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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초등교사와현직초등교사의생물다양성교육실천에영향을주는요인비교분석
-확장된계획행동이론과가치-신념-규범이론을토대로-

김 흥 태1, 이 민 주2

1서원대학교 생물교육과, 2대전과학고등학교

 본 연구에서는 예비 초등교사와 현직 초등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예비 초등교사는 수도권
2곳, 충청권 1곳, 경상권 1곳, 호남권 1곳의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과학교육 전공 3, 4학년생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현직 초등교사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현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
였다. 설문 조사는 구글 폼으로 제작한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예비 초등교사는 2020년 12월, 현직
초등교사는 2021년 3월에 이루어졌다. 설문에 응답한 예비 초등교사는 총 102명, 현직 초등교사는 총
95명이었다.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결론

서
론

 첫째, 가치-신념-규범 이론 모델의 요인 중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태도 및 인식 변인에 대해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은 예비 초등교사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책임 귀속이었다. 예비 초등교사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을 크게 느낄수록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해 긍정적 태도, 생

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높은 결과 기대감과 호의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현직 초등교사에서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책임 귀속은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으나, 결과 지각 및 도덕적 규범과 함께 주로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태도, 행동 통제, 주관적 규범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목할

점은 예비 초등교사에서 그다지 높은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던 생태적 가치가 현직 초등교사에서는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결과기대감 및 관심과 생물 종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과 더불어 교사 자신의 삶의 지향점을 생태적 가치에 둘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예비 초등교사의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 의향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태도와 관심이었다. 반면, 현직 초등교사의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 정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와 생물 종에 대한 관심으로,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생물 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초등교사가 생물다양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예비 초등교사의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 의향이 학교 현장에서의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생물 종에 대한 관심을 강화할 수

있는 예비 초등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결과 및 논의

설문지 구성과 통계 분석

 가치-신념-규범 이론에서 제시하는 심층 요인과 확장된 계획 행동 이론의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표 2). 모든 설문 문항은 기본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을 차용하였으며, 리
커트 5점 평정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생태적 가치는 Schwartz(1992)의 보편적 가치 중 친환경적 믿음과 가장 관계가 깊은 가치로서, Stern et
al.(1998)이 제안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일반 친환경 믿음은 Corral-Verdugo et al.(2008)의 연
구에서 인간의 생태계 의존성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문항을 번역하여 활용하였
다. 생물다양성 소실의 결과 지각,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책임 귀속과 도덕적 규범은 Fornara et
al.(2020)에서 사용한 문항을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생물다양성 교육과 관련된 변인으로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제시하는 기본 요인인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태도,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
제,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주관적 규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생물다양성 주제에 대한 예비
생물교사의 교육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Büssing et al., 2019b; Büssing et al.,
2019c)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로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확장된 계획 행동 이론에 따른 모델 구축을 위
한 변인으로는 Kim(2021)의 연구에서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생물 종에 대한 관심을 비롯하여 생물다양성 교육의 결과 기대감과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관
심을 측정하였다.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 변인은 구체적인 사례 기반의 문항은 특정 생물 종에 대한 선
호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Büssing et al., 2019b),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 및 가치라는
일반적 주제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예비 초등교사를 대상으로는 실천 의향, 현직 초등교사를
대상으로는 실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을 적용하였다.

 공차와 VIF(분산확대요인)를 확인한 결과, 허용 가능한 수준의 값을 보였기에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 변
인 간의 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치-신념-규범 이론으로부터 제시된 변인이 확장
된 계획 행동 이론으로부터 제시된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을 설명하기 위한 예측 변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단계적(stepwise) 투입을 적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 단계
로는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 의향과 실천 정도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계획된 행동 이론
모델로부터 제시된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태도, 주관적 통제감, 주관적 규범의 설명력을 우선적 파악
하고, 다음 단계로서 확장된 계획 행동 이론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추가된 변인들인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결과기대감과 관심, 생물 종에 대한 관심을 추가하여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
해서는 추가된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21을
사용하여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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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생물다양성 교육 관련 변인에 대한 VBN 이론 변인의 영향력

1. 가치-신념-규범 이론 변인의 영향력

2.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에 대한 계획된 행동 이론과 확장된 계획 행동 이론 모델 분석 결과

• 계획된 행동 이론과 확장된 계획 행동 이론에 따라 설정한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 설명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치-신념-규범 이론의 변인들에 대해 단계적 중
다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표 2),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결과기대감, 관심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은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러나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관심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에서 예비 교사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095)은 현직 교사 모형의 설명력(.249)에 비해 상당히 낮았으며,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
한 지각된 행동 통제와 생물 종에 대한 관심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에서 예비 교사의 경우는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는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요인 문항수 세부내용
내적

신뢰도

VBN 모델

기반

요인

생태적가치 3
다음이자신의삶을이끄는기본가치로얼마나중요한가요?

(환경보호, 자연과의합일, 지구의다른생명에대한존중)
0.680

일반친환경믿음 2
인류는자연자원을보존해야만 발전할수있다.

인류의발전은생태적균형을 유지해야만 이룰수있다.
0.853

생물다양성 소실

결과지각
3

자연과생물다양성은 나와미래세대에게 더나은세상을 제공할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자연과생물다양성 파괴는전세계사람들에게 피해를준다. 

자연파괴및생물다양성 감소는인류의생존에큰위협이된다.

0.882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책임귀속
3

자연파괴및생물다양성 감소는나를슬프게한다.

나는자연과생물다양성 보전에개인적인 책임감을느낀다.

자연과생물다양성 보전에있어서 나의역할은크다.

0.770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도덕적규범
2

개인적으로 자연과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할의무가있다고느낀다.

나는자연과생물다양성 보전을위해행동하지않을때죄책감을 느낀다.
0.638

TPB 모델

근거

요인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태도
3

학생들을 위한생물다양성에 대한교육이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위한생물다양성 교육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위한생물다양성 교육은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0.922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지각된행동

통제

3

나는생물다양성 교육에필요한충분한지식을가지고있다.

나는생물다양성과 관련된학생들의 질문에적절하게 대답해줄수있다.

생물다양성 교육실행여부는 전적으로나의의지에달려있다.

0.733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주관적규범
2

학부모들은 내가교사로서생물다양성 교육을수행할의무가있다고생각한다.

나는학부모들이 내가교사로서 수행할생물다양성 교육을찬성한다고 생각한다. 
0.851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결과기대감
2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생물다양성 교육은생물다양성에 대한학생들의 인식과관심을

높일수있다.

생물다양성 교육에대한교사의적극적인 실행이생물다양성 보전을위한학생들의

행동을이끌어낼수있다.

0.714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관심
4

나는생물다양성 교육에관심이많다

나는생물다양성 교육이학생들에게 어떤결과를가져오는지에 관심이 많다.

나는생물다양성 교육을시도하는 다른교사들의 사례를알고싶다.

나는생물다양성 교육에적합한더나은교수방법을 적용해보고 싶다.

0.853

생물종에대한

관심
5

나는식물에대한관심이 다른일반사람들보다 많다.

나는동물에대한관심이 다른일반사람들보다 많다.

나는낯선생물을보았을 때도감을찾아본다.

나는낯선생물을보았을 때다른사람(가족, 선생님, 친구등)에게 물어본다.

나는낯선생물을보았을 때인터넷으로 검색해본다.

0.779

행동

변인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의향(실천정도)
2

나는학생들에게 생물다양성을 가르칠 의향이있다.

(나는학생들에게 생물다양성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기회가된다면생물다양성의 중요성및가치에대해학생들에게 가르칠것이다.

(나는생물다양성의 중요성및가치에대해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0.913

<표 1> 설문지 구성및세부문항

대상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태도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주관적 규범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결과기대감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관심
생물 종에 대한 관심

Beta t p Beta t p Beta t p Beta t p Beta t p Beta t p

생태적 가치
예비 .277** 3.060 .003

현직 .265** 2.770 .007 .310** 2.907 .005 .376*** 3.909 .000

일반 친환경

믿음

예비

현직

생물다양성 소실

결과 지각

예비 .278** 2.966 .004

현직 .317** 3.203 .002 .311** 3.254 .002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책임 귀속

예비 .244* 2.358 .020 .365*** 3.920 .000 .688*** 5.378 .000 .309** 3.246 .002

현직 .432*** 4.616 .000 .261* 2.450 .016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도덕적 규범

예비 -.370** -2.891 .005

현직 .268** 2.706 .008 .278** 2.795 .006

R
예비 .615*** - .365*** .489*** .309** -

현직 .488*** .278** .432*** .451*** .499*** .376***

R2
예비 .378 - .133 .239 .095 -

현직 .238 .077 .186 .204 .249 .141

* p<0.05, ** p<0.01, *** p<0.001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의향

계획된 행동 이론 모델 확장된 계획 행동 이론 모델

Beta SE t p Beta SE t p값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태도 .72*** .10 7.12 .000 .39*** .10 4.08 .000

생 물 다 양 성 교 육 에 대 한

지각된 행동 통제
.02 .06 .27 .787 -.04 .05 -.77 .445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주관적

규범
-.01 .06 -.19 .846 -.03 .05 -.54 .594

생 물 다 양 성 교 육 에 대 한

결과기대감
.21* .08 2.57 .012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관심 .35*** .07 4.89 .000

생물 종에 대한 관심 .06 .06 1.01 .317

R .67*** .80***

R2 .44 .65

R2 변화량 .44*** .20***

*p<0.05, **p<0.01, ***p<0.001.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정도

계획된 행동 이론 모델 확장된 계획 행동 이론 모델

Beta SE t p Beta SE t p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태도 .23* .12 2.00 .049 .05 .12 .44 .659

생 물 다 양 성 교 육 에 대 한

지각된 행동 통제
.55*** .09 6.34 .000 .36*** .09 3.93 .000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주관적

규범
.19* .09 2.12 .037 .18 .09 1.91 .059

생 물 다 양 성 교 육 에 대 한

결과기대감
.23 .12 1.85 .068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관심 .11 .10 1.17 .246

생물 종에 대한 관심 .23* .09 2.55 .013

R .70*** .76***

R2 .48 .58

R2 변화량 .48*** .09**

*p<0.05, **p<0.01, ***p<0.001.

• 예비 초등교사의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제시하는 기본 변인인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태도,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확장 변인으로 설정한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결과기대감,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관심, 생물 종에 대한 관심에 대해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표 3),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의향을 설명하는 기본 변인에 의한 회귀모형은 R2=0.44로 약 44%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었다(R=0.67,
p<0.001).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예측 요인은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태도(Beta=0.72, p<0.001)였으며, 다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 변인을 추가한
확장된 계획 행동 이론의 회귀모형은 R2=0.65로 약 6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었다(R=0.80, p<0.001).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실천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예측 요인은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태도(Beta=0.39, p<0.001)였으며, 그 다음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관심(Beta=0.35, p<0.001),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결과기대감
(Beta=0.21, p<0.05)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 현직 초등교사의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표 4),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의향을 설명하는 기본 변인에 의한 회귀모
형은 R2=0.48로 약 4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었다(R=0.70, p<0.001).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예측 요인은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
(Beta=0.55, p<0.001)였으며, 그 다음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태도(Beta=0.23, p<0.05),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주관적 규범(Beta=0.19, p<0.05)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확
장 변인을 추가한 계획된 행동 이론의 회귀모형은 R2=0.58로 약 5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었다(R=0.76, p<0.001).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실천정도에 가
장 큰 영향을 주는 예측 요인은 여전히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Beta=0.39, p<0.001)였으며, 생물 종에 대한 관심(Beta=0.23, p<0.05)이 다음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을 설명하는 변인들에 대한 가치-신념-규범 이론 변인들의 영향력은 예비 초등교사와 현직 초등교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1). 예비 초등교사는 생물다
양성에 대한 신념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인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책임 귀속 요인이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태도를 비롯하여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주관적 규범, 결과기대감, 관
심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생태적 가치나 생물다양성 소실 결과 지각은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태도만을 유의하게 설명할 뿐이었다.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개인적 책임
감을 강하게 느낄수록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을 설명하는 변인들이 더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 가치-신념-규범 이론에서는 선형적 관계를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으나, 가치가 지각된 행동 통제를 비롯해 행동 의향 요인에 직접적 설명력을 가질 수도 있다(Fornara et al., 2020). 결
과 지각과 책임 귀속 또한 실천 의향에 대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규범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형적 관계의 경우 2가지 모두 가능하다(De Groot & Steg, 2009).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도덕적 규범은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결과기대감에 음의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도덕적 규범이 높을수록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결과기대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현직 초등교사는 생태적 가치가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결과기대감을 비롯하여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관심과 생물 종에 대한 관심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력을 나타냈다. 신념의 하
위 요소인 결과 지각과 책임 귀속, 그리고 도덕적 규범은 주로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 주관적 규범에 직접적인 설명력을 보였다. 즉, 생물다양성 교육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 이론의 기존 요인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규범이 직접적 영향력을 보이는 반면, 확장된 계획 행동 이론 모델을 위해 추가된 요인들에 대해서는 생태적 가치
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학교 현장의 초등교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규범이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을 설명하는 요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생태
적 가치 또한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광범위하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계획된 행동 이론과 확장된 계획 행동 이론에 따른 모델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의향 및 실천정도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예비 초등교사의 생물다양성 교육 실
천 의향에 대한 계획된 행동 이론 모델과 확장된 계획 행동 모델의 R은 각각 0.67과 0.80이고 설명량의 변화값은 0.20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현직 초등교사의 생물다양
성 교육 실천 정도 모델은 계획된 행동 이론 모델이 0.70, 확장된 계획 행동 이론 모델은 0.76이며, 설명량의 변화는 0.09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각 모델에서 나타난 R값은 교사의 교
육 행동을 대상으로 계획된 행동 이론을 검토한 결과에서 나타난 R의 평균값 0.56(범위 0.26~0.8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교사의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 의향 및 실천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연구 모델의 유의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 대상에 따라 주요 설명 변인에서는 예비 초등교사는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태도, 현직 초등교사는 지각된 행동 통제가 주요 설명 변인이라는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농업 관련 생물
다양성 보전 행동 의향에 대한 확장된 계획 행동 이론 모델 분석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설명 요인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태도 및 주관적 규범이었다(Maleksaeidi & Keshavarz,
2019). 그러나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실천 행동에 대한 계획된 행동 이론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 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가 가장 많은 연구에서 유
의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규범은 유의한 사례가 가장 적었다(Zint, 2002). 교육 실천 의향에 대한 설명력의 측면에서는 교육 행동에 대한 태도가 평균 베타값이 0.38(범
위 0.20~0.57)로 가장 중요한 설명 요인이었다(Zint, 2002). 본 연구에서는 현직 초등교사의 최종 변인이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이라는 맥락을 고려하면, 주요 설명 요인으로 드러난 지
각된 행동 통제는 교수효능감 중 개인효능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의 특정 교육 실천 행동은 주제에 대한 교사의 효능감 및 자신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고 말할 수 있다.

• 추가 요인들을 포함한 확장된 계획 행동 이론 모델을 분석한 결과, 예비 초등교사의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의향에 대해서는 결과기대감 및 관심이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추가되었지만,
현직 초등교사는 생물 종에 대한 관심이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정도를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 초등교사의 실천의향은 자신의 구상 및 계획이라는 점에서 특정
주제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한 예측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반면, 현직 초등교사의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 정도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현실적 난관에 봉착하고 저항을 받을 수 있기에, 결국은 초등교사의 생물 종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생물 종에 대한 관심은 예비 초등교사의 생물
다양성 교육 실천의향은 물론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유의한 설명력을 보여준 요인이었다(Kim, 2021). 따라서 생물 종에 대한 관심은 현직 초
등교사의 생물다양성 교육의 실천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예비 초등교사의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의향에 대해서는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은 채 생물다양성 교
육에 대한 태도 및 관심 등의 다른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예비 초등교사의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의향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 실
행으로 발현되는 과정에는 생물 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3. 논의

<그림 1> 예비 초등교사와 현직 초등교사의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가설 모델

<표 3> 예비 초등교사의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의향에 대한 모델 <표 4> 현직 초등교사의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정도에 대한 모델

 교사의 교육 행동을 비롯한 인간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및 모델 중, 태도-행동 이론은 행동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 단순함, 조작화의 편이성 때문에 특히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은 합리적 행동 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을 기초로 제안된 행동 모델이다(Ajzen & Fishbein, 1980). 합리적 행동 이론은 특별한 기술, 자원,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개인의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행동에 대해 태도와 주관적 규범으로만 행동을 설명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
에, 계획된 행동 이론은 특정 행동의 실천이 쉬울지 또는 어려울 지에 대한 믿음인 지각된 행동 통제를 추가하여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Ajzen, 1991). 계획된 행동 이론은 본질적으로 개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행동 및 행동 의향의 변이를 설명하는 데 도
움이 되는 새로운 변인들을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다(Ajzen, 1991). 계획된 행동 이론에 여러 요인들을 추가한 것을 확장된 계획 행동 이론(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ETPB)이라 한다.

 가치-신념-규범 이론(Value-Belief-Norm Theory: VBN)은 환경 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할 때 계획된 행동 이론과 더불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Lee, 2021). 가치-신념-규범 이론은 사람들의 친환경 행동을 가치, 신념, 규범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는 이론
으로, 규범 활성화 모형(Norm Activation Model: NAM)의 확장이다(Stern, 2000). Schwartz(1977)의 규범 활성화 모형은 결과 지각, 책임 귀속, 도덕적 규범으로 친환경 행동을 설명하면서, 결과 지각과 책임 귀속이 도덕적 규범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친환경 행동을
활성화시킨다고 본다.

 교사의 교육 행동에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교육 행동 이유를 파악하고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적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 초등교사의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설
명력을 가질 수 있는 생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태도와 같은 요인에 대해 이론 기반의 분석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또한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행동을 설명하는 요인들에 대해 가치, 신념, 도덕적 규범과 같은 심층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확장된 계획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된 여러 요인들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초등교사의 가치, 신념, 도덕적 규범과 같은 심층 변인이 생
물다양성 교육에 대한 태도 및 관심과 같은 행동 설명 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초등교사의 생물다양성 교육 실천력 발달을 위해 교사 교육과정에서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