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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디지털 턴(digital turn)’으로 불리는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

(Selwyn & Cooper, 2015)와 미래 사회를 위한 역량 교육의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PISA 등 국제 비교평가에서 디지털 소양(digital literacy)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과학 교육과정에서도 기본적인 ICT 활

용 능력과 ICT 활용 의사소통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MEST, 2015).

ICT 활용 교육은 컴퓨터 활용 교육(Bayraktar, 2001), 웹기반 교수

학습(Hannafin & Hannafin, 2010), 테크놀로지 강화 학습환경(Kim 

& Hannafin, 2011) 등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ICT의 활용은 단순한 웹기반 조사나 발표 수단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Rho & Yoo, 2016), 주로 컴퓨터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e.g., Bayraktar, 2001; Kim & Hannafin, 2011). 따라서 ICT의 활용 

범위 확대와 도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19)의 

‘2018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가구별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2

년 65.0% 대비 2018년 94.8%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모바일 기

기에 대한 보유율과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테크놀로지는 

ICT 활용 교육의 핵심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Koole, 2009; Kukulska- 

Hulme, 2007; Peters, 2007).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교수자 중심 패러다임이 학습자 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교육의 변화는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한다(Kim et al., 2019). 학습자 중심 교육의 

핵심 요소인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 주체성(learners’ 

agency)1)이 발현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 주체성의 발현은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할지를 결정하고, 학습 동기를 가지며, 학습의 목

적을 스스로 정의 내리는 것을 말한다(Schoon, 2017). 많은 선행 연구

들은 학습자 주체성에 주목하였고(e.g., Sharples, Taylor, & Vavoula, 

2005; Kirschner et al., 2006, Mayer, 2004), OECD Education 2030 

project에서도 학습자 주체성(learners’ agency)을 강조하고 있다. 모

바일 테크놀로지는 학습자 주체성이 발현되는 학습자 중심 교육 매개

체로써 적합한 특징을 보여준다(Koole, 2009). 그러나 모바일 테크놀

1) ‘agency’를 ‘행동주체’(KICE, 2018). ‘주체성’(Yang & Yoo, 2019), ‘행위주체

성’(So & Choi, 2018; Ha & Kim, 2019)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주체적 성격을 나타내는 데 강조점을 두어 ‘learners’ 

agency’를 ‘학습자 주체성’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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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를 통해 학습자 주체성을 지원하는 실용적인 교수학습 전략은 

부족하다(Nikolopoulou, 2018). 학습자 주체성과 모바일 활용에 대한 

언급은 피상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탐

구학습을 통해 학습자 주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Suárez et al., 2018). 

Suárez et al. (2018)은 SCI급 논문 62편에 대한 체계적 문헌 검토를 

통해 탐구 중심 학습에서 나타나는 모바일 활동2)의 유형을 구분하고,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학습자 주체성에 대한 여섯 가지 측면의 

분류틀을 제시하였다. Suárez et al. (2018)의 연구는 최근 교수학습에

서 활용되는 다양한 모바일 활동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는 면에서 

많은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으며(e.g., Al Mamun, Lawrie, & Wright, 

2020; Arici et al., 2019; Nikolopoulou, 2018; Sung et al., 2019),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틀은 학습자 주체성과 모바일 활동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학습

자 주체성과 모바일 테크놀로지 활용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모바

일 활동 유형에 따른 학습자 주체성의 발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활동이 학습자 주체성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교수학습의 맥락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Suárez et al. (2018) 역시 모바일 유형과 학습자 주체성 측면의 관계를 

교수학습 상황에서 살펴보고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uárez et al. (2018)의 분류틀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국내 문헌에서 나타나는 과학교수학습에서의 모바일 활동

과 학습자 주체성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과학 교수학습에서의 모바일 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

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가. ICT 활용 교육과 모바일 테크놀로지

모바일 테크놀로지는 전통적인 컴퓨터보다 접근성이 높고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 테크놀로지 실행 모델은 모바일 활용으로 변화

될 필요가 있다(West & Vosloo, 2013). 모바일 학습은 모바일 테크놀

로지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ICT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West & Vosloo, 2013). 모바일 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교실 

안과 밖에서 교육적 리소스에 접근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지식을 공유하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Koole, 

2009; Sharples et al., 2010; West & Vosloo, 2013). 특히, 휴대성과 

이동성은 다른 신기술과 구별되는 모바일 기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Kukulska-Hulme, 2007; 

Park, 2011; Peters, 2007; West & Vosloo, 2013). 이와 더불어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소셜 소프트웨어의 혁신을 통해 모바일 테크놀로지

의 교육적 잠재력은 더욱 높아졌다(Park, 2011). 이에 따라 많은 교육 

연구자들이 교수학습 환경과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통합하려는 시도

를 하고 있으며, 과학교육에서도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Na 

& Song, 2014).

2) Suárez et al. (2018)는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 활동을 모바일 활동

(mobile activity)라 명명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한편, ICT 활용 교육의 관점에서 모바일 학습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교사의 가이드가 없는 과도한 자유와 웹 접근의 용이함은 

오히려 학습의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Kirschner et al., 2006; 

Mayer, 2004; Park et al., 2011). Wong et al. (2015)도 탐구 학습을 

위해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의미 있는 원활한 

학습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모바

일 활용 학습의 적절한 비계(scaffolding)와 안내가 중요하며

(Devolder et al., 2012; Kim & Hannafin, 2011), 학습자가 자신의 

행동과 인식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체성을 발휘

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강조된다(Kauffman, 2004; Wong et al., 2015). 

나. 모바일 활용 교육과 학습자 주체성

학습자 주체성은 교육 연구의 핵심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자

신의 학습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Benson, 2007) 또는 주도권을 가지

고 행동하는 능력(Bandura, 2001)으로 일컬어진다. 학습자 주체성은 

학습 목적, 내용, 흐름과 전략뿐 아니라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결과

를 평가하는 데 있어 학습자의 책임을 말한다(Little, 2007). 그런 점에

서 자기규제 학습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Suárez et al., 

2018). 자기규제의 개념(Zimmerman, 1990)은 바람직한 학습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메타인지, 동기, 행동을 조절하는 학습자의 특징을 말

한다. 이러한 개념은 사회인지 이론으로 확장되어 동기적 메타인지 

전략을 세우고 학습환경을 관리하며 적절한 설명을 선택하는 특징으

로 설명된다(Bandura, 2001). 학습자 주체성의 발현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기 주도 학습을 이끌어나가는 학습자 중심교육의 실현이라고

도 할 수 있다. Knowles (1975)는 자기 주도 학습이란 개인이 스스로 

학습의 필요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수립하는 학습, 그리고 학습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식별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 및 실행하

며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주도권을 갖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Brookfield, 1994 재인용). 이는 학습자 주체성이 의미하는 바와 일맥

상통한다.

이러한 학습자 주체성의 발현 가능성을 모바일 활용 교육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모바일 학습은 긍정적인 교육학적 행위유도성(affordance)

을 제공하는 고유한 기술적 특성을 가진다(Park, 2011). 이는 학습에 

대한 참여를 증진시키고 학습의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게 

한다(Park, 2011; West & Vosloo, 2013). 또한, 학습의 맥락에서 좀 

더 개별화되고 자율적인 끊임없는 학습(seamless learning)의 기회를 

제공한다(Thüs et al., 2012). 이와 관련하여, Sharples et al. (2010)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모바일 시대에 따른 배움의 시너지에 대해 다루

었으며, Song et al. (2012)은 모바일을 통해 지원되는 학습 경험이 

어떻게 학생들의 개별화 학습을 돕고 학습자 주체성을 충족시키는지

를 조명한 바 있다. 

이처럼 모바일 테크놀로지가 학습 지원에 적합한 특징을 보여준다

는 점에 Suárez et al. (2018)도 동의하였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주체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Suárez et al. (2018)은 Holec (1979)으로부터 시작된 학습자 주체

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Bandura (2001)가 제시한 네 가지 특징(목표, 

의도적 행동, 반응적 전략, 자기 반성)을 학습자 주체성 발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 Little (2007)과 Zimmerman (1990)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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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이론으로부터 추출된 ‘모니터링(monitoring)’과 ‘내용(content)’

을 포함하여 학습자 주체성의 여섯 가지 측면에 대한 분석 틀을 제시

하였다(Suárez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습자 주체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Suárez et al. (2018)의 분석틀

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학습자 주체성의 여섯 가지 측면은 

‘목표’, ‘내용’, ‘행동’, ‘전략’, ‘반성’, ‘모니터링’이며, 이에 대한 분석

틀은 Table 1과 같다.  

이와 함께, 학습자 주체성과 모바일 활동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

해 Suárez et al. (2018)은 탐구중심학습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활동을 

5가지 유형(1st layer)과 12가지 하위 유형(2nd layer)의 두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모바일 활동의 유형별로 관련되는 학습자 주체성의 

측면을 제시하였다(Table 2).  

Ⅱ. 연구 과정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을 통해 국내 과학 교수학습 연구에서 

모바일 활동 유형 

(Types of mobile activities)

학습자 주체성 측면

(Learners’ agency dimension)

유형

(1st layer)

하위유형

(2nd layer)

내용 및 예시 

(Technological affordances)
목표 내용 행동 전략 반성 모니터링

직접적 안내

(Direct 
instruction)

위치 안내

(location guidance)
위치를 안내를 위한 GPS, RFID ✓

과정 안내

(procedural guidance)
활동이나 과정 수행절차 안내, 스크립트 ✓ ✓ ✓

메타인지적 안내

(metacognitive guidance)
해석, 인지 부하 감소, 과학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스캐폴딩
✓ ✓ ✓ ✓

내용 접근

(Access 
to content)

고정내용

(fixed content)
제공되는 내용, 모바일 앱에 업로드된 콘텐츠 ✓ ✓

동적내용

(dynamic content)
인터넷 검색, 정보 필터링, 블로그와 위키 ✓ ✓ ✓ ✓ ✓

자료수집

(Data collection)

자료 수집 및 기록

(cooperative data collection)
멀티미디어 데이터 캡처링, 노트,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 ✓ ✓ ✓ ✓

공동협력적 작업 

(collaborative data collection)
공동수집된 데이터의 협업 작업, 자료의 종합화 ✓ ✓ ✓ ✓ ✓ ✓

동료 간 의사소통

(Peer-to-peer
communication)

동시적 의사소통

(asynchronous 
social communications)

실시간 의사소통, 즉각적 메시지와 채팅 ✓ ✓ ✓ ✓ ✓ ✓

비동시적 의사소통

(synchronous 
social communications)

온라인 토론 패널, 온라인 플랫폼 ✓ ✓ ✓ ✓ ✓ ✓

상황적 지원

(Contextual
support)

증강경험

(augmented experience) 
특정 위치나 시간에 증강된 정보를 경험 ✓ ✓ ✓ ✓

몰입경험

(immersive experience)
디지털 시뮬레이션 ✓ ✓ ✓ ✓ ✓ ✓

즉각적 맞춤형 환류

(adaptive feedback)
응답 결과에 기초한 즉각적 피드백 ✓ ✓ ✓ ✓ ✓

Table 2. Types of mobile activities and Learners’ agency dimension(Suárez et al., 2018) 

Learners’ agency dimension

목표

(goals)
Does the learner have any opportunity to set up his/her own learning goals?

내용

(content)
Does the learner have any opportunity to decide which information he/she wants to use?

행동

(action)
Does the learner have any opportunity to decide what to do?

전략

(strategy)
Does the learner have any responsibility for how to do it

반성

(reflection)
Does the learner have any opportunity to reflect upon the strategies used to execute the process?

모니터링

(monitoring)
Does the learner have any opportunity to monitor his/her progress?

Table 1. The six dimensions of the analytical framework for learners’ agency (Suárez et al., 2018,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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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모바일 활동의 유형을 분류하여 분석하고, 학습자 주체성 

발현에 대한 모바일 활동의 지원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탐구중심학습을 대상으로 개발된 Suárez et al. (2018)의 분류틀

을 일반적인 국내 과학 교수학습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활동 유형을 분류하였다. 다음 단계로 과학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학습자 주체성 측면을 추출하고 이를 어떤 모바

일 활동 유형이 지원하며, 관련 정도가 어떠한가에 대한 분석을 수행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 주체성 발현을 위한 모바일 활동 

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3)

1. 국내 과학 교수학습에서의 모바일 활동 유형은 어떤 특징을 나

타내는가?

2. 과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습자 주체성의 측면은 어떤 

모바일 활동 유형으로 지원되며, 그 관련성은 어떠한가?

첫 번째 연구 문제는 과학 교수학습에서의 모바일 활동의 모습을 

살펴보고, 모바일 활동의 균형있는 활용을 위한 시각을 넓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학습자 주체성이 어떤 모바일 

활동으로 지원되는가를 파악하여 학습자 중심 과학 교수학습의 실현

을 위한 실질적 안내를 제공하고, 향후 관련 연구와 과학 교수학습에

서의 모바일 테크놀로지 활용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중요성을 두고 있다.

Ⅲ.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과학 교수학습에서의 모바일 활동 활용 모습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기 위해, 초⋅중등 과학 수업의 모바일 활동과 관련한 

국내 연구 문헌을 연구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모바일 테크놀로지 활

용의 범위는 Kim (2015)의 테크놀로지 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모바일 

폰, 스마트 기기, 태블릿, 디지털 교과서 등의 모바일 기기 활용을 

포함하였다. Kim (2015)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교수학습에서 활

용되는 테크놀로지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테크놀로지 유형에 대

한 분류틀을 제시하였는데,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최근 경향을 반영

하여 ‘컴퓨터기반 학습’, ‘웹기반학습’, ‘모바일 학습’을 포함한 8가지

로 테크놀로지 활용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중 ‘모바일 학습’은 스마트 

교육, 디지털교과서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학습의 총칭으로, 

PDA, UMPC,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Tablet PC 등의 테크놀로지 

활용을 포함하고 있다.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과 관련한 문헌 분석 연구(Na 

& Song, 2014; Byun, 2017)에서 스마트 기기의 활용 교육은 주로 

2011년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Kim et al. (2019)의 연구

에서도 2010∼2013년은 스마트교육의 도입 초기 단계, 2014∼

3) Suárez et al. (2018)의 분류 기준에서 ‘cooperative data collection’은 

‘collaborative data collection’과 비교하여, 좀 더 일반적인 자료수집의 형태

로 정의되었다. 그 예시로, 동영상이나 사진, 오디오를 통한 자료수집 활동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operative data collection’를 ‘공동협력적 작업(collaborative data 

collection)’과 구분하기 위해 ‘자료 수집 및 기록’으로 해석하였다.

2016년은 스마트교육의 확산에 따른 활성화된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대상 문헌의 발행 기간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최근

의 연구를 포함하기 위해 2020년 4월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에 국내에서 발행된 KCI급 학술지 게재논문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RISS(http://riss.kr)와 구글 학술 검색 서비스(http://scholar. 

google.co.kr)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문헌 검색은 ‘모바일 과학 수

업’, ‘스마트 기기 과학 수업’, ‘모바일 과학 교수학습’, ‘스마트 기기 

과학 교수학습’의 키워드를 사용하였으며, 제목과 초록 등을 조사하

여 연구 대상으로 적합한 문헌을 선정하였다. 또한, 대상 문헌에 대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KCI급 학술

지 게재 논문 중 ‘스마트기기 과학수업’, ‘모바일 과학수업’과 관련한 

초록을 검색하여 재확인하는 검토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은 메타

분석에서 연구 대상을 검색하고 선정하는 과정인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Moher 

et al., 2009) 방법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한 흐름도는 Figure 1과 

같다. 

내용 검토를 통해 총 22편의 문헌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

며, 학습자 주체성 지원의 관점으로 모바일 활동에 대한 질적 분석

(qualitativ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류의 방법으로는 Suárez et al. 

(2018)의 분류틀을 수정⋅보완하여,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활동의 유

형과 학습자 주체성의 측면을 연역적 코딩을 통해 분류하였다. 이러

한 과정은 반복적 비교 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 (Kolb, 

2012; Strauss & Corbin, 2008)으로 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수차례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우선 문헌에서 나타나는 과학 교수학습에서의 

모바일 활동에 대한 교수학습 상황, 교수학습 주제, 모바일 활동 형태, 

수업 유형,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활용 방법 등의 요소를 파악하고 

Suárez et al. (2018) 분류틀의 하위 유형 설명과 예시에 따라 모바일 

활동을 분류하였다. 분류의 과정은 원문헌자료와 반복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유형 분류의 사례들이 서로 구분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Suárez et al. (2018)의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활동 예시를 하위 유형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추가하고, 국내 문헌

에서 나타난 활동에 대해 공통적 특성을 가지는 하위 유형을 통합하

여 Suárez et al.의 틀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또한 하위 

유형의 설명과 모바일 활동의 분류가 일치하는지를 반복적으로 검토

하여 확인하였다. 학습자 주체성 측면의 분류도 기존 틀(Table 1)에서 

제시한 판단 질문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습자 

주체성 측면을 분류하였고, 모바일 활동 유형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원문헌자료와 반복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분류 결과 및 모바일 

활동과 학습자 주체성 측면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삼각검증(triangulation)

을 실시하였다. 1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가진 과학교육 전공 석사과

정 연구원 1인과 과학교육 전공 박사과정 연구원 1인의 개별적 검토

와 토의 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

Ⅳ. 결과 및 분석

국내 문헌의 모바일 활동 유형 분류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Suárez 

et al.의 분류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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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Suárez et al.의 분류 틀에서 ‘직접적 안내’의 ‘위치 안내’ 

유형은 국내 과학 교수학습 상황의 모바일 활동에서 잘 드러나지 않

았다. 국외 문헌에서는 탐구학습이 학교 밖 활동으로 이루어질 때 

모바일 활동을 통해 위치와 절차 안내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Suárez et al., 2018), 이와 달리 국내 문헌에서 나타난 과학 

교수학습에서의 모바일 활동은 교실 내 교과수업에서의 활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메타인지적 안내’ 역시 모바일 활동

이 매개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교사가 직접 학

생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메타인지적 안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위치 안내’와 ‘메타인지적 안내’의 유형은 삭제하였다. 

한편, 학습 단계나 실험 과정에 관한 ‘과정 안내’ 유형은 학습 내용 

접근과 관련이 있으므로 ‘내용 접근’의 하위 유형으로 통합하였다.

둘째, 모바일 활동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때 기대하는 바 중 

하나는 다양한 센서와의 연동을 통한 실험 측정 활동이다. 이는 스마

트 기기의 센서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기록하는 자료 

수집과 기록 활동에 해당한다. 그러나 Suárez et al.의 분류틀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활동을 ‘자료 

수집 및 기록’ 유형의 예시로 추가하였다. 

셋째, Suárez et al.의 분류틀에서 ‘상황적 지원’에 해당하는 ‘증강

경험’과 ‘몰입 경험’ 모두 가상 상황을 경험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국내 문헌에서 나타나는 증강경험의 모바일 활동 유형은 최근(2020

년 4월) 문헌 1편에서 등장하였으며(Shin et al., 2020), 그 외 문헌에서 

가상 경험을 할 수 있는 유형은 3D 시뮬레이션 앱을 활용한 활동이었

다. 이러한 이유로 이 두 가지 유형을 묶어 ‘시뮬레이션 경험’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과학 교수학습에서의 모바일 활동 분석에 적합하도

록 분류틀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수정된 분류틀은 4가지 유형과 9가

지의 하위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이후 이를 기준으로 국내 문헌에서

의 모바일 활동 유형을 분류하고,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과 예시를 

제시하였다.

1. 과학 교수학습에서의 모바일 활동 분류

모바일 활동 유형을 분류한 결과, ‘내용 접근(access to content)’에

서 교사가 제공하는 지정된 학습 자료를 QR코드나 링크를 통해 접속

하거나 내려받는 ‘고정 내용’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63.6%). 온라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내용을 검색하고, 검색한 자료를 

학습에 활용하는 ‘동적 내용’ 유형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났는데

(50.0%), 이는 모바일 활동을 통해 교과서에 한정된 내용을 벗어나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지식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료 수집(data collection)’에서는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자료를 기록하고 측정하는 ‘자료 수집 및 기록’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54.5%). 이러한 유형은 모바일 기기의 노트 앱을 이용하여 

기록하거나 카메라 앱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수집⋅기록하

는 활동(e.g., Bae et al., 2015)뿐 아니라, 측정 앱과 센서를 통해 소음, 

기온, 습도, pH 등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록하는 활동(e.g., Kim 

& Shin, 2018)으로도 나타났다. 이러한 면은 전통적인 자료 수집과 

기록 방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으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한편, 수

집한 자료를 협업을 통해 재구성하는 ‘공동협력적 작업’은 주로 모둠

별 산출물을 제작하는 활동에서 나타났는데(31.8%), 이러한 유형은 

교사가 모둠별 활동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도록 의도할 때 나타나는 

Figure 1. Research methodology of selecting literature according to the PRISMA(Moher et al., 2009)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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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였다. ‘공동협력적 작업’ 유형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모둠원

이 동시에 문서 작업을 하거나 설계 모형을 구성하는 데 참여하는 

활동으로, 이 역시 모바일 활동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 교수학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동료 간 의사소통(peer-to-peer communication)’ 및 ‘상황적 지원

(contextual support)’의 유형은 모바일 활동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특징이자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실시간 ‘동시적 의사소통’ 유형으로 

분류되는 활동인 SNS로 교사에게 질문하기(Bae et al., 2015) 또는 

퀴즈 출제와 응답의 실시간 의사소통(Lee & Noh, 2014)은 학생들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수업시간에 참여

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한 ‘비동시적 의사소통’ 유형 역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40.9%).

‘상황적 지원’의 ‘시뮬레이션 경험’ 유형은 스마트 기기의 어플리

케이션을 활용하여 증강현실을 경험하거나 시뮬레이션 실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과학 실험이 실험실 내의 활동을 넘어서서 시공간의 

구애없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즉각적 맞춤

형 환류(adaptive feedback)’ 유형은 스마트 기기를 통한 실시간 맞춤

형 피드백 제공으로 교실 수업의 한계로 지적되는 개별화⋅맞춤형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준다.

위의 결과와 같이 과학 교수학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바일 활동의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과정 안내’와 ‘고정 내용’ 유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의 전통적인 교수학습에서 찾아보기 힘든 활동들이 나타

나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 유형들은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 형태로서 학습자 주체성의 발현을 지원해 줄 수 있다.

2. 과학 교수학습에서의 학습자 주체성의 발현과 모바일 활동 유형의 

지원 관계

모바일 활동의 특징은 학습자 주체성의 발현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Park, 2011). 이러한 모바일 활동 유형과 학습자 주체성의 발

현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단편적 연관성이 아닌 과학 수업의 맥락을 

포괄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학습자 주체성의 발현은 수업의 유형이나 

목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이 과정에서 모바일 활동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괄적 이해의 

관점은 학습자 주체성의 발현이 구조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기조

와도 부합한다(Bandura, 2001). 이에, 본 절에서는 과학 교수학습의 

맥락에서 학습자 주체성의 발현 측면과 모바일 활동 유형의 지원 관

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예시는 Table 4와 같으며, 문헌에서 나타

난 모바일 활동에 대한 종합 결과는 부록(Appendix A)에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 문헌의 과학 교수학습에서 나타나는 학습자 주체

성의 측면을 ‘목표’, ‘내용’, ‘행동’, ‘전략’, ‘반성’, ‘모니터링’의 여섯 

가지 측면을 기준(Suárez et al., 2018)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는 

과학 교수학습에서 나타나는 모바일 활동을 하위 유형에 따라 분류하

여(Table 3의 분류코드), 학습자 주체성의 각 측면에 대한 지원 관련

성을 검토하였다. 학습자 주체성의 발현에 모바일 활동이 지원하는 

유형

(1st layer)

하위유형

(2nd layer)

분류코드

(Classification code)

모바일 활동

(Mobile activity type)

비율

(Ratio)

내용 접근

(Access to 
content)

과정 안내

(procedural
guidance)

A-1

 체험학습 진행과정 안내 (Cha et al., 2017)
 실험과정 안내 (Lee et al., 2018)
 학습단계 안내 (Song et al., 2017)

13.6%

고정내용

(fixed content)
A-2

 온라인 게시판 자료 (Bae et al., 2015) 
 디지털 교과서 자료 (Jeong & Cha, 2019)
 동영상(Youtube)학습자료 (Kim et al., 2018 등)
 QR코드를 통한 학습자료 제공 (Cha et al., 2017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학습자료 제공 (Kim & Kim, 2013 등)

63.6%

동적내용

(dynamic content)
A-3  인터넷 활용 자료검색 (Kang & Yun, 2017 등) 50.0%

자료수집

(Data collection)

자료 수집 및 기록

(cooperative data
collection)

D-1

 어플리케이션(노트앱, 카메라앱 등)을 통한 자료 기록 (Lim & Joo, 2015 등)
 기온, 습도 센서 활용 자료 수집 (Kim & Shin, 2018)
 소음측정 앱을 통한 자료 수집 (Lee, 2015)
 pH 측정 앱을 통한 자료 수집 (Yun et al., 2016)

54.5%

공동협력적 작업 

(collaborative data
collection)

D-2
 모둠별 보고서작성 및 활동 내용 정리 (Jang et al., 2017 등)
 설계 및 모형 만들기 등 모둠별 산출물 제작 (Kim & Hong, 2015 등)

31.8%

동료 간 의사소통

(Peer-to-peer 
communication)

동시적 의사소통

(asynchronous social 
communications)

P-1  SNS, 채팅 앱을 통한 동시적 의사소통 (Lee & Noh, 2014 등) 9.1%

비동시적 의사소통

(synchronous social 
communications)

P-2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동시적 의사소통 (Nam et al., 2017 등) 40.9%

상황적 지원

(Contextual
support)

시뮬레이션 경험

(simulating 
experience) 

C-1

 태양계 3D시뮬레이션 (Jang et al., 2017 등)
 화학실험 시뮬레이션 (Lee et al., 2018)
 증강 현실 어플리케이션 (Shin et al., 2020)

22.7%

즉각적 맞춤형 환류

(adaptive feedback)
C-2

 문제풀이 결과 확인 및 피드백 (Yun et al., 2015 등)
 시뮬레이션 과정에서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 (Lee et al., 2018) 

31.8%

Table 3. Modified frameworks, Classification code and Mobile activity typ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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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직접적 지원(+++)’, ‘간접적 지원(++)’, ‘학습자 주체성은 나

타나지만 모바일 활동과 관련 없음(+)’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직접

적(강한) 지원’은 학습자 주체성의 발현이 모바일 활동을 통해 직접적

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예를 들어 Table 4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역진행 자유탐구 수업(Bae et al., 2015)에서 어떤 내용을 선택하여 

학습할지를 결정하는 ‘내용’ 측면의 학습자 주체성이 온라인 게시판 

자료를 다운로드(A-2)하거나 인터넷 활용 자료 검색활동(A-3)를 통

해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행

동’ 측면의 학습자 주체성 발현이 스마트 기기의 시뮬레이션 앱을 

선택하는 모바일 활동(C-1)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Jang et al., 2017)

등도 이에 해당한다(Appendix A 참조). ‘간접적(약한) 지원’은 학습자 

주체성 발현이 모바일 활동을 통해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

는 경우로, Table 4에서는 비동시적 의사소통 활동(P-2)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탐구활동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지 결정하는 과정(Bae 

et al., 2015)에서 ‘전략’ 측면의 학습자 주체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Table 4의 예시는 과학학습 상황에

서 학습자 주체성의 모든 측면이 모바일 활동 유형과 관련성이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과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 주체성의 

측면이 발현되는 모습이 보이지만 모바일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한 예로는, 과학 수업에서의 소집단 협력 토의 수업 과정

(Kang & Yun, 2017)에서 ‘반성’ 측면의 학습자 주체성이 나타나지만 

모바일 활동은 단지 자료 검색 활동에만 국한되어 학습자 주체성을 

지원하는 관련성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Appendix A참조). 

이러한 모바일 활동 유형과 학습자 주체성 측면의 관련성을 종합한 

결과(Appendix A)를 바탕으로 각 학습자 주체성 측면을 지원하는 

모바일 활동 유형의 빈도를 Table 5로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목표’ 측면의 학습자 주체성은 자유탐구 활동(Bae et 

al., 2015)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인 교수학습 상황에

서는 학습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의 목표

를 정하는 경우는 나타나기 힘들다. 다시 말해, 주제 선정부터 시작되

는 자유탐구의 형태가 아닌 이상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학습자 주체성은 발현되기 어려우며, ‘목표’ 측면의 학습자 주체성은 

모바일 활동과의 연관성보다는 자유탐구와 같은 수업의 유형이 결정

한다고 할 수 있다. 

학습할 내용을 선택하는 ‘내용’ 측면의 학습자 주체성은 미래 정보 

사회의 학습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되는 모바일 활동 유형은 교사가 제공하는 자료에 접근하는 유형

4) 학습자 주체성과 모바일 활동 유형의 지원 관련성에 대한 분석 과정을 연구 

대상 22개 문헌(Appendix A 참조) 중 Bae et al. (2015)의 예시로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에 대한 종합적 분석의 결과는 Appendix A에 나타내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역진행 자유탐구 수업(Bae et al., 2015)4)

모바일 활동 유형 학습자 주체성과 모바일 활동 유형의 지원 관련성

유형

(1st layer)

하위유형

(2nd layer)

분류코드

(code)

모바일 활동

(Mobile activity type)

목표

(goals)

내용

(content)

행동

(action)

전략

(strategy)

반성

(reflection)

모니터링

(monitoring)

내용 접근

(Access to 
content)

과정 안내

(procedural 
guidance)

A-1

고정내용

(fixed content)
A-2

온라인 게시판 자료 

다운로드
+++ +++

동적내용

(dynamic content)
A-3 인터넷 활용 자료검색 +++

자료수집

(Data collection)

자료 수집 및 기록

(cooperative data 
collection)

D-1

어플리케이션(노트앱, 
카메라앱 등)을 통한 

자료 기록

+++

공동협력적 작업 

(collaborative data 
collection)

D-2

동료 간 의사소통

(Peer-to-peer 
communication)

동시적 의사소통

(asynchronous social 
communications)

P-1
SNS, 채팅 앱을 통한 

동시적 의사소통
+++

비동시적 의사소통

(synchronous social 
communications)

P-2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동시적 의사소통
+++ ++ +++ +++

상황적 지원

(Contextual
support)

시뮬레이션 경험

(simulating 
experience) 

C-1

즉각적 맞춤형 환류

(adaptive feedback)
C-2

모바일활동과 관련 없음

(Not related to mobile activities)

+++: 모바일 활동의 직접적(강한) 지원, ++: 모바일 활동의 간접적(약한) 지원, +: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 주체성은 드러나지만 모바일 활동과 관련없음

Table 4. An example of Bae et al. (2015) about the relevance of mobile activity types to supporting learners’ agency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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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및 인터넷을 통한 자료 검색 유형(A-3)이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자료 검색 유형(A-3)은 교과서 중심의 내용 전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과학교육의 프레임 변화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활동이다(Kim & Song, 2019). ‘내용’ 측면의 학습자 주체성의 발현에

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러한 학습자 주체성이 ‘시뮬레이션 경험

(C-1)’을 통해서도 지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뮬레이션 앱을 

사용할 때 연계된 내용이 제공되어 학습자가 학습할 내용을 선택하는 

활동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모바일 활동에서 드러나는 강점이자 

전통적인 교수학습 모습과의 차이점에 해당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 측면의 학습자 주체성은 자료 수집 

및 기록(D-1) 유형에 의해 지원되는 상황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비동시적 의사소통(P-2)과 시뮬레이션 경험(C-1)의 모바일 활동 유형

과 관련이 있었다. 어떤 앱을 선택하여 자료(사진, 음성 등)를 수집하

고 기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관련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

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무엇(행동이나 의사결정, 업로드할 자료 결정 

등)을 해야 하며, 시뮬레이션 앱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등과 

관련된 모바일 활동 또한 ‘행동’ 측면의 학습자 주체성 발현을 지원해

줄 수 있음이 나타났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측면의 학습자 주체성은 공동협력

적 작업(D-2) 활동과 관련성이 높았으며, 비동시적 의사소통(P-2) 및 

시뮬레이션 경험(C-1)의 모바일 활동 유형과 직⋅간접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공동협력적 작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산출물 제작은 

5) 학습자 주체성 측면을 모바일 활동이 지원하는 관련 빈도는 Appendix A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학습자 주체성 측면에서 모바일 활동 유형이 지원하

는 빈도의 수를 표시하였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토의

하거나 답변을 제시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 앱을 어떤 방식으로 활

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모바일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학습자 주체성

의 발현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성’과 ‘모니터링’ 측면의 학습자 주체성 발현은 주로 온라인 게

시판을 활용한 의사소통 유형(P-2)과 모바일 활동의 즉각적 맞춤형 

피드백 작용(C-2)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교실 

수업에서는 교사가 학습자 개인별 즉각적 피드백이나 개별적 점검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성과 모니터링 측면의 학습자 주체

성이 드러나기 힘든 면이 있다. 반면에, 모바일 활동을 통한 개별화된 

즉각적 맞춤형 피드백은 학습자에게 반성과 모니터링의 기회를 제공

해주며 온라인 게시판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한 평가 활동 역시 반성

과 모니터링의 학습자 주체성이 발현될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면은 모바일 활동의 장점이자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학습자 주체성의 발현이 모바일 활동 유형보다는 수업의 형

태나 목표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의 결과, 

반성과 모니터링 측면의 학습자 주체성은 모바일 활동 유형 중 의사

소통 활동(P-2)이나 피드백 활동(C-2)에 의한 지원 관련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집단 협력 수업(e.g., Kang & Yun, 2017; 

Kim & Shin, 2018; Shin et al., 2020)에서는 모바일 활동의 직접적 

지원 없이도 반성과 모니터링 측면의 학습자 주체성이 발현되는 것으

로도 나타났다(Appendix A 참조). 즉, 수업의 형태와 목표를 포괄하

는 종합적 맥락에서 학습자 주체성은 어떻게 발현될 수 있으며, 모바

일 활동이 지원하고 강화시켜줄 수 있는 측면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

과학교수 학습에서의 모바일 활동 유형 분류 모바일 활동 유형별 학습자 주체성 지원 관련 빈도5)

유형

(1st layer)

하위유형

(2nd layer)

분류코드

(code)

목표

(goals)

내용

(content)

행동

(action)

전략

(strategy)

반성

(reflection)

모니터링

(monitoring)

내용 접근

(Access to content)

과정 안내

(procedural guidance)
A-1

고정내용

(fixed content)
A-2 1 12

동적내용

(dynamic content)
A-3 12 1

자료수집

(Data collection)

자료 수집 및 기록

(cooperative data collection)
D-1 12

공동협력적 작업 

(collaborative data collection)
D-2 2 6 1 1

동료 간 의사소통

(Peer-to-peer 
communication)

동시적 의사소통

(asynchronous social 
communications)

P-1 2 1

비동시적 의사소통

(synchronous social 
communications)

P-2 4 4 7 5

상황적 지원

(Contextual support)

시뮬레이션 경험

(simulating experience) 
C-1 4 4 4

즉각적 맞춤형 환류

(adaptive feedback)
C-2 7 5

모바일활동과 관련 없음

(Not related to mobile activities)
1 3 6 4

 : 최대 빈도,  : 두 번째 빈도 

Table 5. Frequencies of supporting learners’ agency dimensions according to mobile activity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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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를 바탕으로 균형있는 교수학습 활동의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과학 교수학습에서의 모바일 활동에 

대한 연구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모바일 

활용 교육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지난 10년 동안 관련 연구가 활발하

지 못했다는 점은 22편의 문헌 수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이러한 제한

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주체성 지원의 관점으로 모

바일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미래 과학 교육에 대한 몇 가

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과학 교수학습에서 나타난 모바일 활동의 모습은 전통적인 

수업의 형태를 벗어나 학습자 중심 교육을 향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

었다. 학생들은 모바일 활동을 통해 학습할 내용을 검색하여 선택하

고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상호 작용 및 공동 협업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가상 경험을 할 수도 있으며 즉각적 맞춤형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학습의 주체가 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즉, 모바일 활동이 학습자 주체성의 발현을 지원

함으로써 학생 중심 교육으로의 긍정적 발전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활동 유형 중 ‘내용 접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동시

적 의사소통’이나 ‘시뮬레이션 경험’, ‘즉각적 맞춤형 환류’와 같이 

모바일 활동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의 비율은 아직까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활동은 학습자의 학습 범위를 넓혀

주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West & Vosloo, 2013). 따라서 모바일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

다. 모바일 활동이 단순한 검색과 기록을 넘어서서 과학 교수학습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유용성 높은 모바일 콘텐츠

가 필요하고(Lee & Noh, 2014),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활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교육전문가, 교육공학자의 협업과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의사소통 역량

이 모바일 활동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 교육 환경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학습 맥락에서 좀 더 개별화되고 자발적이며 끊임없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Thüs et al., 2012). 이러한 방법의 일환으

로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별 피드백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상호작용

하고 개별화된 지속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과학 교수학습의 장을 

확장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의 분석 결과로 학습자 주체성 발현의 측면을 모바일 

활동 유형별로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련성을 살

펴봄으로써 과학 교수학습 적용을 위한 시사점과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학습 내용을 선택하는 측면의 학습자 주체성은 인터넷을 

통한 자료검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무엇을 할지 결정

하는 행동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전략에 대한 학습자 주체성의 발

현은 다양한 모바일 활동 유형에서 나타났지만, 특히 자료 수집 유형

의 모바일 활동과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

의 행동과 전략을 결정하는 측면의 발현을 목표로 하는 교수학습 상

황에서는 모바일 활동 중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료 수집이

나 공동 작업을 통해 산출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활동의 유형을 수업 

설계시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교수학습 설계 상황에서 목표로 하는 학습자 주체성 측면의 발현을 

위해 모바일 활동의 분류에서 적절한 유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모바일 활동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경험과 온리인을 통한 의사 소통 활동이 ‘내용’, ‘행

동’ ‘전략’ 측면의 학습자 주체성을 고루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모바일 활동을 교수학습 상황에서 활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점일 뿐만 아니라, 향후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개발과 교과 관련 시뮬레이션 앱의 개발 또한 필요한 

사항임을 말해준다. 모바일 활동을 통해 교수학습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점은 ‘반성’과 ‘모니터링’ 측면의 

학습자 주체성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의사소통 활동과 즉각적 피드

백 지원을 통해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학습자 주체성

의 발현이 요구되는 미래 과학 교수학습 상황에서 어떻게 모바일 활

동을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이 정착될 수 있는 플랫폼과 

학습의 데이터를 누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뒷받침을 바탕으로 한 과학 교수학습은 모바일 활동을 통해 

학습자 주체성을 발현시키는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연구의 결과 Suárez et al. (2018)이 제안하였던 모바일 활동 

유형별로 특정 학습자 주체성 측면이 대응되는 관계가 반드시 성립하

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모바일 활동이 반드시 학습자 주체성을 보장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학습자 주체성의 발현은 수업의 형

태나 목표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교수학습 상황에서 어떻게 학

습자 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적절한 비계를 어떻게 

모바일 활동을 통해 제공하는가는 교사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 맥락에서 학습자 주체성의 발현 측면과 모바

일 활동의 지원 관계를 살펴보는 종합적 교수학습 설계에 대한 교사

의 전문성 증진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 주체성이 

발현되는 과학 수업을 위해서는 교수학습 목표에 맞는 학습자 주체성 

측면을 고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모바일 활동의 계획이 필요하

다. 기존의 과학 교수학습 설계 과정에서는 수업 목표에 맞는 모바일 

활동을 선정하는 데 그쳤다면, 모바일 활동 유형과 학습자 주체성 

발현의 관계를 고려한 수업 설계는 학습자 주체성 발현을 실질적 지

원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미래 과학교육

에서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과학 교수학습에서 온라인 학습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테크

놀로지를 활용한 학습 활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학습자 주체성

(learners’ agency)의 발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바일 테크놀로지는 

ICT 활용 교육의 핵심적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

터 2020년 4월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학술지 게재논문 중 과학 교수학

습에서의 모바일 활동에 관한 연구 문헌 22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이에 대해 모바일 활동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학습자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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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발현에 대한 지원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국내 과학 

교수학습의 모바일 활동 분석을 위해 Suárez et al. (2018)의 분류 

틀을 수정⋅보완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활동 유형을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단계로, 과학 교수학습의 맥락에서 학습

자 주체성의 여섯 가지 측면(‘목표’, ‘내용’, ‘행동’, ‘전략’, ‘반성’, 

‘모니터링’)의 발현과 모바일 활동 유형(‘내용 접근’, ‘자료 수집’, ‘동

료 간 의사소통’, ‘상황적 지원’)의 지원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결과로, 과학 교수학습에서 나타난 모바일 활동의 모습은 기존의 전

통적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 수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이는 모바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

여하며 학습의 주체가 되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

다. 두 번째 결과로, 학습자 주체성 각 측면의 발현이 어떤 모바일 

활동 유형에 의해 주로 지원되고 강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적인 교수학습 상황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학습자 주체성의 측면

이 모바일 활동을 통해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학습자 주체성의 발현과 모바일 활동의 지원을 과학 교수학습의 맥락

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도 드러났다. 이를 종합하여 미래 

과학 교육에서의 모바일 테크놀로지 활용과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 모바일 활동, 과학 교수학습, 학습자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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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수 학습에서의 모바일 활동

(Types of mobile activities)

학습자 주체성에 대한 모바일 활동의 지원 관련성6)

(The relevance of mobile activity types to supporting learners’ agency dimension)

연구 모바일 활동 내용
목표

(goals)

내용

(content)

행동

(action)

전략

(strategy)

반성

(reflection)

모니터링

(monitoring)

Bae et al., 2015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역진행 자유탐구 수업
+++ +++ +++ ++ +++ +++

A-2 A-2, A-3 D-1, P-1, P-2 P-2 P-2 P-2

Cha et al., 2017 교과융합형 식물수업 프로그램에서의 모바일 활동
　 +++　 +++ +++ 　 　

　 A-2, A-3 D-1, D-2 D-2 　 　

Jang et al., 2017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 +++ +++ +++ +++

　 A-3, C-1 D-1, C-1 D-2, C-1 P-2 P-2

Jeong & Cha, 2019 중학교 ‘진화’ 단원 디지털 교재 개발 및 적용
　 +++ ++ 　 +++ ++

　 A-2, A-3 D-1 　 C-2 C-2

Kang & Yun, 2017 과학수업에서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소집단 협력 학습
　 +++ + ++ + +

　 A-2, A-3 A-3　 　 　

Kim & Hong, 2015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환경 관련 STEAM 프로그램
　 +++ +++ +++ + +

　 A-3 D-1 D-2, P-2

Kim & Kim, 2013 식물의 한살이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 +++ ++ +++ +++

　 A-2 D-1 P-2 P-2, C-2 P-2, C-2

Kim & Shin, 2018 과학 현장 체험 학습에서 스마트 기기의 교육적 활용
　 　 +++ + + 　

　 　 D-1 　

Kim et al., 2018 3D 천문 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 수업
　 +++　 +++ +++ 　 　

　 　A-2, A-3 C-1 C-1 　 　

Kwak & Shin, 2014 모바일을 활용한 과학교과 형성평가
　 　 　 +++ +++

　 　 　 C-2 C-2

Lee & Noh, 2014 모바일 기기 활용 과학수업
　 +++ +++ ++ +++ +

　 A-2, A-3 P-1 P-1 C-2 　

Lee et al., 2018 과학시뮬레이션 앱개발 적용
　 +++ +++ ++ +++ ++

　 A-2, C-1 C-1 C-1 C-2 C-2

Lee, 2015 스마트 기기 활용 설계 기반 STEAM 프로그램
　 　 +++ +++ +　 +　

　 　 D-1 D-2 　 　

Lim & Joo, 2015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과학수업
　 +++ +++ + ++ 　

　 A-2 D-1 　 P-2 　

Nam et al., 2017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SSI 토론 수업
　 +++ +++ +++ +++

　 A-3 D-1, P-2 P-2 P-2

Oh, 2019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수업
　 　 +++ 　 +

　 　 D-2 　

Shin et al., 2020 증강현실을 활용한 협력적 과학 개념학습
　 +++ +++ + + 　

　 C-1　 C-1 　

Song et al., 2017 과학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모형 개발 및 효과
　 +++ +++ 　 +++ 　

　 A-3 P-2 　 C-2 　

Yu & Kim, 2020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과학 수업
　 +++ +++ ++ ++

　 A-3 P-2 P-2 P-2

Yun & Choi, 2015 스마트러닝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　 +++ +++ +++ +++

　 A-2, C-1 D-1  D-2, C-1 P-2 P-2

Yun et al., 2015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적응적 개별화 문제 풀이
　 +++ 　 +++ +++

　 A-2 　 C-2 C-2

Yun et al., 2016 스마트 기기를 통한 소집단 학습전략
 +++ +++ +++ ++ ++

　 A-2, A-3 D-1 D-2 D-2 D-2

Appendix A. The relevance of mobile activity types to supporting learners’ agency dimension 

유형
내용 접근

(Access to content)
자료수집

(Data collection)
동료 간 의사소통

(Peer-to-peer communication)
상황적 지원

(Contextual support)

분류코드

(code)
A-1 A-2 A-3 D-1 D-2 P-1 P-2 C-1 C-2

분류코드 

설명
과정 안내 고정내용 동적내용

자료 수집

및 기록

공동협력적 

작업 

동시적 

의사소통

비동시적 

의사소통

시뮬레이션 

경험

즉각적 

맞춤형 환류

Appendix B. Classification codes about mobile activity types 

6) 학습자 주체성 측면을 모바일 활동이 지원하는 관련 정도는 세 단계로 나누었으며, ‘+++: 모바일 활동의 직접적(강한) 지원, ++: 모바일 활동의 간접적(약한) 

지원, +: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 주체성은 드러나지만, 모바일 활동이 지원하지 않음’의 기호로 나타내었다. 모바일 활동 유형의 분류코드(Table 3의 분류코드)는 

지원하는 학습자 주체성 측면칸 하단에 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