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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마트폰의 등장은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
져왔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네비게이션, 워드프로세서, 동
영상 편집, 은행 업무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작고
휴대가 간편한 스마트폰 안에서 모두 구현할 수 있
다. 이처럼 사회 여러 분야에서 어플리케이션의 활
용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관련 기술들은 지속적
으로 발전되고있다(Jang et al., 2012; Kim, 2020). 교

육 분야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교수․학
습을가능케하는어플리케이션의개발이매우활발
하다(Hiniker et al., 2015; Papadakis & Kalogiannakis, 
2017; Zhang et al., 2018).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과 인터넷 속도 등을 근거로 IT 강국
으로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 및 기
술을 활용하여 시공간 제약을 탈피하고 학습자 주
도의 맥락적․지능적․상호작용적 협력 학습을 가
능케 하는 스마트 교육을 활성화시키기에 매우 적
합한 국가로 보인다(Akamai, 2017; Lim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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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스마트 교
육의 활용이 여전히 미비하다. 한국의 한 학교당
무선AP 보급 개수는 평균 4.8개로(KERIS, 2018), 학
교 내 특정 몇 개의 교실에서만 무선인터넷망 활용
이 가능하다. 2015 PISA의 결과에 따르면, 집과 학
교에서 스마트폰, 테블릿PC, 노트북 등에 얼마나
잘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ICT 접근성
점수는 한국의 경우 30개 국가 중에 28위이고, 집
과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정도를 묻는
ICT 활용성 점수는 한국의 경우 31개 국가 중에 31
등으로 나타났다(Kim, 2017). 구체적으로 PISA 검
사 문항 하나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에 학습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비율은 31개 국가 중 29위로 최하위권이었다(Kim, 
2017). 한국의 학생들 대부분은 스마트기기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메신저․게임 등의 여가
활동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Park, 2019). 또
한, 이미 개발된 스마트교육용 어플리케이션도 학
생들의 교육을 위해 잘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Hirsh-Pasek et al., 2015). 교사들은 양질의 스마트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잘 발굴 및 개발해내고, 학
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경험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학은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이러한 실세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모델과 이론을 통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능동
적인 과정이다(Gilbert, 1991). 즉, 과학 탐구는 자연
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시작되며, 관찰을 통해 문제
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 해결
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Bae et al., 2013). 관찰은 모
든 감각 기관 또는 현미경이나 망원경, 돋보기 등
과 같이 감각을 확장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 과정으로 과학 탐구 기능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학생들이 관찰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더 고
차적인 탐구 기능 역시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따
라서 과학 교과를 처음으로 접하는 초등학생들에
게 관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활동은 매우 중
요하다. 관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
나는 관찰일지를 작성하는 것이다. 관찰일지의 작
성은 생물 및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도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이다(Canfield, 2011). 교

사는 학생들에게 자연에 대해 탐색하는 과학자들
의 탐구 및 사고과정을 접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야 한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0). 야외에 나
가서 생물 및 자연현상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경험은 다른 어떤 자료의 이용이나 탐구 방법보다
인간 뇌에 가장 풍부한 정보를 제공케 하는 잠재력
이 있다(Kovalik & Olsen, 1994). 또한, 생물 관찰 기
록 학습은 책이나 사진을 통해서만 접하던 것에 대
한 구체적인 실물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
범위를 넓힐 수 있고,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신장
시킬 수 있다(Moomaw, 2013).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물 관찰 기록의 작성 환경

은 계속해서 변화하였다. 초기 자연학자들은 본인
의 오감을 이용해서 그 순간의 자연을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스케치하고 기록하였다. 그 이후, 전
문적인 화가를 고용하여 생물이나 자연 현상을 세
밀화로 남기게 하여 관찰 내용을 기록하기도 하였
다. 카메라가 없던 시대에 살았던 다윈은 비글호에
카메라 대신 총을 챙겨 갔고, 총을 활용하여 될 수
있는 한 많은 표본을 박제로 제작하거나 액침표본
으로 남기어 비교적 오랫동안 생물들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Anderson, 2013). 이후 아날로그 사진
시대를 거쳐 20세기 후반부터는 디지털 사진을 이
용한 관찰일지 작성이 가능해졌다. 디지털 사진 시
대에서는 정보의 양이 너무나 방대해졌기 때문에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등장이
필요해졌다. 1990년대 중반에 생태학자인 로버트
콜웰 등은 최초로 생물학자들을 위한 관계형 데이
터베이스인 ‘바이오타(Biota)’를 개발하였고, 이후
생물학자인 피오트르 나스크레츠키는 곤충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멘티스(Manti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다(Canfield, 2011). ‘멘티
스’에는 채집한 장소의 GPS 정보, 채집한 장소에
대한 설명, 채집 생물의 성별과 성장 단계 정보, 울
음 소리 정보, 주변 온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Eagleman & Brandt, 2017). ‘바이오타’와 ‘멘티스’
는 여전히 웹상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사용
이 가능하다. 그러나 ‘바이오타’나 ‘멘티스’를 이용
하여 한국의 초등학생들과 생물 관찰 활동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
기 위해서는 생물과 관련된 다양한 상세 정보들을
학생들이 직접 기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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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스마트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생물 관찰

기록을 업로드하고, 다양한 사람과 생물 관찰 기록
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다. 국
내에서 개발된 ‘네이처링’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생물의 국명과 사진만 입력하면 채집 위
치, 주변에서 관찰되는 생물 정보, 고도, 온도, 강수, 
습도, 풍속, 학명, 분류체계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
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Naturing Inc, 2019). 이 어
플리케이션은 관찰 일지 작성을 위해 입력할 내용
이 적고, 인터페이스가 간단하며, 여러 사람들과 관
찰 기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생물 관찰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Kim et al. (2013)은 생명체에 대한 관
찰 활동을 할 때 감각 기관만을 사용해서 관찰하는
것보다 정성관찰․정량관찰, 단술 관찰․조작 관
찰, 단일 관찰․다수 관찰 등의 다양한 방략을 사
용하여 관찰하는 것이 학생들의 관찰 지식 생성력
신장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Park 
(2015)은 관찰활동을 강화한 교수학습이 초등학생
들의 과학 탐구 능력과 과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효
과를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Cho & Choi (2017)는
과학적 의문생성을 위한 관찰 학습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의문생성
력, 과학 탐구 능력, 과학적 태도를 향상시킨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생물을 관찰하는 활동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생물을 관찰함과 더
불어 관찰한 결과를 기록하는 활동에 대한 연구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생물 관찰 기록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없다.  
한편, 장기간의 생물 관찰 기록 학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중 동아리 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아리활동은 학생들이
조작, 실험, 탐구, 사육, 재배, 문화 체험을 통해 다
양한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재능을
발굴하며, 신체의 여러 감각을 익히는데 중점을 둔
다(Ministry of education, 2017). 창의적 체험 활동은
달성해야할 성취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사의 컨텐
츠 구성에 대한 자율성이 크다(Kim et al., 2012; 
Lee, 2020). 또한, 동아리 활동은 한 가지 주제를 중
심으로 개설하여, 관련 활동을 1년에 걸쳐 10∼20

차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학생들이 실제로 자
연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
고, 과학 교과서 상에 제시된 ‘실제 생물에 대해 전
체적인 관찰 및 탐구 활동’은 부족하다(Ju & Kim, 
2010). 이러한 부족함을 과학 교과서 기반 수업이
아닌 동아리 활동을 활용하여 보충할 수 있다. 또
한, 창의적 체험 활동은 비형식적 교육을 형식적
교육에 접목한 형태의 활동으로 주로 인지적인 영
역보다는 정의적인 영역이 강조된다(Kim & Kim, 
2014). 또한, 동아리 활동에서의 배움은 학생들의
경험에 따라 맥락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효과
성을 평가할 때는 인지적 영역보다는 정의적 영역
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

서는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물 관찰 기록 학습이 초
등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
적․정성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초등 과학 학습과 어떻게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서 어플리케이션
기반 과학 수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물 관찰 기록 학습은

초등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둘째, 학생 유형(성별, 선호 과학 영역, 개인적 흥

미 발생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성의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N 초등학교의 과학 탐

구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 6학년 학생 24명(남학
생 10, 여학생 14)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
가 해당 동아리의 지도 교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특징 변화를 관찰하기 쉽고, 자료 수집 및 추가 면
담이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N 초등학
교는 관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 주변에서
다양한 종의 생물들을 관찰이 가능하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도심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멧토끼, 
가재, 버들하늘소, 애사슴벌레, 넓적배사마귀 등의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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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도구

1) 과학 관련 태도 검사

본 연구에서는 Fraser (1978)가 개발한 TOSRA 
(과학 관련 태도 검사지)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기존 TOSRA 문항은 70문항으
로 초등학생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응답
하기에는 문항이 다소 많다. 또한, 1970년대에 만들
어진 검사지이기 때문에 ‘라디오 활용’ 등 현대 학
생들에게는 맞지 않는 단어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
었다. 과학교육을 전공하는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
들에게 의뢰하여 각 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현대 교육 현장의 상황과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수
준을 고려하여 일부 단어들을 수정하였다. 또한, 기
존 TOSRA 검사지를 하위 요인별 타당도 평가 척
도가 높은 상위 3개의 문항만을 선별하여 총 21개
문항의 검사지로 수정하였다. 각 문항은 모두 5단
계 리커트 척도 형식으로 되어 있다. 수정된 검사
지는 기존 검사지와 동일하게 과학의 사회적 의미, 
과학자의 평범성, 과학 탐구에 대한 태도, 과학적
태도의 수용, 과학 수업의 즐거움, 과학에 대한 취
미로서의 관심, 과학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관심의
7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지의
전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0.923이다. 

2) 과학 수업 인식 검사

과학 수업 인식 검사지는 초등과학교육과 교수, 
초등과학교육과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으로 구성
된 과학 교육 전문가 집단의 협의를 통해 연구 목
적에 맞게 자체 제작되었다. 이 검사지는 성별, 성
격, 선호 과학 분야, 개인적 흥미 발생 여부 등 학
생들의 특성에 대해 응답하는 6개 문항과 수업 방

법의 선호 및 중요도에 대해 응답하는 5단계 리커
트 척도형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12차시의 생물 관

찰 기록 학습을 마친 후 사전과 사후에 초등학생들
의 과학 관련 태도를 비교하여 응답하게 하는 사전
-사후 통합 검사 설계(retrospective pre-post test 
design)를 활용하였다. 사전-사후 통합 검사 설계는
‘사전 검사 → 프로그램 처치 → 사후 검사’ 형태의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를 ‘프로그램 처치
→ 사전-사후 검사’ 형태로 변형한 설계이다(Lim & 
Park, 2017). 통합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프로그램
처치 이후에 응답자가 생각하는 프로그램 처치 사
전과 사후의 상태를 통합하여 응답하기 때문에 조
사자와 응답자 모두에게 단순성․편리성을 제공하
고, 학습 프로그램이 단일 실험 집단에 미치는 정
의적 영향을 자기보고식 측정하기에 타당한 설계
이다(Lim & Park, 2017). 또한, 사전-사후 통합 검사
설계는 단일 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가 지닌 내
적 타당도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고, 응답 변환
편향(response shift bias) 현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의 설계로 활용하였다(Marino et al., 
2010; Pratt et al., 2000).
수집된 데이터는 i-STATISTICS와 SPSS 18.0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응표본 t-검증과 공변량분석
을 통해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응표본 t-검
증을 활용하기 위해 사전과 사후 과학 관련 태도
점수의 차이값에 대한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여 정규성에 대한 이상이 없음을 확
인하였다. 공변량분석을 활용하기 위해 Levene의
검정을 통해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였는지 데

Table 1. Composition of perception test about science class (preference and importance of teaching method)

분야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수업방법
선호도

7 나는 책, 강의 등을 통해 과학지식을 습득하는 수업을 좋아한다.

8 나는 과학실에서 실험을 하는 수업을 좋아한다.

9 나는 자연현장에서 자연실물을 탐구하는 수업을 좋아한다.

수업방법
중요도

10 나는 과학을 할 때 책, 강의 등을 통해 과학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과학을 할 때 과학실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과학을 할 때 자연현장에서 자연실물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논문>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물 관찰 기록 학습이 초등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박형민 311

이터들을 분석하였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량적 검사로는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분석
하고, 정량적 데이터의 확실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면담 일지 분석 등 정성적 연구도 병행하였다
(Rossman & Wilson, 1994).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물
관찰 기록 학습이 초등학생들에게 어떠한 이유로
과학 관련 태도 점수의 상승 및 하락을 이끌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 데이터 값에 비해 사전 데이
터의 값이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한 학생들을 의도
적으로 표집하여 면담하였다(Schwandt, 2001). 이러
한 의도적 표집을 통해서는 연구 대상자 중 특정
그룹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의 대
표성은 낮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연구 문제인 프
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점수가 크
게 상승하거나 하락한 학생 그룹의 면담 결과를 분
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면담은 방과 후에
본 연구자의 교실에서 개인당 10∼15분씩 실행하
였다. 
또한, 대표적인 텍스트 시각화 기법인 워드클라

우드를통해학생들의서술형응답에서유용하고의
미있는 패턴과 의미를 추출하였다. 워드클라우드는
최소의 의미를 지니는 키워드를 분석하고, 그 키워
드의 출현 빈도에 따라 문자의 크기를 결정하여 시
각화하는 방법으로 텍스트에서 키워드의 빈도를
직관적으로 인지하게 한다(Han et al., 2017). 본 연
구에서는 워드클라우드 생성 싸이트(wordcloud.kr)
를 활용하여 이미지 파일을 추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물 관찰 기록 프로

그램 개발

1) 연구에서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의 성격

본 연구에서 활용한 ‘네이처링’이라는 어플리케
이션은 관찰한 자연을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생태
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과학자들을 지원하
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2014
년 10월부터 베타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기록된
모든 정보들은 가입한 모든 사람들과 공유된다. 이
러한 개방성으로 인해 ‘네이처링’에서는 업로드한
생물에 대한 집단 지성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생물 국명에 대한 정정, 관찰 기록과 관련한
의문에 대한 토의, 관찰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
제시 등이 그 예이다. 
네이처링에서 이용자들은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

할 수 있는 ‘미션’을 개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
재 개설되어 있는 ‘봄꽃지도 만들기(개나리, 벚나
무)’라는 미션에는 개나리와 벚나무의 개화 또는
만개 장면의 관찰 기록만을 미션에 올려야 한다. 
개설된 미션들은 시민과학 활동과 관련이 높다. ‘봄
꽃지도 만들기’ 미션에 올려진 정보들을 통해 우리
나라의 봄꽃 개화 지도가 완성되고, 기후 변화 예
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국립생태원에서 운영
하는 네이처링 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라
는 미션도 시민 과학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미션
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일반인들은 우리나라 야생
조류의 유리벽 등에 부딪혀 폐사된 조류들의 정보
를 수집하며, 스스로 시민과학자의 역할을 자처한
다. 이 미션에서 모아진 정보들은 정기적으로 국립
생태원 소속 연구원이 수집한다. 또, 수집된 자료는
연구가 필요한 공익 목적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제
공되기도 한다. 국립생태원에서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폐사체 발견 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별하
고,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연구를
진행한다. 2019년 11월에는 국립생태원측과 시민들
이 함께 조류 폐사체 발견 빈도가 높은 수원 영통
지역의 한 투명방음벽 주변을 조사했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5시간 동안 78마리의 조류 폐사체를 확인
하였다. Kyunghyang Shinmun (2019)에서는 위의 활
동에 대한 기사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집한 조
류 폐사 정보는 네이처링의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 카테고리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며, 소수의
연구자들만으로는 모으기 힘든 전국의 조류 폐사
데이터가 시민과학을 통해 축적되고 있다.”와 같이
게재하였다.
네이처링의 미션은 ‘개요, 관찰기록, 참여자, 통

계’라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요 항목에는 미
션명, 개설일, 미션기간, 미션지역, 참여자 수, 관찰
기록 수, 미션 소개 등이 제시되어 있다. 관찰기록
항목에는 미션 참여자들이 관찰한 기록(사진, 생물
명, 관찰정보 등)들이 제시되어 있다. 참여자 항목
에는 참여자들의 명단, 각 참여자가 관찰한 종과
생물의 수가 제시되어 있다. 통계 항목에는 생물
분류별 관찰 생물종, 서식지유형별 분포, 최다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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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TOP5, 최다 관찰 생물 TOP5 등이 제시되어 있
다. 스마트기기 화면상 네이처링 미션 항목들의 모
습은 Fig. 1과 같다. 

2)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물 관찰 기록 학습프로
그램 개발
이 프로그램은 서울 N초등학교 6학년의 ‘과학

탐구 동아리’ 시간에 실시하였다. 기간은 2019년 4
월 5일부터 2019년 11월 15일까지 총 12차시 수업
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지정된 동아리 활동 시간
이외에도 모바일 인프라를 활용하여 생물 관찰이
가능한 환경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네이처링 어플
리케이션에 생물 관찰 기록을 업로드하였다. 
본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

물 관찰 기록 학습의 목적이 우리 학교 주변의 생
물 다양성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주변의 자연을
경험하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신장되
고, 과학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신장되길
기대하였다. 수업의 주요 내용은 Table 2와 같다. 1
∼2차시에서는 학생들이 과거에 생물을 관찰했었
던 경험을 나누어보고,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생물
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
에 대해 강의하였다. 또한, 생물을 관찰하고, 기록

을 남길 때 지켜야 할 윤리적 지침(목표 생물을 더
잘 찍기 위해 주변의 나뭇가지 등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등)과 생물 사진을 더 잘 찍을 수 있는 방법
(생물의 전체 및 부분을 다양한 거리와 각도에서
여러 장의 사진 찍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생물의
배경으로 손이나 A4 용지를 활용하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시민과학에 대해 사례 중심
으로 간략히 안내하였다. 3∼4차시에서는 네이처링
에서 활동하는 생물교육전문가의 기록과 자연 다
큐멘터리 영상에서 제시하는 기록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전문가들의 관찰
방식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일부 모방하기를 기대
하였다. 또한, ‘네이처링’ 어플리케이션 사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학생들의 생물 관찰에 대한 관심
을 유지하기 위하여 ‘흰민들레’ 등 봄철에 관찰 가
능한 특정 생물을 찾는 미션을 자율 과제로 제시하
였다. 5∼6차시에서는 식물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그 식물의 국명을 쉽게 알 수 있는 ‘모야모’라는 어
플리케이션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 이후, 학교의 화
단과 운동장에서 ‘모야모’ 어플리케이션 실습을 진
행하고, 학생들이 관찰한 생물의 특성을 네이처링
에 기록하는 활동을 실행하였다. 7∼8차시에서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우리 주변의 생물(괭이
밥과 토끼풀, 벚나무와 매실나무, 소나무와 잣나무, 

Fig. 1. Scene showing sub-parts of NATURING mission on smar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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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가리와 백로 등)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
였다. 이후, 학교 주변의 골목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관찰하고, 네이처링에 기록하는 활동을 실행하였
다. 9∼10차시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
표적인 독성 식물인 미국자리공, 반하, 천남성에 대
해 안내를 하였고, 야생의 식물을 취식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이후, 학교
주변의 산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관찰하고, 네이처
링에 기록하는 활동을 실행하였다. 11∼12차시에서
는 지금까지 누적된 개인별 생물 관찰 기록물 발표
활동을 실행하였다.

2. 어플리케이션기반생물관찰기록학습이

초등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응 표본 t-검정 결과, 초등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 점수는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물 관찰 기록 학
습 전과 후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t=—6.4335, df=23, p<.001). 활동 전에 비해 활
동 후의 점수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관찰활
동을 강화한 교수학습이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태
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제시한 Park (2015)
의 연구결과와 과학적 의문생성을 위한 관찰학습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제시한 Cho & Choi (2017)의 연구
결과들과 과학 태도의 향상이 있었다는 점에서 맥
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대개 프로
그램이 과학적 태도(호기심, 개방성, 비판성, 협동
성, 자진성, 끈기성,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했음에 반해, 본 연구는 프로그램이 과학 관련 태
도(과학의 사회적 의미, 과학자의 평범성, 과학 탐
구에 대한 태도, 과학적 태도의 수용, 과학 수업의
즐거움, 과학에 대한 취미로서의 관심, 과학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과학적 태도 검사지는 주
로 과학 관련 정의적 영역을 측정하는 요인들로 구
성되어 있으나, ‘창의성’과 같이 인지적인 영역을
측정하는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
학과 관련한 정의적 영역의 측정에 더욱 집중하고
자 7가지 하위 요인이 모두 정의적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는 과학 관련 태도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물 관찰 기록 학습 사전에

비해 사후에 과학 관련 태도 점수가 가장 많이 상
승한 4명의 학생들은 활동 중 인상적이고 좋았던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윤*희: 산에 가서 다양한 곤충들을 만나서 내가 몰랐던 

곤충 이름을 알게 되었고, 운동도 되었고 친구들

과 추억을 만들었다.

권*선: 숲에 가서 생물을 관찰하는 활동이 좋았다. 평소

에 그냥 지나쳤었던 생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훈: 다큐를 보거나 학교 안에서 생물을 관찰하는 것

은 지루하였는데, 산에 가서 생물을 관찰하고 채

집하고, 놓아주는 활동을 한 것이 가장 인상 깊

고 재미있었다.

반*민: 솔직히 나는 곤충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산에 

올라가서 곤충을 관찰한 것은 정말 재미있었다. 

산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기대되었다. 

Table 2. Composition of ‘app-based learning of observing and recording living things’ 

차시 차시명 학습 내용 장소

1∼2 오리엔테이션
- 생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 배우기
- 시민과학에 대해 배우기 교실, 화단

3∼4 전문가들이
관찰한 생물

- 생태 전문가들이 작성한 생물 관찰 기록
- 자연 다큐멘터리 시청 후 토론
- 미션 제시(흰민들레 찾기 등)

교실, 화단

5∼6 우리 학교 안에
서식하는 생물

- 식물의 이름을 알아내는 방법(‘모야모’ 어플리케이션 활용) 
- 네이처링을 통해 관찰 기록 공유하기 교실, 운동장, 화단

7∼8 우리 동네에
서식하는 생물

-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다른 생물 알아보기
- 네이처링을 통해 관찰 기록 공유하기 교실, 학교 주변 골목

9∼10 주변 산에
서식하는 생물

- 주변 산에서 생물 관찰 기록 학습
- 미션 활동(미국자리공 찾기 등) 교실, 주변 산

11∼12 생물 관찰 기록 발표 - 지금까지 누적된 개인별 생물 관찰 기록물 발표 활동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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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응답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어
플리케이션 기반 생물 관찰 기록 학습에서 공통적
으로 인상적이고 즐거움을 느꼈던 장소는 숲이다. 
이는 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 향상의 주요 원인이
‘야외 활동 경험’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
사점은 우리 주변의 생물을 직접 관찰하는 야외 경
험이 과학 공부를 학교 담장 너머로 확장시킬 수
좋은 방법이고, 자연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Bell et al., 
2009; Dillon et al., 2006; Lindemann-Matthies, 2006)
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야외 학습 상황에서 학
생들은 교실 학습 상황에 비해 더욱 자유롭게 소리
내고 움직일 수 있다(Amoly et al., 2014). 이러한 점
들은 일부 학생들에게 있어 학업 스트레스를 줄여
주고, 학습 동기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된다(Fiskum 
& Jacobsen, 2013). 24명의 동아리 학생들의 의견을
전사하여 워드클라우드로 변환한 그림은 Fig. 2와
같다. 워드클라우드에서 크게 표현되는 단어는 그
단어의 사용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빈도가 높은
단어를 산출하여 연결해 보면 학생들이 이 활동에
서 인상적이고 좋았던 점은 ‘여러 곤충들을 친구들
과 직접 산에 나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재밌고 좋았
다.’라고 볼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물 관찰 기록 학습이 학생

들에게 마냥 즐거웠던 것은 아니다. 활동의 싫었던
점에 대한 24명 학생들의 의견을 전사하여 워드클
라우드로 변환한 그림은 Fig. 3과 같다. 빈도가 높

은 단어를 산출하여 연결해 보면 학생들이 이 활동
에서 싫었던 점은 ‘교실 안에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는 것은 지루하고 싫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은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다. 교실 내에서 전문가의
관찰 기록 결과를 보고, 전문가의 생물 관찰 기록
방법을 배우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지루했던 경험
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산에 올라가는 경험은
‘과학 관련 태도’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분석되었지만, 학생들에게 고된 경험이기도
하였다. 선행 연구(Bixler et al., 1994; Wals, 1994)에
서도 일부 학생들은 신체적 불편함, 길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함, 독이 있는 생물을 접촉할 수 있다
는 불안함 등으로 야외 학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
과학 관련 태도의 하위 요인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에도, 7개의 하위 요인 중 과학자의 평범성의 요
인을 제외한 6개의 하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3).
과학 관련 태도의 하위 요인 중 ‘과학적 태도의

수용’ 요인에서 활동 전후에 가장 큰 상승이 나타
났다(t=—5.943, df=23, p<.001). ‘과학적 태도의 수
용’ 요인은 ‘나는 과학실험을 할 때 예상한 결과뿐
만 아니라,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도 실험보고서에
기록하는지’, ‘나는 내 생각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
들에 관한 것도 읽기를 좋아하는지’,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네이처링’에 업로드한 관찰
기록의 분석을 통해 ‘과학적 태도의 수용’ 요인 점
수 상승의 결정적 원인이 ‘무선 인터넷 환경을 이
용한 어플리케이션의 상호작용적 특성’ 때문이라고Fig. 2. Wordcloud showing students’ perceptions about good 

things of this program.

Fig. 3. Wordcloud showing students’ perceptions about bad 
things of this program.



<연구논문>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물 관찰 기록 학습이 초등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박형민 315

판단하였다. 모바일 및 PC 어플리케이션인 ‘네이처
링’은 업로드한 관찰 기록이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댓글을 통한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시공간
의 제약을 극복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
유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등 사용자 간
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Looi et al., 
2011). 또한, Choi (2019)는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인해 ICT의 상호작용성이 정점을 이루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자는 2019년 4월경 과학 탐구
동아리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토종 생물인 ‘토종 민
들레’와 귀화 생물인 ‘서양 민들레’의 구조적 특징
에 대해 비교 설명을 해주고, 우리 주변에서 토종
민들레를 찾아보라고 미션을 제시했었다. 학생들은
약 2주 정도 학교 안팎에서 ‘토종 민들레’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양한 민들레의 관찰 기록이 네
이처링에 업로드 되었지만, 딱 한 명의 학생만이
토종 민들레인 ‘흰민들레’를 발견하였고, 나머지 학
생들은 토종민들레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판별
되었다. 박*경 학생은 토종 민들레의 생김새와 유
사한 식물의 사진을 올려놓고, 토종 민들레를 발견
한 것 같다며 다음과 같은 관찰기록을 남겼다.

박*경(학생): 모인꽃 싸개잎이 위를 향하는걸 보아서는 

토종 민들레 같다. 왜 국가생물종목록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걸까?

이 관찰 기록을 남긴 박*경 학생은 본 연구자가

설명한 토종 민들레의 대표적 특징인 ‘총포가 위로
올라간 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비록 토종
민들레를 찾는 것을 실패했지만, 그 특징에 부합하
는 식물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기특하여 학
생의 게시글에 토종 민들레가 아님을 알려주고, 칭
찬의 댓글을 달아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미 누군
가가 이 학생의 게시물에 그 식물이 토종 민들레가
아닌 ‘노랑선씀바귀’라고 생물 이름을 제안해 놓았
었다. ‘네이처링’에서는 누군가가 생물의 이름을 제
안하게 되면, 국립생물자원관 정보와 바로 연동이
되어 게시된 사진이 누군가가 제안한 국명과 맞는
지 바로 확인해볼 수 있다. 또 그 누군가와 박*경
학생은 다음과 같이 댓글로 대화를 주고 받았다. 

이*원(네이처링 사용자): 토종민들레라는 국명은 없어

요. 흰민들레, 털민들레, 흰털민들레 등이 자생하

는 민들레랍니다.

박*경(학생): @이*원/ 아.. 토종민들레도 여러 종이 있

군요. 감사합니다! 

개인이 업로드한 정보가 모두에게 공유되는 ‘네
이처링’의 어플리케이션의 상호작용적 특성으로 인
해 박*경 학생은 담당 동아리 선생님이 아닌 이*원
이라는 분과 의견을 나누고 배움을 얻었다(Fig. 4). 
이를 통해 박*경 학생은 담당 동아리 선생님이 가
르쳐주지 못했던 토종민들레의 구체적인 국명도
알게 되었다. 박*경 학생은 그로부터 한 달 뒤 노랑
선씀바귀를 다른 장소에서 또 관찰하고, 그 기록을

Table 3. The result of paired t-test on science-related attitudes 

과학 관련 태도
활동 전 활동 후

사례수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22 ( .712)  3.75 ( .720) 24 —6.433***

과학의 사회적 의미 3.82 ( .768)  4.24 ( .670) 24 —5.933***

과학자의 평범성 3.65 ( .980)  3.99 ( .831) 24 —2.045

과학 탐구에 대한 태도 3.50 ( .822)  4.18 ( .735) 24 —5.540***

과학적 태도의 수용 2.97 ( .666)  3.67 ( .799) 24 —5.943***

과학 수업의 즐거움 2.97 (1.129) 3.569 (1.092) 24 —4.438***

과학에 대한 취미로서의 관심 2.88 ( .987)  3.28 (1.043) 24 —3.496**

과학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관심 2.76 (1.181) 3.347 (1.110) 24 —4.701***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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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링에 업로드 하였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관찰 기록을 남겼다.

박*경(학생): 샛노랑색의 노랑선씀바귀다. 토종민들레

와 헷갈리지만 다르다.

네이처링의 누군가를 통해 배운 바를 잊지 않고, 
이 학생은 비슷하지만 다른 식물을 정확히 식별해
내었다. 본 연구자는 교사로서 이 학생이 정확하게
식물의 국명을 구별해낸 것에 대해 기특한 감정을
느꼈고, 학생의 게시물에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과학적 태도의 수용’ 요인 점수 상승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물 관찰 기
록 학습의 사전에 비해 사후에 ‘과학적 태도의 수
용’ 요인의 점수가 크게 상승한 두 명의 학생과 면
담을 실시하였다. 주요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윤*희: 식물 이름을 내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

다. 그런데 네이처링 활동을 하면서 내가 막연하

게 알고 있던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반*민: 네이처링 어플의 사용자들이 내가 잘 모르는 생

물의 이름을 잘 알려주었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위 면담 사례를 통해 ‘무선 인터넷 환경을 활용
한 네이처링 어플리케이션의 개방성과 상호작용적
특성’이 초등학생들의 식물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을 키워주고,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태도를 향상시킨 점을 알 수 있다.
과학 관련 태도의 하위 요인 중 ‘과학의 사회적

의미’ 요인은 활동 전후에 두 번째로 큰 상승이 나
타났다(t=—5.933, df=23, p<.001). ‘과학의 사회적
의미’ 요인은 ‘과학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
드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이 우리의 삶을 풍
요롭게 만들어 주는지’, ‘정부가 과학 연구에 더 많
은 예산을 써야 하는지’를 묻는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생태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 학교 주변의 생태 지도를 완성
시켜보는 시민과학 경험이 학생들의 ‘과학의 사회
적 의미’ 요인을 향상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생물을 관찰하고 기록
하는 시민과학 활동(The Birdhouse Network)이 참
여자들의 지식에는 유의한 변화를 주었으나, 과학
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한 변화를 주지 못하였다는
Brossard et al. (2005)의연구와는차이가있다. 이상
반된 연구 결과들은 과학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시
민 과학 활동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과학 관련 태
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George & Kaplan, 

Fig. 4. Scene showing positive changes in a student’s ‘adoption of scientific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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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어른들의 과학 관련 태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Cullen, 1998)는 선행연구의 주장들
을 뒷받침한다. 이는 생물 관찰 기록 활동과 관련
된 시민과학 활동은 적용되는 나이에 따라 참가자
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효과성 차이가 있음을 시사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미 ‘네이처링’이라

는 어플리케이션이 시민과학을 위한 목적으로 사
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 미션에 대한 안내 이후, 이 미션에 자발
적으로 참여하여 폐사된 조류의 사진을 업로드 하
는 학생들도 몇몇 생겨났다. 이러한 시민과학 활동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
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과학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
게 변화시킨다는 점을 느꼈다.

‘과학의 사회적 의미’ 요인의 점수 상승 원인을
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동아리 활동이 모두 끝
난 후, 이 요인이 상승한 두 학생과 면담을 실시하
였다. 면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서: 네이처링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내가 과학

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유익한 활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

도 과학자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겼을 것

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과학 분야의 노

벨상 배출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과학자의 배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므로 과학 

분야에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

이 들었다.

안*철: 우리 주변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확인하고, 그 

생물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기후변

화 생물지표종’을 찾는 미션을 할 때 우리의 활

동이 과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아리 수업의 시작은 늘 학생들의 새로운 생물
관찰 기록에 대한 리뷰로 시작하였다. 하루는 한
학생이 ‘자주괴불주머니’라는 ‘기후변화 생물지표
종’에 대한 관찰 기록을 올렸다. 이를 기점으로 우
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관심대상종’, ‘취약종’ 등에 해당하는 생물들을 알
아보고, 다음 동아리 시간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군에 속하는 생물을 찾아보는 미션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관심대상종’, ‘취

약종’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였고, 희귀
한 생물들의 모음 정도로 인식하였다. 한 달 사이
에 학생들은 6건의 ‘자주괴불주머니’에 대한 관찰
기록을 추가로 업로드하였다. 위 면담에 참여한 안
*철 학생도 자주괴불주머니를 발견하였고, “나도
자주괴불주머니를 찾은 것 같다.”라고 관찰기록을
남기며 기뻐하였다. 그 외에도 참새, 박새, 넓적배
사마귀, 개대황, 주목, 왜가리, 중대백로, 흰뺨검둥
오리, 큰개불알풀, 섬초롱꽃 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군에 속하는 생물에 대한 학생들의 관찰 기록이 이
어졌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군에 속하는 생물에
대한 관찰 기록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주변의 생물
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합
의하여 생물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
낀 것으로 판단된다.

3. 학생의 유형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물 관찰 기록 학습의 효과성 차이
사전 과학 관련 태도 점수를 공변인으로 설정하

여 실시한 공변량분석(ANCOVA) 결과, 성별에 따
른 과학 관련 태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F(1, 21)=0.079, (p>.05)] (Table 4). 즉, 성
별에 따라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과학 관련 태도) 
차이는 없었다. 남학생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0.46
점의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고, 여학생은 사전에 비
해 사후에 0.58점의 평균점수가 상승하였다. 사전
점수의 영향을 배제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보정 점
수는 각각 3.72점과 3.77점으로 거의 유사한 값이라
고 볼 수 있다.
사전 과학 관련 태도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변

량분석(ANCOVA) 실시 결과, 선호 과학 영역(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따라 과학 관련 태도 점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 19)= 
3.753, (p<.05)](Table 5). 화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생물을 선호하는 학생들보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
성(과학 관련 태도)이 더 높았다. 사전 점수에 비해
물리는 0.49점, 화학은 0.95점, 생물은 0.35점, 지구
과학은 0.35점의 평균점수 상승이 있었다. 과학 관
련 태도의 하위 요인별로 분석하였을 때, 선호하는
과학 영역에 따라 ‘과학 수업의 즐거움’ 요인의 점
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F(3, 19)=5.149, (p< 
.01)]. 전반적으로 물리나 화학을 선호하는 학생이
생물이나 지구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보다 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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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효과성(과학 관련 태도)이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물리 또는 화학을 선호하는 학생들과의 면담을 실
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민: (화학 선호) 4년 동안 과학을 학교에서 배우면서 

실험이나 강의 수업만을 주로 했었다. 이번에 직

접 생물을 만나러 가는 네이처링 활동을 통해 과

학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어 과학 수업에 흥미가 

생겼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과학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물에 대해 관심

을 가지게 되었다.

홍*희: (물리 선호) 원래도 과학을 좋아했지만 이번 활

동을 통해 과학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어 더욱 

과학이 좋아졌다.

위 응답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화학이나 물
리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야외에 나가서 생물을 관
찰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과학을 하는 새로운 방식
으로 여겼다. 이 학생들은 과학 실험과 강의 위주

Table 4. The result of ANCOVA on science-related attitudes by gender 

성별 사례수
사전 점수(공변인) 사후 점수 사후 점수(보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 10 3.51 (.825) 3.97 (.827) 3.72 (.134)

여 14 3.02 (.565) 3.60 (.620) 3.77 (.112)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사전 과학 관련 태도
점수(공변인)  7.673  1 7.673  46.387***

성별  0.013  1 0.013 0.079  

잔차  3.474 21 0.165

합계 11.936 23

*** p<0.001.

Table 5. The result of ANCOVA on science-related attitudes by preferred science subject 

선호하는 과학 영역 사례수
사전 점수(공변인) 사후 점수 사후 점수(보정)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물리 5 3.13 (1.426) 3.87 (1.095) 3.74 (.227)

화학 6 2.56 ( .584) 3.83 ( .810) 4.20 (.210)

생물 11 2.94 (1.191) 3.21 (1.214) 3.24 (.152)

지구과학 2 4.00 (1.414) 4.00 (1.414) 3.10 (.371)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사전 과학 관련 태도
점수(공변인) 19.955  1 19.955 78.165***

선호하는 과학 영역  3.943  3  1.314 5.149**

잔차  4.850 19  0.255

합계 27.440 23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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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업에 비해 야외에서 실시하는 수업을 참신한
방식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생물이나 지구과학
영역은 영역의 특성상 야외학습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초등 교사들도 생물과 지구과학 영역
에서 야외 학습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Kim & Lim, 2013).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생물이나 지구과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물리나
화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에 비해 야외에서의 생물
관찰 기록 학습에 대한 큰 새로움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생물이나 지구과학을 선호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본 프로그램의 야외학습 요
소가 미치는 과학 관련 태도의 상승’ 효과는 상대
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아리 활동을 할 당시에는 대부분 동아리원의

생물 관찰 기록 학습에 대한 상황적 흥미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동아리 활동이 끝난 후에도 생물
관찰 기록 학습에 대해 내재적인 개인적 흥미가 발
생했는지알아볼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다. Fiennes 
et al. (2015)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야외
학습의 효과에 대해 경계하였다. 동아리 활동이
끝난 후 1달 뒤에 “아직도 생물을 보면 사진을 찍
어 기록을 남기는 학생이 있니?”라고 물어보았다. 
16명(66.7%)의 학생들이 여전히 생물 관찰 기록 활
동을 하고 있었으며, 8명(33.3%)의 학생은 생물 관
찰 기록 학습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았다. 사전
과학 관련 태도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분석
(ANCOVA) 실시 결과, 생물 관찰 기록 학습에 대한
개인적 흥미의 발생 여부에 따라 과학 관련 태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 
21)=7.079, (p<.05)] (Table 6). 활동에 대한 개인적
흥미가 발생한 학생들이 미발생한 학생들에 비해
프로그램의 효과성(과학 관련 태도)이 높았다. 하위
요인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생물 관찰 기록 학습
에 대한 개인적 흥미의 발생 여부에 따라 ‘과학적
태도의 수용’, ‘과학 수업의 즐거움’ 요인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물 관찰 기
록 학습이 초등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서울 소재 N 초등학교
에 재학 중인 6학년 학생 24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이 학생들은 모두 N 초등학교 과학 동아
리원이며, 생물 관찰 기록에 대한 수업은 7개월 간
12차시 실시하였다. 생물 관찰 기록 학습을 실시한
초등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를 정량적으로 분석
하기 위하여 ‘TOSRA(과학 관련 태도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물 관찰 기록 학
습이 끝난 후에 학생들의 사전과 사후 상태를 스스
로 응답하게 하는 사전과 사후를 통합한 검사를 실
시하였다. 또한 정량적 검사로 드러나지 않는 특성
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생물 관찰 기록 결
과물, 면담 일지 등을 분석하는 등의 정성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물 관찰 기록 학습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즉,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물 관찰
기록 학습은 초등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면담을 통해 사전에 비해
사후에 점수가 높아진 결정적 원인은 프로그램 내
‘야외 활동 경험’으로 나타났다. 과학 관련 태도의
하위 요인 중에서 특히 ‘과학적 태도의 수용’ 요인
에서 사전과 사후 사이에 가장 큰 점수 차이가 나
타났다. ‘무선 인터넷 환경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의 개방성과 상호작용적 특성’이 초등학생들의 식
물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타인의 의
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태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학의 사회적 의미’ 요인에서 사전과
사후 사이에 두 번째로 큰 점수 차이가 나타났다. 
학생들은 시민과학 활동 체험을 통해 과학을 한다
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과학이 우
리의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
었다.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군에 속하는 생물
에 대한 관찰 기록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주변의
생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생물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생 유형에 따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

석해 보았을 때, 성별에 따라서는 사전과 사후의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과학
관련 태도)에 차이가 없다. 반면, ‘선호 과학 영역’
과 ‘활동에 대한 개인적 흥미의 발생 여부’에 따라
서는 사전과 사후 점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화학이나 물리를 선호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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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생물이나 지구과학을 선호하는 학생들보다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물 관찰 기록 학습의 효과성
(과학 관련 태도)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났
다. 이러한 경향성은 화학이나 물리를 선호하는 학
생들이 생물이나 지구과학을 선호하는 학생들보다
야외 학습을 더욱 참신한 과학의 방식으로 인식하
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생물 관찰 기록
학습에 대한 개인적 흥미가 발생한 학생들이 미발
생한 학생들보다 프로그램의 효과성(과학 관련 태
도)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물 관찰 기

록 학습이 초등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만을 조사하였는데, 과학 탐구 기능이나 과학
지식 등 과학 관련 행동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향후에는 통제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하에 일반
적인 생물 관찰 기록 학습과 어플리케이션 기반 생
물 관찰 기록 학습의 효과성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 기기를 교육용으로 활용
하는 것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학교 내 무선AP 설치를 확대하는 등 스
마트 교육의 현실적인 실행을 위한 교육 환경의 개
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자연
을 체험하는 야외학습은 그 중요성과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불안함․시간과 장소의
제약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잘 실행되지 않는다. 
초등학생들의 자연에 대한 경험이 매우 부족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Louv, 2005). 교사들의 야외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발한 공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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