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형식과학교육과 포괄적학습성과의 메타연구: 
최근 10년간의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조익형1, 유연우2*, 나관식3
1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박사과정, 2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교수, 3서원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A meta-study of Informal Science Learning and Generic Learning 
Outcomes: Focusing on published papers in the last 10 years

Ig-Hyeng Cho1, Yen-Yoo You2*, Kwan-Sik Na3
1Doctoral Student, Dept. Of Knowledge Service & Consulting, Hansung University

2Professor, Division of Smart Management Engineering, Hansung University
3Professor, MIS, Seowon University

요  약  비공식적 환경에서의 과학 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비형식 과학교육(ISL)과 그 영향에 대한 경향 분석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ISL의 교육적 효과와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ISL 연구 
방향에 대한 지침을 주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특정 ISL 관련 논문을 분류하고, 비형식 
교육의 효과 측정에 사용되는 GLO의 각 요소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SPSS, Chi-Square를 통해 부분별로 
적합도를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들은 ‘GLO’의 5가지 성과지표 중 ‘지식과 이해’와 ‘태도 및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ISL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술’과 ‘즐거움, 영감 및 창의성’에는 가장 적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이러한 부분에서의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다양한 교육 종사자들에게 비형식 과학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교육, 비형식 과학교육, 방과후, 비공식, GLO

Abstract  Despite the importance of science education in an informal environment,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a lack of trend analysis research on 'Informal Science Learning (ISL)' and its effec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educational effects of ISL and how to use it, and to provide 
guidelines for future ISL research directions. This study classifies specific ISL-related papers published 
from 2010 to 2019 and compares them with each element of GLO used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informal education. The fit of the analyzed data was checked for each part through SPSS and 
Chi-Square.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researchers are using 'ISL' to pursu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nd 'Attitudes and Values' among the five performance indicators of 'GLO'. On the other 
hand, 'Skills' and 'Enjoyment, Inspiration and Creativity' appear to have the least expectations, so 
supplementation is required in these areas in the future. In addition,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direction for informal science education-related program development and future research to various 
educatio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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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듀이(Dewey, 1938)는 교육은 반드시 경험에 기초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개인의 실제 경험을 의미한다[1]. 이러한 학
교 밖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실생활의 경험은 학교생활
과 아이들의 성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2]. 여러 연구
자들은 학교 밖 환경에서의 경험을 비형식 교육
(Informal Education), 비공식 교육(Non-formal 
Education), 학교 밖 교육(Out-of-school Education) 
등의 다양한 용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
통적인 비형식 교육 환경이 Social media, Website, 
On-line Community 등과 같은 새로운 공간으로 확대
되고 있다[5]. 비형식 교육은 일상의 경험과 노출로부터 
지식, 기술, 태도, 통찰력을 획득하고 축적하는 평생 과정
이며, 이러한 활동은 집 또는 직장에서, 놀면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여행하거나 신문 또는 책을 읽으면서, 라
디오를 듣거나 영화 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4]. 

정규 학교 교육을 제외한 학교 밖 환경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특히 과학 과목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6]. 
학생들은 학교 외에도 평범하고 자발적이며 비구조적인 
장소와 다양한 맥락에서[7], 그리고 비형식적(Informal)
인 과학 학습 경험에서 더 많은 탐구, 즐거움, 보람을 느
낄 수 있다[8]. 이렇듯 비형식적이고 학교 밖
(out-of-school) 맥락에서 일어나는 과학과 관련된 학습
[9]을 일반적으로 ‘비형식 과학 교육(Informal Science 
Learning, ISL)’이라고 한다. ISL 활동에는 박물관, 과학
관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제공되는 전시와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것, 과학 캠프 및 이벤트, 방과 후 프로그램, 과학 
강연 등 다양하다[6, 9]. 

하지만 ISL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ISL에 대해 정의하
고 그 특징과 효과에 대해 언급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공
식교육을 돕거나 과학 및 과학 개념의 이해를 높이기 위
해 비공식 과학교육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ISL 관련 연구들에 대한 경향분석과 
ISL의 효과 및 측정(평가) 부분과 연계된 연구들은 찾아
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SL에 대한 최근 논문 및 기타 연
구물들을 객관적 지표로 분류하고, 효과 측정을 위한 
GLO의 각 요소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연구
들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본 논문만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ISL의 교육적 효과와 활용 방안에 대해 알
아보고, 향후 ISL 연구 방향에 대한 지침을 주는데 그 목
적이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현재 ISL에 종사하고 있
는 다양한 교육 종사자들에게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현장에서 ISL을 활용하는 기관, 
교사들과 추후 연구자들에게도 통찰을 줄 수 있는 기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문헌연구 
2.1 ISL(Informal Science Learning) 

Crane 등(1994)은 ISL은 학교 환경 밖에서 발생하며, 
주로 학교용으로 개발되지 않고, 학교 커리큘럼의 일부로 
개발되지 않으며, 학교 경험의 일부로서 의무적인 참여와
는 반대로 자발적인 활동으로 특징지어지는 활동을 말한
다고 하였다[16]. Griffin (1998)은 비공식 환경에서 과
학 학습에 대한 경험은 전형적으로 학습자 동기 부여, 학
습자 관심에 의해 유도, 자발적, 개인적, 지속적, 상황 관
련성, 협업적, 비선형적, 개방적 등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하였다[20]. Kim(2014)은 학생들은 특정한 학습 성과를 
지향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의 경
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배운
다고 하였다[7]. Husein(2019)은 ISL은 자유 선택 상황
에서의 학습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또한 ISL의 유연성
은 학생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자발적으로, 그리
고 학습에 대한 관심으로 지도받는, 의미 있는 학습 경험
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21].

2.2 GLO(Generic Learning Outcomes) 
ISL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사소통하
는 것을 배운다[7]. 하지만 공식적인 교육과 달리 ISL은 
학습 과정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학생들이 비형식적인 
과학 학습을 통해 제공되는 과학을 어떻게 배우고 이해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공식적인 학습과는 다르기 때문
이다[21]. 이러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다
양한 해결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 RCMG(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 2003)는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학습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
였는데 이것이 바로 ‘포괄적학습성과(Generic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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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s, GLO)’이다[10]. 박물관 등 비형식 교육 기
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래 Table 1과 같이 다섯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배우게 되며, 이를 활용해 활동의 학습 
성과를 예상하고, 후속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방문자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 프레임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11]. 또한 GLO는 규범적인 틀이 아니며 논의, 분석 
및 증거 수집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10].

ü Knowledge and Understanding 
ü Skills 
ü Attitudes and Values 
ü Enjoyment, Inspiration and Creativity 
ü Activity, Behavior and Progression 

Table 1. GLO (Generic Learning Outcomes)

GLO 각 요소 중,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지식과 이해)’는 사실이나 정보에 대한 학습, 깊은 이해 
및 의미 파악,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 습득, 새로운 정보의 
발견 등을 포함한다. ‘Skills(기술)’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에 주목한다. 또한 정보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기술, 신체적 기술, 상상력 등을 포함한
다. ‘Attitudes and Values(태도 및 가치)’는 학습자의 
필수 요소로 학습자에 의해 개발된다. 감정, 인식, 자존
감, 타인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 수용능력, 공감, 동기부
여, 경험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 등이 포함된다. 
‘Enjoyment, Inspiration and Creativity(즐거움, 영감 
및 창의성)’은 재미, 즐거움, 놀라움, 혁신적인 생각, 창의성 
등을 포함한다. ‘Activity, Behavior and Progression(활
동, 행동 및 진행)’은 장기적인 학습 성과를 나타낼 수 있
다. 특정한 종류의 활동이나 행동을 관찰하는 것, 어떤 것
을 하려는 의도, ISL 기관 방문 중에 무엇을 했는지, 어떻
게 변했는지 등을 얘기, 관련 책 구입, 재방문 등을 포함
한다[19].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연구를 위한 표본은 구글과 구글학술검색을 통해 
2010년부터 2019년 까지 검색된 학위 논문, 학술지, 연
구보고서 등을 위주로 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informal’, 

‘non-formal’, ‘out-of-school’, ‘education’, ‘science 
camp’, ‘science event’, ‘museum’ 등이었으며, 각 키
워드는 구글 연산자를 활용하여 ‘informal science 
learning’을 반드시 포함하여 검색되도록 하였다. 이렇
게 선별된 논문들 중에서 ‘informal science learning’
이라는 단어가 ‘Reference’에만 포함된 논문, 단어만 언
급되었거나 ISL의 다른 부분에 대해 연구를 했던 논문들
은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ISL을 분류하고 GLO의 각 
요소와 비교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기 때문에 
GLO가 포함되도록 추가로 검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선택된 표본은 총 29편이며, 이를 각 기준에 
따라 분류 및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수가 적
긴 하지만 연구대상 기간에 발표된 모든 논문을 조사하
였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조사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본 연구물의 리스트는 다음 링크 참조: 
https://1drv.ms/x/s!AspakG4TJsqCjRYMOubHvw
MwidO3?e=EHRUBr) 

3.2 연구방법
표본으로 선정된 각 논문 및 연구물들은 ‘Paper 

Type(논문 유형)’, ‘ISL Type(ISL 유형)’, ‘Research 
Design(연구 방법)’, ‘Subject of study(연구 대상)’, 
‘GLO Type(GLO 유형)’, ‘Country(국가)’, ‘Year(연도)’ 
등의 8가지 지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논문 유형’은 연구물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지표이
다. 세부 항목은 Smith(1998), Tsai(2005)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Empirical research article(실증 연구 논
문)’, ‘Position paper(특정 보고서)’, ‘Theoretical 
paper(이론적 논문)’, ‘Review(논평)’, ‘Others(기타)’ 등
으로 분류하였다[12, 13].

‘ISL 유형’은 ISL을 구분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 지표
는 ‘내용’과 ‘형식’의 두 개 카테고리로 다시 구분하고 그 
하위에 세부항목을 지정하였다. ‘내용’ 부분은 연구자가 
논문에서 ISL의 어떤 활동들을 중심으로 연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 항목은 Triyarat(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Experiment(실험)’, ‘Show or 
demonstration(전시 및 시범)’, ‘Hands-on exhibits(체
험)’, ‘Games(게임)’, ‘Field trips(현장 학습)’, ‘Science 
events(과학 행사)’, ‘Others(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14]. ‘형식’ 부분은 ISL 연구가 진행된 곳을 확인하기 위
한 것이다. 세부 항목은 Crane(1994), Fenichel(2010), 
Walsh(2014)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Institutional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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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Museums(박물관), Science Centers(과학관), Zoos
(동물원), Libraries(도서관), Other institutional portal(기
타 기관), All(기관 전체)]’, ‘social interaction(사회적 상호
작용)’, ‘text-based(텍스트 기반)’, ‘Others(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6, 15, 16]. 다수의 연구자들이 한 장소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보다는 ISL을 수행하는 여러 장소를 묶
어서 연구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세부 항목 
하부에 더욱 세밀한 분류가 필요하였다. 특히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는 ‘기관’ 항목은 별도로 세부 항목을 지정하
였고,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한 ‘사회적 상
호작용[Friends(친구), Experts(전문가), Family(가족), 
Colleague(동료), Seminars(세미나), Lectures(강연), 
Conferences(학회) 등]’과 ‘텍스트 기반[Internet(인터
넷), Books(도서), Journals(학술지), Magazine(잡지), 
Newspaper(신문), Articles(기사), Blogs(블로그) 등]’은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분류하였다.

‘연구 방법’은 자료 수집 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구분하지 않고 항목을 결정했다. 
세부항목은 Rulf(2010), Creswell(2017) 등의 연구를 
활용하여 ‘Surveys(설문)’, ‘Assessments/Tests(평가/시
험)’, ‘Interviews(면담)’, ‘Focus groups(관심 집단)’, 
‘Observation(관찰)’, ‘Document Review(문서 검토)’, 
‘Tracking(추적)’, ‘Participation(참여)’, ‘Others(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17, 18].

‘연구 대상’은 연구의 대상을 분류하기 위한 지표이다. 
세부 항목 분류를 위한 선행 연구를 찾기 어려워서, 전체 
표본 논문들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임의로 분류하였
다: ‘유아/유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모’, ‘일반 관람객’, ‘기관 관계자(직원)’, 
‘프로그램 기획자’, ‘(예비)교사’, ‘관계 전문가’, ‘기타’ 등. 

‘GLO 유형’은 각 논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GLO의 각 
항목과 비교하여 분류하였다. 모호한 내용은 최대한 근접
한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관계가 없는 논문은 기타 항목으
로 분류하였다. 세부 항목은 Hooper-Greenhill(2003, 
2007), Gibbs(2007), Bollo(2013) 등의 연구를 참고하
여 ‘지식과 이해’, ‘기술’, ‘태도 및 가치’, ‘즐거움, 영감 및 
창의성’, ‘활동, 행동 및 진행’,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3, 10, 11, 19].

‘국가’는 전체 표본 논문을 확인한 후, 논문이 발표된 
대학 및 학술지 등의 소재 국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저자의 국적이 기관 또는 대학 소재 국가와 다르더라도 
기관 및 대학을 중심으로 구분하였고, 두 개 이상의 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국가도 다를 경우 두 국가

를 모두 분류 항목으로 지정하였다. 
‘연도’는 표본 논문의 발표 연도를 분류하기 위한 지표

로, ‘연구대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9
년까지의 논문을 기준으로 하였다.

4. 결과
위 연구 방법을 기준으로 각 표본 연구물들을 분류하

였으며, 내용에 따라 여러 개의 항목이 복수로 선택되거
나 해당 항목의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하
나의 표본 논문에서 ‘연구 방법’ 지표를 확인할 때, 자료 
수집 항목으로 ‘설문’, ‘면담’, ‘관심 집단’ 등 여러 방법이 
동시에 사용될 경우, 하나의 논문이어도 각 항목에 나누
어 분류를 하였다. 따라서 각 지표의 항목에 분류되는 숫
자는 표본 논문의 숫자보다 많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표
본의 숫자는 29개이지만 각 지표별로 이 숫자보다 많거
나 적게 표시될 수 있다. 각 지표별로 분류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표본 연구물들의 ‘논문 유형’을 확인해 본 결과, 학위 
논문, 학술지 등의 실증연구 중심의 ‘실증 연구 논문’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ISL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
하고 있는 연구보고서와 같은 ‘특정 보고서’가 많은 부분
을 차지했다. 두 항목이 전체 표본 논문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논문 발표 숫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3, 2014년에 연구의 양이 줄었다가 2015년부
터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Year
Empirical 
research 
article

Position 
paper

Theoretical 
paper Review Total

2010 2 2
2011 1 2 3
2012 2 1 3
2013 1 1
2014 1 1
2015 3 2 5
2016 1 1 2
2017 1 1 1 3
2018 3 1 4
2019 3 2 5
Total 14 9 2 4 29

Table 2. Paper type

‘ISL 유형’의 ‘내용’면을 확인해 보면, ‘ISL 유형’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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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없는 논문들이 다수 있었다. 그래서 결과의 총합
이 표본의 숫자 보다 적다. 또한 ‘기타’ 항목에 집중된 것
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특정한 활동을 중심으
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대부분 ISL 활동을 하
는 기관에 방문하는 관람객 및 지역사회를 위한 참여와 
지원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Table 3]. ‘형식’ 부분에서는 ‘전체(기
관)’, ‘텍스트 기반’, ‘기타’ 항목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기관)’ 항목을 보면, 특정 ISL 
기관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기관 전체에 대한 연구도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신문’, ‘블로그’ 등을 활

용하는 ‘텍스트 기반’ 항목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 이후부터는 각종 미디어를 
활용하는 연구가 늘어나면서 ‘기타’ 항목이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Table 4].

‘연구 방법’ 지표를 확인한 결과, 자료 수집 방법에서
는 ‘설문’와 ‘면담’의 두 항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Table 5]. 

연구의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대상’ 지표를 보
면, 학생들 중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으며, 관계전문가, 기관 관계자(직원), 교사 
등의 항목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관계전문가 등의 비

Year
Institutional portal

Social interaction Text-based Others TotalMuseums Science 
centers Zoos Libraries Other All

2010 1 1 1 3
2011 3 3
2012 1 1 1 1 1 1 6
2013 1 1
2014 0
2015 1 2 2 5
2016 1 1
2017 1 1 1 2 5
2018 1 1 2 1 5
2019 1 2 2 2 7
Total 2 5 0 2 5 7 2 3 10 36

Table 4. ISL Type (Style)

Year Experiment Show or 
demonstration

Hands-on 
exhibits Games Field trips Science 

events others Total
2010 1 1 2
2011 2 2
2012 2 1 1 4
2013 1 1
2014 0
2015 1 1 1 1 4
2016 1 1 2
2017 1 1 1 1 4
2018 1 3 4
2019 1 1 1 1 2 6
Total 3 2 2 0 5 6 11 29

Table 3. ISL Type (Content)

surveys Assessments / 
Tests Interviews Focus 

groups Observation Document 
Reviews Tracking Participation Others Total

16 2 12 4 5 5 0 4 6 54

Table 5. Research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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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높은 이유는, 이들에게 다양한 조언과 권고, 지원, 
자료 개발 등을 목표로 하는 연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논문 유형’ 지표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특정 보고서’
들이 대부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Table 6].

‘GLO 유형’ 지표에서는 표본 논문들을 GLO의 각 항
목과 비교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지식과 이
해’와 ‘태도 및 가치’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했으며, 상
대적으로 ‘기술’과 ‘즐거움, 영감 및 창의성’에 대한 항목
은 연구가 많지 않았다.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 2015년 
이후부터는 ‘활동, 행동 및 진행’ 항목에 대한 연구가 많
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항목의 비율
이 높은 것은, 대부분의 표본 논문들이 GLO 항목 외에도 
다양한 조언과 권고, 지원, 자료 개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부 표본 논문의 경우에는 GLO에 대한 내
용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Table 7]. 

‘국가’ 지표에서는 표본 논문들이 발표된 국가를 확인

해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국가는 미국으
로, 다른 나라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10년부
터 2019년까지 논문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영국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연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국가들의 연구는 
2014년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부터 특히 많
은 국가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다[Table 8].

5. 실증분석
위 결과에 나타난 자료들을 GLO 유형별로 연구 빈도

가 다른지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패키지는 SPSS를 
사용했으며 Chi-Square 검정을 활용하여 GLO 유형에 따
른 연구 빈도가 다른지를 검정하기 위해, 귀무가설은 모든 
GLO 유형별로 분포가 동일하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Infant / 
Kindergartener

Elementary 
school 
student

Middle 
school 
student

High 
school 
student

Under 
graduate 

school 
parent

General 
visitor

Institution on 
personnel

Program 
designer Teacher Relations 

expert others Total

1 10 9 2 2 5 1 5 3 6 7 5 56

Table 6. subject of study

GLO Typ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ot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1 2 2 1 3 1 1 11

Skills 2 1 3 2 8
Attitudes and Values 2 3 1 4 2 3 3 18

Enjoyment, Inspiration and Creativity 1 1 1 1 1 5
Activity, Behavior and Progression 2 1 1 1 3 1 3 12

Others 2 1 1 1 1 6
 Total 4 9 6 1 2 12 5 4 6 11 60

Table 7. GLO Type

Country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otal
United States 2 2 2 1 3 2 2 3 17

United Kingdom 1 1 1 1 1 5
Japan 1 1

Switzerland 1 1
Greece 1 1
Hungary 1 1

Saudi Arabia 1 1
Malta 1 1

Turkey 1 1
 Total 2 3 3 1 1 5 2 3 5 5 29

Table 8.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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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 유형’ 지표에 분포차이를 검정한 결과, 

Chi-Square=11.400, ρ=.044로 나타났다.[Table 9] 이
는 관측된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GLO 유형 간에 분
포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GLO를 통한 분류가 이전 연구[19]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며, GLO를 학습 결
과의 범위를 측정하는 일반 범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
인한 것이다.

분석 내용 중, 기대빈도는 현재까지 GLO 유형별 분포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초정보가 없으므로, 
6가지 ‘GLO 유형’의 기대빈도가 동일하다고 가정(귀무
가설)하고 실제 분포가 다른지 검정하였다. 결론적으로 6
개 ‘GLO 유형’ 중 ‘태도 및 가치’에 관한 연구가 18개로 
가장 많았고, 반대로 ‘즐거움, 영감 및 창의성’이 5개로 
가장 적었다. 이는 연구자들이 ISL 경험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 경험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 감정/인식 등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재미와 즐거움, 놀라움(혁신적 생각), 창
의성 등과 관련된 연구는 적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LO Observed N Expected N Residu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11 10 1

Skills 8 10 -2
Attitudes and Values 18 10 8

Enjoyment, 
Inspiration and 

Creativity
5 10 -5

Activity, Behavior and 
Progression 12 10 2

Others 6 10 -4
Total 60

GLO
chi-Square 11.400a

df 5
Asymp. Sig. .044

a. 0 cells (0.0%) have expected frequencies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ell frequency is 10.0

Table 9. GLO

‘국가’ 지표에서 표본 논문들이 발표된 국가를 9개 국
가로 분류하였지만, 관측값이 유의미하지 않게 측정되었
다. 따라서 ‘Google Trend’를 통해,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Informal science learning’, ‘Out of 
school’, ‘Science event’, ‘Science camp’ 등을 해당 
기간에 맞춰 검색해 본 결과, 표본 논문에서 검색된 9개

국 중 미국과 영국이 가장 많은 비율로 검색되었으며 다
른 국가들은 검색되지 않았다. 이를 기반으로 가장 많은 
연구물을 발표한 미국과 영국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국가는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Chi-Square=8.552, ρ=.014로 나타났으며[Table 
10] 관측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의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본 검정에서 귀무가설은 모든 국가별 
연구 빈도가 동일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Country Observed N Expected N Residual
United States 17 9.7 7.3

United Kingdom 5 9.7 -4.7
Others 7 9.7 -2.7

Total 29
Country

chi-Square 8.552a

df 2
Asymp. Sig. .014

a. 0 cells (0.0%) have expected frequencies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ell frequency is 9.7

Table 10. Country

‘논문 유형’ 지표도 Chi-Square=11.966, ρ=.008으
로 나타났으며[Table 11] 관측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논문 분류가 독창적이
고 경험적인 연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실증 연구 논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는 기존 연구[12]와 동일한 결과
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본 검정에서 귀무가설은 모든 
논문유형별 연구 빈도가 동일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Paper Type Observed N Expected N Residual
Empirical research 

article 14 7.3 6.8
Position paper 9 7.3 1.8

Theoretical paper 2 7.3 -5.3
Review 4 7.3 -3.3
Total 29

Paper Type
chi-Square 11.966a

df 3
Asymp. Sig. .008

a. 0 cells (0.0%) have expected frequencies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ell frequency is 7.3

Table 11. Pap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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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논문의 조사대상은 교육 관계자, 프로그램 기획자, 
관련전문가, 일반관람객, 기타로 분류하여 검정하였다. 
그 결과 Chi-Square=49.429, ρ=.000으로 나타났으며
[Table 12] 관측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관계자와 관련전문가를 대상으
로 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검정
에서 귀무가설은 모든 조사대상이 동일한 것으로 설정하
였다.

Subject of study Observed N Expected N Residual
persons involved in 

education 35 14.0 21.0
General visitor 1 14.0 -13.0

Relations expert 15 14.0 1.0
Others 5 14.0 -9.0
Total 56

Subject of study
chi-Square 42.429a

df 3
Asymp. Sig. .000

a. 0 cells (0.0%) have expected frequencies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ell frequency is 14.0

Table 12. Subject of study

ISL Type (Content) Observed N Expected N Residual
Experiment 3 4.8 -1.8
Show or 

demonstration 2 4.8 -2.8
Hands-on exhibits 2 4.8 -2.8

Field trips 5 4.8 .2
Science events 6 4.8 1.2

Others 11 4.8 6.2
Total 29

ISL Type (Content)
chi-Square 12.172a

df 5
Asymp. Sig. .033

a. 6 cells (100.0%) have expected frequencies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ell frequency is 4.8

Table 13. ISL Type (Content) 

ISL 유형의 내용분포에 대한 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근적 유의확률(Asymp. 
Sig.)은 .033으로 유의하나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100%로 측정되었다. 분류의 기준이 되었던 선행연구
[14]들은 대부분 과학관과 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요인을 
분류하였다. 하지만 분석 논문들의 ISL 유형(형식) 부분

을 확인해 봐도 알 수 있듯이 과학관, 박물관 등이 주를 
이루는 ‘기관’ 외에도 다양한 비형식 과학교육 장소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는 ISL 유형(내용)의 ‘기타’ 부분이 가
장 많은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분류기
준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검정
에서 귀무가설은 모든 ISL 유형의 내용별 연구 빈도가 동
일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형식’에 대한 검정은 Chi-Square=13.722, ρ=.008
로, 관측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4]. 따라서 기관포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검정에서 귀무가설은 모든 ISL 
유형의 형식별 연구 빈도가 동일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ISL Type (Style) Observed N Expected N Residual
Institutional Portal 14 7.2 6.8
social interaction 7 7.2 -.2

text-based 2 7.2 -5.2
All (Institutional 

Portal) 3 7.2 -4.2
Others 10 7.2 2.8
Total 29

ISL Type (Style)
chi-Square 13.722a

df 4
Asymp. Sig. .008

a. 6 cells (100.0%) have expected frequencies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ell frequency is 7.2

Table 14. ISL Type (Style)

Research Design Observed N Expected N Residual
Surveys 16 6.8 9.3

Assessments/Tests 2 6.8 -4.8
Interviews 12 6.8 5.3

Focus groups 4 6.8 -2.8
Observation 5 6.8 -1.8

Document Review 5 6.8 -1.8
Participation

(Workshop, etc) 4 6.8 -2.8
Others 6 6.8 -.8
Total 54

Research Design
chi-Square 23.333a

df 7
Asymp. Sig. .001

a. 6 cells (100.0%) have expected frequencies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ell frequency is 6.8

Table 15. Researc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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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분포에 대한 검정결과 Chi-Square=23.333, 

ρ=.001로 나타났으며[Table 15] 관측값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설문지와 인
터뷰가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검정에서 
귀무가설은 모든 연구방법별 연구 빈도가 동일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6. 결론
ISL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ISL 관

련 연구들의 경향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는 일정 기간 동안 발표된 관련 논문을 분석하여, 몇 가
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우선 대부분의 연구물들은 
‘실증 연구 논문’과 ‘특정 보고서’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였
다. 새로운 이론이나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이론적 논문’ 
항목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여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ISL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이론적 검토와 조언, 권고, 지원, 자료 개발 등에 
대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내용’ 부분에서 
‘실험’과 ‘체험’ 항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을 볼 때, 
학생들 또는 관람객들이 실제로 실험하고 조작해 보는 
직접 참여 활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
된다. ‘형식’ 부분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항목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 항목은 친구, 전문가, 가족, 
동료, 세미나와 학회 참여 등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었
지만 관련 연구는 많지 않았다. ISL 관련 연구들이 미국
과 영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
다. 최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연구 자료가 발표되고 있
기는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한 ISL에 대한 경향
분석 논문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ISL의 특성상 비인
지적 내용에 대한 성과 측정이 어렵고 척도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GLO 항목을 중심으로 ISL이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고, 어떤 기대를 갖고 이를 적용하
는지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들은 GLO의 5가지 
성과지표 중 ‘지식과 이해’와 ‘태도 및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ISL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
술’과 ‘즐거움, 영감 및 창의성’에는 가장 적은 기대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이러한 부분에서의 보완이 요
구된다. 특히 ‘즐거움, 영감 및 창의성’ 항목에서는 ‘즐거
움’에 대한 연구만 있고, 혁신적인 생각과 영감을 주는 행
동에 대한 항목인 ‘창의성’과 ‘영감’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려웠다.
전체 표본 논문들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ISL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더불어 ISL을 독립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정규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
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표본 논문의 연구
들이 대부분 정규 교육과 비형식 교육이 밀접하게 연관
되어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ISL에 대한 최근 논문 및 기타 연구물들을 
객관적 지표로 분류하고, GLO의 각 요소와 비교 분석하
였다. 이는 ISL의 교육적 효과와 활용 방안, 향후 ISL 연
구 방향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또한 ISL과 GLO 상
호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을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국내 ISL 관련 종사자들과 공교육 기
관의 관계자들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 연구를 통해 현재 ISL에 종사하고 있는 다
양한 교육 종사자들에게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현장에서 ISL을 활용하는 기관
과 교사들과 추후 연구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
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한정된 표본 연구물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ISL과 GLO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ISL의 영역과 기간을 확대하고 좀 
더 큰 표본을 수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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