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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Nature-Study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 Nature-Study의 교육방법을 도출하고 이 교육방법이 오늘날

과학교육에 주는 의의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Nature-Study의 역사적 연구를 발전시켜 Nature-Study의 교육관점을 도

출하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출판된 Nature-Study 관련 문헌을 수집·분석하여 각 교육관점에 따른 교육방법을 추

출하였다. 또한 추출한 교육방법을 바탕으로 Nature-Study가 오늘날 과학교육에 주는 의의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Nature-

Study는 자연에 대한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학생과 자연의 교감을 강조하고, 교과 통합적 학습을 중시하며, 비형식적 학습을

학교 수업에 포함시키는 교육방법을 지향한다. 또 직접 경험을 통한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야외 활동을 지향하고, 교재보다

경험이 선행될 것을 강조하며, 기초적인 관찰을 중시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학생의 흥미를 중

요시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며, 조력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Nature-Study 사상은 오늘날 과

학교육에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자연을 통한 과학 학습, Nature-Study, 자연에 대한 학습, 직접 경험을 통한 학습, 학습자 중심의 학습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study on educational methods of Nature-Study extracted through a wide body of litera-

tures and meaning of Nature-Study toward today’s science education. For this, viewpoints of Nature-Study were drown by

previous historical study about Nature-Study. And educational methods of Nature-Study based on viewpoints of Nature-Study

were abstracted by collecting and analyzing of literatures. Meaning of Nature-Study toward today’s science education was

considered. The research resulted in the following; First, Nature-Study emphasize the sympathy with nature, aim for inte-

grated subject study and include non-formal study from a viewpoint of ‘studying with nature’. Second, Nature-Study aim for

outdoor activities, emphasize experiences than texts, value fundamental observation from a viewpoint of ‘study through first-

hand experiences’. Third, Nature-Study value interest of students, support the study for all students, emphasize the teachers’

role as a helper from a viewpoint of ‘learner-centered education’. Nature-Study is suggested to change view of point over to

science education through nature toward today’s science education.

Key words: Science education through nature, Nature-Study, Studying with nature, Study through first-hand experiences,

Learner-centered education

서 론

오늘날 과학이 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교과목이

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과학

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 과학적 방법을 통해 지식을 체계적으로 획득하

거나 기존의 지적 자산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1 결국 과학적 방법은 지식을 획

득하기 위해 필요하고 지식은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교육의 본질은 학생

들이 자연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많은 과학교육 연구에서는 자연을 직접 경험하면서 과

학을 학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2−6 여러 과

학교육 연구자들이 과학수업에서의 야외 학습을 연구하

고 있지만 이들은 주로 생물과 지질 영역에 집중되어 있

다.4,7,8 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 자연을 직접 경험하는

비율은 여전히 교실이나 실험실에서의 수업에 비해 현저

히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9,10 이와 같이 자연과 멀어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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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육은 학생들이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적 사고를 갖게

하고 자연에 대한 감정 없이 객관적인 지식만을 습득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과학교육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이어져 생태계 파괴,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의 문제를 낳았다.1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날 교육계에서는 인

간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는 자연친화적, 생태주의적 관

점이 각광받고 있다.12,13 현재 자연친화적, 생태주의적 관

점에서의 연구는 환경감수성, 환경친화적 태도, 정서발달

과 같은 정의적 측면에서 생태교육 또는 환경교육의 이

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12,14,15 특히 유아교육 분야에

서 숲 체험, 자연놀이와 연계되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

다.13,16

그러나 이를 과학교육으로 명명하기에는 부족한 측면

이 있다. 왜냐하면 자연 세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

지적, 방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

연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교육적 필요성에 따라 지식 위주의 과학학습과

그에 반발하여 나타난 정의적 측면의 자연생태학습의 합

일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교육의 체계가 바뀌

어야 하며 그에 맞는 올바른 교육방향이 제시되어야 한

다.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과학교육의 올바른

방향은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이다. ‘자연을 통한 과학학

습’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 안에서 자연의 대상과 정서적

으로 교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관찰을 통해 자연의

총체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과학학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이라는 과학교육의 미

래를 지난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과학이 학교 교과목으로

처음 도입되었던 19세기에 형성된 Nature-Study가 바로

그것이다. 이 시기 미국의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Nature-

Study가 과학교육의 한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린이의 주변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운동이었다.17 Nature-Study는 사상적으로

쉘던의 사물 학습(Object Lessons), 아가시의 자연사(Natureal

History), 파커의 진보주의(Progressivism)에 바탕을 두고 있

으며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을 학습하는 것이다.

즉, Nature-Study는 직접적인 경험, 자연과의 교감, 학습의

비형식성 및 자발성에 기반하여 자연을 통해 과학을 학습

하는 방법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에

서 유행했던 과학교육의 한 흐름이었다.18

그러므로 Nature-Study는 새로운 과학교육 사상은 아니

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실에서 자연을 배우지만 정작 야

외에 나가면 자신이 배운 것을 찾지 못한다.”는 아가시의

격언처럼 Nature-Study는 오늘날 과학교육에 ‘자연을 통

한 과학학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19 따라서

Nature-Study 사상을 고찰하여 초기 과학교육의 정신인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교육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Nature-Study 연구의 교육적 의의는 오늘날

에도 외국의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Nature-Study의

성립과 발전에 관한 역사적 통찰을 통해 Nature-Study의

사상적 배경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와20−24 이를 바탕으로

Nature-Study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연구 등이25−27 그 예

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Nature-Study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역사적 연구만 이루어졌을 뿐,18 Nature-Study

의 사상적 특징이나 교육방법, 그리고 이를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는 미

흡한 상태이다.

이에 이 연구는 Nature-Study 사상을 오늘날 과학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 단계로써 19세 후반에서 20

세기 초반에 출판된 Nature-Study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

Nature-Study의 교육방법을 도출하고 이 교육방법이 오늘

날 과학교육에 주는 의의를 고찰하였다.

연구 방법
 

Nature-Study 형성의 역사적 연구에서는 Nature-Study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사상으로 자연사, 사물학습,

진보주의를 언급했다.18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자연사, 사물학습, 진보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적 철학 중 Nature-Study에 특징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들을 도출하여 Nature-Study의 교육관점으로 제시하

였다. 또한 이렇게 도출한 Nature-Study의 교육관점에 근거

하여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Nature-Study 사상의 교육

방법을 추출하였다. Nature-Study 사상의 교육방법 추출

은 문헌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Nature-Study 관련 문

헌은 시기 상으로 Nature-Study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적용되었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출판된 것, Nature-

Study의 교육관점과 교육방법이 잘 드러나 있는 것, 실제

일부 주에서 사용한 교육과정이거나 당시 미국에서 Nature-

Study를 주로 연구하거나 가르친 저자가 쓴 것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Table 1).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문헌을

바탕으로 Nature-Study 교육방법을 추출하였고 이를 Nature-

Study 관련 문헌 연구 및 과학교육 전문가 1인과 과학교

육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생 4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워크숍을 통해서 검증하였다(Fig. 1).

Table 1의 참고문헌 목록에서 보듯이 이전 연구에서 사용

한 Nature-Study의 표기 방법은 ‘Nature-Study, Nature Study,

nature-study, nature study’ 등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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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참고문헌에서 직접 인용한

경우에는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 Nature-

Study로 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nature study’는

‘자연을 공부한다.’는 일반적 의미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독립된 고유 명사로서의 사용을 위해 대문자로 낱

말을 시작하고 두 낱말의 사이에 하이픈(-)을 넣은 형태를

사용하여 Nature-Study가 ‘nature’와 ‘study’의 합성어임을

명확히 표현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및 논의

Nature-Study 사상 고찰을 통한 Nature-Study의 교육방법

도출

Nature-Study의 역사적 고찰에 대한 선행 연구18에서는

Nature-Study의 사상적 배경으로 자연사, 사물학습, 진보

주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은 자연사에서는

과학학습의 소재로서 자연을 강조하므로 ‘자연에 대한

학습’, 사물학습에서는 학생들의 사물에 대한 직접 경험

을 강조하므로 ‘직접 경험을 통한 학습’ 그리고 진보주의

는 교사보다는 학생 중심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

습자 중심의 학습’을 Nature-Study의 교육관점으로 설정

할 수 있다. 이 교육관점을 중심으로 Nature-Study 관련 문

헌 연구를 통해 추출한 Nature-Study의 교육방법을 상세

화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에 대한 학습

Nature-Study에서는 자연을 학습한다. 이에 Nature-Study는

학생이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을 중심으로 교과를 통합하

며 학생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자연을 학습하기 위해 비형

식적 학습까지 학교 수업에 포함하고자 한다.

자연과의 교감 강조

지금까지 과학에서는 자연을 객관화된 탐구 대상으로

여겼다.17 이로부터 관찰자의 감정을 담아 주관적으로 자

연을 관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틀린’ 관찰이라고 가르

쳤다. 이와 달리 Nature-Study에서는 사실의 방법 뿐 아니

라 상상의 방법으로 자연을 해석한다. 

자연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사실의 방법

과 상상의 방법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나 보통

사람들은 자연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사실에 의한 해석만

허용한다. 그런데 예술가나 시인은 객관적인 지식이나

분석을 통해 아는 것 뿐 아니라 분위기로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는

단순한 현상에 너무 매여 있다. 우리에게는 자연을 시적

으로 해석할 권리가 있다(Bailey, 1911, pp. 35−36).

자연을 시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학생과 자연의 정서적

접촉을 의미한다. 또한 Nature-Study는 야외 활동을 통해

학생과 자연의 신체적 접촉을 유도한다. 이처럼 Nature-

Study에서는 학생과 자연의 정서적, 신체적 접촉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촉진한다. 이로부터 자연에 대한 흥미,

호기심, 사랑과 같은 정의적 영역이 강조된다.

nature-study는 야외의 생명체와 우정을 쌓고 자연을

사랑하게 한다. 만약 어린이들이 자연을 사랑하도록 만

들지 못한다면 nature-study는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Comstock, 1911, p. 1).

Table 1. Lists of literatures for analysis educational methods of Nature-Study

Author (year)  Title

Jackman, W. S. (1891)28  Nature Study for the Common Schools

Lange, D. (1898)29  Handbook of Nature Study, For Teachers and Pupils in Elementary Schools

Scott, C. B. (1900)30  Nature Study and the Child

Bailey, L. H. (1903)31/(1911)17  The Nature-Study Idea

Hill, M. D. (1903)32  Eton Nature-Study and Observational Lessons, vol I

Comstock, A. B. (1911)33  Handbook of Nature-Study

Detroit Public Schools (1922)34  Course in Nature Study

Figure 1. Research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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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활동에서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정신적인 통

찰과 공감이다. 숲이나 들판에서 자는 것은 그곳이 하룻밤을

보내는데 편안한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Bailey, 1911, p. 56).

과학교육에서 지식 학습의 효율성이나 편리함만을 추

구한다면 Nature-Study의 의미는 반감된다. 그러나 오늘

날 자연에서 동떨어져 메마른 정서를 가진 아이들이 자연

과 교감하고 자연을 사랑하게 만드는 데에는 Nature-Study가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이다. Comstock(1911)은 이를

위해 교사도 자연을 사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33

교과 통합적 학습 지향

‘자연’은 처음부터 통합되어 있는 주제이며 Nature-Study는

서로 다른 교과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통

합교육’이다.18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에 대한

시적인 해석 방법을 받아들인다면 문학이나 예술과의 통

합이 가능하다.

더 고차적인 nature study의 목적을 고려해서, 우리는 nature

study와 문학, 예술의 상관관계를 살펴봐야한다. 가장 아름

다운 문학과 예술은 대부분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

리고 이것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nature study가 가장 좋은

준비가 될 것이다. 만약 교사가 다른 사람들이 자연에서

얻는 아름다운 생각을 학생들에게 전해주지 않거나 자연을

사랑한 작가들의 글을 학생들과 읽지 않는다면 nature

study가 학생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다(Scott, 1900, p. 115).

Nature-Study는 이와 같이 객관적 지식 습득에만 국한

되어 있던 기존 과학교육의 관점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그리기, 수필 쓰기, 지리와 같은 일반 교과와 연계할 수

있다.32 따라서 Nature-Study는 자연에 대한 시적 해석을

바탕으로 문학, 예술 등의 교과와 ‘자연’이라는 주제 중심

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융합 교과의 가능성

을 제시한다.

비형식적 학습 포함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변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을 학습한다는 의미에서 Nature-Study를 수

행할 때 학습의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Nature-Study에서는 학교 수업 중 이루어

지는 형식적 학습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학교 밖, 수업 시

간 이외에 비형식적으로 자연을 학습하는 부분도 학교에

서의 학습에 포함시켰다.

학생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연을 배우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 이외에 자연에서 알게 된 것도

학교에서의 nature study에 활용해야 한다. nature study를

학교 교실이나 수업 시간에만 국한한다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자연이 주는 가장 훌륭한 학습 기회를 가로막는

것이다(Scott, 1900, p. 97). 

nature-study의 내용은 태양, 지구, 식물, 동물, 날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무작위로 선택

된다. 이처럼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은 nature-study의

가장 큰 강점이다(Hill, 1903, p. ⅶ).

이와 같이 Nature-Study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학습하고자

하는 대상에 관심을 갖게 되며 이 관심은 수업 시간, 학교

라는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교 밖 장소, 수업 이외의

시간으로 확장된다. 또한 내용 선택에 있어서도 주변의

모든 자연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그러나 수업 시간 이외에도 학생들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소재의 선택이 필

요하다. 따라서 앞서 Hill(1903)이 말한 ‘무작위적 선택’은

‘학생 흥미와 관심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을 의미한다.32

직접 경험을 통한 학습

Bailey(1911)는 자연을 책에서 배우는 것 보다 ‘직접 경

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17 이에

Nature-Study에서는 자연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야외 활동을

중시하고 실제 자연에 대한 경험이 교재를 통한 학습보

다 우선되어야 하며 관찰을 통해 자연에 대한 지식을 학

생 스스로 형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야외 활동 강조

직접 경험을 통해 자연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자연으로

찾아가야 한다. 따라서 Nature-Study는 있는 그대로 자연

을 볼 수 있는 야외 활동을 강조한다.

nature study는 자연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자연을 가

능한 한 자연 상태에서 학습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학습은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자연은 야외에 있

고 자연 현상을 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야외로 나가야

한다. 야외 수업은 훌륭한 학습을 위한 필수적인 수업

방법이다(Scott, 1900, p. 97).

nature-study에서 중요한 점은 감자 뿌리가 어디 있는

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사물을 살펴

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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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ley, 1903, p. 33).

 

이와 같이 Nature-Study에서 자연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장소는 있는 그대의 자연이 존재하는 야

외이다. 교실에서 책을 통해 보던 내용도, 실험실에서 모

형을 가지고 했던 실험도 실제와 동일하지 않다. 실제 자

연에는 다양성과 예외가 존재한다. 자연의 다양성과 예외

는 우리가 야외 활동을 어렵게 여기는 이유가 되기도 하

지만 실제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

건이다. 따라서 Nature-Study에서 자연을 학습하는 데 가

장 중요한 것은 Bailey(1903)가 언급한 것과 같이 실제 자

연을 본 다음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 자체일 것이다.31

따라서 Nature-Study에서의 실험은 대부분 간단한 도구나

오감을 이용해 야외에서 이루어진다.30 이에 Nature-Study

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들, 숲, 호수, 냇물 같은 자연의

학교로 직접 나가야한다고 주장한다.29

교재에 앞선 경험 강조

Nature-Study에서는 교재로 학습 내용을 알기 전에 경

험을 먼저 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교재 학습’과 ‘경험

학습’ 사이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오늘날의 과학

수업에서는 경험을 위해 실험, 야외 학습을 실시하더라도

교과서에 나온 실험 순서를 그대로 따르거나 교재에 제

시된 소재와 방법으로 탐구한다. Nature-Study의 경험은

이러한 오늘날의 경험과 다르다.

가장 좋은 교육은 손으로 사물을 다루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지구를 알기보다 돌을 먼저 알아야 한

다(Bailey, 1911, p. 35).

nature study는 먼저 자연, 즉 우리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학습하는 것이다. 책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책이 도움이

되거나 우리에게 자연에 대해 알려줄 수는 있지만 책 그

자체는 자연이 아니다. 또한 교사로부터 자연에 대해 듣는

것도 아니다(Scott, 1900, p. 97).

즉,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교재로 확인하는 것은 가

능하지만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자연을 학습하는

데 옳은 방법이 아니다.30 따라서 Nature-Study에서는 소재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교재를 통한 학습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교재는 경험의 결과를 확인하거나 경험을 통해 생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기초적인 관찰 중시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Nature-Study에서는 야외에서의

직접 경험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자연의 소재를 직접

경험하는 구체적인 교육방법으로는 관찰을 강조한다.17

개념은 반드시 감각을 통해 얻어져야 한다. 어떤 학습을

계획하든지 과학학습의 중심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

찰이어야 한다(Jackman, 1891, p. 2).

아이들이 자연과 직접 접촉을 통해 얻는 지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꽃에 대한 것이라면 색깔, 새에 대한 것이

라면 소리나 깃털, 조약돌에 대한 것이라면 촉감이나 모

양 등일 것이다. 관찰을 통해 얻은 특징은 오해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깊이 있는 지식이라기보다 폭넓은 지

식이다(Jackman, 1891, p.10).

Nature-Study에서의 과학적 개념은 학생 스스로의 관찰

을 통해 얻어져야 하며 이때의 관찰은 오감을 활용한 기

초적인 관찰을 말한다. 또한 Nature-Study에서 학생들은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찰을 통해 여러 대상에 대한 폭넓

은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들은 Jackman

(1891)의 지적과 같이 깊이 있는 지식이 되기는 어렵다.28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폭넓은 지식 획득을

위해 Nature-Study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Lange(1898)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다.29

많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식물학과 동물학에 흥미가

적은 것은 주변 생명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거의 모르

기 때문이다. 항상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식물과 동물의

세부적인 구조에 갑자기 학생들의 흥미가 생기기를 기대

할 수 있는가? 뜰에 있는 나무와 그 위에 둥지를 튼 새

들의 생활사도 모르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체계화된 과학

으로 이끌겠는가?(Lange, 1898, p. ⅵ).

폭넓은 지식은 더 전문적인 과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조건이다. 체계적인 과학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

에 Nature-Study에서는 기초적인 관찰을 중요시한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

Nature-Study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강조한다. Nature-

Study에서의 학습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에서 시작되고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그

러므로 교사는 학생의 개별적 흥미와 관심을 북돋아주는

조력자이어야 한다.

학생의 흥미 중시

Nature-Study는 학생들이 자연에 대한 관찰과 교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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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연에 흥미를 갖게 되면서 시작된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은 자연스럽게 지식과 경험의 개별적인 획득 기회를

얻게 된다.32 

nature-study는 학생이 우연히 흥미를 갖게 된 어떤 식

물이나 생명체에서 시작된다. 3월에 돌아온 울새에서 시

작되기도 하고 가을의 아름다운 색깔이 담긴 단풍잎에서

시작되기도 한다(Comstock, 1911, p. 5).

Nature-Study의 시작이 학생들의 흥미라면 Nature-Study를

지속시키는 것 또한 학생들의 흥미이다.

가장 성공적인 nature study는 지식이 아니라 흥미와

호기심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Nature-Study의

결과로 학생들이 자연에 궁극적으로 흥미를 갖게 되어서

그들 스스로 학교 밖에서도 탐구하고 자연 현상을 보며

기쁨을 찾는다면, nature study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이

다(Detroit Public Schools, 1922, p. 4).

Nature-Study에서는 학생들의 지식 습득에 앞서 흥미와

호기심의 발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흥미와 호기심을

가진 학생은 스스로 자연을 탐구함으로써 자연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을 통한 기쁨이라는 지식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지향

오늘날 과학교육은 단지 과학자나 연구자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모든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배운 과학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35 Nature-Study도 이와 동일하게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자연을 배우는 목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여 인류의 지식을 늘리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잘 달성할 경우 학생들은 초보적이든 전문적이든

연구자나 전문가가 될 것이다. 둘째는 자연에 대한 공감

적인 태도를 길러서 학생들이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다. 두 번째 목표가 Nature-Study의 정신이며 모든 사

람이 직업을 불문하고 풍부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Bailey, 1911, pp. 4-5).

Nature-Study는 지식만을 강조하는 과학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자연을 통해 학습하고 그로부터 풍부한 생

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했다. Scott(1900)이

제시한 Nature-Study의 정의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Nature-Study가 ‘교사나 일부 똑똑

한 학생이 아니라 각각의 학생 개인 모두에 의한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30 오늘날 학교 과학교육에서 더 이상 과학

자나 과학 관련 전문가의 양성에만 치중하지 않고 모든

이를 위한 과학을 중요시하고 있다.36,37 이와 같이 모든

이를 위한 과학이 강조되는 있는 오늘날의 교육 상황에

서 Nature-Study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조력자로서의 교사 강조

교사들은 야외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시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며 이는 교사의 지식 부족에서 비

롯되는 경우가 많다.38 교사들은 스스로 야외에 나갔을 때 학

습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고르거나 학생들의 질문에 정

확히 대답해주기에는 교사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여

긴다. 그러나 Nature-Study에서 교사는 학습 내용에 대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32 Nature-Study에서는 조력자로서,

동료 연구자로서의 교사를 강조한다.

nature-study에서 교사는 학생의 질문에 떳떳하게“나는

몰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질문은 과학자들도 아

직 해결하지 못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

는 자신이 대답하지 못한 것을 학생의 호기심 탓으로 돌

려서는 안 되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나는 몰라.

만약에 우리가 이 신기한 것의 답을 모른다면 아직 아무도

그 답을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 나는 내가 답을 찾기

전에 네가 먼저 답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구나.”교사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Comstock, 1911, p. 3).

이러한 교사의 태도는 학생들의 자신감과 의욕을 북돋

아주는 동시에 학생들 스스로 교사와 동료 연구자가 된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

보를 제공하려는 낡은 지도 방법을 타파해야 한다.32 또한

교사는 학생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더라도 학생들 스

스로 발견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33 뿐만 아

니라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

도를 가져야 한다.

교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우리는 이것을 만들 거야.”

또는“우리는 저것을 그릴거야.”라고 학생들에게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할 핵심적인 질

문은“너는 무엇을 봤니?”또는“너는 이것을 통해 어떤

점을 발견했니?”그리고“어떻게 그것을 말할 거니?”

라고 묻는 것이다. 교사가“그려라, 색칠해라, 만들어라”

라고 지시할 때 학생들은 보지 않은 것, 이해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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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표현하거나 표현을 위해 대상을 찾는 모순적인 상

황을 강요받게 된다. 이것은 과학 수업을 망치는 것이고

수업의 수준을 낮추는 일이다. 학생들은 그들이 보지 않은

것을 표현할 수 없고 학생 스스로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적절한 수단을 통해 그가 본 것을 표현해야만 한다(Jackman,

1891, p. 24).

따라서 Nature-Study에서는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어떤

점을 발견했는지에 집중해야 하므로 학습 결과를 표현하

는 방법은 학생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28

지금까지 논의한 Nature-Study의 교육관점과 그에 따른

교육방법을 정리하면 Fig. 2와 같다.

Nature-Study 사상이 오늘날 과학교육에 주는 의의: 자연

을 통한 과학학습

Nature-Study 사상이 오늘날 과학교육에 주는 의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이다. 야외

에서 자연을 학습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생동감 있는 학

습을 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은 자연의 다양함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과 교감하게 된다.

정형화되어 있고 틀에 박힌 수업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

로 끊임없이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교육에서 실제 수업은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진다. 교사들에게 야외에서의 수업은 낯선 환경에

서의 도전이다. 야외에서 자연과 학습하는 것은 교재 선

정, 장소 섭외, 교육과정안 구성 등에서 교사들에게 부담

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밖에서 흩어지는 학생들을

모으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자연의 일부만을 소형화, 규격화, 모

형화하여 관찰하거나 실험하고 멀티미디어로 5분간 동

기를 유발하여 수업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본 것과 같이 Nature-Study의 교육방법으

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수업을 이끌어야만 한다는 교사

의 부담감을 덜 수 있다. Nature-Study에서 학습의 주체는

학생이고 학생의 흥미와 호기심에 따라 기초 관찰을 기

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찾기 어려운

학습 소재를 억지로 찾을 필요는 없다. 또한 교사도 모든

것을 알고 가르쳐야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함께 살펴보

고 연구하는 과학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습은 오늘날 과학교육에서 자연은 지식을

도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학생들은 자연과의 교감

도 없이 교재를 통해 자연에 대한 지식을 수용하는 문제

점도 고칠 수 있다. 오늘날 과학교육은 ‘자연에 대한 이해’

라는 과학교육의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지식과 시험의

도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Nature-Study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학생이 주체가 되지 않는 암기

된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교감

을 나눈 학생이 흥미와 관찰, 의문 해결을 통해 자연에서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Nature-Study에서 진정

으로 추구하는 자연에 대한 지식이다.17 이는 ‘자연 현상

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여 과

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현행 2009

과학과 교육과정35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Nature-Study

가 추구하는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이 과학교육의 목표

를 달성하는 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알아본 Nature-Study 사상은 앞으

로의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의 기반이 되어야겠다. 이에

앞에서 논의한 Nature-Study의 교육관점과 교육방법을 골

격으로 하는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의 기본 지침을 설정

Figure 2. Educational methods of Nature-Study drawn by viewpoints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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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자연을 인지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 대

상과의 개별적 관계 형성 및 직접 접촉을 통해 자연의 대

상과 정서적 교감을 이루도록 학습을 구성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교재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기 보다는 직접

경험을 통해 지식을 형성하도록 학습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존재하는 야외로

나가 자연을 직접 경험하고 관찰해야하며 이를 위한 시

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멀리 있는 대상보다는 학생 주변에 존재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 중 학습의 소재를 선정해야한다.

다섯째, 학습 소재 선정에 있어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학생 스스로 결정

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 각자에게 알맞은 학습이 이

루어지도록 한다.

여섯째,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한 학습 소재에

대해 방과 후나 학교 밖에서 얻은 지식도 학습에 활용하

도록 독려한다.

일곱째, 교사는 학생의 조력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학습 과정에서 의문이 발생하면 서로 협력과 토론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여덟째, 시, 이야기, 그림, 음악 등 문학적, 예술적 요소와

관찰, 탐구의 과학적 요소가 통합되어 학생들이 자연을 인

지적, 감성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Nature-Study의 교육방법과 지침에 비

추어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 장면을

스케치해보면 다음과 같다. ‘야외로 나간 학생들이 주변

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의 대상과 현상을 살펴보다가

그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면서 학습을 시작한다.

학생들은 교재를 공부하기 보다는 먼저 자연을 직접 경

험함으로써 자연과의 개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연과 교

감한다. 자연과 교감하게 된 학생들은 수업 시간과 학교

에서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이 아닌 때, 학교가 아닌 장소

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연을 관찰하게 되고 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이 자연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

서의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스스로 관찰을 통해 알게 된 자

연의 지식을 자신이 선택한 예술적, 과학적 방법으로 표

현함으로써 모두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Nature-Study의 학습방법에는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그 해결을 위해 시작된 과학이라는 학문의 기본

정신과 부합하는 가장 과학다운 철학이 담겨있다.18 따라서

Nature-Study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야외수업이나 생태

학습과 같이 전체 과학수업에서 관련 주제만 추출하여 일부

실시한다거나 과학수업이 아닌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과학수업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 및 지식의 구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과학교육 자체가

Nature-Study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

해서는 적절한 교육과정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오늘날 학생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책을 읽거나 통제된

상황 속에서의 실험을 통해 자연을 배운다. 그러나 자연

에 대한 호기심 해결의 첫 단계는 자연을 직접 관찰하고

접촉해보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자연 그

대로의 상황 속에서 자연을 이해하고 과학을 학습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후 통제된 상황 속에서의

실험이나 사고 과정을 통해 과학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과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Nature-

Study의 교육관점을 바탕으로 교육방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Nature-Study 사상이 오늘날의 과학교육에 주는

의의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ature-Study 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세 이

론(자연사, 사물학습, 진보주의)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도출한 Nature-Study의 교육관점은 자연에 대한 학습, 직

접 경험을 통한 학습,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다. 

둘째, Nature-Study는 자연에 대한 학습이라는 관점에

서 학생과 자연의 교감을 강조하고, 교과 통합적 학습을

중시하며, 비형식적 학습을 학교 수업에 포함시키는 교육

방법을 지향한다. 또 직접 경험을 통한 학습이라는 관점

에서 야외 활동을 지향하고, 교재보다 경험이 선행될 것

을 강조하며, 기초적인 관찰을 중시한다. 마지막으로 학

습자 중심의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학생의 흥미를 중요시

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며, 조력자로서 교

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셋째, Nature-Study는 오늘날 과학교육에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으로의 관점 전환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학습

자를 중심으로 직접 경험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교육으로 교육과정 개선이 동반되어야겠다.

결론적으로 Nature-Study는 자연에 대한 학습, 직접 경

험을 통한 학습, 학습자 중심의 학습의 교육관점을 바탕

으로 오늘날 과학교육에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으로의

관점 전환을 시사하는 교육사상으로 ‘자연을 통한 과학

학습’의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해 준다.

이에 앞으로 Nature-Study에 대한 사상적 연구를 계속

하고 이 연구를 통해 밝힌 Nature-Study 교육관점과 방법을

반영한 Nature-Study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 학교 현장에서 자연을 통한 과학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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