자 상태의 산소 농도이

며, mg/L 단위를 사용한다. DO가 풍부할 때 수
생 동․식물은 균형을 이루며 생태계를 유지하

게 된다(이근광, 2000). 그러므로 용존 산소를 측
정하는 것은 물 환경의 건강성을 파악할 수 있

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류재홍과 이두곤, 2006). 
수질모니터링의 도구로서 용존산소를 측정

할 DO미터는 간단한 방법으로 수중에 녹아 있
는 산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초등학
생들이 작동하기에 적합하고 휴대할 수 있어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DO미터는 신속하게 측정값을 구할 수 있
어 이화학적 실험 및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환경 탐구와 이해 추구에 이용할 수 있는 측면

이 있다(류재홍과 이두곤, 2006).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경북 포항시에 소재한 J초등학
교 6학년 2학급 38명이며, 실험반 1학급(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총 20명), 통제반 1학급(남
학생 10명, 여학생 8명, 총 18명)이다. 실험반은
‘DO미터를 활용한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

램’을 실시한 학급이고, 통제반은 별도의 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 없이 정규 교육과

정을 그대로 준수하여 운영한 반이다. 실험반
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DO미터를 활용한 초
등학생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
였으며, 프로그램 적용 이후, 그 교육효과에 대
한 평가는 탐구중심 환경교육의 특성인 환경교

육의 내재적 가치 추구의 측면에서 ‘세상을 환
경적으로 볼 수’ 있게 변화되었는지를 중심으
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를 주로 활용하
여 평가하였다. 사전 조사를 통해 실험반과 통
제반이 이 평가 관점(환경적으로 볼 수 있는 안

목)에서 동질한 지를 평가지를 통해 확인하지
는 않았으며, 이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두
학급을 선정하여 그 동질성 여부는 어느 정도

전제를 하였으며, 프로그램 적용 후 사후검사

를 두 집단에 실시하여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
로그램’의 적용효과를 검사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장소는 경상북도 포항

시기계면에서발원하여형산강으로유입되는기

계천(杞溪川)으로 유로연장 32km, 유역면적 1,872 
km2인지방 2급하천이다. 유역에는평야가형성되
어 있으며, 여름철 주민들의 휴식처와 놀이공간
으로 이용된다. 하류에 포항시에 수돗물을 공

급하는 유강정수장이 있는 지방 2급 하천이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가. 초등학생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 구현

‘탐구중심 환경교육’ 이론에 관한 문헌 연구
를 통해 ‘탐구중심 환경교육’에서 추구하는 가
치와 목적을 바탕으로 DO미터를 활용한 초등
학생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과학적 탐구 및 통찰적
탐구를 포함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환경적으
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탐구중심 환경교육’이론의 체
계화된 지식인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의 다
섯 가지 구성요소를 반영하여 물 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

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과 요소가 잘 드
러나도록 다섯 단계로 구성된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고 이 모형에 근거하여 기계천을 사례지

역으로 하는 DO미터를 활용한 초등학생 탐구
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나. 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DO미터를 활용한 초등학생 탐구중심 환경교
육 프로그램의 처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프

로그램이 실제로 잘 구현되는지, ‘세상을 환경적
으로 볼 수 있는 안목’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그
리고 탐구중심 환경교육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환경교육으로적합한지에대한평가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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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방법은 탐구중심 환경교육 처치 효과

분석을 위한 평가지를 개발하여 실험반과 비교

반의 사후 차이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과

비구조적 면담을 병행하였다.  
DO미터를 활용한 초등학생 탐구중심 환경교

육 프로그램의 적용은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학교교육과정의 계발활동 시간 및 방과 후, 그
리고 주말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의
적용은 주당 평균 1차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각 프로그램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용

시간을 유동적으로 가감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의 적용이 끝난 후 실험반과

대조반의 차이 분석을 위해 평가지를 활용한

프로그램 처치 효과 평가를 하였다. 개발된 평
가지의 타당도는 환경교육 전문가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고, 프로그램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여 신
뢰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Ⅳ. 초등학생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

가. 프로그램 내용 선정

탐구중심 환경교육의 목적인 ‘세상을 환경적
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통합

문제 인식

↓

관련 문헌 연구 및 선행 연구된

탐구중심 환경교육 모형에 대한 조사

↙ ↘

DO미터를 활용한

초등학생용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평가도구

개발

↓ ↓

초등학생용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 적용

↓

교육적 효과 분석

그림 1. 연구 절차

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통합적 사

고는 통합적 학습에 의한 결과이므로 ‘DO미터
를 활용한 초등학생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

램’ 또한 통합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
다. 그러므로 통합적 환경교육 프로그램 구성

의 틀로써 적합한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의 5
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

였다. 

나. 프로그램 개발의 고려 요소

본연구에서초등학생탐구중심환경교육프로

그램개발에서고려해야할요소는이두곤(2006b)
의 ‘유역 개념을 중심으로 한 탐구 기반의 물
환경교육 모형에 관한 연구: ENVISION 프로그
램을 중심으로’와 김정화(2008)의 ‘소하천 물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ENVISION을 중심으
로’에서 적합한 요소들을 추출하였으며, 가치
가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의 요소들을 추가

하였다.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하천을 탐구 장소로 한다. 인간

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 환경을 소재

로 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더욱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주도적 탐구가 되도록 한다.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것은 ‘학습자 스스
로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지고 학습 과정을 주

도해가는 것’(Brockett & Hiemstra, 1991; Candy, 
1991; Knowles, 1975)이다. 또한 배영주(2006)는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의 계속적인 반성(reflec-
tion)을 요구하며, 그것은 학습 ‘내용’과 학습 ‘과
정’에 대한 반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탐구중
심 환경교육에서의 탐구학습 또한 학생 스스로

탐구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역의 관점에서 물 환경을 이해하도

록 한다. 유역은 하천의 어느 한 지점에서 물이
모여드는 땅의 범위라 할 수 있는데, 유역은 유
역 안에 자연적인요소와인간활동등 인공적인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 환경교육의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그 환경교육적 의미가 새롭

게 제기되고 있다(장혜라와 이두곤, 2006). 유역
의 관점에서의 물 환경 이해는 물 환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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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프로그램 내용 구성의 틀

영역 주요 내용

물 환경 자체에 대한 이해(E) ․DO의 개념 및 특징 ․기계천의 경관

․기계천에 서식하는 동․식물 ․기계천의 수질

물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EHR) ․기계천 주변의 토지 이용

․기계천을 이용하며 사는 사람들 ․기계천의 정수과정

물 환경 문제(EP) ․외래종 유입 ․하수유입 ․COD의 개념 및 특징

․기계천의 오염도 조사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의 오염도

물 환경 문제 해결 대책(EPS1) ․기계천 물 환경 문제의 원인과 영향

근본적인 물 환경 문제의 대책(EPS2) ․보다 근본적으로 기계천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

* 표에서 E, EHR, EP, EPS1, EPS2 는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이두곤, 2006a)의 5 가지 내용범주(환경자

체에 대한 이해,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구체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근

본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를 나타내는 것으로 약어로서 표시한 E는 Environment, EHR은 Environment

and Human Relationship, EP는 Environmental Problems, EPS1는 Environmental Problems Solutions 1,

즉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구체적인 문제해결 대책, EPS2는 Environmental Problems Solutions 2

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대책을 넘어서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지칭하는 약어로 사용함.

통합적 관점을 제공해 주어 탐구중심 환경교육

의 중요하고도 적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일상적 맥락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남상준(1995)은 자주 볼 수 있고 가까이 있는

환경교육 자원의 활용 필요성과 환경문제에 대

한 인식이 각자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

하며, 환경교육에서의 일상성의 원칙을 말하였
다. 이것은 앞서 제시한 ‘지역의 하천을 탐구 장
소’로 정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으며, 탐구의 장
소 설정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소

재 선정에도 시사점을 준다.
다섯째,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

도록 한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환경교육
과 환경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며(이두곤, 2006a), 
탐구 중심 환경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적 방향이

된다. 또한 지속가능성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

회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개념으로 다

각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필요로 하는데, 탐구
중심 환경교육의 통합적 관점은 이러한 지속가

능성의 달성에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다. 환

경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은 아동․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환경교육 내용 자체의 위
계성을 감안하여 연령 단계별로 특성화되었으

면서도, 유기적인 연계성을 지니도록 이루어져
야 한다(남상준, 1995). 그러므로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탐구중심 환경교육은 지식구조의 기

본적 개념을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게 제

시하여야 한다. 
일곱째, 통합적․총체적 관점을 갖게 한다. 환

경에 대한 거시적이고도 총체적인 이해는 환경

교육의 원리에 근거하여 매우 중요하다(이두곤, 
2006b).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물, 수생
동․식물, 인간의 생활 등 유역을 단위로 하는
물 환경의 요소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

고, 총체적인 관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일곱 가지의 프로그램 개발의 고

려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DO 미터
를 활용한 초등학생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

램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

발의 중점 요소는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평

가하는 데도 일관성 있게 이러한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다. 프로그램 모형 개발

DO미터를 활용한 초등학생 탐구중심 환경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에 있어 효과적 탐구 학

습의 기반이 될 프로그램 모형 개발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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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 ‘프로그램 모형’이라 함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바탕이 되는 틀을 말한다. 본 연구
에서의 프로그램 모형은 탐구중심 환경교육의

과학적 탐구 및 통찰적 탐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탐구 대상에 대해 다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
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모

형을 개발하였다.
1) 준비: 탐구에 필요한 개념 및 이론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배경 지식 습득.

2) 탐구계획서 작성: 탐구계획서를 작성함으로
써 수행하게 될 탐구에 체계적으로 접근함. 
탐구 계획서작성 단계에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하여야 하며, 계획서 작성
후 교사의 피드백이 필요함.

3) 탐구 수행 및 결과 분석: 학생들이 실제적
탐구 수행, 데이터 수집 및 기록, 수집된 데
이터결과분석, 결론도출의과정을경험하
며, 환경적 아이디어(idea)를 형성하게 됨.

4) 깨달음의 확장: 통찰적 탐구를 위한 단계. 
탐구 수행 및 결과 분석 단계에서 형성된

환경적 아이디어, 즉 환경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다른 환경적 요소 및 인간 활동

과 연관하여 생각해 봄으로써, ‘세상을 환
경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게 됨.

5) 새로운 탐구 질문: 이전 탐구를 통해 해결
하지 못한 문제 또는 탐구를 통해 새로 생

겨난 궁금증을 토대로 연속적이고 능동적

인 탐구가 이루어지도록 함.

2. 개발된 초등학생 탐구중심 환경 교육 프로

그램 

가. 구체적 프로그램 내용 구성의 방향

그림 2에서 제시된 ‘프로그램 모형’을 바탕으

준비 ⇨
탐구 계획서

작성
⇨

탐구 수행 및

결과 분석
⇨ 깨달음의 확장 ⇨ 새로운 탐구 질문

⇦

그림 2. 프로그램 모형의 단계

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개발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서, ‘DO미터를 활용한 초등학생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특징적으로 다
음 세 가지 큰 주제 영역으로 나누어 개발되었

다. 그것은 첫째, DO를 중심으로 한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탐구, 둘째, DO를 중심으로
한 유역의 이해, 그리고 셋째, 인간 활동과 하
천의 관계 탐구의 3가지 큰 주제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큰 주제 영역별로 차시별로

구체적인 교육활동을 계획함에 있어서 ‘환경교
육을 위한 환경학’(이두곤, 2006a)의 5 가지 내
용영역의 요소를 감안하여 설계함으로써 환경

교육의 총체적, 통합적 성격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은 물 → 하천 → 유역

으로 탐구 대상의 범위가 공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이러한 탐구 대상의 확
대는 단순한 공간적 확대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념 확장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즉, 물 자
체의 특성 탐구에서부터 하천, 하천과 상호작

용하고 있는 동․식물, 그리고 하천과 인간과

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단편적 개념의 탐구에서

시작하여 개념과 개념의 연결 및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나. 주제별 프로그램 구성

1) 주제1: DO를 중심으로 한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탐구

‘DO를 중심으로 한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탐구’ 주제에서는 최초의 환경탐구 경험
을 제공하였으며, 유역단위의 하천을 탐구하기
위한 기초능력을 제공하는 예비탐구의 역할도

하였다. 
본 주제에서는 ‘물 환경 자체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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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탐구의 내

용에 따라 물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및 물 환

경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다루었다. 
이 주제에서는 DO의 개념 및 DO미터의 사

용법, DO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탐구, 
하천과의 접촉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최초의 환

경탐구 경험을 제공하였다. 또한, 실제 하천에
나아가 흐르는 물의 지점별로 DO를 측정하여
비교해 보는 경험을 가지게 하였다(표 3, 표 4 
참조).

2) 주제2: DO를 중심으로 한 유역의 이해

‘DO를 중심으로 한 유역의 이해’ 주제는 개
발된 초등학생 탐구 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의 5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먼저, 상․중․하
류별 DO 측정 및 수생식물, 수생동물 조사를

통해 물 환경 자체에 대한 이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물 환경 자체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인간의 생활과 DO와의 관계 탐구, 
자연친화적 하천복원과 미래의 생활 모습 등

물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이해를 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천에서 발생한 하수 유입 문제를

중심으로 물 환경오염 문제 및 물 환경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 보다 근

표 3. 주제1의 차시별 주제 및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 내용 요소 분석

차시 차시별 주제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ESEE)1)

E EHR EP EPS1 EPS2

1/21 DO의 개념 알기 ○ ○

2/21 모든 물의 DO는 같을까? ○ ○

3/21 수온에 따라 DO는 변할까? ○ ○

4/21 물고기는 DO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

5/21 빠르게 흐르는 물과 천천히 흐르는 물의 DO 비교 ○

6/21 물의 깊이에 따라 DO는 차이가 있을까? ○

본적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해 보았다. 
본 주제의 탐구 대상은 하천의 일부분이 아

닌 상․중․하류 전체이며, 탐구의 방법은 각

각의 개념을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성 요소 및 개념을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통

합적․총체적 관점에서 물 환경 이해를 할 수

있었다. 

3) 주제3: 인간 활동과 하천의 관계 탐구

‘인간 활동과 하천의 관계 탐구’ 주제에서는
물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및 물 환경오염 문제

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졌다. 본 주제의 탐구 방
향은 단순히 사람들이 물을 오염시켜서는 안된

다는 방식의 학습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이 하
천에 주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과 그 하천을 이
용하는 인간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 활동과 하천의 관계’ 탐구를 위해 COD 

(chemical oxygen demand), 비점오염원과 같은

다소 어려운 개념이 탐구 활동에 제시되었다. 
하지만 용어 자체를 강조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 기본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지도하였

다. 

1) 이 표에서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ESEE)’을 나타내는 약어로서 ESEE는 Environmental Studies for Envir-

onmental Education 의 첫 머리자를 따온 것이다(이두곤, 2006a). 그리고 표에 나타난 그 5 가지 내용영역 요소

로서는 E(물 환경 자체에 대한 이해), EHR(물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EP(물 환경 문제), EPS1(물 환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대책), EPS2(근본적인 물 환경 문제의 대책)이다. (표 2의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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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차시별 주제 활동 내용 예시

차시 차시별 주제 탐구 단계 주요 활동 내용

1/21

DO의

개념

알기

준비

․사이다 속에 녹아 있는 기체 발견

․물속에 기체가 용해될 수 있다는 사실 알기

․<물속 생물과 산소>동영상 보기

탐구계획서 작성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개념 조사 계획

탐구수행 및

결과분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에 대한 개념 조

사 탐구

깨달음의 확장
․물의 DO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지 생각해 보기

새로운 탐구질문 ․모든 물의 DO는 같을까?

2/21

모든

물의

DO는

같을까?

준비
․DO 미터의 용도 알기

․DO 미터 사용법 알기

탐구계획서 작성

․결과 예상해 보기

․수돗물, 생수, 연못물의 DO 비교 계획

․야외활동 주의사항 전달

탐구수행 및

결과분석

․수조에 같은 양의 수돗물, 생수를 넣어 DO 측정, 지곡못에서

DO 측정

․결과 분석하기

깨달음의 확장
․물마다 DO가 다르다는 사실은 우리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

새로운 탐구질문 ․수온이 변하면 DO는 달라질까?

3/21

수온에

따라

DO는

변할까?

탐구계획서 작성
․결과 예상해 보기

․수온에 따른 DO 변화 측정 계획

탐구수행 및

결과분석

․창가에 물이 든 수조를 두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DO 측정

․탐구결과 정리 및 그래프화하기

․결과 분석하기

깨달음의 확장
․공장에서 배출하는 높은 온도의 물은 하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생각해 보기

새로운 탐구질문 ․물고기는 DO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표 5. 주제 2의 차시별 주제 및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 내용 요소 분석

차시 차시별 주제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ESEE)

E EHR EP EPS1 EPS2

7/21 기계천 상․중․하류의 DO 측정 ○ ○ ○

8/21 하수 유입문제의 구체적 해결방법 탐구 ○ ○ ○ ○

9/21 하천의 수생식물과 DO와의 관계 ○

10/21 기계천 상․중․하류의 수생식물 조사 ○ ○

11/21 기계천 상․중․하류의 수생동물 조사 ○

12/21 생태교란: ‘왕우렁이’ ○ ○ ○ ○

13/21 하천 복원 구상도 그리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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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제 3의 차시별 주제 및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 내용 요소 분석

차시 차시별 주제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ESEE)

E EHR EP EPS1 EPS2

14/21 기계천 상․중․하류의 시설 및 토지이용 조사 ○

15/21 비점오염원이 어떻게 하천을 오염시킬까? ○ ○

16/21 기계천 상․중․하류의 COD는? ○ ○ ○

17/21 샴푸, 비누, 우유는 물을 얼마나 오염시킬까? ○ ○ ○

18/21 기계천의 DO 및 COD지도 그리기 ○ ○ ○

19/21 정수장의 물 처리 원리(응집/침전) ○

20/21 정수장의 물 처리 원리(여과) ○

21/21 정수장 방문하기 ○ ○ ○ ○

3. 초등학생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구

체적 활동 모형

본 프로그램은 물 환경을 탐구의 대상으로 보
고, ‘DO미터를 활용한 탐구 활동’에 적합한 주
제를 찾아 개발된 프로그램 모형에 적용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모형은 준비, 탐
구계획서 작성, 탐구 실행 및 결과 분석, 깨달
음의 확장, 새로운 탐구 질문 형성의 5단계로
구성되었지만, 탐구 주제의 특성에 따라 유동적
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특

징이 잘 나타난 활동과정의 일부를 표 7에 제
시한다.

Ⅴ. 초등학생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

1. 개발된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평가를 위한 평가지 개발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과정으로 DO 미
터를 활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탐구중

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적용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
에게 적용 후 나타난 교육효과를 중심으로 평

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환경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한 탐구중심 환경교육 이론(이두곤, 2006a)
을 바탕으로 DO를 중심 소재로 통합적 성격의

환경교육적 특성을 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를 평가함에 있

어서도 개발된 프로그램의 특성과 목적을 살

려, 환경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 탐구중

심 환경교육 이론이 초등학생에게도 의미있게

실현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내재적 환경교육 가치의 평가를 위한 초

등학생용 평가지를먼저개발하였으며, 검사지에
대한 예비검사를 거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투입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평가지 문항 개발의 범주

평가지를 탐구중심 환경교육 이론의 관점에

서 개발하기위해, 이프로그램의의도대로그적
용 결과, 중요한 내재적 가치라 할 수 있는 ‘세
상을 환경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 하였
는지 또는 발전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

며,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의 측면에서 학생
들의 사고와 관점이 실제 향상되었는지를 평가

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발된 이 프로그램이 초
등학생 수준에서 적합하였는지도 평가하고자 하

였다. 이는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선

행연구에서 주로 중등학교 수준에서 고안되고

적용했으나, 초등학교 수준에서 적용하여 프로
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평가한 연구가 아직 이

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연구적 질문으로서 과연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수준

에서도 어렵지 않고 적합하게 만들어져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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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 활동 모형

주제 기계천 상․중․하류의 DO 측정

준비

기계천 탐사에 앞서, 상․중․하류의 적합한 측정지점을 지도 검색 및 육안평가를 통해 결정하였다.

측정지점 선정의 고려 요소는 탐구지점으로서의 가치, 안전성, 접근성이었다. 측정지점이 결정된 후,

하천의 지리적 위치와 전체 모양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급 게시판에 기계천 지

도를 게시하여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탐구

계획서

작성

기계천 상․중․하류의 DO 측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탐구계획서를 작성하였다. 탐구 계획

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복잡하지 않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항목으로는 예

상하기, 준비물, 탐구계획, 결과, 알게 된 점, 새로운 탐구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준비물 DO미터, 줄자, 뜨는 물체, 30 cm 자, 초시계, 물장화

탐구

계획

① 상․중․하류에서 물의 빠르기가 같은 곳(비슷한 곳)을 찾는다.

② 물의 빠르기가 비슷한 지점에서 수심 10 cm깊이에 DO 미터를 둔다.

③ 물의 DO (mg/L)를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 분석한다.

탐구

수행

및

결과

분석

탐구 계획에 따라 기계천 상․중․하류의 DO를 비교하기 위해 측정활동을 하였다. 탐구 중, 중류

측정지점 바로 윗부분에서 하수의 유입을 발견하고 유입되고 있는 하수의 DO도 측정해 보았다. 예

상하지 못했던 하수의 유입은 물 환경 문제를 지도하는데 적합한 자료가 되었다.

측정지점 상류 하수유입 중류 하류

DO (mg/L) 9.6 5.7 7.4 8.1

연구자: 정리한 자료를 보고 알게 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1: 상류가 가장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DO가 9.6 mg/L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연구자: 상류와 중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낮나요?

학생2: 중류가 더 낮아요.

연구자: 왜 그런 것 같아요?

학생3: 하수의 DO가 5.7 mg/L로 가장 DO가 낮으니깐 이 물이 섞여서 중류가 상류보다 DO가 낮

아진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상류에서 물이 흘러갈수록 DO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나요?

학생4: 네.

깨달음

의

확장

깨달음의 확장 단계에서는 상․중․하류별 DO수치변화와 사람들의 생활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이 활동은 상․중․하류별 DO수치 측정을 통해 습득하게 된 개념을 인간 생활이라는 개념

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는 활동으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연구자: DO수치변화와 사람들의 생활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학생1: 하수가 유입되는 중류에서 DO가 낮아졌어요. 사람들이 배출하는 하수가 영향을 준 거예요.

학생2: 물의 DO가 높아야 깨끗한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좋은 물을 사용하고 그

물에서 나오는 좋은 물고기들을 먹을 수 있어요.

학생3: 맞아요. 사람들이 버리는 물은 기계천을 오염시키고, 그 물을 우리가 먹어야 하니까 우리에

게도 좋지 않아요.

학생4: 하류로 갈수록 DO가 낮아지는 것은 사람들이 하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예요.

학생5: 상류에서 DO가 제일 높았는데, 사람들의 생활이 DO를 낮추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생활이

하천의 DO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학생들은 DO가 낮아진 것이 사람들의 생활이 영향을 주어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영향이 결국 다

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하천과 인간의 상호작용적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

새로운

탐구

질문

탐구활동을 하면서 상류에서 물이 흘러갈수록 DO가 낮아지지만 다시 하류에서 DO 수치가 높아진

현상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다. 이러한 새로운 탐구 질문은 탐구의 과정 및 깨달음의 확장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다음 탐구활동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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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 측정 모습 기계천으로 유입되는 하수 기계천의 DO측정 모습

그림 3.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모습

수 있는지를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보기 위한

의도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
한 평가 검사지의 문항개발 범주 3 가지에 대
해 설명하고자 한다.

1)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의 5가지 구성요소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이 포함하는 5가지 구
성요소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환경

을 이해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틀로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교육을 위한 환
경학을 잘 구현했다는 것은 학생들이 대상 환

경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형성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형성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은 단편적인 지식에 대비되는 개

념으로 세상을 환경적으로 깊이, 그리고 넓게

볼 수 있는 관점과 안목을 형성하게 한다.
그러므로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의 5가지 구

성요소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해 봄으로

써 개발된 프로그램이 물 환경에 대한 통합적

이고 체계적인 지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세상을 환경적
으로 보는 안목’ 형성에 관한 의미 있는 평가가
될 것이다. 

2) 세상을 환경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형성

탐구중심 환경교육의 목적인 ‘세상을 환경적
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어
떠한 현상을 환경적 아이디어 또는 관점을 활

용하여 ‘환경적 현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경적 아이디어가 형성된

사람은 사물 또는 현상을 ‘환경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며, 몇 가지의 환경적 아이디
어와 현상을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이 이러한 세
상을 환경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형성에 도움

이 되는지 평가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3)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탐구중심 환경교육의 

적합성

탐구중심 환경교육은 과학적 탐구와 통찰적

탐구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능이나 정서적

인 측면보다는 인지적인 능력을 비교적 많이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탐구중심 환경교육이 다소 어려울

수 있고, ‘탐구중심 환경교육이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환경교육으로 적합한가?’ 라는 의문
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탐구활동 과정에서의
인지적 어려움, 깨달음(앎)의 즐거움 경험, 탐
구중심 환경교육에의 흥미 및 관심, 탐구를 통
한 현상의 깊은 측면 이해를 평가 항목으로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탐구중심 환경교육의 적

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4가지의 평가문항을 개
발하였다. 개발된 평가문항의 구성요소는 표 8
과 같다. 

나. 예비검사

평가의 특성상 평가도구의 1～5, 17번 항목
은 서술식 평가를 하였고 나머지 항목인 6～13, 
14～16항목은 5단계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문
항을 구성하였다(부록 참조). 문항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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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평가지 구성요소

문항번

호
범주 평가 내용

평가

문항수

평가

대상

평가

형식

1

환경교육을위한

환경학의 5가지

구성요소

환경 자체에 대한 이해

5

실험반

및

비교반

서술식

평가

2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3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4 구체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5 근본적으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6

세상을 환경적

으로 볼 수 있는

안목 형성

비점오염원

8
실험반 및

비교반

5단계

Likert

척도

7 수질

8 물의 순환

9 하천건강과 생물의 관계

10 자연의 심미성

11 인간․자연의 관계

12 생활 오염

13 하천 복원

14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탐구중심

환경교육의적합성

인지적 어려움

4 실험반

5단계

Likert 척도
15 깨달음의 즐거움

16 흥미 및 관심

17 현상의 깊은 측면 이해 서술식 평가

도는 프로그램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는데, 그 결과 세상을
환경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형성 범주의 문항

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가 0.769,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탐구중심 환경교육의 적합성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가 0.778로 비교
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상관관계가 0.772로 높은 상관관
계를 보여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2. 평가지 분석평가

가.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의 5가지 구성 요소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의 5가지 구성요소
측면에서 프로그램 적용 후 학생들은 환경적인

사고와 관점이 향상되었는지 관련된 질문을 던

지고, 자유로운 서술식 응답을 하게 한 뒤 이를
분석하였다.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의 5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해 봄으

로써 개발된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구성되었

는지, 또 그 결과로 학생들에게 물 환경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형성하게 하였는

지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각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물 환경 자체에 대한 이해

‘내가 생각하는건강한 하천의특징을모두적
어보시오.’라는 평가 내용에 대한 응답은 표 9와
같다.
평가 결과, 실험집단 학생은 학생 한 명당 평

균 4개의 응답을, 비교 집단이 평균 2.2개의 응
답을 하였다. 또한, 실험집단 학생과 비교 집단
의 학생의 응답 내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실험
집단 학생이 인식하는 건강한 하천의 특징은

DO가 높음, COD가 낮음, 다양한 수생식물, 수
온, 점오염원과 비점 오염원 등 비교적 구체적
이고 환경적 안목을 요하는 대답이 많은 반면, 
비교집단의 경우 ‘깨끗한 물’ 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쓰는 학생들이 많았다. 즉, 실험집단의
학생이 비교집단의 학생에 비해 물 환경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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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물 환경 자체의 이해 평가 항목 답변 분석

순 답변 내용

실험

집단

(N=20)

비교

집단

(N=18)

1 DO가 높음 13 0

2 COD가 낮음 7 0

3 수온이 적절한 곳 3 0

4 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이 없음 4 0

5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이 없음 5 0

6 물이 맑음 8 8

7 쓰레기가 없음 5 6

8 다양한 수생동물 11 11

9 다양한 수생식물 19 3

10 생태계 파괴 요인이 없음 3 0

11 물의 빠르기가 빠름 2 1

12 깨끗한 물 0 10

13 냄새가 없음 0 1

평균 4.0개 2.2개

평균: 이 표에서 제시한 평균은 질문에 대한 개인

의 응답 내용 개수의 평균을 의미함.

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물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우리의 생활과 하천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어보세요.’라는 평가 내용에 대한 응답은 표
10과 같다. 
물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답변은 크

표 10. 물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이해 평가 항목 답변 분석

순 답변 형태 답변내용
실험 집단

(N=20)

비교집단

(N=18)

1 물의 오염 우리의 생활이 물을 오염시킨다. 0 1

2 물의 이용 우리는 물을 이용하여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한다. 5 17

3 상호작용적

관점

우리가 물을 오염시키면 물이 오염되어 우리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고,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면 우리도 쾌적한 생활을

하게 된다.

15 0

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먼저 인간이
물을 오염시킨다는 내용만을 답한 경우, 둘째
로 인간이 물을 이용한다는 내용만을 답한 경

우, 마지막으로 인간은 물을 이용하고 그 이용
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 물 환경이 인간에게

도 영향을 준다는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답을

한 경우이다. 
답변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의 답변 형태를 비교해 보았을 때, 비
교 집단은 물의 오염 관점에서 답한 학생이 1
명, 물의 이용관점에서 답한 학생이 17명으로
18명 모두 하나의 관점에서만 답을 하였다. 이
에 비해 실험 집단은 물의 이용 관점에서 답한

학생이 5명,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답한 경우가
15명이었다. 즉, 프로그램을 통해 물 환경과 인
간과의 관계를 상호작용적이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것이다. 

3) 물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

‘사람들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모두 적
어보세요’라는 평가 내용에 대한 응답은 표 11
과 같다. 
물 환경 문제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 보았을

때, 비교 집단은 학생 한 명당 평균 2.0개의 응
답을 하였고, 실험 집단은 평균 3.9개의 응답을
하여, 실험집단이약 2배더 많은응답을한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의 내용에서도 비교 집
단은 쓰레기, 세제 사용, 음식물 쓰레기, 공장
폐수 등 통상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실
험 집단에서 매연, 하천 개발, 낚시, 외래종, 하
천바닥의 시멘트 등 직접적 물 환경 문제의 원



DO미터를 활용한 초등학생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25

표 11. 물 환경 문제 이해 평가 항목 답변 분석

순 답변 내용

실험

집단

(N=20)

비교

집단

(N=18)

1 쓰레기 15 14

2 물 낭비 1 0

3 세제 사용 16 11

4 우유 버리기 2 0

5 세차하기 5 0

6 매연 등으로 인한 공기 오염 2 0

7 농약․비료 8 0

8 물놀이․야영 4 0

9 공장폐수 11 6

10 무분별한 수생동물 채집 2 0

11 하천 개발 2 0

12 음식물 쓰레기 4 4

13 가축배설물 1 0

14 낚시 1 0

15 기름 유출 1 1

16 외래종 생태계 교란 1 0

17 독극물 화학약품을 처리 없이

버리는 것

1 0

18 하천 바닥에 시멘트를 까는 것 1 0

평균 3.9개 2.0개

평균: 이 표에서 제시한 평균은 질문에 대한 개인의

응답 내용 개수의 평균을 의미함.

인뿐만 아니라 공기 오염, 외래종, 레져 활동 등
과같이다양한인간활동과물환경문제를연결

시켜 생각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실
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통합적 관점에서 물

환경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구체적인 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기계천이 오염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할 수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라는 평가 내용에 대한 응답은 표 12와 같다. 
구체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

한 응답 또한 비교 집단이 평균 1.2개의 답을, 
실험 집단이 평균 2.3개의 답을 하였으므로 물

환경 문제의 구체적 해결 방법을 실험 집단 학

생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표 12. 구체적 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평가 

항목 답변 분석

순 답변 내용

실험

집단

(N=20)

비교

집단

(N=18)

1 하천정화식물 14 0

2 정화시설 2 3

3 하천 접근을 금지시킴 6 2

4 쓰레기 줍기 9 6

5 인터넷을 통해 알리기 1 0

6 비점오염원 관리

(농약, 비료, 도로)

5 0

7 점오염원 관리(공장폐수) 5 1

8 표지판 2 0

9 세제사용 안하기 2 3

10 정화 0 6

평균 2.3개 1.2개

평균: 이 표에서 제시한 평균은 질문에 대한 개인의

응답 내용 개수의 평균을 의미함.

다. 또한 그 내용에서도 실험 집단 학생들은 하
천정화 식물,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관리 등

의 개념을 언급하여 비교집단과는 뚜렷한 차이

를 보였다.

5) 근본적인 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기계천의 오염을 예방하여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방법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모두적어보세

요.’라는 평가 내용에 대한 응답은 표 13과 같다.
본 문항에서는 비교집단 평균 0.17개, 실험

집단 평균 0.45개로 실험 집단에서 더 많은 답
을 해주어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근본적

물 환경 보전 대책에 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문항과는 달리 실
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평균 1개의 응답이 되
지 않았으며, 문항에 대한 답을 분석해 보았을
때 근본적이거나 예방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
적 해결방법을 적은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 그
이유는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개념이 구체적 해

결방법에 비해 추상적이라 학생들이 사고하기

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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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근본적인 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평

가 항목 답변 분석

순 답변 내용
실험
집단
(N=20)

비교
집단
(N=18)

1 정수장치 개발 1 0

2 농약 대체방법 개발 1 0

3 하천 보호단체 만들기 2 1

4 외래종 관리 1 0

5 지속적 수질 모니터링 1 0

6 광고 및 캠페인 2 1

7 다른 하천 관리 1 0

9 하천에 대한 공부 0 1

평균 0.45개 0.17개

평균: 이 표에서 제시한 평균은 질문에 대한 개인의

응답 내용 개수의 평균을 의미함.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 중 물 환경 문제의 근본

적 해결책을 다루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중심으
로 전개된 탐구 활동은 구성되지 않았다. 그러므
로 본 평가 결과는 새로운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

표 14. 사후검사에 대한 문항별 독립표본 t 검정

문항번호 설문내용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 p

6 비점오염원
실험집단 20 4.00 0.79

2.307 .028*

비교집단 18 3.22 1.22

7 수질
실험집단 20 3.90 0.64

2.517 .018*

비교집단 18 3.11 1.18

8 물의 순환
실험집단 20 4.65 0.49

2.596 .016*

비교집단 18 3.94 1.06

9
하천건강과

생물의 관계

실험집단 20 4.55 0.69
2.314 .028*

비교집단 18 3.89 1.02

10 자연의 심미성
실험집단 20 3.85 0.81

2.945 .006**

비교집단 18 2.89 1.18

11
인간․자연의

관계

실험집단 20 4.55 0.69
3.901 .000**

비교집단 18 3.44 1.04

12 생활 오염
실험집단 20 4.00 0.86

3.431 .002**

비교집단 18 2.89 1.13

13 하천 복원
실험집단 20 3.55 1.00

1.913 .064
비교집단 18 2.89 1.13

*p<.05, **p<.01

로그램의 개발에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 보았을 때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의 관점에서 통합적으

로 잘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에게 통합적, 체계
적 지식을 형성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세상을 환경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형성

세상을 환경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형성에

관한 평가는 문항에 대한 반응을 통해 세부 항

목의 관점에서 환경적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였다. 이 영역의 각 문항에 대해 5 단계
Likert척도로 얻은 응답을 정량적으로 통계 분
석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t 테스트 결과, 

이 영역(세상을 환경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형
성)의 검사지 총 문항 8 문항 중 7 문항에 대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투입된 실험집
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육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표 14, 표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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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별 평가 결과 6번 문항에서 12번 문항까
지의 총 7개 문항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13번 문항인 하
천 복원에 관한 문항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

단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용어가 어렵고 학생들이 생활권 내에서

하천복원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그램 적용 후 ‘환경적으로 볼 수 있는 안

목 형성’에 관한 평가 결과 실험집단이 비교 집
단에 비해 평균 6.56점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개발된 초등학생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

이 ‘환경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형성’에 효과
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는 표 14, 표 15와 같다.

다. 초등학교 탐구중심 환경교육의 적합성

초등학교 탐구중심 환경교육의 적합성에 대

한 평가는 인지적 어려움, 깨달음(앎)의 즐거움, 
흥미 및 관심, 현상의 깊은 측면 이해의 4가지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검사지 문항 14, 15, 16 의
3개 문항은 5단계 Likert 척도로 정량 평가하여
분석하였으며, 마지막 문항인 17번 문항은 자유

표 15. 사후검사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N 평균
표준

편차
t p

실험 집단 20 32.95 3.17
4.763 .000*

비교 집단 18 26.39 5.18

*p<.01

표 16. 초등학교 탐구중심 환경교육의 적합성 평가 결과 (N=20)

문항

번호
설문내용

응답빈도

평균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 인지적 어려움 0 2 6 8 4 3.70

15 깨달음(앎)의 즐거움 7 12 1 0 0 4.30

16 흥미 및 관심 10 5 5 0 0 4.25

전체평균 4.08

유응답 서술식으로 응답하게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3가지 항목에 대한 평균이 4.08점으

로 비교적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중 깨
달음의 즐거움은 평균 4.3점, 흥미 및 관심은

평균 4.25점으로 높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지만, 
인지적 어려움은 평균 3.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
은 적합성을 보였다. 인지적 어려움에 대한 추
후 면담에서 학생들은 처음에 DO라는 개념이

생소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하지
만 탐구 활동을 하면서 의미를 이해할수 있었다

고 하니, 개념 도입을 탐구 활동과 함께 점진적
으로 진행해야 하겠다. 

17번 문항인 현상의 깊은 측면 이해에 관한 평
가는 서술식 답변을 통해 평가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의 생활로 인해 하류로 갈수록 DO가 낮
아진다.’와 같이 학생들은 대부분 DO수치가 낮
아지는 현상을 사람들의 생활과 연관시켜 설명

할 수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DO변
화라는 자연적 현상이 가지고 있는 깊은 측면

까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항 14번부터 17번까지의 평가 내용을 종합

해 보았을 때,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에게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항목
에 관한 평가 결과는 표 16과 같다.

3. 비구조적 면담

실험 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DO미터를 활
용한 초등학생 탐구 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비구조적 면담을 실시하였다. 비
구조적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은 DO의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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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그리고 하천의 오염원과 정수장의 물 처
리 과정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비구조적 면담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

해 형성된 ‘세상을 환경적으로 볼 수 있는 안
목’에 대한 질문도 하였다. 다음은 연구자와 학
생들 간의 면담 내용의 일부이다. 

연구자: 탐구활동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환경
에 대한 관심이 생기거나 새롭게 보인 점

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1: 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면서 얼마나

깨끗할까 DO를 측정해 보고 싶다는 생각
이 든 적이 있어요.

학생2: 하천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계천
옆에 있는 양동민속마을은 주말에 몇 번

가 봤는데, 그 옆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
천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학생3: 저는 매일 우유가 마시기 싫으면 화장실에
버리곤 했는데, 탐구활동을 하고 뜨끔했어
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
어요. 

학생4: 정수장에 가 보고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데
많은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

어요. 그래서 물을 틀어 놓고 양치질을 하
는 친구에게 물을 잠그라고 했어요. 

학생5: 저는 지난여름에 계곡에 놀러갔는데, 거기
서 설거지 하는 아주머니를 보니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계곡이면 상류잖아요. 상
류가 오염되면 하류까지 오염되는데..

이와 같이 탐구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대해 관

심이 생기거나 새롭게 보였던 것에 대해 면담

을 나누었을 때 학생들은 내리는 빗물의 DO를
측정해 보고 싶다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욕

을 나타내기도 하고, 계곡 물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에서도 상류의 물이 하류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과 연결하여 환경적 사고를 하는 ‘안목’ 형
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것을 통해 학생들

이 프로그램 적용 후 환경적 현상에 대해 민감

해졌고, 어떤 현상을 환경적으로 볼 수 있게 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 대부분은 탐
구 활동에 즐거움을 느꼈으며 활동 후 스스로

학습을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

었으며, 놀이처럼 탐구 활동을 즐겁다고 표현

하는 학생도 있었다. 
면담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탐구중심 환

경교육프로그램은학생들에게앎의즐거움을경

험시켜 주며 환경적 안목을 길러준다. 그러므
로 탐구중심 환경교육은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고, 초등 환경교육
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DO
미터를 활용한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교육효과를 평가하였다.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서 환경교육에서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탐구중심 환경교육 이론

에 기초하여, 환경교육의 통합적 관점을 살린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개발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려, 탐구중심 환경교육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적용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세상을 환경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형성
을 목적으로 하는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그 처치효과를 평가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세상을 환경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초등
학생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프로그램은 ‘탐구중심 환경교육’ 이론에 바탕
을 두고 이론이 추구하는 통합적이고 통찰적인

탐구 활동을 구성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였

으며,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의 5가지 구성
요소를 프로그램 내용 구성의 틀로 삼았다. 
둘째,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탐구중

심 환경교육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평가지는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의 5가지 요소, 세상을 환경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형성, 초등학생 탐구중심 환경
교육의 적합성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는 ‘탐구중심 환경교육’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될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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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DO미터를 활용한 초등학생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평가지 및 비
구조적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

았다. 그 결과, DO미터를 활용한 초등학생 탐구
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환경교육을 위한 환

경학의 구성요소를 잘 구현한 통합적 물 환경

프로그램이며 탐구중심 환경교육의 궁극적 목

적인 ‘세상을 환경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형
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판

단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탐구중심 환경교육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보았을 때,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

안 앎의 즐거움을 경험하였고, 탐구 활동에 흥
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상의 깊은 측
면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초

등학생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탐구중심 환경교육의 개념과 이론

을 실현하여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탐구중심 환

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본 연구의 바탕이 된 탐구중심 환경교
육 이론(이두곤, 2006a)은 환경교육 분야에서

최근 제기된 이론으로서 주로 환경문제 해결을

주된 성격으로 하는, 교육의 외재적 가치를 중
심적 성격으로 해 왔던 환경교육 분야에서 환

경교육이 내재적 가치를 크게 가지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의 추구가 필요하다

는 것을 제기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환경교
육이 진정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려면 교육이

도구적 가치를 가지는 외적인 문제 해결도 가

치가 있지만, 환경교육 자체가 인간을 성장시키
고 바람직한 교육적 가치가 그 자체로서 있으

며, 이를 주목하고 환경교육에서 잘 실현할 필
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교육의 내재적 가

치를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탐구중심 환경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과학적 탐구와 통찰적 탐

구를 통해 환경적 관점, 안목을 형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환경교육의 내재적 가치로 보았다

(이두곤, 2006a). 
이렇게 최근 제기된 탐구중심 환경교육 이론

이 그 사이 주로 중등학교 환경교육을 대상으

로 연구가 되어 왔으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일부 이론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

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구
체적인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또한 적용하였으며, 초등학생에 적합한 탐

구중심 환경교육 관점의 평가지를 또한 개발하

여, 이 개발 적용된 프로그램을 평가해 봄으로
써, 직접적으로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 효

과를 평가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초등학
교에 대한 탐구중심 환경교육 이론의 적합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는 데 연구적 의의가 크

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결과, 이 연구에서 개발된 DO를 중

심으로 한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탐구

중심 환경교육의 관점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검

증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탐구중심 환경교
육 이론이 초등학교 적합성, 유의성이 있다는 의
미를 가진다. 즉, 초등학생에게도 환경교육 그
자체의 즐거움, 깨달음, 환경적 관점, 안목의
형성 등 환경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 효과가 있으며, 가치롭다
는 연구 결과를 실증적으로 도출했다고 생각된

다. 이는 초등 환경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연구 결론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환경교육 프로

그램으로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재조

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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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O 미터를 활용한 초등학생 탐구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지 문항

평가 범주 문항 번호 및 평가 내용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의

5가지

구성요소

1.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하천의 특징을 모두 적어보세요.

2. 우리의 생활과 하천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적어보세요.

3. 사람들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모두 적어보세요.

4. 기계천이 오염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5. 기계천의 오염을 예방하여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

두 적어보세요.

세상을

환경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형성

6. 하천 주변에 축산 농가들이 위치하고 있으면 하천을 오염 시킬 것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

7. 계곡이나 하천 등을 보면 그 물의 건강상태가 궁금해진다.

8. 하천이 오염되면 강과 바다의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9. 건강한 하천을 보면 그 속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10.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하천의 모습이 신기하고 아름답다.

11. 오염된 환경은 ‘나’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 우유를 마시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것을 보면 물이 오염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13. 하천 복원 공사 현장을 보게 되었을 때 환경적으로 건강하게 복원 하는지 관심이 생

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탐구중심

환경교육의

적합성

14. 나는 <푸름이환경탐구반>활동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15. 나는 <푸름이환경탐구반>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즐거웠던 적

이 있다.

16. 나는 <푸름이환경탐구반>과 같은 환경 탐구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

17. <푸름이환경탐구반>을 통해 알게 된 상․중․하류의 DO수치 변화와 사람들의 생활

과의 관계를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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