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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는 눈부신 산업발전에 힘
입어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 쓰레기와
오염 물질 등 다양한 환경문제로 인해 심각한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환경문제는 생태계와 깊
이 관련되어 있어, 환경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Hong, 2020). 학생들은 ‘동물, 식물이 살아가는
자연적인 장소’와 ‘삶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장소’로 환경을 인식하며(Shepardson et al., 2007), 
생태계 파괴, 지구온난화, 자연 개발 등을 ‘나쁜 환
경’으로 표현하기도 한다(Park & Cheong, 2017). 현
대의 어린 학생들은 자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도시 생활만 경험한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환경과 연관 짓는 것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자연과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게 될 수 있다
(Nam et al., 2019). 따라서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 학
생들의 생태계 개념 이해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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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Kim & Hwang, 2019). 특히 어린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법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회용품 등의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교육이
어린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할 수 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일환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일회용품으
로 플라스틱은 싸고 쉽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
나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에 제한을 두는 다양한 규제가 시
행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에 대한 문제
점 등이 보도되고 있다(Kim & Song, 2019). 이에 플
라스틱 남용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플라스틱 프리, 플라스틱 제로 같은 환경
운동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폐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져서 거대한 쓰레
기섬이 만들어지고, 햇빛과 파도에 의해 풍화되어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특히, 해양 환경에서의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 Thompson et al., 2004)의 증
가로 인한 해양 생태계 위기가 중요한 환경문제로
주목받고 있다(Hong, 2015). 미세플라스틱은 의도
적으로 작게 제작되거나, 풍화를 거침으로 인해
5mm 미만으로 작아진 플라스틱 알갱이를 의미한
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런 미세플라스틱을 플랑크톤과 바다생물이 섭취
하게 되고, 이후 먹이사슬 단계를 따라 상위 포식
자로 이동하여 결국 인간도 이를 섭취하여 생태계
안의 모든 생물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플라스틱 쓰레기는 생물체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생태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
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에 대한 이
해와 먹이사슬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요구된다.
환경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시의적절한 환경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즉,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
인지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미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현재 초등교육과정의 해양환경교육과 관련된 내용
으로는 해양 동물의 생김새, 생태계 등을 다루고
있으며, 과학 교과에서 동식물, 생태계 단원을 통해

생태계와 상호 작용, 해수의 성질과 순환 등의 지
식을 포함하고, 해양 생태계의 가치 및 생태계 보
전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Ryu & Kim, 2020). 초
등학생들의 환경 이슈에 대한 조사에서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지식수준은 높았으며, 가장 위험하다
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수질오염, 대기오염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Lee & Fortner, 2007). 따라서 아동
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세플라스틱 및 플라
스틱 쓰레기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Kim et al., 
2019).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 및 해결책

을 적절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초등교육과정에서는
3학년 과학에서 ‘우리 생활과 물질’ 단원에서 플라
스틱의 성질과 용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플라스틱에 관련하여 다루는
내용은 한정적이며,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나
생태계 파괴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 있다. 
또한, 생태계 및 먹이사슬과 같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들은 정
규 교육과정의 5∼6학년 군에서 다루고 있어 초등
학생들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정확히 인
식하고 이를 생태계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Lee & Kim (2018)은 초등학생 3학년, 6학년을 대상
으로 지구환경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3학
년과 6학년 모두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쓰레기’ 
등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
었으며, 이 중 3학년 학생들은 ‘쓰레기 투기’와 ‘플
라스틱’을 지구환경과 연결 짓는 빈도가 높게 나타
났다. 즉, 초등학생들은 쓰레기 문제를 지구환경의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저학년의 경우
지구온난화와 같은 상위의 환경문제보다는 플라스
틱 쓰레기와 같은 소재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선행 연구에서 나
타난 초등학생들의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인식
은 현재 생태계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
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
는 것은 아니므로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학생
들의 인식 조사가 필요하다.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문제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행동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생
태계 내의 플라스틱의 이동이 생태계를 어떻게 위
협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논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문제와 해결책에 관한 초등학생의 인식 조사 : 문공주․서경운․강은희․황요한 401

대부분의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환경교육은 플라
스틱 쓰레기의 종류 및 분류 방법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두거나(Chow et al., 2016; So & Chow, 2018; 
So et al., 2014), 플라스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습
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Kim et al., 2014). Chow et 
al. (2017)은 강의, hands-on, simulation game-based의
세 가지 수업 전략에 따른 학생들의 지식, 태도, 행
동의 변화를 탐색한 결과, 수업 전략에 따른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세 가지 수업 전략 모두 학
생들의 지식 및 태도는 향상하였으나, 행동의 변화
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 simu-
lation game-based 수업 전략에서 지식과 태도의 향
상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들은 플라스틱 쓰레기
에 대한 태도로는 생태적 세계관(ecological world-
view attitute), 재활용에 대한 태도(recycling attitutes)
를 조사하였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주제로 한 수
업을 통해 학생들이 생태적 세계관을 가지고, 재활
용 및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양한 교육 수준에서 해양 쓰레기 교육을
통해 학생 또는 대중이 문제 원인과 영향을 인지하
는 경향이 향상됨을 보여준 해외 사례들도 보고된
바 있으나(Hartley et al., 2015; Veiga et al., 2016),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학생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와 해양 생태계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인식하는지
파악하는데 제한적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토의․토론 기법을 활용

한 해양환경교육 수업 연구를 진행한 Choi & So 
(2019)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환경 소양과 비판적
사고력이 향상됨을 보였다. 그러나 해양교육과 해
양환경 교육의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고, 교육과정
의 체계성이나 통합성이 부족하여, 해양환경에 대
한 학생들의 인식 및 이론에 관한 연구가 한정적이
다(Jang et al., 2018).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
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환경 프로젝트 개발이나 미
래세대의 해양환경교육 구성 단계에 중요하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초
등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생
태계에 대한 이해와 해결책의 맥락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개방형 문항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쓰
레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
였다. 학생들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생각

을 떠올릴 수 있도록 관련된 뉴스 영상을 시청하여
문항에 응답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해양 플라
스틱 쓰레기와 관련된 보드게임 활동을 통해 학생
들이 이 문제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
다. 수집된 응답결과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키워드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개발된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문제와 해결책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무엇이며, 키
워드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생이 인식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로 인한 문제 인식에 나타나는 생태계에 대한 이해
는 어떠한가? 
셋째, 초등학생이 인식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해결책의 맥락 수준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 지역 A초등학교 4학년 6개 학급에 속한

143명을 대상으로 하여 플라스틱 쓰레기를 주제로
한 2차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
은 질문에 대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였으며, 답안
의 내용을 수집하여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1)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2)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생각해 보기.

2. 연구 과정 및 내용
본 연구는 2차시 블록 수업 시간에 해양 플라스

틱 쓰레기를 주제로 한 수업을 진행하였고, 참여
학생들에게 활동지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응답을
받았다. 수업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 문제를 이해하도록 하는 SSI 수업으로, 학생
들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보드게임 방식의 unplugged 
activity를 적용하였다.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을 통
해 생각을 정리하고 확장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마
무리 과정에서 조별로 정리된 생각을 공유하였다. 
6개 학급 모두 과학전담교사에 의해 수업이 진행되
었으며, 과학전담교사는 수업 실시 이전에 연구자
들과 논의를 통해 수업의 진행 및 연구자료 수집
방법을 숙지하였다. 또한, 연구자 1인이 매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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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하여 수업 진행 및 자료 수집 과정에서 보조
교사로 활동하였다.
수업에서는 학생들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특히 바다생물)에 대해 보드
게임과 관련 뉴스 시청각 자료를 통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해양 플라
스틱 쓰레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떠올릴 수 있도
록 지도하였으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된
보드게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흥
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Table 1 참조). 
학생들은 수업 시간 중 활동지 1번, 2번, 3번에 자
기 생각을 글로 작성하였으며, 이 중 2번, 3번 활동
지(Table 1의 전개 2)에 작성한 내용을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3. 분석 방법

1) 언어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 및 해결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 탐색하기 위해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
용하였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메시지의 의미와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내용분석법
(content analysis)으로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어떻게
의미체계를 만드는지 그 경향을 바탕으로 단어 간
의 의미 네트워크 행렬을 생성하고, 이를 시각화하
는 방법이다(Wasserman & Faust, 1994). 따라서 단
어나 개념들 사이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Doerfel & 

Marsh, 2003). 또한, 핵심 개념들 간의 관계를 시각
화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관계의 강도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Jeong et al., 2013; Lee et 
al., 2010; Mun et al., 2019).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서술형 답

변 자료를 정제하여 Netminer 4.3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우선 추출된 키워드 간 동시 등장 정도를
바탕으로 1-mode Network 데이터를 형성하였으며, 
분석은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노드와 유사도가 높
은 상위 10% 링크만 추출하였다. 그 후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을 기준으로 핵심 노드를 판별하
여 Kamada and Kawai (1989)가 개발한 Spring En-
bedd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연결
중심성은 사회네트워크 분석에서 조직의 높은 위
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로 높은 연결중심성
을 가진 단어는 다른 단어와의 연관성이 높다.

2) 문제 및 해결책에 대한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는 서술형 문항의 답변에 나타난 학
생들의 인식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분석기준을 개
발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기준은 4인의 과학교육학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 연구자들이 학생들의 답변
에 나타난 응답 내용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생태계’, ‘먹이사슬’과 같은 개념
을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하지 않았으나, 학생
들의 응답에서는 이와 관련된 용어가 다양하게 나
타났다. 이에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점에 대한 학
생들 답변에서는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나

Table 1. Lesson plan

수업 단계 수업 내용

블록
2차시

도입
(10분)

(수업주제 소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 알기
(문제로의 초대) 플라스틱 쓰레기로 고통받는 바다생물들에 대한 동영상 시청을 통해 환경문제
인식하기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LrI15MtKpSw, 4분) 
[활동지 1번] 동영상을 본 느낌과 생각을 작성하기

전개1
(30분)

(도전! 바다생물을 구해라)
- 보드게임과 동화를 통해 문제 상황 깊이 이해하기
- 플라스틱 플래닛 보드게임을 통해 자기 생각 정리하기

전개2
(25분)

(자기 생각 표현하기)
[활동지 2번]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활동지 3번]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생각해 보기

정리 및 평가
(15분) - 친구들과 소감 나누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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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학생들의 답변에 공통되
는 범주의 속성을 찾아내어 (1) 구성요소, (2) 먹이
사슬, (3) 범위의 3차원 분석기준을 추출하였다. 각
차원의 분석 요소의 정의 및 예시는 Table 2에 정리
하였다. 
생태계의 구성요소는 기존의 연구들(Jose et al., 

2017; Kim & Hwang, 2019; Kim & Yoo, 1996; 
Prokop et al., 2007)을 바탕으로 크게 생물권(Biotic, 
B로 축약), 비생물권(Abiotic, A로 축약)으로 구분을
하였다. 추가적으로, 생물권에 존재하는 식물, 동물
등의 요소들이 결여된 “사람”, “우리” 등을 지칭한
인간에 대한 인식만이 강조된 학생들의 답변이 관
찰되면서 생물권 중에서도 인간(Human, H로 축약)
을 독립적인 하나의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인간
이 생태계 일부라는 인식은 생태 교육의 중요한 목
표로 학생들이 환경문제를 책임감 있게 인식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Ha & Lee, 2013) 학생들의
답변에서 인간을 포함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먹이사슬과 관련된 인식은 먹
이사슬 차원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었다. 집
단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먹이사슬
에 대한 인식 결여” 단계와 두 가지 집단 중 하나를
먹이원으로 인식한 “한 단계 먹이사슬” 단계, 그리
고 3개 이상의 단위를 잇는 “두 단계 이상의 먹이
사슬” 단계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에 나타
난 생태계를 인식하는 범위는 수업에서 제공한 맥
락에 국한하여 해양 생태계만을 그 범주로 인식한
단계와 해양 생태계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범위
로의 문제 인식이 확장된 단계의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다. 
해결책에관한학생들의답변은 Choi et al. (2011)

의 제안에 따라 개인적, 사회적 수준으로 분류하였
다. Choi et al. (2011)은 기존의 과학적 소양을 재개
념화하여 글로벌 과학 소양을 정의하면서 사회적
책임감과 생태적 세계관 등을 강조하고, 과학적 소
양의 맥락을 개인적(personal), 사회적(societal), 국제

Table 2. Criteria

분석 요소 분석기준 정의 예시

문제에
나타난
생태계
인식

구성요소

인간(H) 인간을 생태계의 구성요소로 인식 인간, 우리, 사람 등

생물권(인간 제외) 
(B-H)

인간을 제외한 동물, 식물 등 생물권을 생
태계의 구성요소 인식

해양동물, 동물, 물고기, 식물 등

비생물권(A) 비생물권을 생태계의 구성요소로 인식
바다, 쓰레기섬, 쓰레기,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먹이사슬

두 단계 이상의
먹이사슬

3개 이상의 단위 사이의 관계를 두 단계
이상의 먹이사슬로 인식

미세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이 먹고, 플랑크
톤을 생선이 먹고, 생선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미세플라스틱을 먹
는다.

한 단계 먹이사슬
서로 다른 2개 단위 중 하나를 먹이원으로
인식, 한 단계의 먹이사슬로 인식

동물들이 멸종해 먹이사슬 위에 있는 인
간도 멸종된다. 

먹이사슬에 대한
인식 결여

결과적현상만을 문제상황으로 인식, 먹이
사슬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음

동물들이 위험할 수 있다.

범위

해양 생태계에
한정

수업에서 제공한 맥락에 국한하여 문제를
인식, 해양 생물 및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문제에 국한

바다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할 것 같다.

해양 생태계에
한정되지 않음

해양 생물 및 해양 생태계보다 더 넓은 범
위로 문제 인식이 확장

생물들이 죽어서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
다.

해결책 수준

개인적(P) 개인적 수준에서 행동할 수 있는 해결책
을 제시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 자제, 분리수
거, 무단투기 금지 등

사회적(S)
소통 및 홍보를 통해 해결책을 공유하거
나 사회적 규범을 확립하는 공동체가 함
께 행동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

정확하게 하는 것을 알려준다. 
지금도 발명이 되어 있는 전혀 해롭지 않
은 비닐이나 페트병을 더 많은 사람이 이
용하(게)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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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global)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맥락은 자
기 자신, 가족, 지인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사건 및
행동의 영역을 의미한다. 개인적 수준에서 행동할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 배출 하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 수준은 공동체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다른 사람
에게 알리기’, ‘발명하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국제적 맥락을 명확히 구분하
여 나타나지 않고 있어, 국제적 수준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석기준은 3인의 전문가가

답안의 내용을 분류하였다. 1차 분석 결과, 평가자
간 일치도는 66.4%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불일치
의견의 경우는 학생들의 답안을 통해 유추할 수 있
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분류한 평가자와 그렇지 않
고 답안에 작성되지 않은 내용은 제외한 경우에 해
당하였다. 예를 들어, “미세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
를 먹으면”과 같은 문장은 인간이라는 주어가 생략
되어 있어, 이 답안에 대해 ‘한 단계 먹이사슬’로
분류한 평가자와 ‘두 단계 이상 먹이사슬’로 분류
한 평가자 간의 의견 불일치가 크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경우는 ‘두 단계 이상 먹이사슬’로 분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다. 이처럼 1차 분류가 일
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평가자 간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100% 일치된
의견으로 답변을 분류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문제와 해

결책에 대해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키워드의 언

어 네트워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

기와 관련된 인식을 탐색하기 위해 학생들이 작성
한 서술형 답안을 토대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문제
와 해결책 각각에 대해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의 언어 네트워크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추출한 키워드 170개 중
출현 빈도가 6 이상인 31개의 키워드를 다시 추출
하였고, 이들의 빈도, 노드 수, 연결중심성을 살펴
보았다(Table 3).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문

제에 대해 학생들이 인식하는 키워드는 바다, 플라
스틱, 쓰레기, 생물, 동물, 오염, 인간, 물고기, 멸종, 
미세플라스틱, 지구, 환경, 위기 등의 순서로 나타
났다. 생물이나 동물, 오염, 멸종 등의 키워드가 크
고, 중앙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생물권
의 멸종과 환경의 오염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Fig. 1). 문항에 포함된 키워드를
제외한다면, 생물, 동물, 오염, 인간, 물고기, 멸종, 
지구, 환경 등이며, 이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인간을 포함한 생물권에 멸종이 나타날 수 있
으며, 지구 환경 위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학생들은 단순한 인과 관계뿐 아니라, 해양 플
라스틱 쓰레기가 먹이사슬을 통해 상위 포식자인
생물이나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
태적 관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언어 네트워크 가시화 결과에서 원의 크기는 출

현 빈도, 원의 진하기는 노드 수, 선의 진하기는 가
중치이다(Fig. 1). 가중치는 연결된 키워드가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시에 출현하
는 빈도가 높으면 가중치가 크다. 가시화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 동물, 생물의
5개의 단어가 빈도와 노드 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
중심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다, 플
라스틱, 쓰레기를 제외한다면, 동물, 생물 두단어가
중심성이 높으며, 멸종과 연결 가중치가 높게 나타
난다. 또한, 멸종과 위기도 연결 가중치가 높게 나
타나 멸종 위기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물권의 멸종 위기를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출현
빈도와 노드 수가 많은 반면, 가중치가 높은 연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느 특정한 다른 키
워드와 동시 출현을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키워드
들과 여러 관계를 형성하며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인간은 해양 쓰레기에 대한 원인 및 결과
등 모든부분에 관여되어있다고해석할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바다는 오염을 거쳐 환경과 연결되며, 
쓰레기는 지구와 연결된다. 학생들이 바다를 포함
한 환경오염, 지구 전체의 쓰레기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해결책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

의 언어 네트워크

해결책에 대한 인식에서 추출한 키워드 1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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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gree of centrality of keywords (frequency 6 or higher) for the problem

순서 키워드
빈도

(frequency)
노드 수
(degree)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순서 키워드

빈도
(frequency)

노드 수
(degree)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1 바다 121 21 0.5 17 파괴 9 9 0.2

2 플라스틱 100 27 0.5 18 생각 9 2 0.1

3 쓰레기 90 24 0.4 19 속 8 5 0.1

4 생물 81 18 0.3 20 새 8 4 0.1

5 동물 72 20 0.5 21 피해 7 2 0.1

6 오염 47 15 0.4 22 이상 7 5 0.1

7 인간 45 21 0.5 23 쓰레기섬 7 1 0

8 물고기 40 15 0.3 24 식물 7 4 0.1

9 멸종 37 13 0.3 25 나중 7 6 0.2

10 미세플라스틱 33 17 0.3 26 거북 7 7 0.2

11 지구 30 13 0.3 27 육지 6 4 0.1

12 환경 29 7 0.2 28 섬유유연제 6 4 0

13 위기 29 12 0.3 29 먹이사슬 6 5 0.1

14 문제 20 11 0.3 30 고통 6 3 0.1

15 몸 19 7 0.2 31 고래 6 6 0.1

16 물 12 6 0.1

Fig. 1. Visualization of semantic network analysis for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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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출현 빈도가 4 이상인 35개의 키워드에 대한 빈
도, 노드 수, 연결중심성을 분석하였다(Table 4). 플
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해결책에 응답에서는 쓰레
기, 플라스틱, 분리수거, 사용, 바다, 일회용, 인간, 
나, 쓰레기통, 동물 등이 나타났다. 분리수거 키워
드는 76으로 매우 높은 빈도를 보여, 분리배출의
행위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인식하는 해결책임을
알 수 있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빈도가 높은 키워
드를 통해 분리수거, 일회용 사용, 인간, 나 등이 해
결책으로 제안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생들이 나
의 실천을 고려하고, 일회용 사용을 줄이며, 분리수
거를 실천한다는 정도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사회적 실천이나
재활용 혹은 새활용 등의 쓰레기를 줄이거나 없애
기 위한 사회적 실천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결책에 대한 키워드 가시화 결과(Fig. 2)는 문

제에 대한 가시화 결과와 형태에서 차이를 보였다. 

중심어로서의 키워드가 플라스틱, 쓰레기, 사용, 분
리수거 정도로 한정되고, 기타 다양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출현 빈도가 높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외하면 분리
수거와 일회용, 사용 세 개의 단어가 높은 출현 빈
도와 노드 수를 보이는데, 일회용품은 그 사례들인
컵, 비닐 등과의 연결 외에 ‘최대한’, ‘노력’, ‘사용’ 
등과 연결된 것으로 보아, 일회용품의 사용을 최대
한 줄이자는 내용이 해결책으로 많이 등장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분리수거 즉, 분리배출이 역시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텀블러 등의 키워
드도 제시되어 있으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거
를 위한 노력이나 쓰레기 생성을 막기 위한 범사회
적 운동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나’로
비롯되는 개인적인 노력에 집중된 것으로 보여, 쓰
레기나 환경이슈에 대한 범사회적 노력에 대한 아
이디어를 학생들이 고려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 방향으로 생각된다.

Table 4. Degree of centrality of keywords (frequency 4 or higher) for the solution

순서 키워드
빈도

(frequency)
노드 수
(degree)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순서 키워드

빈도
(frequency)

노드 수
(degree)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1 쓰레기 117 14 0.4 19 생각 8 4 0.1

2 플라스틱 112 18 0.5 20 해변 6 1 0

3 분리수거 76 5 0.1 21 바닥 6 2 0.1

4 사용 44 14 0.4 22 노력 6 2 0.1

5 바다 33 5 0.1 23 환경 5 2 0.1

6 일회용 26 8 0.2 24 최대한 5 6 0.2

7 활용 19 5 0.1 25 설치 5 2 0.1

8 인간 18 5 0.1 26 분리 5 1 0

9 나 17 9 0.3 27 보호 5 2 0.1

10 쓰레기통 15 3 0.1 28 방법 5 4 0.1

11 동물 14 4 0.1 29 해결 4 2 0.1

12 컵 11 7 0.2 30 텀블러 4 2 0.1

13 종이 10 4 0.1 31 지구 4 2 0.1

14 빨대 10 4 0.1 32 일 4 1 0

15 길 10 4 0.1 33 우리 4 3 0.1

16 비닐 9 2 0.1 34 아무데 4 1 0

17 물건 9 3 0.1 35 생물 4 2 0.1

18 물 9 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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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문제에 나

타나는 생태계에 대한 이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

들의 인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생
태계 구성요소, 먹이사슬, 범위를 기준으로 분류하
였다. 문제에 대한 응답 143개 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 관련이 없는 16개 답안을 제외하여 127개의
응답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생태계 구성요
소로 생물권(인간 제외), 비생물권 그리고 인간을
구분하여 어떤 구성 요소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는지, 즉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영향
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 구성요소 영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127개의 응답 중 생
물권(인간 제외)을 포함한 응답은 116개, 비생물권
을 포함한 응답은 88개, 인간을 포함한 응답은 65
개였으며, 세 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 응답은
45개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학생들이 이
생물권과 비생물권의 요소를 모두 인식한다는 연
구들이 있는 반면(Jose et al., 2017), 학생들이 두 가
지 모두를 인식하지 못하거나(Kim & Yoo, 1996), 
비생물권 요소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Kim & Hwang, 2019; Prokop et al., 2007). 본 연구
에서는 66.1%의 학생들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문제가비생물권과생물권에영향을미치는 것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B+A—H, A+B, A+H), 일
부는 비생물권만 언급하거나(A, 3.1%), 인간에 대한
영향을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A, B—H, 21.2%). 또
한, 인간만 언급한 답변(H)도 2.4%로 나타났다. 그 
외 각 구성요소별 응답개수를 Fig. 3에 정리하였다. 
생태계에 대한 관점을 먹이사슬과 범위의 차원

Fig. 2. Visualization of semantic network analysis for the solution.

Fig. 3. Ecosystem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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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류하였을 때, ‘먹이사슬에 대한 인식 없음’
이 55.1%로 가장 많았고, ‘한 단계 먹이사슬’이
22.8%, ‘두 단계 이상의 먹이사슬’이 22.0%로 유사
한 비율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즉, 초등학교 4
학년 임에도 본 연구 참여자들의 약 45%가 먹이사
슬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72.4%의 답
변이 해양 생태계에 한정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있
었으며, 해양 생태계에 한정하지 않고 문제를 인식
한 학생도 27.6%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부 초등
학생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먹이
사슬을 통해 해약 생태계 위기를 넘어 다른 군집
및 지구 전체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에 한정된 문제
로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초등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해결책과 그

수준
참여 학생들은 각각 1∼4개 정도의 해결책을 작

성하였고, 이들의 해결책은 맥락에 따라 개인적 수
준과 사회적 수준으로 구분하였다(Table 6). 이들의
맥락 수준은 개인적인 것이 275건, 사회적인 것이
36건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수준의 해결책은 분리
수거(77),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등 사용 줄이기
(68), 쓰레기 버리지 않음/ 쓰레기를 주움(66)의 순
으로 응답이 많았다. 이는 앞의 언어 네트워크 분
석에서 빈도가 높은 키워드에 ‘분리수거’, ‘쓰레기
통’이 포함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결과와 같았
다. 그 외 응답으로는 대체용품사용(텀블러, 에코백
등) (25), 재활용(17), 동물보호(7)와 같은 응답이 있
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자동차 이용을 줄인다”, 
“물을 아낀다”, “전기를 아낀다”, “쓰레기를 우주
먼 곳에 보내버린다”, “바다 생물들을 먹지 않는다” 
등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적절하
지 않은 해결책을 제시한 답변들이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해양 플라스틱 쓰
레기 문제 및 해결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
를 통해 드러나는 학생들의 생태계에 대한 관점과
해결책의 맥락 수준을 살펴보았다. 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과 제언을 정리하였다.
첫째, 언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초등학생이 인

식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중심어는 바
다, 플라스틱, 쓰레기, 동물, 생물, 인간, 멸종 등이
나타났으며, 해결책의 중심어는 플라스틱, 쓰레기, 
분리수거, 일회용, 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학생들
이 인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동물/생물의
멸종 위기가 중심이 됨을 알 수 있었으며, 해결책
으로는 분리수거, 일회용 사용줄이기와 같은 ‘나’의

Table 6. Context level of the solution

해결책
수준

내용 개수

개인적
(P)

분리수거 77

일회용품/플라스틱 등 사용줄이기 68

쓰레기를 버리지 않음/ 쓰레기를 주움 66

대체용품사용(텀블러, 에코백 등) 25

재활용 17

동물보호  7

기타 13

소계 273

사회적
(S)

주변에 알림(소통/ 홍보) 18

발명 12

쓰레기통을 설치  4

벌금/처벌(사회적 규범)  2

소계 36

Table 5. Ecological perspectives that appear in the problem awareness (n, %)

범위
먹이사슬

해양 생태계에 한정되지 않음 해양 생태계에 한정 계

두 단계 이상의 먹이사슬 28, 22.0%  28,  22.0%

한 단계 먹이사슬  7,  5.5% 22, 17.3%  29,  22.8%

먹이사슬에 대한 인식 없음 42, 33.1% 28, 22.0%  70,  55.1%

계 92, 72.4% 35, 27.6% 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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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중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같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초등학생
이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되어 인식하고 있는 주
제어들을 탐색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초등
학생의 플라스틱과 관련된 과학교육, 환경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초등학생들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

한 문제가 먹이사슬을 통해 다른 군집 및 비생물권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
하고 있었으며, 해양 생태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생태계 전체 또는 전 지구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생물권과 비생물권의 관계와 상
호의존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며(Shepardson, 
2005), 먹고 먹히는 과정을 동시적으로 생각하지 못
하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
이 있다(Han & Kim, 2013).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로 인한 환경 이슈는 해양 생태계 위기를 가져오며, 
미세플라스틱의 먹이사슬 유입으로 인한 지구 생
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
러한 적절한 문제 인식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생태
계의 구성 요소 및 요소 간의 순환적이고 상호의존
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를 확장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4학년 학생들은 생태계에 대
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5
∼6학년군 이전의 중학년 학생들에게도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이해할 때 생태계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학년 대상의 수업에서는
먹이사슬이나 생태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한
교수-학습 전략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플라

스틱 쓰레기 문제의 해결방안은 대부분 개인적 수
준에 있었으며, ‘분리수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 대부분이었다. 우선, 학생들은 쓰레기 분리배출
을 ‘분리수거’로 표현하고 있었으며, 이를 ‘분리배
출’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
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뿐 아니라, 대
부분의 성인들도 분리배출을 쓰레기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여기고 있으나, 현재 한국의 폐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56.7% 정도이며, 포장폐기물
이 생활폐기물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재활용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
장재 재질을 친환경원료나 단일 재료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Lee & Jung, 2019). Susan Freinkel 
(2011)은 저서 <Plastic: A Toxic Love Story>에서
“페트병이 재활용된다는 믿음이 죄책감 지우개 역
할을 한다.”라고 했다. 이는 분리배출이라는 개인적
수준의 비교적 행동에 옮기기 쉬운 해결책이 있어
이를 수행하므로 이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고 있다
는 마음을 가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리배출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
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문제들을 양산하
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사회적 책임과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맥락의 경
험과 실천을 제공하여(Choi et al., 2011; Sadler & 
Zeidler, 2005),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문제를 명
확히 인식하고, 개인적 맥락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
에서 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는 해결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들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문제

및 해결책 인식에서 제한적이지만 생태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결책 수준이 개인적인 수준에
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 같은 결과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이 생태적 관
점을 포함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습
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인적인 수준
의 실천 방법을 교사가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를
훈련하도록 하는 방법을 벗어나 학생들이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스스로 탐색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초등 교사들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

았더라고 저학년 학생들도 생태계 및 먹이사슬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초등 예비교사들 또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
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예비 초등
교사들은 플라스틱의 특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
하고 있으며(Kim et al., 2014), 이는 교사들의 플라
스틱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관점에서도 문제점
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예비교사들이 ‘셀로판테이
프’, ‘비닐장갑’ 등을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였는데, 
그 이유는 물질에 대한 이해 부족, 분류 기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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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로 된 쓰레기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6). 이에 예비 초등교사 양성과정에서 플
라스틱의 물질적 특성 및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
점 및 처리에 관련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환경문제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고려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해양 플라스

틱 쓰레기에 대한 인식은 짧은 내용의 동영상 시청
및 보드게임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학생들의 답
변이 수업을 통해 습득한 내용에 영향을 받았을 가
능성이 있어 이 점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 제한
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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