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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을 전면

에 내세우고 있으며,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기존에는 없었던 

‘과학 학습의 즐거움과 과학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평생 학습 능력을 

기른다.’라는 새로운 목표가 등장하기도 했다(MOE, 2015). 또한 과학

교육종합계획(2016년∼2020년)에서는 ‘과학을 즐기는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이 하나의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학생들의 흥미나 자아효능감 등 긍정 감성의 향상을 위한 

‘과학 긍정경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MOE & 
KOFAC, 2016). 이와 같이 과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경험이 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학생들이 과학학습을 

제 로 즐기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현실의 방증이기도 하다. 표적인 

예로 PISA, TIMSS와 같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국내 학생들

의 과학 학업성취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배움의 즐거움과 자신감 등을 나타내는 여러 정서적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OECD, 2016).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에 해서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나, 과학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상 적으로 적었으며, 과학을 학습하고 과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Kim, Kang, & Kim, 2016). 이러한 결과는 

많은 이들이 사회적 발전을 위하여 과학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생각

하지만, 과학을 즐기거나 재미있어하는 상으로는 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Park et al., 2016). 학생들의 과학학습 과정에서의 긍정적 

정서 경험은 전생에 걸쳐 과학학습을 시도하고 과학적 소양을 발달시

키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Jack & Lin, 2014), 이러한 국내의 상황은 

학생 개개인이 학습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삶, 그리고 향후 성인이 

된 이후 미래의 삶에서 과학이 고유한 의미(significance)를 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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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채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심각성을 바탕으로 최근 과학교육 연구에서는 과학 학습 

중 정서적 요소에 한 관심과 학술적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는 있다. 
특히 최근 학습자 중심 교육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과학 교과

를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학습자의 태도, 학습 동기, 자아효능감, 자기

결정성 등 다양한 긍정 정서 요소들이 주목받고 있다(Fortus, 2014).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학습자가 과학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과학학습의 과정 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학습자의 즐거움을 이끄는 정서 중 하나이자 학습자들이 

모두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인 ‘재미’에 한 논의는 과학교육에

서 많이 다루어진 바가 없다. 
우리는 형식교육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다양한 과학적 활동이나 

과학 문화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과학학습 행동을 하는 이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에게 과학은 개개인의 경제적 이점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무용한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참여하는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과학적 행위 혹은 과학 학습이 주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이다(Bell et al., 2009; Packer, 2006; Koo, 2017). 남녀노

소를 불문하고 재미는 매우 일상적인 욕구 중 하나이며, 많은 이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반면 재미에 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

족하지 못하는 지루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괴롭거나 무기력

하게 만드는 상황이기도 하다(Kokubun, 2011).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

이 교수⋅학습에서 다루는 내용을 재미있어 하는 모습은 당연히 교실

에서 이상적으로 나타나야 할 모습으로 여겨져 왔음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학교육 연구에서 나타난 재미와 관련된 연구

들은 재미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우선 자발적 학습 

행동을 위한 동기요소로서 재미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학습자의 

학습 상에 한 흥미와 재미는 자발적 학습 행동을 일으키고 지속

시키는 내재적 학습동기 요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Ryan & Deci, 
2000; Glynn, Brickman, Armstrong, & Taasoobashirazi, 2011). 때문

에 학습자의 학습동기의 요소 중에서도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서 느끼

는 재미에 한 연구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

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미에 한 두 번째 관점은 특정 

교수-학습의 효과로서 재미를 바라보는 접근이다. 많은 교수학습 자

료나 프로그램의 개발은 학생들의 흥미나 재미 향상을 하나의 목표로 

삼아왔으며, 그 교육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흥미와 재미의 변화

를 살펴보았다(Kang, Kang, & Lee, 2013; Kim, & Choi, 2012). 종합

하면 재미는 학습 이전의 동기, 그리고 학습 이후의 효과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과학 학습에서 재미

의 역할과 필요성에 해서는 긍정적 공감 가 존재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한 과학과 교육목표와 같이 형식 교육기 이후

에도 학생들의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삶에서 과학학습이 지속적인 

의미를 갖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지금-여기의 삶 속에서 경

험되는 과학학습의 재미 그 자체에 해 보다 면 히 주목해야할 필

요가 있다(Krapp & Prenzel,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교육계에서 재미 그 자체를 주제로 한 연구

는 많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이 연구

에서는 특히 ‘재미’라는 개념의 모호성, ‘재미’ 경험의 주관성과 다양

성, ‘재미’에 한 교육적 우려에 주목한다. 먼저 ‘재미’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경

험 속에서 ‘재미’를 느끼고 경험하며, 이 경험은 ‘재미있다’라는 표현

으로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일상적으로 경험되며, 
빈번하게 사용되는 정서 표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재미’라는 

상태를 정의내리기에는 쉽지 않다. 재미의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감정’ 혹은 ‘정서’ 또한 그 개념적 정의가 학문분야나 학자들마다 

다르게 통용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재미’ 개념의 모호성의 원인 

중 하나이다(Ahn, 2011; Fortus, 2014; Lee, 2017). 
둘째, 재미는 같은 상에 해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주관

적 특성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한 개인이 특정 

상에 하여 느끼는 재미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재미는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경험된다. 이러한 재미의 상 성과 주관성은 

재미의 의미를 모호성을 이끄는 원인이기도 하며, 재미에 한 연구

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같은 

개인의 내적이고 사적인(private) 경험들을 지칭하는 언어들도 결국 

공동체 내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의해 학습된 언어 표현이라는 

Wittgenstein(1953/2006)의 논증을 고려할 때, ‘재미’ 또한 보편적으

로 공유되는 의미를 지니는 개념이며, 일부 유사한 맥락에서 경험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존의 정

서 및 재미와 관련된 문헌 연구들을 바탕으로 재미가 어떠한 언어적 

의미와 심리적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하여 살펴보고, 재미가 어떠한 

맥락에서 경험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계에서는 재미에 한 긍정뿐만 아니라 우려의 

시각들이 혼재되어 왔다. 이러한 우려의 기반에는 이성과 감성 혹은 

정서의 립적 시각이 존재한다. 어린아이에게 간지럼을 태우면 까르

르 웃으며 재미있어 하는 것과 같이 재미는 단순한 말초적 자극만 

주면 느낄 수 있는 쾌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쾌감은 

이성과 감성을 립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성의 합리적 인식을 

방해하는 요소로 이해되어 왔다. 이성에 우위를 두는 주지주의적 교

육의 관점에서 감성에 한 교육적 가치는 상 적으로 절하되었으며

(Ahn, 2011), 이 중에서도 표적인 쾌의 감정인 재미는 지극히 단순

하고, 가벼우며, 수동적인 감성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

라 현 사회에서 문화, 오락, 여가 등이 산업화되면서 재미 자체를 

위하여 개인이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Kokubun, 2011; Adorno & Horkheimen, 1995; Kwon & Cheon, 
2014). 이러한 상황에서 재미는 수동적 소비 행위, 비생산성, 일탈, 
중독과 접한 연관이 있는 정서로서 여겨지고 있다는 점도 교육계에

서 재미의 소외와 우려를 강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부

분의 재미와 관련된 교육 연구들에서 재미는 학습 동기의 하위 구인

으로서 여겨지거나, 단순히 특정 학습 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해서 피상적으로 접근되며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다(Krapp & 
Prenzel,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비롯한 많은 교육자에게 있어 학생들이 

느끼는 재미는 이상적인 과학교수-학습 상황의 필수조건으로 인식되

고 있으며, 학생들 못지않게 이들의 교육에서의 재미에 한 갈망과 

요구 또한 크다(Seo, 2008; Kim & Kim, 2017). 또한 많은 학생들이 

점점 학습과 재미를 분리하여 여기며, 많은 학생들이 과학 학습 과정

에서의 즐거워하지 않는 상태임이 숫하게 보고되는 최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재미에 한 과학교육계의 관심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재미를 어떻게 유발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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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등의 과학교육 전략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과학교육에서 재미

는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며 또 어떠한 과학교육의 재미를 지향

해야 하는지에 한 이론적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보고

자 한다. 

1. 재미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개념인가?
2. 재미를 경험하는 맥락의 특성은 무엇인가?
3. 과학교육에서 재미는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
4. 재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과학교육을 지향해야 하는가?

Ⅱ.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이 연구에서는 ‘재미’라는 개념의 의미와 가치에 해 파악이라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을 체계적으

로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재미의 의미를 보다 명료히 파악하기 위하

여 다양한 분야의 학술 서적 및 연구 논문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ERIC와 같은 국외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interest’, ‘situational 
interest’ 등을 키워드로 논문을 수집하고, RISS, KISS 등 국내 논문데

이터베이스를 통해 ‘재미’, ‘흥미’, ‘즐거움’ 등을 키워드로 논문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과학교육의 맥락에서 재미가 함의하는 

것은 무엇이며 가치는 무엇인지 고찰하기 위해 다수의 국어학, 과학

교육학,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철학, 미학 논문 또한 검토하였다. 특
히 이 연구에서는 교육맥락에서 정서적 경험을 강조했던 철학자 John 
Dewey(1859-1952)와 Gilles Deleuze(1925-1995)의 교육 철학에 한 

문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시도하며, 재미의 과학교육적 가치와 

지향점을 고찰하고자 했다. 문헌분석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여 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문헌연구 과정에서 이 연구는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
이라는 개념의 틀을 토 로 문헌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미는 같은 

경험과 상황에서도 개개인에 따라 다른 발생 양상을 보이는 주관적이

며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재미라는 감정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서 느끼는지에 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재미를 사용하는 사회에서 일부 

공유하는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가족유사성’이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재미있는 경험’ 그리고 ‘과학교육의 재미’가 지니는 보편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족유사성 개념을 처음 제시한 Wittgenstein 
(1953/2006)은 어떠한 개념에 한 본질적인 정의나 이해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함을, 즉 일반성에 한 갈망을 버려야함을 주장

했다. 특정 개념은 절 적인 범주를 갖기보다는, 그 개념을 칭하는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과 맥락에서 일부 유사한 특성들의 중첩만 있을 

뿐임을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가족유사성 개념의 표적인 

예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 Example of family resemblance 
(Armstrong et al., 1983)

가족유사성 개념은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똑같은 

특성을 지니지는 않으나, 서로 교차하며 부분적으로 유사하므로 한 

가족으로서 인식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가족유사성 개념은 

언어가 가리키는 개념이 절 적 본질이 있다기보다 사용되는 맥락에

서의 일부 공유된 의미망들이 있음을 나타낸다(Armstrong et al., 
1983).

그동안 가족유사성 개념은 사람들의 언어에서 사용되나 개념의 

광범위함 속에 나타나는 의미와 특성을 파악하는 이론적 접근방식으

로 사용된바 있다. 예를 들어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이라는 

광범위하며 복합적인 개념이 절 적으로 공유하는 특성이 있기보다

는, 다양한 과학의 방법과 활동의 맥락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특성들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제안되기도 했다(Irzik & Nola, 
2011). 

과학학습의 재미는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참여주

체들의 주관적 판단,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재미를 유일한 하나의 특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이 제안한 가족유사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재미를 주는 경험의 특성에 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연구에서는 각각에 의해 경험되는 재미는 하나의 절

적이며 공통적인 특성으로 설명될 수 없으나, 일부의 특성들을 교차

적으로 공유하는 부분 유사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관점으로 선행

문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토픽모델링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 기술 중 하나인 토픽모델링을 통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재미’에 한 연구 동향을 거시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토픽모델링은 단위 문서 집합에서 내재된 잠재적 주제들을 

기준으로 문서들을 범주화(clustering)하는 방식의 분석법이다. 이 중 

각각의 문서가 지니는 주제들의 확률분포를 추정하여 주제를 파악하

는 기법 중 하나인 LDA 기반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 기법은 각 문서를 단어들로 구성됨과 동시에 주제들의 집합

(mixture of topic)으로 가정하며, 주제별 단어 출현 확률과 주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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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기반으로 단위 문서 집합에서의 주제를 추론한다. 
토픽모델링은 용량 비정형 자료(unstructural data)가 확보된 뒤, 

자료의 어휘의 조합에 따라 잠재된 토픽(주제)을 추출하는 텍스트 

분석 방법이다. 언어 분석에서 어떤 어휘의 의미는 그 어휘 자체에 

내포된 것이 아니라, 개별 어휘들이 어떤 군집 내에서 사용되고 놓이

는 분포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Nahm, 2016). 같은 주제에 한 어휘

는 동시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의미파악이 가능해 지고 있는데, 토픽모델링은 그러한 방법

들 중의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Mohr & 
Bogdanov, 2013).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

의 하나로 텍스트 유형의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으로도 볼 수 

있다. 
토픽모델링 방법론은 전산화 된 문서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상

이 되는 문서 내에서 출현하는 단어들의 활용 패턴과 확률에 근거하

여 토픽들을 도출해준다(Blei, 2012). 이때, 문서의 토픽이라는 것은 

해당 문서가 나타내는 주제를 말하는 것이며, 토픽모델링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응용해서 다량의 문서들로부터 주제를 탐색해 내는 작업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토픽모델링은 단일 문서에서 주제를 탐색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작성한 문서나 오랜 세월 축적된 문서

들과 같이 량의 문서들을 상으로 주제를 탐색하기에 유용한 방법

이다. 최근에는 사료(史料), SNS 데이터, 연구동향분석 등의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어 다양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Nahm, 
2016; Kim, 2017; Hong & Choi, 2017).

토픽모델링은 분석단위 텍스트를 문서(document)라고 부르며, 이
러한 문서들의 집합체이자 분석 상이 되는 량의 문서조합을 말뭉

치(corpus)라 칭한다. 이때 토픽이라는 것은 말뭉치의 주제 프레임이

며, 각 토픽마다 해당 주제를 표현하는 단어들의 리스트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 중에서도 LDA 알고리즘 기반 토픽 모델링

을 수행하였다. 아래 그림은 Blei(2012)에 의해 제시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기초로 한 토픽모델링 과정에 한 개념적 

모식도를 나타낸다. Blei(2012)는 17,000 편의 Science지 과학논문들

을 상한 토픽모델링 수행을 예시로 LDA를 설명하고 있다. LDA는 

통계기반의 무작위적인 확률 모델이다. 문서들로부터 토픽이 생성되

는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LDA 모델에서 단어들은 특정 토픽들 

z로부터 생성되고, 해당 문서가 어떤 토픽 비율(topic proportion) θ를 

가질 것인지는 파라미터가 α인 Dirichlet distribution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이 분포를 최초 발표한 19세기 독일 수학자 Dirichlet의 이름을 

딴 것이다. LDA를 기초로 한 토픽모델링의 과정을 간략히 개념화 

시키면 아래 Figure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Figure 2에서 토픽 

z는 토픽 자체라기보다 토픽을 나타내는 숫자로 볼 수 있다. 문서 

내의 각 단어별로 θ의 비율로 토픽 z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각각의 

변수의 의미는 K는 토픽의 개수(최초 주어지는 고정 값), M은 문서의 

개수이다. LDA에서 텍스트 뭉치 속의 각각의 문서는 개별적인 토픽

들에 따라서 생성된 어휘(단어)들의 자루(bag of words)로 간주되게 

되는 것이다(Nahm, 2016). 
이 연구에서 토픽모델링 분석은 2008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출판

된 총 1173편의 국내 학술지 논문의 초록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국내논문 데이터베이스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

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여 국내학술지 논문 중 재미

와 관련된 논문 총 1163편에 한 제목과 초록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 후 초록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유의어, 동의어, 제외어, 외래어 등을 

정리하는 언어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 후 언어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 중 하나인 넷마이너(NetMiner 4.3)를 사용해 LDA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MCMC(Markov Chain 
Monte Carlo) 방법을 사용하여 LDA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언어에 한 전처리 과정이 끝나면 토픽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한 

행렬제작 과정이 이어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NetMiner를 이용하여 

단어-문서 행렬(term-document matrix)과 문서-단어 행렬(document- 
term matrix)을 만들고 분석에 필요한 토픽의 수인 K 값을 정하였다. 
토픽의 수는 문서상에서 수많은 토픽이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담긴 많은 수의 토픽을 요하는 연구문제인지 아

니면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제한된 토픽을 요하

는 연구문제인지 가늠해보고 적절한 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Battisti, Ferrara & Salini, 2015). 이 연구의 경우는 ‘재미’와 관련된 

Figure 2. LDA-based topic modeling process (Ble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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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의 토픽을 통해 가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한된 수의 

토픽이 필요하며, 이러한 토픽의 수는 10개로 결정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재미의 언어적 의미

가. 재미의 어원과 용례

우리말 재미는 ‘자양분이 많고 맛도 좋음’을 의미하는 자미(滋味)
에서 유래된 단어로 알려져 있다. 음식의 간이 약하거나 싱거울 때 

사용하는 옛말인 ‘슴슴하다’가 오늘날 지루하고 재미없는 감정 상태

인 ‘심심하다’로 변형되었듯이, 맛의 좋음을 표현하는 말인 ‘자미’는 

현 에는 ‘아기자기한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재미’로 변형되었다. 우리말에서 재미가 사용되는 맥락을 살

펴보면, 재미는 ‘재미있다.’, ‘재미가 있다.’, ‘재미있는’ 등과 같이 주

로 ‘있다.’와 함께 사용된다. ‘재미있다’와 유사어로 ‘즐겁다’, ‘기쁘

다’, ‘신나다’가 있다. 각각의 긍정감정 표현들은 모두 희(喜)의 정서에 

해당하며 유사한 의미를 지니지만 그 사용맥락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특히 감정 주체의 감정 상태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즐겁다’에 

비하여, ‘재미있다’는 어떠한 상으로 인한 감정 표현에 사용된다

(Kim, 2004). 예를 들어 ‘그것은 즐겁다.’ 보다 ‘그것은 재미있다.’가 

더 자연스럽다. 또한 ‘기쁘다’, ‘즐겁다’, ‘신나다’와 비교했을 때 ‘재미

있다’는 상에 한 감정의 반응에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Kim, 2004). 
이와 같이 재미의 어원, 사전적 의미, 용례적 현상을 종합해 볼 

때 재미는 어떠한 상의 존재가 전제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이며, ‘재미있다’는 특정 상이 나타내고 있는 속성 혹은 특성에 

해 반응하는 주체의 긍정적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Kim, 2004; Park, 
2016b). 이러한 면에서 재미는 주체의 즐거운 정서 상태와 상의 

속성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다(Park, 2016) 이와는 

달리 ‘즐거움’, ‘즐겁다’ 경우 주체의 정서 상태에만 초점을 맞춘 표현

이다. 이러한 점에서 Kim(2013)은 ‘즐거움’과 ‘즐김’을 구분하기도 

했는데, ‘즐거움’은 감정을 느끼는 주체의 상태에 한정되지만, ‘즐김’
은 ‘재미’를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주체와 상과의 상호작용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재미있다’의 표현은 상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느끼는 즐

거움뿐만 아니라, 상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 상에 한 종합

적 만족감이 담겨있는 표현이기도 하다(Kwon & Choi, 2010).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긴장감, 슬픔, 호기심, 공감, 몰
입 등을 복합적으로 경험했다면 그 영화는 ‘재미있는 영화’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의미를 바탕으로 볼 때 ‘재미있다’는 어떠한 

상과의 인지적, 정서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표현하

는 단어이며, 더불어 상과의 상호작용 과정 경험 후에 이루어지는 

특정 상에 한 만족감의 표현에도 사용된다. 

나. 재미와 흥미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재미’는 ‘흥미’와도 유의관계가 높아 

빈번하게 통용되고 있다(Yeum, 2014). 때문에 ‘재미’의 의미를 이해

하기 위하여 유사어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흥미’에 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국립국어 사전에 따르면 흥미는 ‘흥을 느끼는 재미’와 ‘어
떤 상에 마음이 끌린다는 감정을 수반하는 관심’이라는 두 가지 

사전적 정의를 지닌다. 예를 들어 ‘흥미로운 축구경기였다’에서의 흥

미는 흥을 느끼는 재미의 맥락이라면, ‘축구에 흥미가 있다’에서의 

흥미는 ‘개인적 관심’, 혹은 ‘정서적 경향성’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재미, 흥미 관련 연구는 ‘interest’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국내에서 ‘interest’는 ‘흥미’로 번역되기도 하며(Kim, 
Yoon, & So, 2008; Woo, 2012; Yang & Lim, 2010; Yoon, 2016), 
일부 교육학 연구와, 문학, 방송, 스포츠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재미’
로 번역되어(Jeong, 2012; Cho & Choe, 2008; Shin, 2013; Lee & 
Kim, 2010), 함께 혼용된 번역어로 사용되었다. 교육 분야의 경우 

개개인의 올바른 성장과 사회의 발전이라는 목적성이 분명하며,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학생들의 학습에 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발적인 학습동기가 강조되어 왔다. 때문에 내용 및 교과에 한 

개인적인 의미부여와 지속적인 관심과 동기의 의미가 더 담겨있는 

‘흥미’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다. 반면 문화, 체육 등의 분야의 

경우 ‘재미’가 더 활발히 연구되어왔는데 이는 인류 오랜 역사동안 

유희문화를 담당해 오면서 무목적적 성격이 강한 활동이기 때문에 

특정 상이나 상황으로 인해 유발되는 현상으로서의 긍정적 정서 

상태가 강조되어 왔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 학습자의 심리적 구인으로서 흥미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들은 ‘흥미’라는 단어 뿐 아니라 ‘즐겁다’ 혹은 ‘재미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Woo, 2012; Yeum, 2014). 이러한 사실은 

흥미와 재미가 같은 영어 ‘interest’의 번역어로 사용될 만큼, 의미의 

유사성이 큼과 동시에 학술용어와 실제 학습자 사용하는 일상어 간의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말 ‘흥미’가 상에 한 관

심, 좋아하는 경향 등의 맥락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interest’ 단어

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 중 하나인 즐거운 상태(enjoy)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살려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Cho & Choe, 2008). 
국내의 언어 자원인 국립국어원 세종 말뭉치(corpus)를 바탕으로 

언어 사용실태를 확인해보면,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재미가 흥

미에 비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국어원 세종 

말뭉치에서 ‘재미’와 ‘흥미’를 검색한 결과, 현  문어와 구어 모두 

‘흥미’에 비하여 ‘재미’가 두 배 이상1) 나타났다. 말뭉치 자료는 해당 

단어의 통계적 표성을 반영하기 구축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 빈도 

차이는 실제 언어 현상을 차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Hong, 2014). 
따라서 ‘재미’는 ‘흥미’에 비하여 실제 일상생활에서 언어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리적 구인인 ‘흥미’와 일상 언어로서 자주 사용되는 ‘재미’는 유

사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으며, 많은 교육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긍정

적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데 있어 ‘흥미’가 활발하게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일상적으로 과학학습이나 과학관련 활동에서 

느끼는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데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재미’
임에 주목한다. 언어에는 그 표현방식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삶의 

1)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세종 말뭉치에서 재미(‘在美’는 제외)를 검색한 결

과 현  문어에서는 6858건, 현  구어에서는 179건 나타났다. 반면 흥미는 

현  문어에서 3209건, 현  구어에서 20건 나타났다. (2017년 2월 검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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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form of life)이 반영되어 있다(Wittgenstein, 1953). 우리말 코퍼

스의 비교 결과와 흥미라는 구인이 결국 재미라는 단어로 측정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볼 때, ‘재미’가 실제 과학교육 현상에서 나타나

는 삶의 형식, 즉 학생들의 학습 경험의 맥락을 보다 잘 반영한 단어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흥미’가 아닌 ‘재미’에 주목한다. 

2. 재미의 심리학적 의미

가. 해외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재미의 의미

그렇다면 심리적 의미에서 재미는 어떠한 상태일까? 위에서도 언

급했듯 학습자의 재미 혹은 흥미에 한 해외의 선행연구는 ‘interest’
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흥미2)에 

한 해외 선행연구 속에서 ‘재미’의 위치를 탐색해봄으로써, 재미의 

특성에 하여 이해해보고자 한다. 영어 단어 ‘interest’ 또한 그 의미

의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복합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연구자에 따

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으며, 여러 유형의 흥미로 구분되어왔다

(Swarat, Ortony, & Ravelle, 2012; Krapp & Prenzel, 2011). 선행연구

들을 통해 제시된 재미의 의미들을 정리해 보면 Table 1과 같다. 
표적으로 Hidi(1990)는 흥미를 개인적 흥미(individual interest)

와 상황적 흥미(situational interest)로 구분하였다. 먼저 상황적 흥미

는 특정 환경이나 자극에 의해 유발되며 심리적인 상태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때문에 상황적 재미는 상황 특이적이며 ‘being interested’
한 상태에서 나타난다. 또한 상황적 재미는 주의집중, 인지적 능력의 

활성, 정서적 몰입 등을 수반한다(Krapp & Prenzel, 2011). 일반적으

로 상황적 재미는 쉽게 변하지 않는 개인적 흥미에 비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므로, 즉각적으로 개인적 

재미를 형성시키기보다 상황적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

다(Schraw et al., 2001). 한편 개인적 흥미는 특정한 상에 한 개인

의 안정적인 성향으로서의 상태를 의미한다. 학습 상황에서의 개인적 

재미는 지속적인 학습행동을 유발하는 내재적동기로서의 역할이 강

조되어 왔다(Hidi & Renninger, 2006). 이러한 개인적 흥미의 형성은 

상 적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된다는 특성이 있다. 
상황적 재미와 개인적 재미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구인이

라기보다는, 서로 연속선상에 있는 심리 구인으로서 상황적 재미는 

지속적인 환경의 자극이 있을 경우 개인적 재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역으로 개인적 재미는 상황적 재미를 더 강화하기도 한다(Hidi 
& Renninger, 2006). 이와 같은 interest의 연속선상에서의 발달을 강

2) ‘interest’는 현재 국내 학술계에서는 흥미로 활발히 번역되고 있으므로, 이 

단락에서는 interest 개념의 번역어를 ‘흥미’로 하겠다(Woo, 2012). 

조하고자 Krapp(2002)는 situational interest를 유발된 상황적 흥미

(emerging situational interest)와 안정화된 상황적 흥미(stabilized 
situational interest)로 세분화 하였다. 또한 Hidi & Renninger (2006)
은 상황적 흥미와 개인적 흥미를 촉발된 상황적 흥미(triggered 
situational interest), 유지된 상황적 흥미(maintained situational 
interest), 출현된 개인적 흥미(emerging-individual interest), 발달된 개

인적 흥미(well-developed individual interest)로 보다 세분화 하며 흥

미 발달모형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Silvia(2001)는 ‘interest’가 주의 집중 등 생리적 변화를 일으

키며, 이마와 눈 근육의 움직임과 같은 표정변화와 목소리의 표현, 
상에 한 신기함, 예측불가능성 등에 한 인지적 평가, 활기와 

같은 주관적 느낌 등을 유발하며 감정(emotion) 혹은 정서(affect)적 

상태임을 강조한다. 반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개인의 성향이나 주요 

관심사로서의 흥미, 즉 개인적 흥미는 ‘interests’로 구분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interest와는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교육 상황에서 경험되는 정서로서의 재미에 

초점을 맞추며, 이러한 재미는 개인화된 안정적 성향인 ‘흥미’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살펴본 재미는 Hidi(1990), Krapp 
(2002), Hidi & Renninger(2006)의 관점에서는 상황적 흥미이며, 
Silvia(2001)의 관점에서는 interest에 가깝다. 이러한 조작적 구별은 

상황적 흥미가 재미로, 개인적 흥미는 흥미로 번역한 Shim et al. 
(2013)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나. 정서로서 재미의 특성

심리학에서 정서의 발생 기작에 한 연구는 표적으로 개별 감정 

모델, 차원모델, 평가 모델(Appraisal model)로 접근이 이루어졌다

(Scherer, 2009; Sohn, 2011). 이 연구에서는 정서의 유발에서 인지적 

특성을 다른 모델에 비해 가장 강조하는 평가 모델을 중심으로 재미

의 특성에 해 해석하고자한다. 평가모델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인지적 평가 처리 과정에 의한 정서의 발생 과정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정서 발생에서의 인지적 기능이 더욱 강조되었다(Arnold, 
1960; Lazarus, 1991; Scherer, 2001). 표적으로 Arnold(1960)는 주

체가 겪은 상황에 하여 주관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좋고 싫음의 감정이 유발되며, 이 감정은 접근 혹은 회피

의 반응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표적 평가이론 연구자인 

Scherer(2001)는 인간이 특정 상황을 마주쳤을 때 인지된 관련성

(relevance), 영향성(implication), 처능력(coping potential), 규범적 

Hidi (1990) Krapp (2002) Hidi & Renninger (2006) Silvia (2001)

individual interest individual interest
well-developed individual interest

interests
emerging-individual interest

situational interest
stabilized situational interest maintained situational interest

interest
emerging situational interest triggered situational interest

Table 1. The type of interest shown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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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normative significance) 네 가지 측면의 인지적 평가를 거쳐 

정서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Scherer(2001) 다층적 정서 형성 모형은 

그림 Figure 3과 같다. 
Lazarus(2006)는 정서발생의 기반에 1차적 평가로 자신의 목표와

의 관련성, 중요도, 가치 등의 인식이 이루어지며, 2차 평가로 개인이 

이 상황을 다룰 특정한 배경지식, 자원, 기술이 있는지에 한 인식, 
즉 처가능성(coping potential)평가나 상황의 책임귀인(attrition) 등
을 고려한다고 주장했다(Lazarus, 1991). 정서적 측면의 재미를 강조

했던 Silvia(2006)은 Lazarus(1991)의 주장을 바탕으로 재미 발행 기

저의 인지적 처리과정을 주장했다. Silvia(2006)은 사건에 한 두 가

지 인지적 평가가 재미와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했다. 첫 번째 평가는 

상황의 신선함(novelty) -복잡성(complexity)에 한 것으로, 상황이 

예측불가능함, 복잡함, 놀라움, 모호함 등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두 

번째 평가는 이해가능성(comprehensibility)이다. 이는 주어진 상황에 

해 자신이 어떻게 처할 수 있는가에 한 판단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Silvia(2006)는 마주친 상황에 한 신선함 복잡성에 한 평가

와 자신의 이를 이해하거나 처리할 수 있을지에 한 평가를 거쳐 

재미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는 Csikszentmihalyi(1997)의 문제의 적

절한 난이도와 문제 해결능력이 균형을 이룰 때 몰입한다는 몰입이론

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선함과 복잡성은 상의 특성이 아닌 개인의 

인지적 평가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같은 세포를 보더라도 전문가는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며 새로움을 느끼고, 이에 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을 경우 이 새로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느껴지면서 큰 재미

를 느낄 수 있다. 반면 비전문가는 다른 세포와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 평가하며, 새롭게 느끼더라도 자신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다

고 생각하면, 인지적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끼고 재미로 이어지지 않

을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인지 반응에 따라 같은 상황과 

환경도 다르게 평가되며 다른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관점

은 개인 간(between individual), 개인 내(within individual) 재미의 

주관적, 상 적 속성을 잘 설명해준다. 

한편 Peckrun et al.(2002)는 학습 상황에서 유발되는 정서에 영향

을 주는 인지적 평가로서 기 -가치(expectation-value) 차원과 통제 

차원을 주장했다. 기 는 자신의 처능력에 한 신념, 즉 자아효능

감과 같은 인식을 의미하며, 가치는 상에 한 주관적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 또한 통제는 수행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에 한 판단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수행하는 활동의 가치에 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이 높은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인식할 때 

즐거움(enjoyment)을 느낀다. 이러한 긍정 정서는 학습동기 및 학습

전략 수립에 긍정정인 영향을 미친다(Peckrun et al., 2002). 따라서 

정서의 근본에 있는 인지적 평가과정을 고려한 교육적 처치가 학생들

의 긍정 정서 활성을 위한 방안으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미는 신선함, 복잡성과 같은 상의 속성에 한 인지적 판단과 

처리가능성, 통제가능성 등과 같이 외부 상 혹은 환경과의 상호작

용에 한 인지적 판단 등 다양한 인지적 평가 과정에서 긍정적 정서

가 고양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미는 상과 상황에 

의존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렇다면 과학교육에서의 ‘재미’에 해 이

해하기 위해서는 재미 정서를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지

적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주체로부터 상호

작용의 상의 어떠한 속성이 어떠한 인지적 요소들과 얽혀서 인지되

는지에 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재미 관련 요소 

재미는 다양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는 복

합정서이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재미와 관련된 개인의 내적, 외
적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게임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었다. 과학 교육 현상과 게임은 다른 상황이

지만, 재미 정서를 유발하는 요소를 파악하는데 참고할 점이 많으므

로 교육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게임학에서 연구된 재미 요소에 해

서도 살펴보겠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재미의 요소들을 정리한 결과

는 Table 2과 같다. 부분의 선행연구자들은 탐색적 요인분석, 델파

Figure 3. Scherer(2001)’s component proc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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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 Nvivo를 통한 텍스트 자료의 범주화 등 탐색적인 방법을 

통해 재미 요소를 도출하였다. 
제시된 요소들은 연구자나 분야마다 다소 차이도 있으나, 상당부분 

공통된 요소들도 있었다. 특히 자아효능감과 같은 자아와 관련된 정

서에 기반 재미,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느끼는 재미, 신체적 

감각을 통한 재미, 호기심과 같은 인지적 작용을 통한 재미 등이 공통

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공통 요소들과 과학교육과 관련될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재분류 한 결과는 Table 3와 같

다. 각각의 요소들은 특정 상의 물리적인 속성이 아니며, 다만 상

과 주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체에게 느껴지는 정서이다. 이러한 요

소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과학교육에서 

학습자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상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느껴지는 

즐거움, 즉 재미를 유발하는데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범주 요소

감각 중심 감각적 생생함, 아름다움, 신체적 역동감

관계 중심 인교류감, 공동체 의식, 공감, 친 감, 자기표현감

자아 중심 자아효능감, 자기결정감, 성취감

상 중심 신선함, 호기심, 기 감, 관련성, 인지적 깨달음

Table 3. Classification of interest factors

3. 재미 관련 경험의 특성

재미는 다양한 상을 통해 경험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  사회에

서 재미가 활발히 경험되고 있으며, 재미 경험이 강조되고 있는 분야

는 어디일까? 학술연구는 실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상

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재미’와 관련된 학술연구 동향을 살펴

봄으로써 재미가 어떤 분야와 맥락에서 경험되는지 파악해보고자 하

였다. 토픽모델링 분석을 활용하여 ‘재미’와 관련된 국내 학술지 논문

들의 연구 동향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이용 동기’, ‘문화콘

텐츠와 마케팅’, ‘유희문화’, ‘여가문화’, ‘게임’, ‘디자인’, ‘이야기’, 
‘심리적 접근 및 스포츠’, ‘체육교육’, ‘교육’이라는 총 10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각 주제에 속하는 확률값(probability)이 가장 높은 상위 

5개의 단어들도 Table 4에 제시되었다. 각 주제명은 주제에 해당하는 

단어들과 논문들을 토 로 연구들이 제안한 것이다.

주제 주제 주요단어 논문 수

주제1 이용 동기 동기, 이용, 정보, 영향, 추구 98

주제2 문화 콘텐츠와 

마케팅
콘텐츠, 활용, 사용, 브랜드, 광고 86

주제3 유희문화 문화, 놀이, 역사, 영화, 사회 117
주제4 여가문화 체험, 프로그램, 지역, 문화, 사회 78
주제5 게임 게임, 요소, 기능, 개발, 평가 153
주제6 디자인 표현, 디자인, 이미지, 캐릭터, 요소 111
주제7 이야기 작품, 소설, 문학, 서사, 이야기 127
주제8 스포츠 요인, 영향, 관계, 만족, 운동 139
주제9 체육교육 수업, 활동, 참여, 경험, 체육 124
주제10 교육 교육, 학습, 과정, 과학, 유아 130

합계 1163

Table 4. Topics derived from topic modeling analysis

 

Table 4의 주제 1과 2는 재미가 행동 유발의 중요한 요소, 즉 동기

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1로 분류된 연구들은 스마

트폰, SNS 등 다양한 정보 매체의 사용자들의 주된 사용 및 이용 

동기 중 하나가 ‘재미’임을 보고하였다(Yulian & Xue, 2013; Han 
& Kim, 2011; Kim, 2014; Kim & Lee, 2014). 또한 주제 2의 연구들은 

재미의 행동유발 효과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여 기술에 재미 관련 

요소를 결합하는 시도를 의미하는 퍼놀로지(funology)나 제품관련 재

미체험을 제공하여 소비를 유도하는 펀마케팅(fun marketing)에 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진다(Ahn, Goo, & Lee, 2010; Kim, Kim, & 
Chan, 2015; Kwon & Kim, 2013).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재미가 

분야 근거문헌 재미 요소

게임

Lee, Kim, & Rhew(2010) 자기유능감, 신선함, 사회적 관계 욕구, 자기결정감, 활용용이감, 도전성취감, 현실적 일체감, 불가능 욕구의 체험, 창조적 

성취감

Park, Yang, & Yang(2007) 아름다움, 몰입, 지적 문제해결, 경쟁, 사회적 교류, 코메디, 위험의 스릴, 물리적 행동, 사랑, 창조, 힘, 발견, 나아감과 

완성, 능력의 응용

교육

Jung(2012) 관련성, 친 감, 만족감, 공동체의식, 주인의식, 기 감, 호기심, 유능감, 자신감, 성취감, 도전성, 창의성, 중독성

Ha & Kim (2014)

상상적 재미 호기심, 창의성

도전적 재미 성취감, 새로운 경험, 산출물 생산

감각적 재미 직접 체험, 표현 도구, 다양한 활동

사회적 재미 팀워크, 의사소통

Lee(2017)

개인 측면 깨달음, 지적 성취감

관계 측면 감성적 커뮤니케이션, 친 감, 이해와 공감

수업 

환경 

측면

교과서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 시각적 매력, 호기심, 창의성, 감각적 자극, 즉각적 피드백

수업진행 즉각적 피드백, 상호작용 지원

수업설계 감각적 자극, 명확한 목표와 규칙, 달성 가능한 과제, 예상을 깨는 자극, 역할체험, 기 감

문화
Kim

(2012)

개별적 차원 자기결정감, 자기유능감, 감각적 생생함, 고독감, 
관계적 차원 자기표현감, 인교류감, 공감

공통적 차원 신체적 역동감, 모험감, 일탈감, 자연감, 새로운 경험

Table 2. The interest factors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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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동기요소로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 10은 교육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프로젝트 기반 탐구활동, 

융합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적 접근의 의미와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이 많았다(Jung & Kang, 2013; Choi, 2015). 또한 유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로 구성되었다. 과학교과 관련연구에서는 과학

관 교육, 과학인형극, 메이커교육(Maker education) 등 비형식 과학교

육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학생들의 재미를 증진시킴을 나타

내었다(Ha & Kim, 2014; Kim & Park, 2013, Lee & Joe, 2016). 주제 

9 체육교육의 경우 주제 8 스포츠에 해당되는 연구들이 교육의 맥락

에서 적용된 연구들로 볼 수 있다. 체육교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재미

의 강조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독자적인 주제를 성립할 정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주제 3부터 주제 9까지 유희문화, 여가문화, 게임, 디자인, 이야기, 

스포츠 관련 분야의 연구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분야들은 공통적으

로 오랜 과거부터 현 에 이르기까지 놀이하는 자(Homo ludens)로서

의 인간의 특성이 활발히 나타나는 분야, 즉 유희 문화로서 발전해온 

분야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재미가 “유희의 본질을 규정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Huizinga, 1938/1955).
Huizinga(1938/1955)는 위와 같은 인류의 다양한 문화의 원형이 

놀이적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며 유희의 문화적 기능을 주장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놀이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놀이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다. 둘째, 놀이는 일상생활에서 

분리되어 일시적 행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 때문에 놀

이는 일상의 필요와 욕구, 이해관계와는 관계없이 놀이 자체에 몰입

하여 재미를 얻는 무목적성(disinterestedness)을 동시에 지닌다. 이러

한 무목적적인 행위는 재미 그 자체를 위한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셋째, 놀이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일상생활과는 구분된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놀이는 일정 시간이 되면 종료되는 

경향이 있으며, 격리된 놀이 터전 안에서 이루어진다. 넷째, 모든 놀이

에는 특정한 규칙 혹은 질서가 존재하며, 그러한 규칙이 통용되는 

공동체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칙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에

게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학습된다.
이러한 유희의 특성은 주제 3에서 주제 9까지 다양한 선행연구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임,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 행위에 참여

한 참여자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나

타내고 있다. 그러나 참여 과정에서 자발성과 자율성이 감소할 경우 

이는 수동적 유희로 변질되기도 한다(Kwon & Cheon, 2014). 또한 

다른 목적보다도 단순히 재미와 즐거움을 목적으로 참여함을 나타내

고 있다. 때문에 각각의 분야의 콘텐츠나 활동이 어떠한 특성과 요소

를 중심으로 참여자의 재미를 유발할 수 있을지에 한 논의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Lee & Lee, 2011; Lee, 2011; Ham & Cho, 2015).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일상생활과는 분리되는 시공간을 경험한다. 

표적으로 주제 4에서 많이 다루어진 여가문화인 관광 및 축제참여

는 여가시간에 일상에서의 시공간적 일탈 활동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나름의 규칙과 질서 안에서 위와 같은 유희체험을 한다. 많은 연구들

은 참여자들이 직접 규칙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겪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주제 4의 연구 중 하나인 Ha & Kim(2013)의 연구에 따르면 

축제공간에서 축제 참여자간 서로 상호작용하며 창발적으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며 적정한 질서가 유지된 상태로 진화가 일어남을 

의미하는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작용이 일어남을 확인함으로

써 복잡적응계적(Complex adaptive system)3) 현상이 나타남을 보고

하기도 했다.
종합하면 위와 같은 유희적 특성이 나타나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재미가 연구되어 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미의 경험이 곧 유희의 

특성이라는 보편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Park, 2016b). 이
러한 선행연구 동향들을 바탕으로 볼 때 우리는 과학교육의 재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유희적 특성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학습자가 과학교육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환경이 필요하며, 과학교육 활동 과정은 어떠한 목적에도 관

계없이 몰입할 수 있는 상황, 동시에 일상에서와 관계없이 고유한 

시간성과 공간성을 느낌, 마지막으로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과 교사가 

자신들만의 규범과 규칙을 공유하거나 형성해 갈 때 과학교육활동은 

유희적 특성을 지니는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재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주제 3∼9에 해당하는 

게임,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적 행위와는 달리 과학은 일반적인 

유희문화로 여겨지지 않아왔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과학 학습에서 

유희적 특성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4. 과학의 유희적 특성 – 다시 발견해본 과학의 재미

여러 가지 유희문화는 과학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 특정한 놀이

를 즐길 수 있으려면 일상생활과는 다른 놀이 자체의 세계관과 방법, 
규범, 특정 문화와 언어 등을 습득해야한다(Huizinga, 1938/1955). 이러

한 놀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반복되

는 시행착오 속에서 온전히 놀이가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참여자는 

놀이 그 자체의 재미를 깨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깨우침을 

얻기도 한다. 또한 놀이가 내포하고 있는 세계관, 방법, 규범 등이 

완전히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놀이를 통해 새롭게 느낄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 혹은 우연에 의하여, 참여자는 놀이의 규칙이나 틀을 재구

성하며 새로운 유희 문화로 확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놀이의 특성은 

실제 과학 현장에서도 자주 나타난다(Laszlo, 2004). 
그러나 유희적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인인 ‘무목적성’, 즉 다른 

이해관계가 목적에 관계없이 특정 행동에서 재미를 얻고자 하는 특성

은 얼핏 보면 과학과의 관련성을 찾기 힘든 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현 사회의 과학이 과학자 개인의 만족 뿐 아니라 인류의 발전, 개인

과 기업의 경제적 이윤, 사회의 발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근  이후 과학과 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러

한 생산성과 효율성의 강조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과학기술은 

인류의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어왔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핵심적

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사회 저변에 존재한다. 특히 과학이라

는 학문이 들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

은 빠른 속도의 발전으로 국가를 재건하고 발전시켜야 했던 사명을 

맡아왔기 때문에, 그 생산성과 발전성에 한 기 감은 더더욱 크다. 
이로 인해 많은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국가적 경

3) 복잡계(complex system)은 완전 무질서 상태도 아니고, 완전한 규칙적 상태

도 아닌 그 중간의 특성, 즉 질서와 혼돈의 중간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복잡적

응계(complex adaptive system)는 복잡계의 일종으로, 시스템 내부의 나름의 

질서를 형성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특성이 

있는 복잡계이다(Hollan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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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성장이라는 목적이 암묵적으로 존재해왔다. 이러한 과학의 목적성

을 보여주는 표적인 예로 국내 과학기술활동에 한 헌법 제9장 

127조 제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헌법 상 명시되어 

있듯 국가적으로 과학기술 활동은 경제적 생산성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Park, 2016a). 이러한 견고한 목적의 영향으로 인해 과학은 

더욱 엄숙주의적인 특성을 지녀왔다. 반면 무목적적인 유희를 즐기는 

호모루덴스의 모습, 즉 재미를 위해 이루어지는 과학의 모습은 찾기 

힘들어진 것이다(Huizinga, 1938/1955).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이나 과학에 참여하는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과학의 유희적 성격을 찾을 수 있다. Laszlo(2004)
는 본인을 비롯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있어 유희적 요소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부분의 연구가 연구보조금이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거의 드러나지 않음을 지적했

다. 아래의 리처드 파인만에 글은 과학의 무목적적인 유희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내가 하려는 일이 핵물리학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는 중요치 않다. 

그 일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느냐가 문제였을 뿐이다.” -리처드 파인만-

위와 같은 리처드 파인만의 글은 그가 과학을 유희의 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파인만 외에도 알렉산더 플레밍, 뉴턴 등 과학

자들은 자신이 과학 그 자체에서 재미를 얻고 이러한 정서적 만족감

을 위해 과학을 했다(Root-Bernstein, & Root-Bernstein, 2001). 이
들은 과학을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는 수단이나 자신의 삶을 윤택하

게 만들기 위한 직업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지 과학 그 자체를 

하나의 게임으로 여기며, 그 자체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다. 
많은 과학 연구는 그 자체로 유희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Raymo, 1973; Laszlo, 2004). 예를 들어 Laszlo(2004)는 과학자들이 

아이디어, 실험재료 및 도구, 다른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놀며’, 
농담, 언어유희, 짓궂은 장난과 거짓말 등 진지한 권위에 도전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Jarrett & 
Burnley(2010)은 다양한 노벨상 수상자들과 현  과학자들의 자서전, 
전기,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어린 시절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유희 

활동이 과학자의 길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희활동은 상상력, 창의적 사고, 경이감

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또 다른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의 확장

으로 이어지며 과학적 탐구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Jarrett & 
Burnley, 2010; Raymo, 1973; Bateson & Martin, 2013). 

전문 과학자나 과학기술계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의 과학 참여에서

는 이러한 특성을 더욱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미로 과학 

도서를 탐독하거나, 천문을 관측하고, 곤충이나 식물을 연구하거나 

자체적으로 과학연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SNS,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더욱 활발히 과학관련 활동에 참여하

기도 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시민 과학자’로도 불리

며,4) 극단적으로는 일본에서 건너와 최근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사용

4) 시민 과학자(citizen scientists)들은 직접적으로 전문과학자와의 접촉은 적으

며, 전문 과학기술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과학연구에 참여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특히 천문학, 조류학, 생태학, 분류학 등과 같이 광범위한 

현장에서 규모 자료수집과 분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시민과학자들의 과

되고 있는 ‘오타쿠(おたく)’라는 단어로도 불린다. 이들은 실제 전문

과학자와도 긴 히 협력하며, 훗날 전문과학자로 직업을 바꾸기도 

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아마추어들을 딜레탕트(dilettante)라 부르기도 했

다. 딜레탕트는 18세기 중반 ‘to delight’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dilettare’에서 기원했으며, 학문이나 예술에 해 취미삼아 즐기는 

사람들을 일컫는다(“dilettante”, 2017). 전문 직업으로서의 과학자

(scientist)가 등장하기 이전 과학을 그 자체로 배우고 알아가는 것을 

즐겼던 딜레탕트에 의해 많은 과학적 성과가 이루어졌다. 표적인 

딜레탕트들의 모임의 예로 1807년 런던에서 시작된 영국의 지질학회

로 당시 지질학에 매료된 귀족 신사들의 모임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취미로 지질을 답사하고 암석을 관찰하면서 지적 유희를 즐겼다고 

한다. 또 하나의 표적인 인물은 장 앙리 파브르(Jean-Henri Fabre, 
1823-1915)이다. 그는 정규 생물학 교육과정을 밟지 않았으며, 그가 

낸 곤충기는 여러 문학적 표현들 때문에 당시 프랑스 아카데미에서는 

파브르를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현 에 그는 가장 널리 

알려진 ‘곤충학자’임은 분명하다(Fabre, 1921). 비록 과학이 산업화되

고 고도로 전문화되면서 딜레탕트라는 말은 어설픈 수준의 지식만 

지니는 아마추어(Amateur)라는 부정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수
많은 딜레탕트 혹은 아마추어들이 과학 그 자체를 즐기며 과학 문화

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해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들에게 과학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일인지는 중요치 않다. 이들에게 

과학은 개인적인 재미를 목적으로 한 놀이, 즉 ‘재미로 하는’ 여가이

며 문화였다. 동시에 이들이 달성한 과학 성취는 현  과학까지 많은 

기여를 하기도 했다(Root-Bernstein, & Root-Bernstein, 2001). 위와 

같은 사례들과 내용을 종합해보면, 과학을 수행하는 개인의 삶을 통

해 바라볼 때 과학은 그 자체로 무목적적일 수 있으며, 유희적 특성을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과학의 유희적 특성은 과학과 

과학학습 또한 본래 재미있으며, 재미있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5. 과학교육에서 재미의 가치

서론에서도 언급했듯 재미를 느끼고 추구하는 학습자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육자들에게 여러 우려를 야기

하기도 한다. 특히 자주 나타나는 우려 중 하나는 학생들이 과학지식

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재미만’ 추구하다가 그 목적이 전도되는 상황

에 한 우려이다. 이러한 관점은 학습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재미를 유발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으

며, 결국 학습 상황에서 재미의 도구적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한 우려이다. 그렇다면 과연 재미는 학습 행동을 유발

하는 도구적 가치만 지니고 있을까? 현재까지 재미가 과학교육 현장

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진바가 

없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재미의 교육적 가치에 

하여 논의보고자 한다. 
첫째, 재미는 삶의 생동감을 느끼는 표적인 경험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삶의 생동감을 주는 표적인 

학적 기여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Dickinson, Zuckerberg, & Bonter, 2010; 
Silvertow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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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인 미적 체험은 재미와도 접한 관련이 있다. 재미와 미적 체험

은 상을 통해 쾌(快, pleasure)를 기반으로 하는 감정적 추동이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유사한 경험이다. Kim(2014)은 고전문학을 통한 재

미의 체험은 미적 체험과 유사하게 삶의 활력과 생명력의 체험이기에 

그 자체로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이는 비단 문학교육

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다양한 과학적 활동을 통한 

자연과의 마주침은 그 자체로 개개인의 감성의 변화를 유발하고 개인

의 삶에 의미를 제공하는 미적 체험이 될 수 있다(Hadzigeorgiou & 
Schulz, 2014; Girod & Wong, 2002). 자연 현상과 과학적 현상에 

한 경이감(wonder), 영감(inspiration), 상상(imagination), 신비로움

(mystery)을 포괄하는 미적 체험은 다양한 과학자의 개인적 삶의 기

록, 과학교육 현장에서도 나타난다(Dewey, 1934; Girod & Wong, 
2002; Jakobson & Wickman, 2008). 이러한 미적 체험은 개인의 삶의 

수준에서 과학 연구의 핵심적인 과정으로 작용해왔다(Hadzigeorgiou 
& Schulz, 2014; Girod & Ran, & Schepige, 2003). 자연에 한 미적 

경험을 통해 유발되는 경이감, 놀라움, 신비로움, 궁금함과 같은 여러 

요소들은 앞서 살펴보았던 재미를 구성 요소들과 일치한다. 결국 재

미의 경험은 자연현상이나 과학적 현상을 접하며 개인의 경험하는 

미적 체험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을 통해 유발되는 

감성과 미적 경험은 개인의 실존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태이기 때

문에, 보다 인간적인 과학교육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소로 강

조되어 왔다(Lemke, 2001).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을 배우는 동안 학

생들이 개인적으로 자연현상 및 인공의 과학적 현상과 마주치며 이루

어지는 재미의 경험은 학생들의 스스로 실존함을 느끼며 자신이 소외

되지 않는 보편적인 경험이기에 그 과학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둘째, 재미는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정서적 발달의 원동력이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재미는 학습자가 다른 외부의 압력이나 보상 없이

도 학습 그 자체를 유도하는 표적인 동기 요소 중 하나이다. 학습 

상이나 학습 행동 그 자체가 주는 재미는 외부의 보상이나 압력 

없이도 학습행동을 유발하는 내재적 동기 요소로 알려져 왔다. 특히 

특정한 상황과 맥락에서 재미를 느끼는 경험의 반복은 점차 특정 

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려하는 개인적 경향성, 즉 개인적 흥미

(individual interest)로 발달할 가능성을 높인다(Hidi, 1990). 개인적 

흥미의 발달은 다시 개개인이 특정 상에 한 행동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재미를 경험할 수 있는 감수성의 증가를 유도하는 양적되먹

임 작용(positive feedback)을 일으킬 수 있다(Hidi & Renninger, 
2006; Krapp & Prenzel, 2011). 즉 특정 상에 한 개인적인 흥미의 

발달은 곧 다양한 과학 영역과 요소 중 구체적인 상과 관심영역에 

한 개인의 재미 감수성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발달은 학생 개개인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고유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학생들이 과학 학습을 매개로 마주치는 

다양한 자연현상 및 과학적 현상에 한 재미의 경험은 일종의 과학

에 한 취향(taste)의 표현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Anderhag et al., 
2016). 특정 상에 한 재미의 경험은 개인의 고유한 취향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학생의 고유한 취향의 형성은 다시 재미의 감수성 

향상과 또 다른 재미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재미의 경험은 

점차 주체가 상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는 과학과 관련된 

개인의 고유한 취향 혹은 더 나아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력을 

지니는 잠재력을 지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미를 중심으로 한 정서

적 발달과 이에 따른 고유성과 다양성은 학습 행동을 유발하는 수단

으로서 과학 학습 전반, 혹은 특정 분야의 개념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

인 상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살펴보았던 기존의 동기 연구의 

관점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특성이다. 재미는 과학학습 행동을 이끄

는 잠재력을 지닌 내재적 동기 요소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개개인

의 과학과 관련된 고유한 정서적 발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밖 비형식 교육, 평생

학습 등의 학교 밖 과학교육을 비롯하여 시민과학자 활동, 과학도서 

읽기, 과학 콘텐츠와 관련된 팟캐스트 제작 및 감상, 과학 관련 영상 

시청 등 다양한 과학문화로의 자발적 참여와 향유는 단순히 재미로 

인한 행동의 유발일 뿐만 아니라, 재미로부터 시작되어 발달한 과학

과 관련된 개인의 고유한 취향이 반영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취향의 발달은 보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다원화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학생 개개인의 삶 속에서 과학을 접하며 과학을 실현하

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 재미를 추구하는 태도와 행동은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의 중

요한 원천이다. 앞서 이 연구에서 살펴보았듯 재미의 추구는 유희적 

경험을 통해 주로 나타난다. 유희적 경험의 무목적성, 자율성, 자체적 

규범형성과 같은 특성들은 외부의 현실이나 압력, 이해관계 등 개인

의 사고와 행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여러 제약들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및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의 창의적 사고와 탐구는 이들의 재미 추구를 위한 유

희적 행동(playful play)을 통해 이루어져왔으며(Bateson & Martin, 
2013), 또한 현 사회의 성인, 학생들의 재미를 비롯한 긍정정서가 

이들의 창의적 사고와 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실증적 연구들

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Fredrickson & Branigan, 2005; Sohn, Park, 
& Kim, 2014). 

국내에서는 약 10여 년 전부터 자유탐구와 같이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보장하는 시도들이 활발히 늘어

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탐구 과정에서 학습자가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에 해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증가한다. 다시 

말해 결론이 정해진 탐구와 같이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일부 재미도 

존재할 수 있지만, 자유탐구는 이들 스스로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재미 추구를 위한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주어진 목적이나 평가에 매몰되지 않으며 스스로의 재미 추구 

활동에 몰입할 때, 즉 탐구 그 자체가 하나의 유희로서 변할 때 기존에 

얽매였던 생각이나 사고에서 확장하며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자유탐구 제도가 학생들의 긍정적 태도는 물론이고 창의성까지 증진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Lee & Lee, 
2010, Lee, Kim, & Lee, 2011). 

이 때 단순히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 재미를 수용하는 행동과 재미

를 위해 새로운 행동이나 사고를 시도를 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Figure 4은 이러한 두 재미 추구 행동을 구분하여 도식화했다. 
Figure 4의 좌측 경로와 같이 이미 만들어진 재미 유발 자극을 반복적

으로 수용하며 재미를 느끼려는 상황에서는 변화나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창의적 사고와 행동의 잠재력을 찾기 힘들다. 이
러한 수동적 재미 추구 유형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에 한 교육적 우려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쾌락을 제공하는 똑같은 상에 하여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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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만족감을 얻기 힘든 상태, 즉 자극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로 이어

질 위험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Christensen, 2017). 
창의적 사고와 행동의 원천으로서의 재미 추구 행동은 Figure 4의 

우측 경로와 같다. 좌측의 경로에서 학습자는 단지 만들어진 재미의 

수용자에 머무는 반면, 우측의 경로에서는 학습자는 능동적인 재미 

추구 사고나 행동을 시도하는 주체이다. 이러한 능동적인 재미 추구 

행동은 외부의 압력이나 기존의 틀이나 목적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시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Bateson & Martin, 2013). 결론적으로 학습

자의 능동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들의 학습에서의 재미 

추구 행동은 창의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 

때문에 창의적 사고 함양을 목표로 하는 현  과학교육에서 교육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6. 과학학습의 재미를 위한 과학교육의 지향점

재미의 가치가 온전히 잘 실현되기 위해서 과학교육은 어떠한 모습

을 지향해야할까? 이 절에서는 과학교육의 지향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재미, 혹은 상황적 흥미는 상황이나 자극에 의존에서 

순간적으로 유발되는 감정으로만 이해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부분 

학습자를 외부의 자극에 온전히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관망자

(spectator)로서의 역할에 한정하며 이루어진다(Dewey, 1913). 그러

나 이러한 관점에 기반한 과학교육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재미의 가치

들을 발현시키기에 충분치 않다. 특히 아무리 다양한 자극이 제시된

다고 하더라도 자극이 너무 중시된 나머지 학생 개개인이 소외되거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다면 과학교육에서의 재미의 가치를 확보하

기 힘들다. 교육철학자인 Dewey(1913)는 ‘interest’의 어원은 “어떠한 

두 상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두 상의 거리를 없애주

는 것이 곧 ‘interest’임을 이야기 한바 있다. 여기서 두 상의 거리는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까워질 수 있다. 아무리 과학이 재미있

다고 강조하고, 과학을 재미있게 만들려 하더라도 결국 학생 개개인

의 능동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는 그냥 또 다른 자극 제공일 뿐인 

것이며, 진정한 유희로서의 과학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구성주의

적 관점에서의 교수학습 내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

는 주체로 바라보듯, 재미라는 경험 또한 스스로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격려할 때 과학교육에서 진정한 재미

의 가치가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재미를 추구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재미를 느끼는 경험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경험이며 존중하

는 과학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어떠

한 놀이를 구성하는 규칙과 규범, 세계관, 언어 등은 놀이의 참여자가 

스스로 익숙해지고 즐길 수 있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요구

되기도 한다. 유희는 늘 가볍거나 단순하지만은 않으며, 유희로의 몰

입은 오히려 진지한 양상으로 나타난다(Huizinga, 1938/1955). 학생

들이 과학 교육을 통해 접한 과학적 지식이나 자연을 구성하는 여러 

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미를 느끼며 과학을 하나의 유희로서 

여기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요구되며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재미의 어원인 자미(滋味), 즉 맛에 비유하자면, 어떠한 음식들은 바

로 그 맛을 즐길 수 있지만, 처음에는 쓰거나 떫지만 여러 번 시도 

끝에 나도 모르게 찾게 되는 차(茶)의 맛처럼 어떠한 음식들은 그 

맛을 이해하고 즐기기까지 수차례의 시행착오와 시간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특정 상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이 상과 관련해 많은 시도와 노력을 능동적으로 해온 

하나의 결과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을 잘 하는 

이들도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즐기는 이들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과학을 즐긴다는 것이 그만큼 과학을 쉽게 이해하는 천재나 

괴짜와 같은 이들의 전유물로 인식되며 재미는 결국 과학을 모두 이

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되기

도 한다. 그러나 특출난 과학자나 천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과학을 

통해 접하는 상에 해 나름의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의 삶에서 과학의 재미를 깨우치며 즐기는 이들의 다양한 사례를 접

하게 하고 이들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양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

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부분 여러 

번의 노력과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Figure 4. Pursuit model of interest in scienc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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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모든 과학에 재미를 느끼길 기 하거나, 모든 

학생이 똑같은 과학의 내용을 좋아하는 상황을 추구하는 태도는 경계

해야할 것이다. 같은 음식도 사람마다 좋아하는 맛이 다양하게 나타

나며 맛을 느끼는 것이 개인적인 경험이듯, 재미의 경험 또한 개인의 

고유한 경험이다. 철학자 Deleuze(1976)가 주장한 ‘차이 생성으로서

의 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과학에서 고유한 재미를 구성해나아감을 

설명하는 철학적 토 가 될 수 있다. 동일한 진리의 전달과 재현을 

강조하며 목적된 바로 나아가는 방식이 플라톤식의 교육이라면, 이에 

립되는 들뢰즈식의 교육은 개개인이 기호와의 우연한 감각적 마주

침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특성, 즉 ‘차이’ 혹은 ‘다름’을 생성하며 

배움이 이루어지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방식의 교육이다(Gim & Bae, 
2012).

이러한 고유한 경험으로서의 재미는 과학교육에서 접하는 다양한 

과학 관련 내용과 기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되는 재미는 과학에

서 개인적인 의미를 찾아가고, 과학과 관련된 개인적 취향으로 발전

시키며 과학을 개인화(personalization)를 이끈다. 개개인의 취향이 언

제나 같을 수는 없으며, 다만 제각각 다양한 ‘차이’를 생성하며 과학

을 개인의 삶으로 내면화할 수 있기에 이러한 개인화된 과학을 위해 

개개인의 재미 경험에 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 수준

에서의 재미가 과학교육을 통해 잘 경험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학

생 개개인이 과학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다양한 기호들과의 마주침에

서 구체적인 감각과 감정에 충실히 느끼고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만큼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회는 학생 개개인이 수많은 과학 지식이나 과학과 관련된 

상 중에서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즐길 수 있는지에 해서 자각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Deleuze(1976)의 배움론에서는 인지적 수준뿐만 아니라 몸의 감각

을 통한 배움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잘 정제되어 제시된 과학적 지식을 올바르게 깨우치

는 앎의 재미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실천 

속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배움의 재미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적인 예로 ‘Nature-study’의 과학교육관은 자연 현상의 직접적 

관찰, 개방된 상황에서 수행하는 과학적 탐구, 자신의 일상을 통한 

과학적 현상의 체험 등을 강조하는데(Park & Park, 2015), 이러한 

체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각적, 정서적 교감은 개개인에게 고유한 

의미를 만들며 Deleuze(1976)가 말하는 차이를 생성하는 배움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다양한 배움에서 경험하는 재미는 개개인마다 

고유하게 나타나기에 그 자체로 표준화하거나 획일화할 수 없다.
개개인이 고유한 차이의 생성을 배움으로 볼 때 자칫 교사의 역할

은 무기력하게 비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들이 기호들을 마주

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에 ‘함께’ 배우며 학생들의 차이 생성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의 배움은 학생에게 또 다른 기호를 제시

하며 가르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Gim & Bae, 2012).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호와의 마주침을 통한 차이 발견을 방해하거나 억압하는 

학생들의 고정되고 습관화된 관점, 아이디어, 규율, 학습방식 등을 

거두어 내며 자발적인 탐색과 헤매기를 강조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

다 할 수 있다(Min, 2014). 따라서 교사는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마주

쳐지는 자연현상과 원리, 그리고 과학을 통해 바라본 우리의 삶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독려해야 하며, 이들이 발견하고 생성한 차이

에 해 민감하게 응할 수 있어야 한다. Deleuze(1976)의 배움 철학 

관점에서 교사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호에 마주치며 배우는 

존재이다. 이 때 교사의 배움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기호로 발산되어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 다가오기도 한다(Gim & Bae, 2012; Choi, 
2017). 결국 과학교사가 느끼는 또 다른 배움, 이 과정에서의 재미라

는 감정 또한 학생에게 또 다른 기호로서 다가와 이들이 각각 과학에

서 새로운 재미와 의미를 찾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과학교수학습 상황과 공동체 

수준에서의 재미에 해서도 새롭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희의 큰 

특성 중 하나는 유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규범, 문화, 세계관 등 

공유를 통해 유희가 형성된다는 것이다(Huizinga, 1938/1955). 유희

문화는 공동체의 자발적인 규범 형성을 기반으로도 활발히 이루어졌

으며(Ha & Kim, 2013), 이 과정에서 재미는 함께 공감되며 확산되기 

쉽다. 과학 수업과 같은 교육 현상 또한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교사와 많은 학생들이 함께 이루어나가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일종의 

공동체 속에서 연 와 협력을 통한 유희의 장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수업 내에서는 개인적 학습 상황에 비하여 자신들의 규범과 가치를 

만들며 과학학습이 일종의 공유된 유희처럼 여겨지고, 함께 공동체적 

재미를 구성하는 경험을 할 가능성도 높다. 단순히 과학수업에서 재

미 경험이 학생이나 교사 개인적 특성과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발적인 산물로서의 재미를 

볼 때 과학수업이라는 시공간에서 나타나는 재미는 더욱 그 큰 영향

력과 파급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수준에서의 재미가 활발

히 구성되기 위해서는 수업 구성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담보된 

유연한 과학교육 환경이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Ⅳ.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우리의 일상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재미’라는 감정에 

해 다양한 각도에서 이론적인 고찰을 시도해봄으로써 과학교육의 

재미의 의미와 가치에 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

재까지 ‘재미’라는 현상과 경험이 과학교육에서 활발히 연구가 이루

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개념의 모호함, 경험의 주관성, 그리고 재미에 

한 교육적 우려를 들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재미라는 개념을 보

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연구를 토 로 재미의 언어적, 
심리적 의미에 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미는 특정한 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느껴지는 정서적 만족감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심리적으로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요소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감정

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 로 감각적 생생함과 같은 감

각 중심 요소, 인교류감과 같은 관계 중심, 자아효능감과 같은 자아 

중심 요소, 호기심과 같은 상 중심의 요소들과 재미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재미는 주체가 마주치는 다양한 

상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각, 사회적 관계, 자아, 상과 관련된 

여러 정서적 감응을 느끼며 즐겁고, 만족스러운 감정을 경험하는 것

을 의미한다. 언어의 개념에 절 적인 본질이 있다기보다 그 사용되

는 맥락의 다양한 유사성에 의해 그 개념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연구에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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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소들은 재미라는 개념의 의미망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들

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주관성이 담보된 재미 경험과 맥락은 일반적

으로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 이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국내의 량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재미는 여가문화, 게임,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유희 활동을 통해 경험됨을 알 수 있었다. 재미를 

필연적으로 일으키는 유희적 체험은 그 자체로 자발적 활동이며, 다
른 이해관계가 없는 무목적성을 띄고 있으며, 일상생활과는 다른 규

범과 시공간을 공유한다. 이러한 유희의 기본적 특성들은 실제 과학

의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과거와 현재 전문 과학자가 아니었

으나 과학 문화를 향유했던 이들의 사례를 통해 과학은 그 자체로 

무목적적인 활동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개인에게 과학은 하나의 

유희가 될 수 있다. 즉 개개인에게 과학은 어떠한 유용성이나 필요성

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재미를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하나의 유희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재미가 단순히 학습 행동을 유발하는 도구

적 가치 외에도 어떠한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재미 경험은 학습자가 과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생동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 중 하나이며, 학생 개개인이 과학과 관련된 

정서적 발달의 원동력이 되며, 재미를 추구하는 태도와 행동은 창의

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음

을 논증하였다. 특히 수동적인 자극을 통해 재미를 얻으려는 방식이 

아닌, 능동적으로 낯선 상과 시도를 통해 새로운 재미를 추구하는 

방식은 중요한 창의적 사고와 행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재미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한 과학교육은 어떠

한 방향을 지향해야하는가? 이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에 한 고

찰을 시도하였다. 먼저 과학교육에서 지향해야할 재미는 외부의 자극

으로부터 유발되는 수동적인 재미가 아닌 노력하고 시행착오 끝에 

경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재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 교수-학
습 내에 학습자 스스로의 재미의 구성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과학을 잘 하는 이들도 중요하지만 즐기는 이들 또한 존중할 

수 있는 과학교육 문화가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과학을 

즐기는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를 학생들이 접하고, 비단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Deleuze(1976)의 배움론을 기반으로 학습자 

개개인의 고유한 차이생성으로서의 배움 과정에서의 재미에 해 논

의했다. Deleuze(1976)의 철학을 바탕으로 과학학습 현상을 해석하

면, 학습은 개개인이 과학, 자연 현상으로부터 나타나는 다양한 기호

와 마주치면서 서로 다른 ‘차이’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경험되는 개인의 고유한 재미 또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때 모든 학생이 똑같은 과학에 해 재미를 느낀다거나, 모두 같은 

재미를 구성하는 상황을 지향하는 태도를 경계해야할 것이며, 학생들

이 고유하게 구성해나가는 다양한 재미에 해 존중해줘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이 과학을 학습하는 동안 자신의 구체적인 

감각과 감정에 충실히 느끼고 반추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개개인의 고유한 재미의 구성은 궁극적으로 과학과 관련

된 취향, 과학과 관련된 문화의 다양한 양상으로 이어지며 과학 문화

의 발달을 이끌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 수준에서의 재미에 해서도 

고찰했다. 재미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다른 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정서임은 분명하다. 특히 과학 수업시간과 같이 교사와 학생

의 상호작용 속에서 창발적인 산물로 재미라는 감정이 생성될 수 있

으며, 수업 공동체 내에서 공유될 수 있다. 이렇게 공유되는 재미는 

과학수업이라는 시공간에서 더욱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 수준에서의 재미는 교수-학습을 이끄는 구성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담보된 유연한 수업 환경에서 창발될 확률이 높다. 
이 연구는 다양한 재미라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정서적 경험에 

해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보며, 궁극적으로 과학교육에서 재미가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했다. 학생

들이 과학적 지식과 과학의 인식론적 본성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학교육의 목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 활동의 정서적 본성

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과학교육에서 요구되는 일이

다. 재미 또한 과학을 수행하고 과학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종의 정서적 본성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그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보다 과학교육현장에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제언을 위

해서는 향후 실제 교사와 학생들은 재미에 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며, 
어떠한 과학교육 상황과 맥락에서 재미가 경험되는지 등에 해서 보

다 실증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에서 재미의 의미와 가치에 해 문헌분석

을 통해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문헌분석은 재미와 관련된 

국어학, 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헌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재미의 의미, 재미를 경험하는 맥락의 특

성, 과학교육에서 재미의 가치, 재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교

육의 방향성에 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미는 특정한 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느껴지는 정서적 고

양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감각, 관계, 자아, 상 중심의 다양

한 요소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유발되는 정서적 경험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재미 경험의 맥락에 해 이해하기 위하여 재미와 관련된 선행 

문헌들에 해 토픽모델링이라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재미

와 관련 경험은 유희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희적 특성은 과학에도 존재함을 논증하였다. 셋째, 과학교육의 재

미의 교육적 가치와 지향점에 해 논의하였다. 과학교육에서 재미는 

단순히 학습행동을 유도하는 도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과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생동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 중 

하나이며, 학생 개개인이 과학과 관련된 정서적 발달의 원동력이 되

며, 재미를 추구하는 태도와 행동은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

진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

교육에서 지향해야할 재미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유발되는 수동적

인 재미가 아닌 노력하고 시행착오 끝에 경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재미여야 하며 과학을 즐기는 이들 또한 존중할 수 있는 과학교육 

문화가 장려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철학자 

Deleuze(1976)의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재미 경험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재미, 의미, 가치, 토픽모델링, 문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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