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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ognition of Korean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ncerning the factor for the environmental class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by the factorial analysis. 

Korean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re aware of the factor of 'participation in environment' as well as the 
factor of 'environmental knowledge' for the environmental class. Furthermore, they had a very positive attitude about 
the factor of 'participation i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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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970년대에 접어들어서 사회 경제적 발달과 환경사

이의 복잡한 관련성에 주목이 집중되었으며, 이로 인하

여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Hungerford, 2010). 

한국에서 환경교육이 교육과정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

는 1981년의 제4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한 후, 계속

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Lee와 Chang, 

1994),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환경교육

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

고 있는 환경교육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

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사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

으며,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있다.

예비교사관련 연구로서는 교사와 예비교사의 환경에 

대한 태도를 비교함으로서 교사교육에서 환경교육의 중

요성을 알리고자한 연구(Kandir 등, 2012),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적 소양에 대한 연구(Yavetz 등, 2009)

와 환경교육과 환경생태교육표준에 대하여 예비 초등교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Mastrilli, 2005)등이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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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욱 김성훈

현재까지 한국의 환경교육에 대한 연구는 학생, 교사, 

시설, 문헌 등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환경교육의 이론 및 

목적, 환경인식, 환경소양, 학교 환경교육의 현황, 교육과

정과 교과서, 환경교육 컨텐츠 개발, 교사 전문성, 교수방

법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Choi, 2001; 

Choi 등, 1995; Hwang 등, 2012; Kwon 등, 2012).

환경교육의 중점 목표도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조

금씩 변해가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되고 있

는 현시점에서, 환경 및 환경교육에 대한 실태를 다시 점

검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교육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환경소양을 가지는

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Karatekin, 2013; Mosothwane, 

2002) 교사들이 가진 환경에 대한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환경교육에 대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

소 발표되고 있으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

족한 편이다. 특히 지금까지 예비교사의 환경수업에 대

한 인지론적인 연구는 체계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예비초등교사의 환경수업에 대한 인지론적

인 측면의 연구로서 예비초등교사가 환경수업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에 대하여 조사하여, 환경관련 수업에 대한 

예비초등교사의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환경수업에서 예비초등교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환경수업에서 예비초등교사가 가진 생각은 요인분석 및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2.2. 연구대상 및 연구시기

연구대상은 교육대학교의 3학년, 4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예비초등교사는 97명으로 남자 36명, 여자 61명으로 구

성되어 있다. 설문조사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2.3. 검사도구의 선정 및 분석

연구에 사용한 조사문항은 UNESCO의 환경교육 목

표를 기반으로 하여(Choi 등, 1997; UNESCO, 1978)

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환경수업에 대한 설문지를 개

발하였다.

설문문항은 UNESCO의 환경교육 목표 중에서 개념

과 태도와 명확하게 관련된 인식, 지식, 태도, 참여의 네 

가지 범주에 한정하였으며, 개발된 문항은 Table 1에 나

타내었다. 

인식관련 목표는 ‘사회집단과 개인이 환경과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의 인식과 민감성을 가지도록 한다’이며, 

문항 (1) ‘학생이 환경과 환경문제를 알고, 문제의 심각

성을 느끼게 한다’ 와 문항 (6) ‘사람은 환경과 환경문제

를 알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으로 구성하였다.

지식관련 목표는 ‘사회집단과 개인이 환경과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기본적 이해를 가

지도록 한다’이며, 문항 (2) ‘학생이 환경 및 환경문제를 

개념이나 이론을 통하여 이해하게 한다’와 문항 (5) ‘환

경 및 환경문제를 개념이나 이론을 통하여 이해하게 한

다를 수업목표로 둔다’와 문항 (7) ‘사람은 환경 및 환경

문제를 개념이나 이론을 통하여 이해해야 한다’로 구성

하였다.

태도관련 목표는 ‘사회집단과 개인이 환경에 대한 가

치와 관심, 환경개선과 보호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동기

를 가지도록 한다’이며, 문항 (3) ‘학생이 환경보호에 능

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와 마음을 갖게 한다’와 (8) 

‘사람은 환경보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와 마음

을 가져야한다’로 구성하였다. 

참여관련 목표는 ‘사회집단과 개인이 환경문제의 해

결을 위하여 모든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이며, 문항 (4) ‘학생이 환경문제의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게 한다’와 문항 (9) ‘사람

은 환경문제의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환경수업에 대한 예비초등교사의 생각을 묻

는 내용이며, 인식조사문항은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문항에 대한 답은 리커트 5점 척도 방법으로 구성

되어져 있다. 

인지론적인 측면의 인식조사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문항의 답이 ‘ 매우 그렇다.’인 경우는 5점, ‘ 그렇다.’

인 경우는 4점, ‘ 어느 쪽이라 말할 수 없다.’인 경우는 

3점, ‘ 그렇지 않다.’인 경우는 2점, ‘ 전혀 그렇지 않

다.’인 경우는 1점으로 두었다.  



환경수업에 대한 예비초등교사의 인식 

Item
Pre-service teacher

Mean SD

(1) Make students know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problems and feel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4.40 .61

(2) Make students understand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the concepts and theories. 3.32 .97

(3) Make students have the attitude and mind to actively participate i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4.48 .60

(4) Make students actively participate with the responsibility in the resolu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4.45 .71

(5) Put as the instructional objective that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problems should be understood 
through the concepts or theories.

3.00 1.02

(6) People should know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problems and feel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4.43 .72

(7) People should understand environment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the concepts and theories. 3.41 .97

(8) People should have the attitude and mind to actively participate in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4.46 .61

(9) People should actively participate with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solu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4.51 .63

Table 1. Items, and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 items

설문조사지의 분석은 spss version21의 통계소프트웨

어를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방법 및 t-검정방법 등을 사

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예비초등교사의 환경수업에 대한 인식

3.1.1 예비초등교사의 환경수업에 대한 문항분석

예비초등교사의 환경수업에 대한 인지론적인 측면의 

인식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문

항의 내용과 각 문항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설문조사 문항의 평균값을 보면 문항 

(9) ‘사람은 환경문제의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참

여해야 한다’는 4.51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

며, 문항 (5) ‘환경 및 환경문제를 개념이나 이론을 통하

여 이해하게 한다를 수업목표로 둔다’는 3.00점으로 가

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문항분석에서 문항 (1), 문항 (3), 문항 (4), 문항 (6), 

문항 (8), 문항 (9)의 경우 평균값과 표준편차의 합이 

5.00을 초과하는 천장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환경 및 환

경문제에 대하여 학교수업 및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에 있어서 편중현상이 일어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천장효과를 보이는 문항들을 포

함한 전체문항들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3.1.2. 예비초등교사의 환경수업에 대한 요인분석

환경수업에 대한 설문문항들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요인분석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환경수업에 대하여 예비초등교사는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문항 (8) ‘사람은 환경보호에 능동적

으로 참여하려는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문항 (9) 

‘사람은 환경문제의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

Table 2. Results of factor analysis

Items in 
environment class

Factor

 Participation in 
environment

 Environmental 
knowledge

(8) .861 -.012

(9) .841 .136

(3) .733 -.153

(4) .711 -.004

(1) .611 -.063

(6) .515 .121

(5) -.050 .881

(7) -.002 .700

(2) .049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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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in environment class Factors
Reliability (Cronbach α) 

Reliability of factor Reliability in questionnaire

(1)

Participation in environment .855

.755

(3)

(4)

(6)

(8)

(9)

(2)

Environmental knowledge .790(5)

(7)

Table 3. Reliabilities in factors

해야 한다’, 문항 (3) ‘학생이 환경보호에 능동적으로 참

여하려는 자세와 마음을 갖게 한다’, 문항 (4) ‘학생이 환

경문제의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게 한다’, 

문항 (1) ‘학생이 환경과 환경문제를 알고 문제의 심각성

을 느끼게 한다’, 문항 (6) ‘사람은 환경과 환경문제를 알

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사람과 학생들이 환경보호

와 환경문제에 심각성을 느끼며, 책임감을 가지며, 능동

적으로 참여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이 문항들

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요인은 ‘환경참여’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문항 (5) ‘환경 및 환경문제를 개념이

나 이론을 통하여 이해하게 한다를 수업목표로 둔다’, 문

항 (7) ‘사람은 환경 및 환경문제를 개념이나 이론을 통

하여 이해해야 한다’, 문항 (2) ‘학생이 환경 및 환경문제

를 개념이나 이론을 통하여 이해하게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환

경 및 환경문제를 개념과 이론을 통하여 이해하거나 이

해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므로 문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한 요인은 ‘환경지식’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예비초등교사는 환경수업에 대하여 생

각할 때 ‘환경참여’와 ‘환경지식’에 관한 인식을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환경관련학과의 예비교사와 환경비관련학과의 예비

교사의 비교에서 환경지식과 환경태도에 있어서의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과(Pe'er 등, 2007) 같이 환경지식

과 환경태도는 환경교육 및 환경수업에서 중요한 요소임

이 틀림없다. 본 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환경참여’는 환

경태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예비초등교사는 

환경수업에서의 중요한 요인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결과 얻어진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

석결과는 Table 3에 나타나있다. 환경수업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크론바흐 계수 .755 

로 측정되었으며, 환경참여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크론

바흐 계수 .855이며, 환경지식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크

론바흐 계수 .790로 측정되었다. 전체 설문조사문항 및 

각 요인들에 신뢰도 분석결과는 크론바흐 계수 0.700 이

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Fraenkel과 Wallen, 

2003) 환경수업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전체문항들, 

‘환경참여’요인과 관련된 문항들과  ‘환경지식’요인과 

관련된 문항들은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3.2. 환경수업의 요인에 대한 예비초등교사의 특성분석

환경수업에 대해서 예비초등교사는 ‘환경참여’요인과 

‘환경지식’요인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를 보면 예비초등교사는 ‘환경참여’요인에 대하

여 평균값은 4.457점을 보이며 긍정적인 답변인 4점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

므로 예비초등교사는 환경수업에서 ‘환경참여’요인에 대

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비초등교사가 가진 ‘환경지식’요인에 대하여 분석해보

면 3.244를 기록함으로써 긍정적인 답변인 4점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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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N Mean SD
Verification price = 4

t p

Participation in environment 97 4.457 .493 9.127 .000*

Environmental knowlege 97 3.244 .828 -8.987 .000*

* p < .05

Table 4. Factor analysis in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으로 볼 때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러므로 예비초등교사는 환경수업에서 ‘환경지

식’요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은 가지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 예비초등교사는 환경수업에서 ‘환경참여’요

인을 보다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예비초등교사는 환경수업을 

할 때 환경지식보다 환경참여를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교육에 대하여 초등교사를 대상으

로 한 인식조사연구(Cho 등, 2005)에서 환경교육의 목

표로서 바람직한 태도 함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반면에,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매

우 적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교육은 환경

에 대한 태도 즉 ‘환경참여’와 환경에 대한 지식 즉 ‘환경

지식’을 상호 관련지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UNESCO, 1978).

4. 결  론

환경수업에 대하여 예비초등교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을 분석해 보면, 예비초등교사는 환경수업에 대하여 생

각할 때 ‘환경참여’요인과 ‘환경지식’요인에 대하여 생

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참여’요인과 ‘환경지식’요인 중에서 예비초등교

사는 특히 ‘환경참여’요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는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예비초등

교사는 주로 특정지역에 분포하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

촌소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인 예비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설문조사연구의 성

격상 여러 지역의 보다 많은 예비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사용한 설문조사지의 문항은 UNESCO의 환경

교육목표중의 일부목표에 한정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로 얻어진 ‘환경참여’

요인과 ‘환경지식’요인 외에도 환경교육의 수업과 관련

된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후속연구로서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설문조사문항을 

개발하여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환경수업에서 가지는 생

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 효율적인 환경수업방법 및 환경관련 프로그램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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