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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water words written by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investigate their 
cognition by using 'contents of wate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is study, researchers applied qualitative 
analysis methods such as a mind map and a water word association test, as well as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including a water common sense quiz and a survey of water cogn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llege students were rarely interested in water, since the score of a water common sense quiz was 
quite low; water cognition that college students felt in their daily life was also deficient. Second, college student data 
shows that while they had specific water cognition, they did not have integrated view of water. Therefore, the study 
on water cognition of balanced views related to water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developing and appling a interdisciplinary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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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 빈곤지수(Water Poverty Index; WPI)는 재생가능한 수자원량, 수자원 개발정도, 수자원관리능력, 물이용의

효율성과 수질․생태환경 등의 현황을 통합하여 산정한 지표로서 0～100의 범위로 표현되며, 높을수록 건전한

수자원 환경을 나타낸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강수량의계절적편차가큰기후적 
특징으로 하천 유량의 변동이 매우 커 수자원

관리에 불리한 자연적 조건이다. 연강수량의 약
60～70%가 홍수기인 6～9월의 장마와 태풍기

간에 집중되고, 갈수기인 11월부터 익년 4월까

지 6개월의 강수량은 연강수량의 20%에 불과하
여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고 있다. 물 빈곤지수
(Water Poverty Index; WPI1))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수자원은 OECD 국가 중 20위로서 넉넉하지
않은 수자원 환경이다(Lawrence et al., 2002). 실
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 또한 북한지역임

진강 유입량을 포함하여 연간 723억m3이며, 1인
당 사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1,512m3으로서 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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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덴마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함께 우리나
라는 물 스트레스2) 국가로 분류된다(국토해양
부, 2006). 이에 정부는 물절약 종합대책(2000. 
3)과 국가 물수요관리 종합대책(2002. 11)을 수
립하여 물 부족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 환경교육에서는 7차 교육과정을 시작으

로 2007 개정 중․고등학교 ‘환경’, 2009 개정
‘환경과 녹색성장’ 등의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
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강창동 등, 
2006; 교육과학기술부, 2009; 정민걸, 2006; 최석
진 등, 2007). 이는 환경문제가 일반적으로 상호
관련성, 탄력성과 비가역성, 인과관계 규명의

곤란성, 시차성, 광역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
고, 따라서 환경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환경문
제를 예방, 극복 및 해결하는 데에는 범교과적
지식, 방법,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남상준, 
1995). 특히, 물은 물 순환의 시스템에 의해 대
기, 토양 등 지구환경 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여 통합적 접근을 통한 교육에 적합하기

때문에(선혜진과 이두곤, 2009) 환경교육에서
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물 교육 관련 연구들은 물 인식, 물의 환경교

육적 가치, 물 교육 프로그램, 물 교육 내용체계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물
교육 프로그램 연구들은 물의 환경, 경제, 사회
영역 등 물의 자연과학적 측면과 인문사회적 측

면이 반영된 교과의 내용을 통합하여 연구한 특

징을 보였다(김정화와 이두곤, 2007; 류재흥과
이두곤, 2006; 이지형과 이상원, 2009; 허진숙과
이두곤, 2008). 그러나 물의 다양한 측면이 반영
된 교과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는 것은
물의 다양한 측면을 교육할 수 있어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특정

측면으로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물 교육 내용체계를 활용한 교육내용

의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물의 여러 측
면 간 연계성과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

고, 주변 환경 및 생활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의적 목표를 강조하는 저학년보다

상대적으로인지적목표의비중이높은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개발 및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학
년들의 물에 대한 인식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선

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
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체계로서 ‘지속
가능발전 물 교육 내용체계’(성정희와 이재혁, 
2011)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물에 대한 인식
정도와 다양한 물 인식 측면 간 차이를 살펴보

고자하며, 이를토대로대학생을대상으로한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물의 다양한 측면에 따른 대학생들

의 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물의 환경, 
경제, 사회 등 물의 다양한 측면과 물 교육 목표
를 고려하여 개발된 ‘지속가능발전 물 교육 내
용체계’를 활용하였으며, 물에 대한 지식, 인식, 
행동 등 대학생들의 물에 대한 인식 정도와 물

의 환경,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물 인식 측면 간
차이를 ‘지속가능발전 물 교육 내용체계’의 내
용 및 영역으로 확인 및 비교해 보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물 상식 퀴즈, 단어 연상법, 
마인드 맵 그리기, 물 인식 설문 등의 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SPSS 18.0 version을 활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물 단어

를 ‘지속가능발전 물 교육 내용체계’의 내용과
영역에 따라 분류하였다. ‘지속가능발전 물 교
육 내용체계’는 학술적인 기여가 인정되었으나
교육개발 및 교육현장에 활용에 있어서 관련 부

처 및 학계 등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일반적인 대학생들의 인식으로 일반화

2) 물 스트레스 국가는 1인당 사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1,700 m3 이하로 수자원 개발이 없는 자연하천수에 물 공급을

의존하는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만성적인 물 공급문제가 발생하는 국가를 의미한다(Cincotta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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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아래는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주요 용어의

조작적 정의이다.  
․물 교육 : 물의 자연과학적 영역뿐만 아니
라, 인문사회 영역 또한 교육 내용으로 포
함하는 교육으로 정의한다.   
․물 상식 : 형식교육의 교육과정과 학습자의
인지 발달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정의한다.
․물인식 : 물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형성된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지식 혹은 물과 관

련된 감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물 감수성 : 물에 관해 느끼거나 이로 인해
깨닫고 습득하게 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물 관련 인식을 파악하

기 위해 2011년 5～6월까지 서울 소재 2개 대학
교의 학생 128명(남: 45명, 여: 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응답대학생들의전
공은이공계 88명(68.8%), 인문사회계 30명(23.4%), 
상경계 9명(7%), 예체능계 1명(0.8%) 등으로이공
계 및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중․
고등학교시절 ‘환경’ 과목수강경험은 25명(19.5%), 
환경체험교육 참가 경험은 36명(28.1%)이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학교 과목 중 환경 관
련과목의수강경험은 67명(52.3%)이 ‘경험이있
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초․중등학교 중 환경
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18.1%이고(환경부, 2009), 
입시 중심 교육 풍토로 환경과목의 선택 비율이

감소 혹은 정체되는 추세로 볼 때(한국초중고등
학교장 총연합회, 2010), 설문 응답자들은 초․
중등학교의 환경과목 채택 비율이 높으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단으로 판단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물의 환경, 경제, 사회 등 물의 다
양한 측면에 대한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물 인식

과 잠재된 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정성적 분

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정량적 분석 방법을

통해 물에 대한 인식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 단어 연상법
과 마인드 맵(mind map)을 활용하여 물의 다양
한 측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잠재된 인식을

파악하였다. 인지심리학의대표적인스키마(sche-
ma) 이론의 관점에서 어휘는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에관련된하나의개념으로개인각자가지닌

경험과지식의총체로정의되므로(Osborne & Frey-
berg, 1985; Schwandt, 1994; Von-Glasersfeld, 1999), 
물이란 단어를 접했을 때 연상되는 단어를 기록

하고 마인드 맵으로 물에 대해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의 물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선다형 질문 형태의 물 상식
퀴즈와 함께 전통적인 환경인식 측정도구로서

5점 리커트 척도 형태의 물 인식 문항을 설문하
여, 물에 대한 지식, 인식, 행동 등으로 대학생들
의 물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대학생들의 물 인식은 문항별 평균을 구하거

나 ‘지속가능발전 물 교육 내용체계’를 기준으
로 하여 정량화하였다. 물 상식 퀴즈와 물 인식
설문 등 정량적 분석 방법은 정답률 혹은 평균

을 비교했으며, 단어 연상법과 마인드 맵 등 정
성적 분석방법은 수집된 물 관련 단어를 ‘지속
가능발전 물 교육 내용체계’의 대․중․소영역
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수치화하였다. 또한, ‘지
속가능발전물교육내용체계’에 ‘물과느낌’, ‘물
과 개념’ 등의 중영역을 추가하고, ‘감수성’ 대영
역으로 분류하여 대학생들의 물 관련 감수성을

세부적으로파악하였다. ‘물과느낌’ 중영역은물
과 관련된 정서적이고 추상적인 느낌을 나타내

는 단어를 분류하고, 보다 세부적으로 ‘물 관련
정서적․추상적 느낌’, ‘기타 느낌’ 등의 소영역
으로 분류하였다. ‘물 관련 정서적․추상적 느
낌’ 소영역은 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서적이
고 추상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를 분류하였

으며, ‘기타 느낌’ 소영역은 물과 직접적으로 관
련이 없는 정서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를 분류하

였다. ‘물과 개념’ 중영역은 물 관련 느낌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개념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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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어를 분류하고, 보다 세부적으로 ‘물 관련
개인적 개념’, ‘기타 개념’ 등의 소영역으로 분
류하였다. ‘물 관련 개인적 개념’ 소영역은 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개인적으로 습득하게 되

는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를 분류하였으며, ‘기
타 느낌’ 소영역은 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으로 습득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를

분류하였다. 
본 연구자는 최종적으로 ‘지속가능발전 물

교육 내용체계’의 대영역에 감수성을 추가하여
환경, 경제, 사회, 감수성 영역으로 하고, 감수성
영역이 ‘물과 느낌’, ‘물과 개념’ 중영역과 세부
소영역으로 분류되도록 ‘지속가능발전 물 교육
내용체계’를 재구성하였다(표 8).

가. 물 상식 퀴즈

물 상식 퀴즈는 국토해양부(2010)의 ‘중학생
을 위한 물교실’의 내용을 활용하여 총 5문항 5
점 만점으로 구성하였다. 물 상식 퀴즈는 물의
중요성 및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 물 상식으로 내용을 선정하였다. 퀴
즈의 내용 및 난이도는 교육학 전문가 1명, 물
관련 NGO 단체 활동가 1명에게 검토 받았으며,

표 1. 물 교육 교재 및 중학교 교과에 따른 물 상식 퀴즈 내용의 구성

문항

번호
질문 내용

중학교 물 관련

교과 및 내용3)
물교실 교재4) 중 참고 단원

1 가장 많이 물이 이용되는 곳
사회

- 자원의 개발과 이용

제3장 물의 이용

- 물은 어디에 이용될까?

2 활용 가능한 수자원 현황
과학

- 수권의 구성과 순환

제1장 물의 중요성

- 먹을 수 있는 물, 먹을 수 없는 물

3 인체에서 물의 구성 비율
과학

- 소화․순환․호흡․배설

제1장 물의 중요성

- 물은 생명

4 생활오수의 정화
환경과 녹색성장

- 환경과 환경보전

제3장 물의 이용

- 사용된 물은 어떻게 될까?

5 1일 물 사용량
환경과 녹색성장

- 환경과 환경보전

제3장 물의 이용

- 수돗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

물 상식 퀴즈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퀴즈의 분
석은 표준편차, 정답률 등을 조사하였다. 

나. 단어 연상법

단어 연상법은 ‘물’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연상되는단어를감독관의지도아래정확히 1분
동안 기록하는 방법으로써 대학생들의 물에 대

한 직관적인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되었다. 
대학생들이 기록한 단어는 문맥적 유추나 인터

뷰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없는 단점

이 있으므로 ‘마인드 맵’을 활용하여 보다 세부
적으로 대학생들의 물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기
술통계, T-검증, 변량분석(ANOVA) 등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다. 마인드 맵 그리기

물에 관한 기본적이고 잠재적인 인식을 종합

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인드 맵 그리기를 실시

하였다. 마인드 맵은 중심이미지, 핵심단어, 색, 
부호, 상징 기호 등을 사용하여 머릿속에 지도
를 그리듯이 노트하는 방법이다(Russell, 1996). 
마인드 맵 그리기의 장점은 두뇌에 잠재된 가능

성을 끌어낼 수 있고, 짧은 시간동안 많은 아이

3) 중학교 물 관련 교과 및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을 참고하였다.

4) 국토해양부(2010)의 ‘중학생을 위한 물교실’은 총 6장으로 구성된 중학생용 물 교육 교재이다. 각 장의 제목은 제1장

물의 중요성, 제2장 물의 순환, 제3장 물의 이용, 제4장 물과 재해, 제5장 물과 환경, 제6장 물과 미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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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를 발상해 내게 하며, 두뇌 전체를 활발히
움직이게 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

와 체계화를 가능하게 한다(Gelb, 1988). 이런
장점으로 인해 마인드 맵 그리기는 학습자의 학

습 인지 상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어왔다(유지
연, 2006; 이은정, 2000; 임경희, 1998).
본연구에서는 ‘물’이라는중심개념에대한설

문 응답자들의 생각을 핵심단어, 연결어, 연결
선을 활용하여 그림 그리듯 방사형으로 정리하

게 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은 ‘나무’를 중심 개념
으로 한 마인드 맵 그리기(그림 1)에 대한 설명
을 들은 후 제한 시간 20분 동안 마인드 맵을 그
렸다. 마인드 맵에 기록된 핵심단어는 클러스터
(cluster) 형태로 기록하여 단어의 수, 단어 간 위
계성, 범주성, 연계성, 연관성 등을 파악하기 용
이하게 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이 그린 마인드 맵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해석 및 정량화 하였다. 첫째, 
핵심단어의 단편적 의미보다 핵심단어 간 연계

성, 연관성, 위계성 등을 고려하였다. 즉, 그림 2
의 2 step에 ‘오염’이란 핵심단어를 해석할 경우, 
1 step에 ‘바다’란 핵심단어와의 연관성을 고려
하여 바다오염으로 해석하였다. 둘째, 핵심단어
는 비슷한 개념으로 범주화하여 1개로 계수하
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계수하였다. 예를 들면, 2 
step의 짜다, 짭짤하다, 찝찔하다 등의 단어는

‘짬’이라는 개념으로 범주화하여 1개로 계수하
는 것이 아니라, 3개로 계수하여 설문 응답자의

그림 1. 마인드 맵 그리기의 예시

그림 2. 마인드 맵 해석의 예시

다양하고 방대한인지상태를표시하도록하였다. 
셋째, 1 step의 물 관련 핵심단어는 ‘단어 연상
법’의결과와비교할수있도록 ‘지속가능발전물
교육 내용체계’의 대영역과 중영역으로 분류하
고, 2 step 이하의 핵심단어는 소영역으로 분류
하여 설문 응답자의 물에 대한 다양성과 깊이를

살펴보는 데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량화된
핵심단어는 빈도수, T-검증, 변량분석(ANOVA) 
등의 분석을 통해 통계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해석 및 정량화 기준을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마인드 맵(그림 3)을 다음과 같이 분
석하였다. 1 step의 ‘자연’은 물 관련 다양한 생
태계에대한 내용을포함하는 ‘3. 물생태계와생
명’ 중영역으로분류하였으며, 핵심단어 1개로정
량화 하였다. 2 step는 1 step의 핵심단어와의 연
관된 의미를 해석하여 분류하였으며, 핵심단어
3개로 정량화 하였다. 2 step의 ‘깨끗함’은 ‘자
연’이란 단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물환경의
깨끗함으로 해석하였으며 물 관련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단어가 분류된 ‘12.1. 물 관련 정서적․
추상적 느낌’ 소영역으로 분류하였다. 2 step의
‘바다’ 역시 ‘자연’이란 단어와의 연관성을 고려
하여 바다환경으로 해석하였으며, 해양 생태계
의 다양성과 특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3.4. 
해양 생태계’ 소영역으로 분류하였다. 2 step의
‘순환’은 자연환경의 순환으로 해석하였으며, 물
의 순환과 에너지 공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2.1. 물 순환과 에너지 분배’ 소영역으로 분류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 3의 물 관련
핵심단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로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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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학생들이 기록한 마인드 맵 분석 예시

표 2. 마인드 맵의 해석 및 정량화 예시

구분 핵심단어 및 영역별 분류
핵심 단어의

개수

Step

1

․자연(3. 물 생태계와 생명)

․필요(13. 물과 개념)

․느낌(12. 물과 느낌)

3

Step

2

․깨끗함(12.1. 물 관련

정서적․추상적 느낌)

․바다(3.4. 해양 생태계)

․순환(2.1. 물 순환과 에너지 분배)

․오염(5.1.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

․시원함(13.1 물 관련 개인적 개념)

5

Step

3

․생활오수(5.1. 토양오염과수질오염)

․분쟁(10.1. 물 분배와 분쟁)

․부족(10.1. 물 분배와 분쟁)

3

라. 물 인식 설문

물 인식 설문은 대학생들의 물에 대한 지식, 

표 3. 대학생 설문의 세부 구성

문항 번호 항목 구분 문항 내용

1～7 지식
․환경-1. 물의 과학, 2. 물의 순환, 3. 물 생태계와 생명, 5. 물과 오염

․경제-7. 자원으로서 물

8～17 인식

․환경-5. 물과 오염, 6. 수질 관리 및 방법

․경제-7. 자원으로서 물, 8. 물과 산업

․사회-9. 물과 문명, 10. 물과 인권

18～25 행동

․환경-3. 물 생태계와 생명

․경제-7. 자원으로서 물, 8. 물과 산업

․사회-9. 물과 문명, 10. 물과 인권, 11. 참여와 협력

인식, 행동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5점 리커트
척도 형태로 구성하였다(표 3). 물 지식 문항

(1～7번 문항)은 물 관련 지식의 이해 정도를 설
문하였고, 인식 문항(8～17 문항)는 물 관련 이
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행동 문항(18～
25 문항)은 수질오염 방지, 물 정책 참여, 물 관
련 여가생활, 물 교육 참여, 물과 건강 등에 대
한 실천을 질문하였다. 설문은 물 관련 다양한
측면들이 포함되도록 ‘지속가능발전 물 교육 내
용체계’의 내용을 반영하여 총 25문항으로 구성
하였다(표 3). 설문 내용의 타당도는 교육학 전
문가 1명, 물 관련 NGO 단체 활동가 1명에 의
해 검토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의미가 분석되었
다. 설문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793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빈
도수, 교차분석, T-검증, 변량분석(ANOVA) 등
이 조사되었다.

Ⅲ. 결과 및 논의

1. 물 상식 퀴즈

중학생 수준으로 구성된 물 상식 퀴즈를 분석

하였다(표 4). 그결과, 대학생들은평균 12% 내․
외의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담수의 분포
량이 가장 많은 곳을 질문한 2번 문항은 정답률
이 52.3%(67명)로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담수 분포량에 대한 높은 정답률은 중학교 과학

교과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를 통해 지구온난화

로 인한 담수량 부족에 대한 내용이 학습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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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물 상식 퀴즈의 문항별 정답률

문항 내용
정답률

N(%)

1. 우리나라에서 물이 가장 많이 쓰이

는 곳은?

9(7.0%)

2. 담수가 가장 많이 있은 곳은? 67(52.3%)

3. 인체에 수분을 몇 % 정도 잃으면

죽게 되는가?

13(10.2%)

4. 식용유 50 mL를 정화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은?

17(13.3%)

5. 가정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은?

22(17.2%)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대학생들의 환경교육 수
준은 양호하나, 낮은 물 상식 수준을 보이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2. 단어 연상법

설문 응답자들이 기록한 물 관련 단어는 ‘지

표 5. 지속가능발전 물 교육 내용체계에 따른 물 단어의 분류 (단어 연상법)

지속가능발전 물 교육 내용체계 중영역의 물 단어 빈도수

N(%)

순

위

대영역의 물 단어 빈도수

N(%)대영역 중영역

환경

1. 물의 과학 123( 8.8) ⑥

706( 50.3)

2. 물의 순환 220( 15.7) ②

3. 물 생태계와 생명 198( 14.1) ③

4. 물과 기후변화 58( 4.1) ⑧

5. 물과 오염 64( 4.6) ⑦

6. 수질관리 및 방법 31( 2.2) ⑫

경제
7. 자원으로서 물 173( 12.3) ④

312( 22.2)
8. 물과 산업 159( 11.3) ⑤

사회

9. 물과 문명 42( 3.0) ⑨

109( 7.9)10. 물과 인권 36( 2.6) ⑪

11. 참여와 협력 11( 0.7) ⑬

감수성
12. 물과 느낌 248( 17.7) ①

277( 19.7)
13. 물과 개념 41( 2.9) ⑩

계 1,404(100.0) 1,404(100.0)

속가능발전 물 교육 내용체계’의 내용에 따라 분
류하였으며, 대영역과 중영역을 함께 표시하여
대학생들의종합적인물인식을확인할수있도록

표 5와같이나타냈다. 대학생들이기록한 1,404개
의단어를 ‘지속가능발전물교육내용체계’의 대
영역으로 분류한 결과, ‘환경’ 영역에 50.3%(706
개)로 가장 많은 물 관련 단어가 기록되었다. 그
다음으로경제’ 영역에 22.2%(312개), ‘감수성’ 영역
에 19.7%(277개), ‘사회’ 영역에 7.9% (109개) 등의
순서를보였다. 중영역에의한분류결과는 ‘12. 물
과 느낌’ 중영역이 248개(17.7%)로 가장 많은 단
어가 분류되었다. 그 다음 순위는 ‘2. 물의 순환’
으로 220개(15.7%)이며, ‘3. 물 생태계와생명’으
로 198개(14.1%), ‘7. 자원으로서물’로 173개(12.3%), 
‘8. 물과산업’으로 159개(11.3%) 등의 순서를 보
였다. 그 외 중영역은 평균 51개(3.6%)의 물 관
련 단어가 분류되었다. 대학생들은 주로 ‘환경’ 
영역을 중심으로 물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

으며,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를 활용하여 물
을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교육의 핵심
가치 중 환경주의 가치(이두곤, 2011)는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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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 중요성, 환경에 대한 사랑, 배려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물과 느
낌’ 영역의 단어로 물을 표현하는 경향은 물 교
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

표 6. 상위 빈도수 20위까지의 물 관련 단어 분석 (N=1,404)

순위 단어명
빈도수

(N)

지속가능발전 물 교육 내용체계 대영역

환경 경제 사회 감수성

① 바다 70 ◎

② 강 43 ◎

③ 비 39 ◎

④ 생명 36 ◎

⑤ 깨끗함 35 ◎

⑥ 시원함 31 ◎

⑦ 오염 29 ◎

⑧ 샤워 26 ◎

⑧ 얼음 26 ◎

⑨ 생수 23 ◎

⑨ 갈증 22 ◎

⑨ 물고기 22 ◎

⑩ 빙하 21 ◎

⑪ 물부족 20 ◎

⑫ 홍수 19 ◎

⑬ H2O 18 ◎

⑭ 지하수 16 ◎

⑮ 정화 15 ◎

⑮ 파란색 15 ◎

⑯ 수돗물 14 ◎

⑰ 식수 13 ◎

⑰ 정수기 13 ◎

⑱ 차가움 12 ◎

⑱ 투명함 12 ◎

⑲ 필수적 11 ◎

⑳ 댐 10 ◎

⑳ 삼다수 10 ◎

⑳ 수증기 10 ◎

⑳ 쓰나미 10 ◎

⑳ 음료수 10 ◎

계 651 15(50.0%) 8(26.7%) 0(0.0%) 7(23.3%)

*전체 단어는 1위～29위까지 서열화 됨.

공한다고 판단된다.
물 관련 단어를 빈도수에 따라 상위 20위(전

체의 43.2%)까지 서열화하여 대영역으로 분류하
고 그 경향을 조사하였다(표 6). 대학생들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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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한단어는 ‘환경’(15개, 50.0%), ‘경제’(8개, 26.7%), 
‘감수성’(7개, 23.3%) 영역을 중심으로 분류되었
다. 그 중 환경 영역으로 분류된 단어는 바다, 
강, 비, 생명, 오염, 얼음, 물고기, 빙하, 물부족, 
홍수, H2O, 정화, 댐, 수증기, 쓰나미 등이며, 경
제 영역으로 분류된 단어는 샤워, 생수, 지하수, 
수돗물, 식수, 정수기, 삼다수, 음료수 등이었다. 
감수성 영역은 깨끗함, 시원함, 갈증, 파란색, 차
가움, 투명함, 필수적 등의 단어가 분류되었다. 
그러나 사회 영역은 상위 20위 중 한 단어도 포
함되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물을 둘러싼 사회

영역의 단어를 가장 적게 기록하는 경향을 보이

므로 물과 인권, 복지, 여성, 아동, 국제사회 등
물을 둘러싼 사회 영역에 대한 관심과 인식 증

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단어 연상법에 의해 기록된 물 단어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p=.704, t=.308), 환경체험교육 유
무(p=.458, t=.745), 중․고등학교 환경 과목 수
강 유무(p=.625, t=.490), 대학교 환경 관련 과
목 수강 유무(p=.083, t=1.748) 등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전공에 따른 차이는 이공계가 평균 11.3개의
단어를 기록하여 타 전공(인문사회계=10.5개, 
상경계=10.0개)에 비해 많은 단어를 기록한 것
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
으로(p=.176, F=1.760) 조사되었다. 즉, 대학생 집
단은 성별, 전공, 환경 관련 교육 유무 등에 따
라 단어 기록수의 차이가 없는 동일한 집단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대학생의 물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으로

물의 환경, 사회, 경제, 감수성 등 다양한 측면
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인드 맵 그리기

마인드 맵은 핵심단어, step, 학생의 빈도수를
분석하여 표 7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대학
생들이 기록한 핵심단어는 특정 step에서 증가
한 후 step이 증가할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2,3 step에서 가장 많은 핵심단어가
기록된 후 step이 증가함에 따라 핵심단어의 빈
도수가 점점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핵
심단어를 기록한 학생의 수 또한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 step별 핵심단어의 빈도수는 물에
대한 다양한 인지 상태를 의미하고 step 수 증가
에 따른 학생과 핵심단어의 빈도수 증가는 물에

대한 인지상태의 깊이를 나타내므로, 대학생들
은 교육을 통해 습득한 물 개념을 자신의 물 인

식으로 구조화 시키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

단된다.
물 인식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인드 맵의

각 step 별 경향을 분석하였다(표 8). 1 step은 ‘단
어 연상법’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지속
가능발전물교육내용체계’의대영역으로분류하
였다. 그 결과, 환경(59.1%, 318개), 경제(24.2%, 
130개), 감수성(12.5%, 67개), 사회(4.3%, 23개) 
영역 등의 순서로 물 관련 핵심단어가 분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20분이라
는 제한시간 동안 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충

분히 정리하여 폭넓은 물 관련 핵심단어를 기록

함으로써 잠재된 가능성을 표현할 것으로 판단

하였으나, 단어 연상법과 동일한 분석 결과를

보였다. 대학생들은 사고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환경 영역을 중심으로 물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

어 있었으며, 물과 관련된 사회 영역에 대한 인

표 7. 마인드 맵에 기록된 핵심단어의 빈도수 

(N=117)

Step

구분

핵심단어의 빈도수 학생

수최소 최대 평균

1 step 2 8 4.6 117

2 step 1 22 9.4 117

3 step 1 22 6.4 101

4 step 1 14 4.0 57

5 step 1 4 2.1 32

6 step 1 3 1.5 15

7 step 1 3 1.4 8

8 step 1 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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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8 step는 1 step에서 기록된 핵심단어의 경

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 물 교육 내용체계’의 소영역으로 분류하였
다. 대학생들이 기록한 물 관련 핵심단어가 분
류된 소영역의 상위 10위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위는 ‘13.2. 기타 개념’ 소영역으로 247개
(11.8%)의 단어가 기록되었으며, 황사, 쓰레기, 
산소 등과 같이 물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

적으로 습득되는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가 분류

되었다. 2위는 ‘7.2. 물의 이용’으로 187개(8.9%)
의 단어가 기록되었으며,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일상 활동 및 생활에서 이용되는

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분류되었다. 3위는 ‘2.1. 
물 순환과 에너지 분배’로서 162개(7.7%)의 단
어가 기록되었으며, 구름, 비, 바다 등 물의 순
환과 공급으로 지구 에너지가 분배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분류되었다. 4위는 ‘4.1. 기후
변화와 수해’로서 144개(6.9%)의 단어가 기록되
었으며, 사막화, 엘리뇨, 쓰나미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난에 대해 표현하는 단어가 분류되었

다. 5위는 ‘7.1. 물 분포’로서 139개(6.6%)의 단
어가 기록되었으며, 담수, 건기, 식수부족 등 지
구상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과 그 분포를

표현하는 단어가 분류되었다. 6위는 ‘5.1.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으로 114개(5.4%)의 단어가

기록되었으며, 산성비,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을 표현하는 단어가 분류

되었다. 7위는 ‘3.1. 생물과 물 생태계’로서 112
개(5.3%)의 단어가 기록되었으며, 자연, 생태계, 
동․식물 등 인간과 생물 그리고 생태계의 구성

요소로서 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분류되었다. 8
위는 ‘3.2. 물과 대사 작용’으로서 111개(5.3%)
의 단어가 기록되었으며, 피, 땀, 소변 등 생명
과 현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의 역할을 표현

하는 단어가 분류되었다. 9위는 ‘13.1. 물 관련
개인적 개념’으로서 106개(5.0%)의 단어가 기록
되었으며, 청정지역, 배산임수, 물뿌리개 등과

같이 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개인적으로 습

득하게 되는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가 분류되었

다. 10위는 ‘1.1. 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으로

서 102개(4.9%)의 단어가 기록되었으며, 수증기, 
기화, 극성 등 물의 상태 변화와 물리적, 화학적
특징을 표현하는 단어가 분류되었다. 2～8 step
의 물 관련 핵심단어는 1 step의 분석 결과와 같
이 환경 영역을 중심으로 분류된 경향을 나타냈

다. 특히, ‘13.2. 기타 개념’이 1위로 조사된 것은
환경 관련 교육에 의해 습득된 단어를 활용하여

물에 대해 표현하기 보다는 물 관련 경험 및 느

낌으로인해자신이스스로습득하게되는개념을

그대로 표현하는 대학생들의 경향이 반영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10위 중 사회 영역에 속한
소영역이 한 개도 없는 것은 사회 영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을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1～8 step 분석을 통해 물 관련 핵심단어가 물

의 환경, 감수성 영역을 중심으로 분류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대학생들이 그린
마인드 맵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4는 물의
환경 영역 중 수질오염에 초점을 두어 기록된

마인드 맵으로서 ‘폐수’, ‘생활용수’, ‘샤워’ 등
의 핵심단어로 수질오염의 원인과 수반되는 현

상을 표현하였으며, 의미상 연관성이 있는 핵심
단어를 ‘물 오염’과 ‘샤워’, ‘물 오염’과 ‘물고기
사체’ 등과 같이 연결하여 생각하지 못하는 한
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는 ‘시원함’, ‘맑음’, 
‘풍요’ 등과 같이 물과 관련된 추상적이고 감정
적인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기록된 마인드 맵으

로서, ‘수질오염’, ‘바다’, ‘샤워’, ‘낭비’ 등으로
물의 환경, 경제 영역을 표현하였으나, 물에 대
한 다양성과 깊이가 부족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림 6은 물의 환경, 경제, 사회, 감수성 영
역이 모두 고려된 마인드 맵으로서 물의 환경, 
경제, 감수성 측면을 넘어 ‘아프리카’, ‘빈곤’, 
‘전쟁’, ‘물 부족 국가들’, ‘이집트’, ‘나일강 댐
으로 인한 분쟁’ 등의 단어를 표현함으로써 사
회적 측면으로 물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는 특

징이 있다. 1～8 step 분석을 통해서 대분의 대
학생들은 그림 6과 같이 물의 환경, 경제, 사회, 
감수성 영역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기보다 그림

4, 5와 같이 물의 환경, 감수성 등을 중심으로
물을 인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물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연합하고, 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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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지속가능발전 물 교육 내용체계에 따른 마인드 맵 물 관련 핵심단어 분류

지속가능발전 물 교육 내용체계 1 step 2～8 step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빈도수 N(%) 순위 빈도수 N(%) 순위

환경

1. 물의 과학
1.1. 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41( 7.6) ⑤
102( 4.9) ⑩

1.2. 물과 과학 기술 7( 0.3) ㉖
2. 물의 순환

2.1. 물 순환과 에너지 분배
55(10.2) ③

162( 7.7) ③

2.2. 물과 물질의 이동 22( 1.0) ㉑

3. 물 생태계와

생명

3.1. 생물과 물 생태계

138(25.7) ①

112( 5.3) ⑦

3.2. 물과 대사 작용 111( 5.3) ⑧

3.3. 습지 및 담수 생태계 27( 1.3) ⑲

3.4. 해양 생태계 65( 3.1) ⑫

4. 물과 기후변화

4.1. 기후변화와 수해

41( 7.6) ⑤

144( 6.9) ④

4.2. 개발과 수해 37( 1.8) ⑮

4.3. 재해 방지 25( 1.2) ⑳

5. 물과 오염
5.1.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

32( 5.9) ⑥
114( 5.4) ⑥

5.2. 해양 오염 32( 1.5) ⑰

6. 수질관리 및

방법

6.1. 상수 관리 및 처리 방법
11( 2.0) ⑨

10( 0.5) ㉔
6.2. 하수 관리 및 처리 방법 60( 2.9) ⑬

‘환경’ 대영역의 계 318(59.1) 1,030(49.0)

경제

7. 자원으로서 물
7.1. 물 분포

103(19.1) ②
139( 6.6) ⑤

7.2. 물의 이용 187( 8.9) ②

8. 물과 산업
8.1. 수도 및 물 재생 산업

27( 5.0) ⑦
8( 0.4) ㉕

8.2 물 관련 1․2․3차 산업 94( 4.5) ⑪

‘경제’ 대영역의 계 130(24.2) 428(20.4)

사회

9. 물과 문명

9.1. 문명의 발생

10( 1.9) ⑩

19( 0.9) ㉒
9.2. 물과 문예, 놀이 문화 56( 2.7) ⑭

9.3. 물과 미래 5( 0.2) ㉗

10. 물과 인권

10.1. 물 분배와 분쟁

8( 1.5) ⑪

36( 1.7) ⑯

10.2. 물과 빈곤 19( 0.9) ㉒
10.3. 물과 보건 28( 1.3) ⑱

11. 참여와 협력

11.1. 물 자원 절약의 실천

5( 0.9) ⑫

17( 0.8) ㉓
11.2. 지역 협력 사례 8( 0.4) ㉕
11.3. 국제 협력 동향 7( 0.3) ㉖

‘사회’ 대영역의 계 23(4.3) 195(9.3)

감수성

12. 물과 느낌
12.1. 물 관련 정서적․추상적 느낌

43( 8.0) ④
60( 2.9) ⑬

12.2. 기타 느낌 36( 1.7) ⑯

13. 물과 개념
13.1. 물 관련 개인적 개념

24( 4.5) ⑧
106( 5.0) ⑨

13.2. 기타 개념 247(11.8) ①

‘감수성’ 대영역의 계 67(12.5) 449(21.3)

물 관련 핵심단어의 합계 538(100) 2,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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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환경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마인드 맵

그림 5. 감수성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마인드 맵

사고하는것에대한교육이미흡했기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차후 물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
면과 감수성을 통합하여 물의 다양한 측면을 통

합하여 교육할 수 있는 물 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학생 집단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고등학교 환경 과목 수강, 체험환경교육 경
험, 전공 등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대학교 환경 관련 과목 수강은 통
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9). 
대학생들은 환경 관련 과목 수강을 통해 물 관

그림 6. 모든 영역이 고려된 마인드 맵

표 9. 집단별 물 핵심단어의 평균 차이 (마인드 맵) 

집단 구분 학생 수 평균 통계값

대학교

환경 관련

과목 수강

있음 64 26.4 t=5.797

p=.000***

(***p<.001)없음 51 16.6

중․고등학교

‘환경’

과목 수강

있음 24 24.1 t=1.070

p=.287

(p<.05)없음 91 21.5

체험환경

교육 경험

있음 32 25.1 t=1.588

p=3.853

(p<.05)없음 83 21.2

전공5)

이공계 84 23.5
F=1.940

p=.148

(<.01)

인문

사회계
26 19.4

상경계 6 18.7

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공계
대학생들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했으나, 물 단어
기록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이공계는 전공 과정에 의해서 물의

자연과학적 특징을 인문사회계, 상경계 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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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비중 있게 다루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4. 물 인식 설문

물 인식 설문은 대학생들이 기록한 설문지의

물 지식, 인식, 행동 문항을 분석하였다. 설문 분
석 결과,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4점으로 조
사되었으며, 문항별 평균은 물 지식 문항이 3.0
점, 물 인식 문항이 3.8점, 물 행동 문항이 3.1점
으로 나타났다(표 10). 물 지식 문항(1～7번 문
항) 중 물의 과학적 특성(1번 문항), 체내에서
물의 역할(2번 문항), 자연계에서 물의 정화(3번
문항), 지구 에너지순환과정에서 물의 역할(6번
문항) 등과 같이 중․고등학교 시절 과학교과에
서 다루었던 물 관련 지식에 대해 묻는 문항은

67명(53.4)의 대학생들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
였다. 그러나 수돗물 오염의 원인과 대책(4번
문항), 가상수의 개념(5번 문항), 중수도의 개념
(7번 문항) 등과 같이 물에 대한 시사적인 내용
을 묻는 문항은 6명(16.4%)의 대학생들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가상수는 식량이

나 공산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물의 양을 의미

하는 개념으로 오직 2명(1.6%)의 대학생만이 가
상수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
며,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

을 의미하는 중수도의 개념에 대해 29명(23.1%)
의 대학생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후변
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정부와 언론의 발표

에 의해 조명됨에 따라 가상수와 중수도 개념이

이슈화되었고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졌지만, 대
학생들은 정부와 언론의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

고 물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지식이 낮은 것

으로 판단된다.
물 인식 문항(8～17번 문항)은 물 환경(8,9번

문항), 경제(10～12번 문항), 사회(13～17번 문

항)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물 환경 문항
중 ‘환경문제 가운데 수질오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에 대해 75명(59.5%)이 ‘그렇

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대학생들은 환경
오염 문제 중 수질오염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 관련 경제에 관한 문항
은 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의견을 질문

하였으며, 대학생 대부분(평균 94명, 74.6%)은
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물은 공기와 같은 공공재인가?’에 대해 묻는

문항은 15명(5.6%)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물은 경제적 가치가 있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공기처럼 누구나 대가 없이 사용하

는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 관
련 사회에 관한 문항(13～17번 문항)은 17번 문
항을 제외하고, 물과 인권, 문화, 빈곤, 분쟁 등
물을 둘러싼 사회적 측면에 대한 대학생들의 물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0). 17번 문
항은 ‘물 부족 국가라고 느끼는가?’에 대해 묻
는 문항으로, 17명(13.5%)이 ‘그렇다’라고 응답
하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2003)의 ‘물 부족 국
가 분류에 대해 공감하는가?’에 관한 설문 결과
는 70.6%가 ‘그렇다’라고 응답해 본 연구와 상
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2003년 이후 상수도 보
급률 향상(2006년, 98%이상), 국가 수질자동측
정망 확충(2010년 4월, 49개소 설치․운영), 수
문조사 선진화 5개년 계획(2005년, 수립 추진 완
료)등의 정부의 노력(김응석, 2010; 정유진, 2010; 
조효섭등, 2011)으로수도꼭지만틀면물이나오
는 생활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물 행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특징은 마시는

물, 물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도상국의 봉사활
동 등에 관심이 많으며, 물 정책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끓인 수돗물 혹은 생
수를 마시는 대학생은 92명(73%)으로 식수에 대
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19번 문항), 몸에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 노력하는 수는 50명(39.6%)인
점을 볼 때(18번 문항) 대학생들은 물을 건강과
연계하여 생각하는 것에 대해 미흡한 것으로 판

단된다. 물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개발도상국 봉
사활동의 참여 의사에 대한 문항은 평균 56명

5) 예체능계 학생은 케이스가 1로서 평균에 대한 사후검정을 수행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물 인식 설문

또한 동일게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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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대학생들의 설문 응답 결과 (N=126) 

항목

구분

문항

번호
내 용

응답 유형 - N()
평균

(점)

항목별

평균

(점)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지

식

1 물의 과학적 특성을 잘 알고 있다. 23(18.3) 57(45.2) 33(26.2) 9( 7.1) 4( 3.2) 3.7

3.0

2 우리 체내에서 물이 하는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0(15.9) 60(47.6) 36(28.6) 8( 6.3) 2( 1.6) 3.7

3 자연의순환과정을통해오염된물이정화되는과정을잘알고있다. 6( 4.8) 40(31.7) 51(40.5) 25(19.5) 4( 3.1) 3.2

4 수돗물을 오염시키는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알고 있다. 1( 0.8) 30(23.8) 57(45.2) 34(27.0) 4( 3.2) 2.9

5 가상수의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0( 0.0) 2( 1.6) 5( 4.0) 60(46.9) 59(46.8) 1.6

6 지구 에너지 순환 및 분배에 있어서 물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 10( 7.9) 53(42.1) 52(41.3) 7( 5.6) 4( 3.2) 3.5

7 중수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7( 5.6) 22(17.5) 27(21.4) 42(33.3) 28(22.2) 2.5

인

식

8 환경문제 중 수질 오염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14(11.1) 61(48.4) 40(31.7) 7( 5.6) 4( 3.2) 3.2

3.8

9
수돗물을 공급할 때 가정이나 공장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새는

물의 양이 많다고 생각한다.

7( 5.6) 43(34.7) 43(34.7) 29(23.4) 2( 1.6) 3.6

10 향후, 물이 석유보다 더 귀한 시대가 올 것이다. 60(47.6) 34(27.0) 19(15.1) 8( 6.3) 5( 4.0) 4.1

11 미래에는물을생산, 유통, 제공하는서비스가핵심산업으로대두될것이다. 37(29.6) 57(45.6) 23(18.4) 8( 6.4) 0( 0.0) 4.0

12 물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공공재이다. 44(35.2) 50(40.0) 16(12.8) 13(10.4) 2( 1.6) 4.0

13 물이 문화와 예술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46(36.5) 54(42.9) 23(18.3) 3( 2.4) 0( 0.0) 4.1

14 인권 문제에 물 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 41(32.5) 59(46.8) 21(16.7) 5( 4.0) 0( 0.0) 4.1

15 빈곤은 물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54(43.5) 46(37.1) 17(13.7) 6( 4.8) 1( 0.8) 4.1

16 향후, 국내에서도 물 관련 분쟁 및 갈등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47(37.3) 57(45.2) 19(15.1) 3( 2.4) 0( 0.0) 4.2

17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을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다. 5( 4.0) 12( 9.5) 27(21.4) 62(49.2) 20(15.9) 2.4

행

동

18 몸에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 노력한다. 9( 7.1) 41(32.5) 49(38.9) 22(17.5) 5( 4.0) 3.2

3.1

19 수돗물을 끓여 마시거나 생수를 사서 먹는다. 49(38.9) 43(34.1) 11( 8.7) 19(15.1) 4( 3.2) 3.9

20 비누질이나 샴푸질을 하는 동안 수도꼭지를 잠근다. 33(26.2) 33(26.2) 23(18.3) 27(21.4) 10( 7.9) 3.4

21 정부의 수질 개선 및 상․하수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다. 9( 7.1) 17(13.5) 36(28.6) 53(42.1) 11( 8.7) 2.7

22 여가시 수변 생태공원을 찾아서 간다. 5( 4.0) 14(11.2) 27(21.6) 45(36.0) 34(27.2) 2.3

23 물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12( 9.7) 39(31.5) 54(43.5) 14(11.3) 5( 4.0) 3.3

24 하천이나강의수질오염을방지하기위한시민단체에가입할의사가있다. 7( 5.6) 16(12.8) 60(48.0) 33(26.4) 9( 7.2) 2.8

25
개발도상국의 물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구호금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9( 7.1) 51(40.5) 47(37.3) 13(10.3) 6( 4.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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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51명(40.4%)
이 ‘보통’으로응답하였다. 물에대한교육과이를
연계한 물 관련 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학

생들의 물 보전 및 봉사 활동 참여를 유도해야

할것으로판단된다. 물정책에대한관심은 26명
(20.6%)이 ‘관심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러
한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불편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하수도 시설 덕택으로 수질 오염(8번
문항) 및 물 부족 문제(17번 문항)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본 설문을 통해서 대학생들은 물 인식이 양

호한 것으로(3.4점/5점) 조사되었으나, 일상생활
에서 느끼는 물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즉, 정부와 언론의 홍보로 인해 대학
생들은 물 문제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은 높았으나, 실제 생활에서 대학생들이 느끼는
물 문제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 상태의 차이는 우리나라
의 선진화된 물 공급 및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물에 대한 불편함 없는 생활환경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물 인식에 대한 괴리는

향후 물 교육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설문 항목별 대학생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물 인식, 
행동 항목은 평균 ±0.2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물 지식 항목은 ‘대학
교 환경 관련 과목 수강 유무’, ‘전공’에 따라 평
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1). 대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환경 과목과 환경

체험교육보다 대학교에서 수강한 환경 관련 과

목에 의해 물에 대한 지식이 습득된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수강한 환경 관련
과목에 의해 학습된 내용이 학생들의 물 지식

형성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전
공별 평균의 차이는 이공계와 인문사회계가 통

계적으로(p=.012*, *p<.05)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 그 외 이공계와 상경계(p=.087), 인문
사회계와 상경계(p=.926)는 통계적으로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공계와 상경

계의평균차이가통계적으로무의미한것은상경

계의 케이스(N)가 작기 때문이며, 이공계가 물
지식이 가장 높은 경향은 전공과목을 통해 습득

되는 물 관련 정보가 타 전공 계열에 비해 많았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물 상식 퀴즈, 단어 연상법, 마인드
맵 그리기, 물 인식 설문 등의 평가방법을 통해
대학생들의 물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지속가
능발전 물 교육 내용체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대학생들은 물 상식 퀴즈의 정답률이 평

균 12% 내․외로 물 상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들은 물의 환경, 경제, 사회, 감

수성 등 다양한 물 인식 측면 간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물의 환경적 측면을
나타내는 단어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감수성
측면의 단어를 활용하여 물을 가장 많이 표현하

는 것으로 보아, 물 환경과 감수성을 중심으로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의 사회적 측면을 나타내는 단어는 가장 적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물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의 사회적 측
면은 물의 환경적, 경제적 측면을 주변 환경과
연계하여 적용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학생들의 물 인식은 물 인식 설문의

전체 평균이 3.4점(5점 만점)으로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사적인 물 관련 내용, 실
제 생활에서 물의 경제적 가치, 물 보전 및 여가
를 위한 참여 등에 대한 질문의 평균은 2.4점(5
점 만점)으로 매우 낮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정부와 언론의 홍보로 인해 양호한

물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일생 생활에서 반영되

는 물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이공계 대학생들은 물 인식 설문의 평

균이 3.2점으로 인문사회계 및 상경계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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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집단에 따른 설문응답의 평균 차이 (대학생 설문)

항목 구분 집단 구분 학생 수 평균 통계값

지식

대학교 환경 관련 과목 수강
있음 67 3.2 t=3.386

p=.001***

(***p<.01)없음 59 2.7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수강
있음 25 2.9 t=.262

p=.794
(p<.05)없음 101 2.9

체험환경교육 경험
있음 36 3.1 t=1.279

p=.203
(p<.05)없음 89 2.9

전공

이공계 87 3.1
F=5.653

p=.004**

(**p<.01)

인문사회계 31 2.7

상경계 9 2.6

인식

대학교 환경 관련 과목 수강
있음 67 3.5 t=.246

p=.806
(p<.05)없음 58 3.5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수강
있음 25 3.3 t=-1.251

p=.213
(p<.05)없음 100 3.5

체험환경교육 경험
있음 35 3.4 t=-1.488

p=.139
(p<.05)없음 89 3.5

전공

이공계 87 3.5
F=.516

p=.598

(p<.01)

인문사회계 31 3.4

상경계 9 3.4

행동

대학교 환경 관련 과목 수강
있음 67 3.2 t=3.386

p=.001
(p<.05)없음 58 2.7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수강
있음 25 2.9 t=-.869

p=.386
(p<.05)없음 100 3.1

체험환경교육 경험
있음 35 3.1 t=.811

p=.419
(p<.05)없음 89 3.0

전공

이공계 87 3.1 F=.550

p=.578

(p<.01)

인문사회계 31 3.0

상경계 9 3.0

각각 3.0점인 것과 비교할 때 물 인식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를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물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체계적인
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물
교육 프로그램은 물의 환경, 경제, 사회, 감수성
등 물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하여 구성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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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생들은 물의 감수성, 환경적 측면을 중
심으로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물의
사회적 측면의 인식은 매우 낮은 경향을 나타내

고 있어 물의 다양한 측면을 연합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신장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물 부
족 국가에 관해 다룬다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물 부족국가의 자연적 기후․생태에 따른 농․

공업용수 공급 부족으로 야기되는 경제 둔화 등

물의 환경적․경제적 측면의 시야로 해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물의 환경적․경제
적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으로 개념을 확장한다

면, 자연적 기후에 따른 물 부족으로 야기되는
산업 생산성 악화와 일자리 부족 혹은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보건 및 위생 문제 등 보다 물의

개념이 확장되어 다양한 시야가 육성될 것이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물 교육에서는

대학 교양 과목 형태로 교육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다. 대학 교양 과목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수강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전공의 학생

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프로젝트 과제 및 토론을

통해 자신의 전공시야를 넘어서 물의 환경, 경
제, 사회, 감수성 등 다양한 측면을 생각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

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물 환경 등 특정 영
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물 인식을 물의 환경, 경
제, 사회, 감수성 등으로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
는 능력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학생들이 실제생활에서 느끼는 물 인

식의 괴리를 극복하고 물의 대한 근본적인 인식

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 교육의 가치와 그 효과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정부 및 언론 보
도로 인해 습득된 물 인식의 수준을 넘어 물 자

체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도록 물 교

육과정, 물 교육 교수방법, 물 교육 교재, 물 교
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등 다양하고 폭넓은

물 교육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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