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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 나라에서 환경교육은 1980년 이후, 시대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다」환경교육은 제3차 교육과정 때부 

터 일부 실시되어 왔지만, 제4차, 제5차 교육과정을 

거쳐 제6차 교육과정이 공포된 지금까지도 정규 학교 

교육 속에서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점차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2 1982년도에 환경청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의 교육과 

정에 환경교육에 대한 세부 요소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연보호 및 자연보존의 차원에서 개발의 개념을 종합 

한 환경보전의 의미를 적용하고 관련 교과서에 환경내 

용이 대폭 반영되는 등 환경교육의 전기를 마련하였 

다.5" 또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환경문제의 예방과 

이의 해결 차원으로써 정규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의 필 

요성이 강력히 제기됨에 따라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상호 배타적 관계를 통합한，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 

이 학교 환경교육에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 

의 노력과 학교 환경교육 강화의 당위성에 힘입어 지 

난 1992년 6월 30일 교육부에 의해 고시되었고, 95년 

부터 적용되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 고교에서 환 

경관련 독립 교과목이 신설되었으며,* 환경관련 교과목 

을 선택할 경우에 전학년을 대상으로 주당 1~2시간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동안 학교교육은 경제발전과 인간의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육은 인간에 

의한 자연 환경의 이용과 산업화의 부산물로 나타난 

환경오염이라는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9 우리 나라의 경우에 60년대 이후 높은 경제성 

장과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환경오염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으나, 환경은 나와는 무관하다는 태 

도와 안일함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시 

키며, 환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현재 정규 학교교육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육 

은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시민을 기르 

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규 학 

교교육 속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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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느냐에 관한 논 

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 중학생의 환경문제 

에 대한 인식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 

사회에 대해 더 큰 적응력을 지니고 있는 고등학생들 

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규 학교교육 속에서 환경교육의 대상 

자들인 학생들이 환경 및 횐경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을 때, 적절한 교육방향 

과 내용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1) 고등 

학생들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2) 고등학생들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며 , 3) 현재 고등학교에서 실시되 

는 환경교육이 학생들의 환경오염문제를 인식하는데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 4) 고등학교에 

서 횐경교육의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 고등학교의 환경교육현황

1981년에 고시된 제4차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 담긴 것을 계기로 각급 학교의 관련 

교과과정에 분산적으로 환경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1987년 고시된 저］5차 교육과정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규 학교교육에서의 환경교육에 대한 의지 

가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또한 이를 전후하여 환경교 

육 관련 연구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기 

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환경교육을 강 

화하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제5차 교육과정은 통합 

교육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과목간 연계성 및 전체적인 

체계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1992년에 

고시된 제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는 환경관련 과목을 독 

립된 교과목으로 설정함으로써 제도적 정착기에 접어드 

는데, 중학교의 경우 1995년부터 학교장의 재량으로 

환경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 고등학교의 경우 

에는 1996년부터 독립된 환경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96년 현재, 중학교는 2,645개 중 50개교 

(1.9%)만이 환경관련 교과목을 선택하였으며, 특히 부 

산, 인천, 광주, 대전, 제주에서는 환경관련 교과목을 

선택한 학교가 전무한 실정 이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 

74개교, 실업계 고등학교 57개교만이 환경과학 과목을 

선택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7泌" 1 

참조).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서울시내에 소재하 

는 8개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 • 2학년 남 • 여 학생 

610명이었다. 학교집단별로는 현재 환경교육을 정규교 

과목으로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4개교, 실시 

하지 않는 학교가 4개교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 

여 연구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을 1~5번으로 나눈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각 

문항의 배점은 1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설문문 

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인 답변을, 3은 보통'의 답변을 한 것이었다. 설문조사 

는 1998년 9월 12일시998년 9월 22일까지 실시되었다.

회수된 설문결과는 통계패키지 SAS를 사용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 

보았고, 집단간의 평균의 비교는 T-test-J 실시하였다. 

총 610명의 조사대상자 중에서 무성의한 설문지 31부 

를 제외한 579명의 설문결과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Table 1. 시 • 도별 환경과목 선택 학교 현황

지역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서울 13 10 -
부산 - - -
대구 1 2 -
인천 - 1 -
광주 - 1 1
대전 - 4 1
경기 4 8 8
강원 7 - 1
충북 4 10 12
충남 8 10 2
전북 4 14 18
전남 2 2 4
경북 5 2 1
경남 2 9 7
제주 - 1 2

계 50 74 57

자료 환경부 (1996), 환경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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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泌化 2. 조사대상자의 성별,학년별, 환경교육실시 여부에 따 
eweV '匸F〜

구분 요인 빈도 (N) 백분율(%)

성별 남 303 52.3
여 276 58.4

학넌 1 338 58.4
2 241 41.6

환경교육 실행 273 47.1
미실행 306 52.8

Total N = 579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우리 나라 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지역, 특히 서을 

지역의 고등학생을 그 연구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므로 

우리 나라 전체 고등학생들의 환경 및 환경문제에 대 

한 인식 수준으로 대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때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교육기간은 1년 미만이었다. 게다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설문지를 통하여 대상자들의 견해 또는 

느낌을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제시하도록 하였기 때문 

에 설문대상자의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고 있다.

연구결과

Table 3은 조사대상자들의 전반적인 대도시의 환경 

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부문별로 제시한다. 이 

표에 따르면,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가장 높 

은 평균(M=4.29)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M=4.16), 대기오염의 인식정도(M=4.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학생들은 수질오염이 다른종류의 환경오염보다심각하 

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그 정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본 설문에서 제시한 네 가지 종류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최저 평균이 3.64로 각 부분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b0e3. 대도시의 환경오염에 대한 본인의 인식 정도

요 인 평균 표준편차

대기오염의 인식 정도 4.13 0.66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 정도 4.29 0.69
소음 - 진동에 대한 인식 정도 3.64 0.83
생활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인식 정

도
V. / /

한편, 소음 • 진동에 대한 인식 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 

데 (M=3.64), 이는 조사 대상자들의 거주지가 서울이라 

는 대도시적 특성에 기인하는 듯 하다. 즉, 서울에 거 

주하는 학생들은 장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음이나 진동에 노출되는 경향이 

지방의 소도시나 시골지역의 학생들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 

은 소음이나 진동에 대하여 둔감화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환경오염의 문제와 비교할 때 그 심각성 

을 덜 느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소음 진동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은 것은 다른 환경오염 문제들과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일 뿐,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 

는 것이 아님을시사한다.

Table 4는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를 제 

시한다. 표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은 TV나 라디오와 같 

은 매스컴을 통하여 가장 많은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 

를 얻는 것으로 보여진다(M=3.66). 한편, 과학교과서 

를 비롯한 학교교육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는 과학교과서를 통해서가 평균 2.72, 과학교과외 

에 다른 학교교육을 통해서가 평균 2.562로 매스컴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장실습 및 견학을 통하여 환경정보를 얻는 정도가 

가장 낮은 평균점수(M=2.15)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

Table 4.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

효 旬 평균 표준편차

TV • 라디오 (매스컴)를통하여 얻는 정도 3.66 0.93
고등학교 과학교과서를 통하여 얻는 정도 2.72 0.80
고등학교 과학교과외 에 얻는 정도 2.56 0.90
현장실습 및 견학을 통하여 얻는정도 2.15 1.12
부모님을 통하여 얻는 정도 2.43 0.98

7가屁 5. 성별,학년별 매스컴을통하여 환경오염에 대한정보 

를 얻는 정도

구분 요인 빈도 (N) 평균 표준편차 DF T P

성별 남 303 3.73 0.98
577.0 1.96 0.03*

여 276 3.58 0.88
학년 1 338

241
3.63
3.70

093
0.93

577.0 니 .00 0.0632

*pv0.05
DF(자유도 degree of freedom): 두 변인의 평균값에서 1을 

뺀 값을 서로 곱한 값이 다.

T-검정(두 그룹 평균치 차이의 검정): 두 집단의 평균치 차 

이가 표본 오차에 의한 것인지,두 집단의 속성에 의한 것 

인지를 밝히는통계적 가설 검정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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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들이 얼마나 매스컴과 친숙해져 있으며 신뢰하는 

지를 시사한다. 기존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가장 많은 환경정보를 얻는 

것也로나타났다."

Table 5는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 중에 

서 TV와 라디오(매스컴)을 통하여 얻는 정도를 성별 

및 학년별로 비교하여 제시한다. 남자 고등학생들의 평 

균(M=3.73)이 여자 고등학생들의 평균(M=3.58)보다 

약간 높았으며, 이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 

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간 차이에 

서는 1학년(M=3.63)과 2학년(M=3.70)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학년간에는 매스컴을 통하 

여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얻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없지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매스컴을 통해 환경오염 

에 대하여 정보를 얻는 정도가 약간, 그러나 통계적으 

로 의미있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은 각 교과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따르면, 과학과 

목이 가장 높은 평균값(M=3.10)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기타 과목이었다(M=3.O8). 조사 대상자들은 기 

타과목으로 영어, 미술, 가정, 체육 등을 들었다. 또한 

국어와 수학교과를 통한 환경오염의 인식은 각각 평균 

2.06, 1.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게다가, 윤리와 사 

회교과를 통한 환경오염의 인식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경우와는 다 

르게 나타나는데, 중학생은 도덕교과에서 가장 많은 환 

경정보를 얻는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과학교과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각교과를 통해 환경오 

염에 대하여 인식을 하는 정도는 최고 평균이 3.10으 

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Table 7은 환경오염 문제의 인식에 가장 크게 영향 

을 미치는 과학교과 중에서 세부 과학교과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네 가지의 개별 과학교 

과목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과학과목에서의 영 

7泌/e 6. 교과과목이 환경문제의 인식 에 영향을 주는 정도 

교과목 퍼袞 표준편차

Table 7. 세 부 과학교과를 통한 환경 오염 의 인식 정 도

교과목 평균 표준편차

공통과학 2.88 0.88
화학 2.20 0.93
물리 1.88 0.83
생물 3.06 1.04
지학 2.46 0.98

향을 분석하였는데 , 생물과목을 통한 환경오염 문제의 

인식의 정도가 가장 높은 평균(M=3.06)을 보이고 있으 

며, 공통과학으로부터의 얻는 인식의 정도가 뒤를 잇고 

있다(M=2.88). 물리과목과 화학과목을 통해서 얻는 인 

식의 정도는 평균이 각각 1.88과 2.202로 낮은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6에서 학생들 

이 과학과목이 다른 과목보다 환경오염 문제를 인식하 

는데 다소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세 

부적 인 과학과목은 생물과목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8은 환경오염에 미치는 각 요인들의 책임정도 

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체와 공장이 환경오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요인으로 응답하였으며(M=4.59), 그 

다음으로 정부의 책임 (M=4.01)을 들고 있다. 한편, 개 

인(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현 

저하게 낮은 분포를 보임으로써(M=3.13), 대부분의 학 

생들은 환경오염의 책임이 자신보다는 기업체나 정부 

등 다른 요인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Table 9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주체 

들의 노력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표에 따르면, 기타 

환경단체가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노력하 

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M=4.02), 기업체 및 

공장(M=1.93) 그리고 정부의 노력(M=2.41)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표8 

에서 고등학생들은 기업체 및 정부가 환경오염에 가장

Table 8.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 인식 정도

효旬 평균 표준편차

0.83 개인 (나) 3.13 0.88
0.52 가정 3.52 0.86
0.99 기업체, 공장 4.59 0.80
0.91 학교 3.45 0.83
0.95 정부 4.01 0.95
1.03 인접 국가 3.53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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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인식 정도

요 인 평균 표준편차

개인 (나) 3.00 0.86
가정 3.44 0.83

기업 처】, 공장 1.93 0.84
학교 2.97 0.94
정부 241 0.95

기타환경단체 4.02 0.95

Table 12. 환경오염을 줄이 기 위한 방안에 대 한 인식 정도

구 분 빈도 (N) 백분율(%)

1회용적게 쓰기 167 29.1
쓰레기 분리 수거 117 20.4
재활용 112 19.5
합성세제 사용 줄이 기 65 11.3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12 19.5

계 573 100

Table 10. 환경교육을 통한 의식의 변화 정도

요 인 평균 표준편차

환경문제 인식 및 이해력이 높아졌다 2.97 1.07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능력 이 키워졌다 2.55 0.96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3.40 1.18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가장 소 

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로 보여 

진다.

Table 10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 

상으로 환경교육의 결과로 인한 자신의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학생들은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M=3.40),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력이 높아지 

거나(M=2.97)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커졌다고 

(M=2.55)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학교 

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이 이 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만을 키워주었을 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 

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11은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에 

대하여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한 결 

과이다. 37.8%의 학생들이 교과서 위주의 주입식 교육 

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들 자신의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이 19.4%를 차지하고 있었

况ell. 현행 학교 환경교육의 문제점에 대한인식 정도

요 인 빈도 (N) 백분율(%)

교과서 위주의 주입식 교육 213 37.8
시청각 자료의 미흡 88 15.6
환경교육에 대한 학생의 인식 부족 109 19.4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관심 부

76 13.5

기타 77 13.7

계 563 100

다. 한편, 환경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3.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환경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주입식 교육을 들고 있는데 , 이는 

Table 10의 결과에서 나타난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 

식은 높지만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과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은 증가하였으나, 

실제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실천방안을 

교육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12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29.1 %의 학생들이회 

용 적게 쓰기에, 20.4%의 학생들이，쓰레기 분리 수 

거'에 응답하였으며,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의 경우가 

가장 낮은 빈도(11.3%)를 보이고 있다. 한편,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19.5%나 됨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시사한다.

Table 13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와 실시 

하지 않는 학교간에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 

식의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두 집단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 모두 평균 4.37과 4.22로 환경오염문제에 대하 

여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두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의미있 

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실시 

되고 있는 환경교육이 학생들이 환경오염문제를 인식하 

는 정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14는 성별 및 학년 수준에 따른 환경오염문 

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표에

Table 13. 환경교육실시 여부에 따른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 

한 인식 정도

환경교육실시여부 평균 표준편차 DF—T 厂

실행 

미실행

4.37
4.22

0.58
0.64

574.0 2.53 0.061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고등학생들의 환경오염 인식연구 143

Table 14. 성 별 및 학년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정도

구부 이 빈도 평균 표준
十匸 」 (N) 旳 편차

성별 남 3이 4.26 0.63
여 275 4.40 0.56

DF T P

574.0 -2.76 0.0052**

574.0 1.32 0.068
학년 1 336 4.36 0.53

2 240 4.29 0.61

**pv0. 이

Table 15. 중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이수 여부와 환경문제 인식 

수준간의 관계

이수여부빈도(N) 평균 표준편차 DF T P

이수 64 4.35 0.67 571
미이수 509 4.33 0.59

0.34 0.064

*평균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나타냄

따르면, 여힉생이(M=4.40) 님힉생보다(M=4.26) 환경오 

염문제에 대하여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 차이는 유의수준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분석되어졌다. 또한 학년별 비교에서는 1학년이 

(M=4.36) 2힉년보다(M=4.29)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 

였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지 않았다.

Table 15는 중학교때의 환경교과교육 실시 여부가 

고등학생들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 

는 지를 알아본 결과이다. 중학교 시절에 환경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이 (M=4.35) 환경교육을 빋지 않 

은 학생들보다(M=4.33) 약간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 

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따라 

서 , 중학교 시절에의 환경교육 실시여부가 고등학생들 

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卫로 나타났는데 , 이는 Table 13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디-. 즉,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교육 

은 그것이 중학교이거나고등학교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 

경교육에 대한 성과에 의문의 여지를 두고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 

리고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학생들의 환경오염문제 인 

식에 대한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8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 2학년 610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성별, 학년별, 

중학교에서 환경교과교육의 실시여부, 현재 고등학교에 

서 환경교육의 실시 여부에 따른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고등학생들은 수질오염의 문제를 생활쓰레기나 

대기오염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제분야에 대 

하여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TV나 

라디오등 대중 매스컴을 통한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 

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더 얻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교과를 통하여 

얻는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는 다른 매체나 경로에 비 

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교육이 학교교육과정 속 

에 적절히 통합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과학교과 

를 통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른 교과를 통 

한 것보다 약간 높기는 하였지만, 이 결과가 학교교육 

과정에서 과학교과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 

을 미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과 

학교과를 통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과학교과의 세부교과 

목별 영향의 분석결과도 높지 않은 점수를 보이고 있 

기 때문이다. 각 교과가 반드시 환경교육과 관련된 내 

용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결과 

는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 

정과 환경교육과의 관계가 미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고등학생들은 기업체 공장과 정부가 우리 나 

라의 환경오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반면에 환경오 

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 기관의 노력은 미비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고등학생들은 현재의 환경교육이 자신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갖도록 하였지만, 주입식 

위주의 교육방법으로 인하여 환경문제에 대하여 적절하 

게 대처하도록 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환경교육의 실시 

여부가 학생들의 환경 및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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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 환경 

교과 내용 및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은 남녀 구분없이 환 

경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윤문영 등(1998)에 의한 중학생 

들의 환경 교육과 환경인식에 관한 연구 결과와 비교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중 고등학생 모두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환경오염 문제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중학교에서의 경우에는 환경교육을 실시하 

는 경우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하여 고등학생들의 경우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셋째 , 중 고등학교에서 모두 환 

경교육을 통하여 의식은 변화되었지만, 환경교육의 방 

법적인 측면이 지적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고등학생들은 환경이나 환경문제의 원인을 기업 

체나 정부에 돌리고 있으나, 근본적 인 환경문제의 해결 

을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환경교과가 실제 학생들의 환경문제 인식 및 

해결방법 모색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 환경교육은 환경관련 교과목에서 뿐만 아니 

라 기타 모든 과목에서 자연스럽게 환경문제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통합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斗 따라서, 환경교육은 일반 교과목 속에서 환경 

관련 문제의 지속적인 제기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심도 

있는 교육과 함께, 환경교과에서는 현장실습과 견학을 

통한 교육으로 실질적 인 대처방안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일반 대중매체를 통하 

여 얻을 수 있는 환경관련 정보와 통합되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대 

중매체를 통하여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 

이 얻고 있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환경 

오염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학교교육과정에 적절히 통합 

시킬 때 더 효과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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