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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초·중·고등 해양환경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9년

까지 기간으로 한정하여 선정된 해양환경교육과 관련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총 43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연도별 분석 결과, 2003년 이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2006년, 2008년, 2010년, 2019년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별 분석 결과, 초등학생 대상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과서/교

육과정,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방법별 분석 결과, 질적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적 연구, 혼합 연구 

순으로 연구방법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내용별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연구내용은 프로그램 개발/개발·적용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교과서/교육과정 분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동향 분석은 해양환경교육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해양환경교육, 해양환경, 국내 연구 동향, 동향 분석, 초·중·고등학교

Abstract: To review research trends of marine environmental education, related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 total of 43 published academic thesis and journal articles within the most recent year(2000~2019) were 

selected and analyzed. It was classified into four following category according to criterion of analysis : research year 

of publication, research object, research method and research content. And then, the results of study were as below. 

First, From the year of 2006, 2008, 2010 and 2019, research results had been most frequently found, compared to 

other years. Second, in relation to the object of research, the research finding indicated that ration of study about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the highest in the criteria of analysis. Third, in research method, qualitative research 

was most frequently used method. Fourth, in the research content, it was examined that the most frequently found 

research was progra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study. This findings show how research of marine environmental 

education had been conducted for the past 20 years. Therefore, this trends of research propose a future direction for 

study of marine environmental education.

Key words: Marine Environmental Education, Marine Environment, Research Trends in South Korea,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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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연구는 환경교육의 구체적인 주제로 21세기에 세

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환경에 주목하였다. 인류 역

사상 해양은 육지에 비해 미개척된 영역으로 앞으로 우

리의 삶의 환경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적 가능성을 갖고 있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또 다른 

공간으로 기대되어왔다. 해양은 해양생물들을 위한 다양

한 서식처일 뿐만 아니라 식량, 산소, 기후조절, 담수의 

근원, 수송, 역사와 문화의 개발 등의 영역에서 인간 생

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Mayer and Fortner, 1985 : 

김종문, 2012에서 재인용). 그러나 해양환경은 남획, 오

염, 기후변화의 직･간접 영향 등의 결과로 전 세계적으

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Hughes et al., 2005). 작금의 상황

은 해양자원의 무분별 남획과 개발로 인해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지속적으로 유실되고 연안은 점차 오염됨으로

써 해양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김삼곤･옥미경, 2005). 해양환경은 우리가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원적 성격을 가지므로, 

해양환경에 관한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로 지속가능한 해

양환경을 위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적,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과

적인 전략은 필요하며 교육이 그 추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넓은 합의가 있다(Hansmann, 2010).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지구의 생존과 발전에 공헌하

는 해양환경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장미정 외, 

2018).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환경교육에 관한 그간의 

연구 흐름을 살피고,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해양환경교육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 해양환경교육에 

관한 20년간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

적으로 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구성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환경교육 연도별 논문 편

수는 어떠한가? 둘째, 해양환경교육 연구대상은 어떠한

가? 셋째, 해양환경교육 연구방법은 어떠한가? 넷째, 해

양환경교육 연구내용은 어떠한가? 이러한 논문 동향 분

석을 통해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해양환경교육

해양환경교육에 관한 정의는 그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견해를 두고 있다. 양명희･이두곤(2009)은 “해양환

경교육은 해양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을 의미하

며,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해양환

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

을 지닌다.”고 하였다. 해양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해양환경교육은 해양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국민이 공유재인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홍선욱 외, 

2014). 한나희･이두곤(2017)은 “해양환경교육이란 해양

환경 및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환경에 대한 교육”이

라고 정의하였다. 장미정 외(2018)는 해양환경교육이 해

양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목표에 따른 실천과 참여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해양의 보존, 이용, 관리에 주안점을 

두는 해양교육과의 차별성을 갖는 개념으로 보았고, 해

양환경교육을 “인간과 해양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해양 

보전을 위한 능동적인 실천 태도를 익힐 수 있는 교육”

이라고 정의하였다. 류미･김재근(2019)은 해양환경교육

을 “해양과 인간의 연결성을 인식하고 해양의 지속가능

성을 위한 지식, 태도, 기능을 가지고 해양문제의 해결

을 위해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활동”으

로 정의하고 있다. 김지은･이두곤(2019)은 “해양환경교

육이란 해양의 인문환경 및 자연환경의 여러 가지 관점

에서 해양을 깊이 탐구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의 올바른 

감수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라고 정의하

였다. 박고은(2019)은 “해양환경교육은 해양 생물, 갯벌, 

해양 쓰레기 등 해양 생태계 전반에 관련된 문제를 중

요하게 인식하고 해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하

는 참여자를 기르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해양교육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해양환경개발교육

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보고서(한국환경교육연구

소, 2012)에서 “해양교육이란 해양의 지속가능한 보전, 

이용, 관리를 위해 아동, 청소년, 성인들의 해양에 대한 

인식, 지식, 태도, 행동을 형성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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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양환경개발교육원, 2012)”으로 정의하고 있다(홍선

욱 외, 2014 : 장미정 외, 2018). 이밖에도 윤옥경(2006), 

김종문･윤성규(2015) 등은 해양교육에 관하여 정의한 바 

있다. 최근까지의 해양교육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살펴

보면 지금까지의 해양교육과는 달리, 앞으로의 해양교

육은 지속가능성, 통합성, 해양소양함양, 해양과의 공존 

등을 그 방향으로 삼아야 함이 논의되었으며, 이는 앞으

로 필요한 해양교육의 지향점이 현대의 환경교육의 목

적과 맞닿아있다는 점을 시사한다(한나희･이두곤, 2017).

학자에 따라 해양환경교육, 해양교육 의미를 다르게 

보기도 하였지만 해양교육과 해양환경교육 개념이 다양

하게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했고(류미･김재근, 2020), 그 

함축된 의미가 같은 맥락 안에 논의되기도 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해양환경교육이란 해양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을 가지고 이를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으로 정의하되, 연구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해양환

경과 해양을 주요 키워드로 하여 해양환경교육과의 관

련성을 살펴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해양환경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해양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삼곤･김종화(2004)는 수산･해운계 전문교과 해

양환경 관련 교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해양 관련 교과

에 대한 구성 내용 등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이한민(2004)

은 동해안에서의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활동이 초등학생들의 해양환경 지식과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홍순경(2005)은 한국과 

외국의 해양환경교육 현황 조사 및 실태 분석을 통해 

해양환경교육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윤

성규 외(2006)는 해양환경교육 패러다임 변천을 제시하

고 국내 해양환경교육 현황을 정리하였다. 심정은･이두

곤(2008)은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학의 관점에서 해양환

경공학과 환경교육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양명희･이두

곤(2009)은 연구를 통해 해양환경교육을 논의하고 초등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환경교육 실태를 분석하

였다. 정화성 외(2010)는 초등학교 대상 해양환경교육 

실시 후 교육이 해양환경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김종문･윤성규(2015)는 해양교육 현황을 검토하고 

한국 해양교육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한나

희･이두곤(2017)은 해양환경교육 개념과 발전방향에 관

하여 논의하였다. 장미정 외(2018)는 해양환경소양의 기

본원칙을 제시하고 초등 및 중등 대상 해양소양의 기반

이 되는 해양환경 관련 교재를 개발하였다. 류미･김재근

(2019), 박고은(2019) 등은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적용 후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해양환경교육 관련 주요 논문을 살펴본 결과, 해양환

경교육에 관한 현황 및 실태 분석, 교과서 분석, 교재 연

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분석 등의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해양환경에 관한 교육과 관

련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교육 지도자, 업무 관

련자 등에게 주제를 탐색하고 연구를 확장하는데 유익

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환경교육이 실행되는 현장에서 

교육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물이 어떤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

되어왔고, 어떤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어떤 연구내용을 

수행하여왔는지를 분석 틀에 따라 범주화하여 분석한 

논문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해양교육 연구 동향 관련, 

김종문(2012)의 북미 해양교육 관련 연구 논문 대상 연

구방법 및 디자인 연구, 강버들･박종운(2015)의 수해양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이동호(2018)의 수산해양교육 대

상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

들과 연구 경향 분석 등이 있었으나, 해양환경교육에 관

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통시적으로 분석한 

고찰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향 연구는 관련 연구주제의 연구물들을 종합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것이 연구되었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이연

희, 2017). 따라서, 해양환경에 관한 교육이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최근의 해

양환경교육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현재를 진단하고 앞

으로의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최근 20년간, 즉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으로 한

정하여 선정된 해양환경교육과 관련한 학위논문과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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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

기 위해 연도별로 논문 편수를 알아보고, 연구대상, 연구

방법, 연구내용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왔

는지를 탐색하였다.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여 학술연구정

보서비스사이트(www.riss.kr) 검색엔진을 통해 해양환경

교육에 관한 연구물을 선정하였다. 학술지 논문은 KCI 

등재 논문 또는 KCI 등재 후보 논문을 포함하였다. 분석

대상은 국내 학위논문 21편, 학술지 논문 22편으로, 총 

43편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기존의 참고문헌을 고찰하고 주요내

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틀과 기준을 검

토하기 위해 환경교육 분야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

다. 분석 논문을 선정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사

이트(www.riss.kr)를 활용하여 키워드 검색을 통해 추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검색된 논문 중에서 제목, 

목차, 초록, 본문 내용 등을 살펴, 해양환경교육 관련성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 43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논문 검색을 위한 키워드는 ‘해양환경교육’, ‘해양교육’, 

‘바다환경교육’, ‘바다교육’으로 하였다. ‘해양환경교육’, ‘해

양교육’ 정의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혼용되어 사

용되거나, 그 의미가 맥락을 같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양환경교육’, ‘해양교육’을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또한 

해양보다는 주로 좁은 개념으로 사용하지만(김정희, 2018) 

해양과 혼용하여 쓰이기도 하는 ‘바다’를 주요어로 하여 

‘바다환경교육’, ‘바다교육’을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또한, 해양환경 전문가 2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

과정을 거쳐 세분화된 키워드를 추가 선정하여 논문을 

검색하였다. 키워드를 선정하는데 있어, 환경교육으로부

터 시작되어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그 외연이 확장된 

것과 이일주･장인영(2012)이 분류한 생태 관련 용어를 

참고한 허정무･박현진(2016) 연구,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환경교육이 개별적이지만 상호보완적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각의 분야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는 연구의 전제에 관한 김찬국(2017) 연구 등을 참고하

였다. 따라서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태교육’, 

‘물교육’을 키워드로 하여 각각 세부 키워드 ‘해양’, ‘해

양환경’과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검색어에서 함축하고 있는 어원 또는 

그 단어를 설명하는 정의, 검색어 상호 간 의미 차이에 

대한 논의보다는 해양환경을 교육과 연계하여 다룬 논

문을 검색하여 해양환경교육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와의 관계성 탐색

은 해양환경 관련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 연구인지 

여부를 판단 사항으로 하였다. 특히, 관련성 판단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정의한 해양환경교육 정의가 고려되었다. 

해양환경교육 관련 분석대상 논문 선정에 있어, 포괄적 

의미의 환경교육에 해당하는 연구, 환경교육 연구에서 

해양환경을 일부 또는 부분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 해양

환경을 주제로 하되 연구의 흐름이 해양환경교육과는 

다른 범주를 논하고 있는 연구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제외하였다. 

또한 분석을 위한 논문은 초･중･고등 교육에 관한 연

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대상을 특정하지 않

았거나 대상을 넓게 하여 연구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본 

연구를 위한 관련성이 있고 초･중･고등 대상 해양환경교

육에 해당하는 연구 비중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학교기반 해양환경교육과 사

회기반 환경교육을 모두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을 선정하는데 있어 학위논문과 학술

지 논문으로 이중 검색된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으로 분

류하였다. 다만,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이중 검색

되나 KCI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 논문의 경우 학위논문

으로 포함하였다. 중복검색 된 논문 또는 연구주제와 관

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논문은 제외하고 자료를 추

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논문 자료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해 분석기준을 확정하고, 연구 논문을 분

석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자료는 Excel을 사용하여 정

리 및 분석하였다. 

3.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교육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도별 논문 편수,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 4개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분석을 위한 대상 논문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연

도별로 발행된 논문 편수를 살펴보았다. 학술지와 학위

논문으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발행된 논문 편수를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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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이는 해양환경교육에 관한 연구의 관심이 어떠

했는지, 어느 기간에 연구가 집중되었는지 등을 살필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대상은 연구의 대상 또는 연구를 위해 적용한 대

상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논문

의 연구대상 분석을 위해 이선경･김희백(1994), 권난주 

외(2012), 황세영 외(2012) 분석기준을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은 크게 인적대상과 물

적대상으로 구분하였는데, 인적 연구대상은 초등학생, 중

학생, 고등학생, 초･중등, (예비)교사로 구분하였고, 물적 

연구대상은 문헌, 프로그램, 교과서/교육과정, 콘텐츠, 기

타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 분석은 분류기준 내에서 해당

하는 것으로 하되, 하나의 연구에 다양한 연구대상을 포

함하였거나 대상이 복합적인 경우, 분류기준 내에서 비중

을 가장 많이 둔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은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 또는 연구를 위한 

수행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분

석을 위한 대상 논문의 연구방법 분석을 위해 권난주 외

(2012), 장미정 외(2019) 분석기준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방법은 크게 양적, 질적, 혼합 연구로 분

류하였다. 양적 연구는 실험연구, 조사연구 등을 포함하

였으며, 질적 연구는 사례연구, 면접, 참여관찰, 내용분석 

등을 포함하였다. 문헌연구는 질적 연구에 포함하였다. 

혼합 연구는 연구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한 경우로 분류하

였다. 

연구내용은 연구를 위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분석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대상 

논문의 연구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운미･김대희(2001), 

황세영 외(2012), 김찬국(2017) 등의 분석기준을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연구내용은 크게 개념/의미, 현황/실

태/대책, 인식/태도, 프로그램 개발/개발･적용, 교육 효과

/학습자 변화, 교과서/교육과정 분석, 콘텐츠1) 등으로 구

분하였다. 연구내용 분석은 분류기준 내에서 해당하는 것

으로 하되, 하나의 연구에 다양한 연구내용을 포함하였거

나 내용이 복합적인 경우,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검토하여 분류기준 내에서 비중 있게 다루었다고 판

단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4. 분석절차

연구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틀 및 분석 준거를 검토하였다. 

둘째, 대상 논문은 주요 키워드를 검색하여 본 연구와의 

관련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논문을 선정하였다. 셋

째, 대상 논문은 사전 분석을 통해 분석기준 유목화, 분

류화 작업을 검토하였다. 넷째, 분석기준을 확정하였다. 

다섯째, 대상 논문을 분석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여섯

째,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1차) 이후 대상 논문 선정에 있어 전문가 2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재검토한 대상 논문을 최

종적으로 확정하고 연구 결과(2차)를 도출하였다. 연구 

분석절차는 표 1과 같이 진행되었다.

IV. 연구결과

1. 연구유형

해양환경교육 관련 분석대상 논문에 대한 연구 유형

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논문 총 43편 중 학술지 논문 22편(51.2%), 석사

학위 논문 21편(48.8%)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분석절차

선행

연구

검토

→

분석

준거

검토

→

대상

논문

선정

(1차)

→

논문

사전

분석

→

대상

논문

선정 (2차) 

및 분석

→

연구

결과

도출

(1차)

→

대상

논문

선정 (3차) 

및 분석

→

연구결과

도출

(2차)

표 2. 연구유형별 논문 편수

구분 논문 편수(편) 백분율(%)

학술지 22 51.2 

석사학위 논문 21 48.8 

계 4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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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논문 편수

해양환경교육 관련 분석대상 논문에 대한 연도별 분

석 결과는 표 3 및 표 4와 같다. 

연도별 연구 편수를 살펴본 결과, 2006년, 2008년, 

2010년, 2019년에 각 4편(9.3%)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2004년, 2009년, 2015년, 2018년 각 3편(7.0%) 2005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7년에 각 2편(4.7%)

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1편 또는 연구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5년 단위 분석 결과, 2005년-2009년 14

편(32.6%)로 가장 많았고, 2015년-2019년 13편(30.2%), 

2010년-2014년 12편(27.9%), 2000년-2004년 4편(9.3%) 등

으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

해양환경교육 관련 분석대상 논문에 대한 연구대상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구대상별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 대상 연

구가 15편(3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과서/교육과

정 7편(16.3%), 프로그램 5편(11.6%), 중학생 4편(9.3%), 고

등학생, (예비)교사 각 3편(7.0%), 문헌, 기타 각 2편(4.7%), 

콘텐츠, 초･중등 각 1편(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을 인적, 물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

적 대상 연구 총 26편(60.5%), 물적 대상 연구 총 17편

(39.5%)으로 나타났다. 

4. 연구방법

해양환경교육 관련 분석대상 논문에 대한 연구방법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연구방법별 연구 동향을 살펴

본 결과, 질적 연구 18편(41.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양적 연구 15편(34.9%), 혼합 연구 10편(2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연구내용

해양환경교육 관련 분석대상 논문에 대한 연구내용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연구내용별 연구동향을 살펴

본 결과, 연구내용은 프로그램 개발/개발･적용이 19편

(4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과서/교육과정 분

석이 8편(18.6%), 인식/태도 5편(11.6%), 현황/실태/대

책, 교육 효과/학습자 변화 각 4편(9.3%), 콘텐츠 2편

(4.7%), 개념/의미 1편(2.3%) 등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개발/개발･적용 연구에 관한 연도별 분석 결과, 2019년, 

2006년 등의 순으로 많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교과서/교육과정 분석 연구는 2010년 이전에 주로 

연구내용으로 다루어졌다.

표 3. 연도별 논문 편수

구분 합계(편)
논문 편수(편) 백분율

(%)학술지 학위논문

2000년 0 0 0 0

2001년 0 0 0 0

2002년 0 0 0 0

2003년 1 0 1 2.3

2004년 3 1 2 7.0

2005년 2 1 1 4.7

2006년 4 2 2 9.3

2007년 1 1 0 2.3

2008년 4 2 2 9.3

2009년 3 1 2 7.0

2010년 4 2 2 9.3

2011년 2 0　 2 4.7

2012년 2 2 0　 4.7

2013년 2 2 0　 4.7

2014년 2 1 1 4.7

2015년 3 3 0　 7.0

2016년 1 0　 1 2.3

2017년 2 1 1 4.7

2018년 3 1 2 7.0

2019년 4 2 2 9.3

계 43 22 21 100.0

표 4. 5년 단위 논문편수

구분
합계

(편)

논문 편수(편) 백분율

(%)학술지 학위논문

2000년-2004년 4 1 3 9.3

2005년-2009년 14 7 7 32.6

2010년-2014년 12 7 5 27.9

2015년-2019년 13 7 6 30.2

계  43 22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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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도별 연구대상

구분 초등학생
교과서/

교육과정
프로그램 중학생 고등학생

(예비)

교사
문헌 기타 콘텐츠 초･중등

2000년 0 0 0 0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0 0 0 0

2002년 0 0 0 0 0 0 0 0 0 0

2003년 1 0 0 0 0 0 0 0 0 0

2004년 2 1 0 0 0 0 0 0 0 0

2005년 0 0 0 0 1 0 0 1 0 0

2006년 1 1 0 2 0 0 0 0 0 0

2007년 0 0 1 0 0 0 0 0 0 0

2008년 0 3 0 0 0 0 1 0 0 0

2009년 1 1 1 0 0 0 0 0 0 0

2010년 2 1 0 0 0 0 0 1 0 0

2011년 1 0 0 1 0 0 0 0 0 0

2012년 0 0 1 0 0 1 0 0 0 0

2013년 0 0 1 1 0 0 0 0 0 0

2014년 0 0 1 0 1 0 0 0 0 0

2015년 1 0 0 0 0 0 1 0 0 1

2016년 1 0 0 0 0 0 0 0 0 0

2017년 1 0 0 0 0 1 0 0 0 0

2018년 2 0 0 0 0 0 0 0 1 0

2019년 2 0 0 0 1 1 0 0 0 0

계(논문 편수) 15 7 5 4 3 3 2 2 1 1

백분율(%) 34.9 16.3 11.6 9.3 7.0 7.0 4.7 4.7 2.3 2.3

※ 초등학생 대상에 초등학생 및 학부모 포함(1건), (예비)교사에 교사 및 가족 등 포함(1건)

표 6. 연도별 연구방법 

구분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혼합 연구

논문 편수(편) 백분율(%) 논문 편수(편) 백분율(%) 논문 편수(편) 백분율(%)

2000년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2002년 0 0 0 0 0 0

2003년 0 0 1 6.7 0 0

2004년 2 11.1 1 6.7 0 0

2005년 0 0 1 6.7 1 10.0

2006년 1 5.6 2 13.3 1 10.0

2007년 1 5.6 0 0 0 0

2008년 4 22.2 0 0 0 0

2009년 2 11.1 0 0 1 10.0

2010년 2 11.1 2 13.3 0 0

2011년 0 0 1 6.7 1 10.0

2012년 0 0 2 13.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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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해양환경교육의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

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발행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중에서 해양환경교육 관련성과 본 연구와의 적합

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총 43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4개 범주(연도별 논문 편수, 연구대상, 연구

방법, 연구내용)로 분류하였고, 분석 틀에 따라 분석 결

표 6. 연도별 연구방법(계속)

구분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혼합 연구

논문 편수(편) 백분율(%) 논문 편수(편) 백분율(%) 논문 편수(편) 백분율(%)

2013년 1 5.6 1 6.7 0 0

2014년 1 5.6 1 6.7 0 0

2015년 1 5.6 1 6.7 1 10.0

2016년 1 5.6 0 0 0 0

2017년 0 0 1 6.7 1 10.0

2018년 1 5.6 0 0 2 20.0

2019년 1 5.6 1 6.7 2 20.0

계(논문 편수) 18 - 15 - 10 -

백분율(%) 41.9 100.0 34.9 100.0 23.3 100.0

표 7. 연도별 연구내용

구분
프로그램 개발/

개발･적용

교과서/교육과정 

분석
인식/태도 현황/실태/대책

교육 효과/

학습자 변화
콘텐츠 개념/의미

2000년 0 0 0 0 0 0 0

2001년 0 0 0 0 0 0 0

2002년 0 0 0 0 0 0 0

2003년 0 0 1 0 0 0 0

2004년 2 1 0 0 0 0 0

2005년 0 0 1 1 0 0 0

2006년 3 1 0 0 0 0 0

2007년 0 1 0 0 0 0 0

2008년 0 3 0 0 0 0 1

2009년 1 1 0 0 1 0 0

2010년 1 1 1 1 0 0 0

2011년 1 0 0 0 1 0 0

2012년 0 0 1 1 0 0 0

2013년 1 0 0 0 1 0 0

2014년 2 0 0 0 0 0 0

2015년 1 0 0 1 1 0 0

2016년 1 0 0 0 0 0 0

2017년 1 0 1 0 0 0 0

2018년 1 0 0 0 0 2 0

2019년 4 0 0 0 0 0 0

계(논문 편수) 19 8 5 4 4 2 1

백분율(%) 44.2 18.6 11.6 9.3 9.3 4.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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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최근 20년간 해양환경교육에 

관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연구가 실행되어왔는지 연구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연구유형별 분석 결과, 학술지 논문이 전체의 

51.2%, 석사학위 논문이 전체의 48.8%로 나타났다. 학술

지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연구

유형별 기준(학위논문, 학술지 논문)으로 볼 때, 대체로 

균형 있게 연구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 

분석틀에 따른 논문 탐색 결과 조사기간 동안 박사학위 

논문은 없었다.

둘째, 연도별 분석 결과, 2003년부터 해양환경교육 관

련 연구가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조사기간 중 2006년, 2008년, 2010년, 2019년에 해양

환경교육 관련 연구가 많았다. 2000년부터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 기간 동안 전체의 32.6%, 

2015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전체의 3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에 연구가 부진했던 반

면, 그 이후로는 대체로 꾸준한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분

석되었다. 특히, 최근 연구가 증가된 흐름은 해양환경교

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연구대상별 분석 결과, 초등학생 대상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과서/교육과정,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을 인적, 물적 기준으로 

분류할 때, 인적 대상 연구가 전체의 60.5%, 물적 대상 

연구가 전체의 3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적 대상 연구 중 교사, 고등학생 등 대상 연구, 물적 대

상 연구 중 콘텐츠 등 대상 연구는 그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대상 연구는 2003년부

터 최근까지 대체로 꾸준히 연구되어왔던 반면, 교과서/

교육과정 대상 연구는 2010년 이전에 있었으나, 그 이후

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특징을 보였다. 연구대상을 

초･중･고등학생 대상 기준으로 볼 때, 초등학생 대상 연

구가 가장 많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는 프로그램을 적용하

여 그 영향을 알아본 연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은 미미했다.

넷째, 연구방법을 양적, 질적, 혼합 연구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활용된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적 연구, 혼합 연구 순이다. 질적 

연구는 2008년에 가장 많은 연구물이 나왔고 양적 연구

는 2006년, 2010년, 2012년에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물이 

나왔다. 혼합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는 다루어지지 않

았으나 최근 연구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

존에 양적 또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던 

것에서 연구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방

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혼합 연구 방법으로의 적용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연구내용별 분석 결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개발･적용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과서/교육과정 분석, 인식/태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내용 분석을 위한 분류기준 

내 상위 3순위까지 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개발･적용, 

교과서/교육과정 분석, 인식/태도 연구는 전체의 74.4%

로 분석기준 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개념/의미, 콘텐츠 등 연구는 분석기준 내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교육과정 분

석 연구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

다. 교과서/교육과정 분석은 2010년 이전에 나타났고, 

교육 효과/학습자 변화에 관한 연구는 2009년 이후 나

타났는데, 이는 교육 분석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고 프로

그램 적용, 교육 효과 등으로 이어지는 연구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그간 꾸준히 진행되어왔던 해양환경교육에 관

한 연구는 보완되고 확장되면서 집적된 연구물로써 연

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

는 등 해양환경교육이 체계화되고 발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해양환경 관련 교육에 관한 연구

가 양적인 면에서 많지 않았다. 앞으로 해양의 지속가능

성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이 연구에 반

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해양환경교육 연구에서 대상별로 세분화하

여 체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 최근 20년간 연

구 대상이 초등학생이나, 교과서/교육과정,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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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밖의 연구대상에 

관해서는 분석기준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대

상 연구의 경우, 초등학생 대상 연구에 비해 분석기준 

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해양환경교육 관련 연구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유

아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은 하나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각별한 중요성을 갖는다(조형숙·김설한, 2011).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관심을 갖고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내용 측면에서 관점을 넓혀 다양한 연구 설

계로의 연구 증진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개발/개발･적용 

등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반면, 개념 또는 의미를 

다룬 본질적인 이론 논의나 교육 콘텐츠 등의 연구는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었으나 연구내용이 경험과 인식 파악 등에 그치고 있

었다. 따라서, 교육의 기본 개념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나 

교육의 자료로 활용되는 콘텐츠 발굴, 교육 효과 제고 

측면의 교수 방법론 연구, 교육을 수행하는 지도자의 역

량 증진 또는 전문성 관련 연구 등도 질이 높은 교육 제

공과 연계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 주제 발굴을 통해 교육 효과를 제

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방법에 관하여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하여 연구 수행을 위해 시도될 필요가 있다. 그간 질적 

연구가 가장 많은 연구방법으로 다루어졌던 반면, 혼합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연구방법으로

의 활용은 분석기준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

로 낮았다. 앞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

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의 적용이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년간 초·중·고등 대상 국내 해양환경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에 한정하여 선정된 논문들에 관

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연구물이 많지 않았고 

연구대상이나 내용이 분석기준 내 일부 범주에 편중되어 

연구된 경향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연구 설

계 또는 교육 적용을 위한 대상의 확대, 다양한 분야에

서의 주제 발굴과 탐색 등을 통해 양적으로 균형 있고 

질적으로 심도 있는 활발한 논의의 보완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가 해양환경의 문제를 살피고,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생활 속에서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해

양환경교육의 지향하는 방향으로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

어 확장된다면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우리 삶

의 질이 보다 향상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주

1) 콘텐츠 연구는 황세영 외(2012)의 환경교육 콘텐츠에 관한 연구

를 참고하여 교재 또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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