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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현대미술 감상을 통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보전지식, 환경보전태도 및 미술 감상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D어린이집의 만5세 유아 총 30명(실험집단 15명, 비교집단15명)을 대상으

로 현대미술 감상을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의 환경보전

지식, 환경보전태도 및 미술 감상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

하여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환경보전지식, 환경보전태도 및 미술 감상능력을 증진 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교수방

법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주요어 : 현대미술 감상, 환경교육, 환경보전지식, 환경보전태도, 미술 감상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rough the modern 
art appreciation on the children’s environmental conservation knowledg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ttitude, and 
art appreciation ability of 30, 5 year old children (15 experimental groups and 15 comparative groups) of D 
Daycare Center in Pyeongtaek, Gyeonggi-do, were selected for the study. In conslusion, environmental education 
through modern art appreci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knowledge of children, 
environmental conservation attitude and art appreciation ability. Through this, this study would be to present 
teaching methods and basic materials that could improve children's environmental preservation knowledg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ttitude and art appreciation ability.

Key words : Modern Art, Environmental Conservation Knowledg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ttitude, Art 
Apprecia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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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의 환경은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해 고도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산업화 및 경제발전이 원인이 되어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의 증가, 자원고갈, 기후 변화 등

환경문제는 간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앞에 놓여 있

다[1]. 최근에는 기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플라스틱

및 쓰레기 등 다양한 새로운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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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환경문제인 미세먼

지, 플라스틱 및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정

책 방향을 바탕으로 '녹색성장 교육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별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2]. 그러나 이것

은 단기적이며 피상적인 해결책일 뿐이다[3]. 세계 환경

개발위원회(WCED)는 다각적 시각에서 환경을 넓게 볼

필요성을 제시하며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세계는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지속가능발

전교육과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환경교육을 실천해

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국가에서도 환경교육을 통

해 국민의 관심과 의식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환경교육이란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환경에 관한 지식 및 태도를 증

진시켜 스스로 환경의 질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

는 교육을 말한다[4]. 환경교육의 목적은 장기간 누적된

결과로 나타난 환경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

을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환경 관을 인간중심주의나 기

술지향주의에서 생태 지향주의로 변화시켜 국제적인 환

경문제 해결에 기여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5].

따라서 환경교육은 예방적 차원의 교육접근이 필요하며

유아시기부터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시작되어야 한다.

유아기에 습득된 올바른 환경가치관 및 태도는 성인

이 되어서도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3]. 유아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태

도를 기르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

하려는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6]. 따라서 어린 시절부

터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은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갖게 하

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며, 환경보존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게

되기 때문에 유아환경교육이 중요하다.

유아는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환경 문제까지도 예방하려는 능력을 갖는데 목적이 있

으며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보전지식과 환경보전 태도

를 습득하게 하여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7].

환경보전지식이란 현재의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 정화하고, 미래의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지식이다.

환경 보전 지식을 통해 유아는 환경보전태도를 형성하

게 되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8]. 환경보전태도

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태도

를 말하며,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해 습관화

된 환경보전 태도를 말한다[9]. 이처럼 환경에 대한 지

식과 태도는 함께 교육할 때 효과적이고 환경에 대한

태도와 지식을 갖추는데 도움을 준다[10].

유아 환경교육의 내용은 환경 친화적 태도와 올바

른 가치관이 함양될 수 있도록 이론적이고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는 유아의 삶에서 환경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실천적 태

도가 내면화될 수 있는 생활중심 교육이 되어야 한다

[7]. 따라서 환경교육은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함으로

써 유아의 내적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수-학습방

법이 사용되어야 한다[11].

환경교육은 직접적인 체험이나 간접적인 매체를 통

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직접적인 방법은 숲, 원예활동

등 직접 자연물을 만지고 체험하는 형태로 대부분 이루

어져 있고 간접적인 방법은 사진, 다큐멘터리, 동화, 업

사이클링 등 다양한 교수매체의 활용이 필요했다. 따라

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

양한 매체를 활용한 환경교육을 연구하고 효과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간접적 매체 중 미술을 통한 환경교육을 살펴보면

재활용품을 이용한 만들기와 업사이클링 등 한정적이

다. 미술활동을 누리과정에서는 표현뿐 아니라 감상과

통합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미술

감상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미술 감상이란 지각기관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고,

맥락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내면화 하는 과

정이다[12]. 미술 감상이란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

하여 이를 내면화해 스스로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이

다. 따라서 미술 감상을 통해 유아는 미술 감상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미술 감상

교육의 인식과 실태 연구결과, 중요성 및 효과의 인식

은 높았지만 실제적인 교육활동으로 적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특히 감상의 작

품유형중 활용 빈도는 명화가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조금 더 다양하고 폭넓은 사고를 통해 작품을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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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즘이 확산되며 미술의 범위는 다양해졌

다. 기존의 회화, 조각, 공예만으로 대표되던 미술작품

들이 텍스트, 소리, 영상, 심지어 일상적 소재인 먼지,

진흙, 음식까지 그 재료와 매개체가 무한히 확장되고

있다[14]. 이러한 변화는 유아교육현장에서 현재의 시대

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유형의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연

계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미술은 작품 창작 과정과 행위를 중요하게 여긴

다. 이는 결과물로서 작품뿐 아니라 작가의 사고가 포

함된 작품과정 또한 미술의 본질적 요소가 된다는 것이

다[16]. 이것은 현대미술의 감상에 있어 작가의 발상,

제작 동기, 창작과정 등 작품의 본질적 의미감상이 중

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대미술 감

상을 통해 유아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

며 작품 감상을 할 때 작품의 제작 동기 및 창작의 과

정 등 작품의 맥락적인 의미에 대한 감상이 중요하다.

현대미술의 맥락적인 감상을 통해 유아들은 작품 속

에 내재되어 있는 시사점을 내재화 시킬 수 있기 때문

에 연결매체로서 효과적이나, 계획준비부터 감상평가

까지 현장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교수법을 활용한 구체

적인 유아미술 감상 프로그램이 없어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17].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환경관련 설치미술, 공공미술, 행

위예술 등 다양한 형태의 현대미술 작품을 선정하여 본

질적인 감상뿐 아니라 작가의 발상, 제작의 동기, 창작

과정 등 의미에 감상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감상

을 통해 환경문제를 내면화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는 실천적 태도를 기르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현대미술

감상을 통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미술감상을 통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보전지식, 환경보전태도 및 미술 감상능력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대미술감상을 통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

보전지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현대미술감상을 통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

보전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현대미술감상을 통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미술

감상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대미술감상을 통한 환경교육이 유아 환

경보전지식, 환경보전태도, 미술 감상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D어린

이집의 만5세 유아 총 30명을 각각 실험집단과 비교집

단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선정 시 교

사와 보호자에게 연구주제 및 목적을 밝히고 실험참가

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각

각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였고, 교사 경력은

5년으로 동일하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집단별 성별 및 평균 월령

Table 1. Gender and average monthly age of infants by group

(N=30)

집단
사례수

(명)

성별 연령(개월)
t

남 여 M SD

실험

집단
15 7 8 75.600 3.2470

.796

(.045)비교

집단
15 8 7 74.667 3.1773

위의 표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유아의 평균 월령은

실험집단은 75.6개월(SD=3.2470)이고, 비교집단은 74.6

개월(SD=3.1773)이다. 연구 대상 유아들의 평균 월령을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월령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 동질 집단인 것이 확인되었다(t=.796, p>.05).

2.검사도구

본 연구의 검사도구는 유아의 환경보전지식을 측정

하기 위해 한태연[18]이 개발한 ‘환경보전지식’검사 도

구를 사용하였으며, 유아의 환경보전 태도 측정을 위해

김세영이 제작한 ‘환경보전태도’ 교사용관찰지를 홍지

명[19]이 수정, 보완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미술 감상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미술발달평가,

미술평가 관점, 유아미술 평가를 참고하여 정미경이 구

성한 미술 감상능력 평가를 이상미[20]가 수정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3.현대미술감상을 통한 환경교육 구성

본 연구는 현대미술감상을 통한 환경교육 작품을 유

아교사 2인 및 전문가와 함께 선정하였다. 선정 방법은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rough Modern Art Appreciation on Children's Environmental Conservation 
Knowledg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ttitude and Art Appreciation Ability

- 52 -

번호
작품명

작품 사진
주요 미술요소

화가 환경요소

1

판다의 세계여행

프로젝트
구도, 공간, 색

Paulo Grangeon 동물의 보호

2

Ice watch

얼음 시계
구도, 공간, 질감

Olafur Eliasson 환경보호

3

The bruges

whale

멍든 고래

색, 형태, 질감

(Studiokca)
Jason Klimoski
& Lesley Chang

쓰레기 줄이기

4

Dust Plan
프로젝트
먼지 계획
프로젝트

공간, 질감, 형태

왕련정 공기의 보전

5

Metropolis

메트로 폴리스
구도, 형태, 선

Vladimir

Seleznyov

환경에 대한

관심

6

사자 형태, 질감, 양감

지용호 자원 절약

번호
작품명

작품 사진
주요 미술요소

화가 환경요소

7

울피 공간, 형태, 구도

Wolfram

Kampffmeyer
생명 존중

8

벽화 예술 공간, 형태, 색

Blu 자연환경 보호

9

길 위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백곰
형태, 질감, 색

변대용 동물의 보호

10

CELLOGRAFFITI 형태, 질감, 공간

Evgeny Ches 흙의 보전

11

알바트로스의 꿈 형태, 구도, 질감

Chris Jodan 물의 보전

12

polluted water

popsicles
색, 형태, 구도

hung I-chen
Guo yi-hui
Cheng yi-ti

물의 보전

인터넷을 통해 논문 주제에 적합한 미술 요소 및 환경

교육 내용을 포함한 현대미술 작품 15종을 1차로 선정

후 예비검사를 통해 최종으로 12작품을 선정 하여 구성

하였다. 비교집단은 환경과 생활 주제에 맞추어 주제중

심 접근법인 이야기 나누기 및 미술활동으로 구성하였

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활동구성 후 사전검사, 실험

처치, 사후검사, 자료 분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처치의 경우 2019년 9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7주

에 걸쳐 12회, 1회에 30분으로 총 360분 실시하였으며,

비교집단도 실험집단과 같은 횟수와 수업시간으로 실

시하였다. 수업내용은 실험집단은 환경과 관련된 현대

미술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사진과 영상을 활용하였으

며, 비교집단도 환경과 생활 주제에 따른 미술활동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진과 영상 및 각 활동 관

련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표 2.선정된 현대미술작품

Table 2.Selected modern Art Works

4.자료분석

본 연구는 현대미술감상을 통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보전지식, 환경보전태도, 미술 감상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 비교집단의 유아를 대

상으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현대미술감상을 통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보전

지식에 미치는 영향

표 3. 유아의 환경보전지식의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결과

Table 3. Results of pre- and post-mortem examinations

between groups of infant and Conservation Knowledge

(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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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집단
사전점수 사후점수

M SD t M SD t

환경보전

지식

실험집단 16.87 5.069
1.945

21.47 4.612 5.345

비교집단 13.80 3.406 13.80 3.098


p<.001

위의 표 3과 같이 실험, 비교집단간의 환경보전지식

의 사전검사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사후검사점수는 실험집단(M=21.47,

SD=4.612)과 비교집단(M=13.80, SD=3.098)으로 유의수

준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현대미술감상을 통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보전

지식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현대미술감상을 통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보전

태도에 미치는 영향

표 4.유아의 환경보전태도의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결과

Table 4. Results of pre- and post-mortem tests among group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ttitude

(N=30)

변인 집단
사전점수 사후점수

M SD t M SD t

환경보전

태도

실험집단 43.40 11.102
.685

54.67 7.789 3.946
비교집단 40.80 9.645 42.47 9.094


p<.001

위의 표 4와 같이 실험, 비교 집단 간의 환경보전태도

의사전검사점수는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사후검사점수는 실험집단(M=54.67, SD=7.789)

과 비교집단(M=42.47, SD=9.094)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미술감

상을 통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보전태도 발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현대미술감상을 통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미술 감

상능력에 미치는 영향

현대미술감상을 통한 환경교육의 유아의 미술 감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유아의 미술 감상능력의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결과

Table 5. Results of intergroup pre- and post-mortem

examinations of infants' ability to appreciate art

(N=30)

변인 집단
사전점수 사후점수

M SD t M SD t

미술

감상

능력

실험집단 16.47 4.969
.434

20.53 3.357 3.884

비교집단 15.67 5.122 15.73 3.411

p<.01

위의 표 5와 같이 실험, 비교집단간의 미술 감상능력

의 사전검사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사후검사점수는 실험집단(M=20.53,

SD=3.357)과 비교집단(M=15.73, SD=3.411)으로 유의수

준 .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현대미술감상을 통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미술 감상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환경교육을 위해 환경요소가 내

재되어있는 현대미술을 선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감

상하며 그 속에서 미술 감상능력을 증진시키고 환경문

제를 내면화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적으로 실천하는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현대미술감상

을 통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비

교집단은 환경과 생활 주제와 연관된 미술활동 및 환경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험집단은 현대미술 감상을 통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현대미술감상이란 행위예술,

설치미술, 업사이클링, 벽화, 영상 및 사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평면적 미술 감상에서 벗어났다

는 것에 의의를 두며 현대미술 감상을 통해 작가와 작

품에 관한 스토리를 활용하여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 것은 환경보전 지식뿐 아니라 태도에도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 결과, 현대미술감상을

통한 환경교육이 유아의 환경보전지식, 환경보전태도

및 미술 감상능력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감상을 통해 직접체험이 어려운 내용을 시각화

하여 환경교육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환경보전지

식 습득의 효과를 높이고, 유아는 이러한 간접적인 경

험을 통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고 바람직

한 태도를 신장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

다. 또한 다양한 현대미술작품을 통해 환경요소들을 시

각화하여 유아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흥미와 동기를 유

발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감상 후 작가가 작품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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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발상계기를 알아보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

경문제가 발생된 원인과 현재의 문제점, 미래를 위해

해결하고 보존하기 위한 방법까지 지식적인 부분에 대

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결과적

으로 유아들의 환경보전지식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미술 감상활동에서 적극 활용되지 못한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유아미술 감상활동에 활용하고, 현대

미술작품을 유아 미술 감상활동에 활용하여 환경교육

활동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따라서 더 다

양한 형태의 현대 미술을 매체로 한 감상프로그램의 개

발 및 보급과 환경교육을 일상생활에서 증진시키기 위

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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