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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과학관은 과학 관련 전시물이란 자원을 통해서 관람객과 전시물 간의 상

호작용 및 함께 온 관람객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

과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학습의 장이다. 그러나 전시물이 관람객

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데에만 그칠 뿐 과학의 원리나 본성을 충분히 접하

게 만들 수 없다면, 진정한 과학 학습이 일어났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완벽하게 자유로운 방식의 관람형태는 오히려 관람객의 학습과 즐거움

을 추구하는데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관에서의 의미있고 즐거운 학습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스캐폴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과학관의 학습을 도와주는 활동지와 같은 관람

보조도구들이 이러한 스캐폴딩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고츠키의 ZPD 및 스캐폴딩 개념 면에서 과학관

의 활동지는 어떠한 스캐폴딩을 제공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과학

관 학습과 관련된 스캐폴딩 속성을 정리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 스캐폴딩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 스캐폴딩 속성에 관한 분석틀을 완성하였다. 이후 

과학관 내 활동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언급한 활동지의 특징들과 인천학

생과학관 활동지의 스캐폴딩 속성들을 이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과학관의 주 관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활

동지 내 스캐폴딩 속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천학생과학관에서 실제 학생들의 관람활동을 촬영하여 활동지의 스캐폴딩 

속성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활동지 내의 스캐폴딩 속성은 기능적인 속성과 목표적인 속성

의 두 축으로 분석틀을 구성할 수 있었다. 또한 기능적인 속성은 다시 인지

적인 속성과 정서적인 속성의 스캐폴딩으로 범주화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

로는 자유도 감소, 방향제시, 핵심 내용 체크 및 단서 제공, 시연, 지지 줄

이기, 현재 수준 진단 및 즉각적인 도움 제공 등의 속성들은 인지적인 속성

으로 분류하였고, 동기부여, 좌절 통제는 정서적인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목

표적인 속성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상황, 상호작용이 활발한 학습상황, 과학관 

맥락의 전시물 기반 체험활동이 일어나는 학습상황, 과학문화 구성원으로서

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학습상황을 지지하는 스캐폴딩 속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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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틀을 기준으로 인천학생과학관 활동지를 분석한 결과, 자유도 

감소, 방향제시, 핵심 내용 체크 및 단서제공과 같은 속성은 잘 드러나는 편

이었으나 그 외의 스캐폴딩 속성들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

는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학생들은 자유도 감소, 방향제시, 핵심 

내용 체크 및 단서제공과 같은 활동지의 스캐폴딩 속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

었으며 즉각적 도움, 좌절통제와 같은 스캐폴딩 속성들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 그리고 활동지가 지지할 수 있는 학습상황에 대한 인식도 개인에 

맥락에 따라 다양하였다. 실제 관람행위를 분석한 결과, 활동지에 의도된 스

캐폴딩이 있더라도 역시 학생의 개인 맥락과 관람 상황에 따라 인식의 정도

가 달라졌으며 스캐폴딩 과정도 다양하였다. 앞서 분석한 결과들과 일치하

게 방향제시, 핵심내용 체크 및 단서제공과 같은 속성은 역시 잘 드러나고 

있었다. 일부 속성은 제한적으로 드러나거나 그 가능성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관 활동지 개발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학생들의 동기와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스캐폴딩이 제공되는 활동지에 대한 개발과 활용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다. 둘째, 활동지로만으로는 부족한 스캐폴딩을 대신 지원해줄 수 있는 다른 

과학관의 관람보조도구들의 스캐폴딩 속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관람보조도구들을 활용한 종합적인 스캐폴딩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

다.  

 

주요어 : 과학관, 활동지, 관람보조도구, 스캐폴딩, 비형식 과학 학습, 전시

물 기반 학습 

학  번 : 2010-2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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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요구되는 과학적 소양이 높아지고 있고 과학교육

의 핵심 목표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소양은 일상생활의 삶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과학 문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언어사용, 사고, 행동양식을 배

우는 것을 말한다(Anderson, Holland, & Palincsar, 1997). 과학관에서는 관

람객들의 다양한 전시물 관람을 통하여 자연과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을 유발하고 배우며, 과학문화를 즐길 수 있어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과

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 교사들도 과학관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과학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강화시키거나 과학 학습의 즐

거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과학관 방문을 권장하거나 단체 관

람을 하고 있다(Kisel, 2005). 이렇게 다양한 관람객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

해 혹은 교육을 위해 과학관을 찾고 있다. 과학관에서 전시물과 상호작용하

면서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열중하게 되며 전시물을 작동

하는 원리와 같은 과학적 지식을 학습하게 된다(Feher, 1990). 과학관에서

의 자유롭고 평가 없는 자연스럽고 즐거운 학습 경험이 과학 학습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해주는데 이는 과학관에서의 중요한 학습 성과가 된다.  

하지만 구조화되지 않는 방문 즉 완벽하게 자유로운 방식의 관람형태는 

과학관에서의 학습적인 효과와 즐거운 관람에 방해를 준다고 하였다(Finson 

& Enochs, 1987). 관람객은 혼자서는 스스로의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에 대

한 정보를 찾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하고 전시물을 어떻게 보아야 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시물과 설명 패널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Belcher, 

2006; Bitgood, 2000; 최지은·이선경·신명경·임진영·변호승·이선경·이창진·김

찬종, 2004). 김설희(2006)는 우리나라 물리전시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러한 전시물들이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

다. 그것은 전시물의 작동 방식이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이더라도 자동작동

과 단순 조작을 통해 작동되는 전시물이 35% 가량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또한 전시물의 47% 가량을 차지하는 호기심 유발형의 전시물도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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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를 신기해하면서도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 낙심하게 되어 과학에 

대한 흥미 및 학습 동기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전시물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의미들이 서로 얽혀 사회문화적 상

황성을 복잡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이 그 전시물 앞에서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생각과 전시물이 지니고 있는 측면의 어느 한 면과 조우해야

지 학습활동이 전개된다고 한다(강인애·설연경, 2009). 하지만 많은 경우 일

시적인 흥미에만 그치지 쉽고 다양한 의미구성과 해석을 가능케 하는 인지

적 활동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현정(2011) 역시 과학관이 실물 중

심의 지각적으로 풍부하게 유발되는 잠재적인 학습 상황을 ‘학습어포던스’라 

정의하였고 학습어포던스가 풍부하더라도 과학관 전시물이 관람객에게 낯선 

대상이기 때문에 관람객 스스로 전시물의 구조와 전시 요소의 의미, 그 안

에 담긴 과학 원리까지 완전히 탐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였다. 과학

관에서의 의미 있고 즐거운 학습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스캐폴딩을 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물론 과학관에서는 이렇게 전시물 안의 과학적 개념의 해석과 이해를 도

와줄 수 있고 또한 전시물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고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과학관 교육자를 고용하고 있다(Rennie & McClafferty, 

2008). 학교 과학 교육 맥락에서 과학관에 함께 온 교사 또한 학생들과 상

호작용함으로써 과학의 전통 속으로 학생들을 초대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학생이 지식을 내면화시키거나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캐폴딩’

을 해 줄 수 있다(오필석·이선경·김찬종, 2007). 하지만 도슨트와 같은 과학

관 직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으며 많은 관람객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학교 단위 방문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경우에도 과학관에

서의 인솔과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과학관 학습 실행에 대한 자신

감도 높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한문정·

양찬호·노태희, 2010). 그리고 교사들이 과학관 학습을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에는 인솔하는 학생들의 수가 너무 많다. 따라서 과학관 학습의 스캐폴딩을 

인적 자원에만 기대기 어려운 현실이며 효율적인 스캐폴딩을 위해서는 과학

관에서의 다양한 방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규모가 큰 박물관에서 학교 단위 방문을 안내하는데 활동지 같은 관

람보조도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McManus, 1985). 많은 연구에

서 교육과정 구조, 질문과 같은 의사소통 도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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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등도 스캐폴딩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듯이(Panlinscar, 1998; 

Wertsch, 1991; Pea, 2004; Tabak, 2004, Sheirn, Reiser, & Edelson, 2004) 

인공적 도구 중 하나인 활동지는 박물관 관람을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전시

물의 중요한 특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며 학습을 지지해주고 있다(Rennie 

& McClafferty, 1995). 활동지의 경우 여러 질문과 주제 제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과학관을 구조화시켜주면서 과학관에서의 학습을 도와주며 이해를 깊

게 하는 스캐폴딩을 하는 것이다(Rennie & McClafferty, 1995; Price & 

Hein, 1991). 물론 활동지 외에도 PDA, 오디오, 스마트폰 어플 등 최신 장

비들도 과학관에서의 스캐폴딩을 하고 있지만 학교 단위의 학생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크고 친숙한 형태인 활동지의 스캐폴딩 속성에 대한 연구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았고 아직 스캐폴딩 관점에서 과학관의 활동지를 분석한 연구

가 없기에 과학관에서의 즐겁고 의미있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활동지

가 스캐폴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관람 상황에서 어떠한 스

캐폴딩 속성들이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

의 목적이다.  

 

2. 연구 문제 
 

과학관에는 보다 즐겁고 의미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

의 스캐폴딩을 지지할 수 있는 관람보조도구들이 있다. 따라서 과학관에서

는 어떠한 스캐폴딩이 드러나고 있으며 어떠한 학습상황을 스캐폴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이 필요하여 과학관 학습과 관련된 스캐폴딩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과학관의 활동

지가 가진 속성과 관람객들의 활동지 스캐폴딩과 관련된 인식을 분석하여 

활동지가 비형식 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점과 활동지의 개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세웠다.  

 

비고츠키의 ZPD 및 스캐폴딩 개념 면에서 과학관의 활동지는 어떠한 스캐

폴딩을 제공하는가?  

1. ZPD 및 스캐폴딩 관련 문헌 속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캐폴딩의 

속성들은 무엇인가? 

2. 과학관 활동지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실제 과학관 활동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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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스캐폴딩의 속성들은 무엇인가? 

3. 관람객들은 과학관 활동지에서 어떠한 스캐폴딩 속성들을 

기대하며 실제 관람에서는 어떤 스캐폴딩을 지원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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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스캐폴딩과 학습  

스캐폴딩이란 용어는 Wood 와 Bruner 그리고 Ross(1976)의 연구에서 

먼저 등장하였다. 아동이 그들 스스로의 노력을 넘어선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할 때의 상황에서 튜터와 아동 사이의 

상호작용에서의 튜터의 역할을 스캐폴딩으로 기술하였고 학습자의 능력 

이상의 작업들을 할 때 우선시되는 작업들의 요소들을 조절해주고 학습자의 

능력 안에서 특정 요소들을 구성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과정을 스캐폴딩이라 설명하였다. 어린 아이를 스캐폴딩 할 때 아이와 

어른의 상호작용의 질이 매우 중요한데 이 점이 학습과 발달에 있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Vygotsky 에 의한 사회적 구성주의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다(Vernikina, 2003). 전통적인 관점에서 학습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발견되거나 전달받은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었지만 

Vygotsky(1978)는 지식들도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학습은 개인의 이해에 

앞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 안에서 발생한다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이 일어나는 영역을 근접발달영역(ZPD)이라 

정의하였고 학습자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과 더 유능한 사람이 

도와줄 때 가능한 학습자의 문제해결 능력의 사이의 영역이다. Vygotsky 의 

ZPD 안에서 작동하는 프로세스로서 스캐폴딩을 간주하였다(Vernikina, 

2003). 스캐폴딩은 결국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는 

가르침이 아닌 것이다. 교사와 학습자간의 협력과 조절을 통한 양방향적인 

과정으로 학습에 있어서 사회적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Mercer 와 Fisher(1993) 는 교수상황에서 스캐폴딩의 목적을 

ZPD 의 특성과 결부시켜 학생에게 온전한 책임감을 전이하는 것으로 

보았다(Wells, 1999; Vernikina, 2003 에서 재인용). 즉, 학습자 능력 밖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학습자가 스스로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책임감을 넘겨주게 되면 스캐폴딩의 결과 학습자의 

독립적 역량의 수준이 그 만큼 향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은 

Stone(1998)이 스캐폴딩의 특성 중 하나로 언급한 지지가 임시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여러 학자들이 스캐폴딩은 학습자의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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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수준 이상의 ZPD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스캐폴딩을 

점차 줄여서 학습자가 그 학습활동에 대한 전적인 책임감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적인 절차 

역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인 것이다. 

스캐폴딩은 학습과정에서 인지적인 지원만은 아니다. Zemblyas(2005)는 

과학 학습에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과 이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스캐폴딩의 개념도 이론과 실행 두 가지 면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감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Zembylas, 

2005). 학생들의 지적 능력에 대한 지원 외에도 실수를 하고, 모호한 

과업에 착수하게 하였을 때, 다른 문화상황들과 대치를 하였을 때 겪게 

되는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학생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감정적인 스캐폴딩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Rosiek, 2003). 

스캐폴딩은 어린 아이의 학습상황에서의 부모의 역할, 도제관계에서 

교사의 역할에서 교실 수업 상황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교실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들도 많아졌다. Hammond(2001)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직접적인 미시적 스캐폴딩(Micro Scaffolding)이라 하였고 프로그램 목표와 

과제 선택, 일련의 순서와 같은 좀 더 포괄적인 문제를 거시적 

스캐폴딩(Macro Scaffoding)이라고 하였다. 여러 학자들은 교실 안에서 

대표적인 스캐폴딩의 수단인 대화에 집중하여 교실 현장에서 이러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스캐폴딩 기능들을 설명하였고 성공적인 지도강사의 

특징을 INSPIRE 란 단어로 요약하며 설명하기도 했다. 이 때 역시 

인지적인 면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래포 형성 및 감정이입, 동기부여와 

같은 정의적인 면에서의 지지를 언급하였다(Roehler & Cantlon, 1997; 

Horgan & Pressley, 1997; Lepper, Drake, & O’Donnell-Johnson, 1997).  

그리고 복잡한 상황의 교실 환경의 변화로 인해 스캐폴딩이 주로 

어른이나 우수한 동료가 아닌 인공물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Panlinscar(1998)와 Wertsch(1991)에 의해 묘사와 

물리적인 인공물 역시 행동을 중재하는 인지적인 도구로서 제공될 수 

있다고 하며 스캐폴딩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확장시켜주었다. 비슷하게 

여러 학자들(Pea, 2004; Tabak, 2004; Sheirn et al., 2004)은 스캐폴딩이 

교육과정 구조, 질문과 같은 의사소통 도구,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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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등에서 나올 수 있으며 Tabak(2004)은 특정 과제에 대한 스캐폴딩은 

주체들과 사물들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고 하며 이러한 분산된 스캐폴딩들이 

한 가지 수행을 안내하기 위해 상호작용하고 협력적으로 작용한다면 종합적 

스캐폴딩(Synergistic scaffolding)의 개념과 그 중요성을 소프트웨어와 

교사의 스캐폴딩이 협력적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의 연구 과정에서 구조-

기능 추론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스캐폴딩의 중요한 특성인 지지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 인공물의 경우 

이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Jackson 과 Krajcit 그리고 

Soloway(1998)는 여러 층위로 제공된 스캐폴딩 중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방법으로 도움을 줄이는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게 된다. 하지만 Sheirn et al.(2004)은 최종 단계에서 기술적 

인공물의 사라짐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기술적 인공물의 스캐폴딩에 

도움을 줄이기(fading)을 포함시키기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였다.  

과학관에서는 과학 관련 전시물이란 자원을 가지고 과학관에 온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이 일어나는 장이다. 또한 그러한 

다양한 학습에 대한 지원이 관람객의 다양한 ZPD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적으로 과학관 안에서의 관람객의 독립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ZPD 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는 

문화적이며 집단적인 지식과 개인의 일상적인 경험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Lave & Wenger, 1991). 이러한 관점에서 관람객이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겪을 수 있는 과학적인 현상들을 과학문화 안에서 과학자들이 

쓰는 언어로 이해하며 문화적인 간격을 좁히게 된다면 스캐폴딩을 통해 

바람직한 학습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형식교육기관에서 

추구하는 학습 목표는 교육(education)과 오락(entertainment)이 합쳐진 

에듀테이먼트(edutainment)인 점이라는 점에서 학습 요소 중 하나인 

즐거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Hooper-Greenhill, 2007). 

따라서 학습의 정서적인 면에 대한 스캐폴딩도 과학관에서 매우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관에서의 이상적인 학습은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서 과학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학습자의 실제적 발달수준의 향상에 있다. 따라서 

‘지지줄이기’의 문제를 과학관에서의 도움 줄이기를 통해 스캐폴딩 후의 

관람객의 최종 목표가 관람보조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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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관람보조도구를 통해 전시물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 다양한 

관람보조도구 매체에 분산되어 있는 스캐폴딩을 활용할 줄 아는 것, 이러한 

관람보조도구를 통해 단순한 학습에서 좀 더 복잡한 과정으로 학습자 

스스로가 선택하여 나아가는 적극적인 관람태도를 획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관람보조도구는 과학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적 도구이며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과학문화의 속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학습이라고 생각한다. 즉, 관람보조도구와 같은 

문화적 도구의 스캐폴딩을 인식하고 그러한 문화적 도구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스캐폴딩을 요구하여 학습을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면 과학관에서의 

관람보조도구들로 인해 효과적인 스캐폴딩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과학관의 활동지와 관람객의 학습 

과학관 학습을 도와주는 관람보조도구인 활동지는 학교 연계 방문에서 널

리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과학관에서도 활동지를 과학관 학습 관람보조도구

로 현장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과학관에서의 활동지 활용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박물관에서 필기하는 것은 지적인 관찰과 상상력의 활용을 방

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Mcmauns, 1995). 학생들에게 활동지를 푸는 행위가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으며 개인활동에만 몰두하게 하여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Griffin, 2004; Parsons & Muhs, 1994). 또한 잘못된 활

동지는 전시물 자체보다 라벨과 다른 텍스트로 된 정보에 의해 만들어진 대

화를 이끌어내는 문제점도 있다고 하였다(Mcmauns, 1995). 하지만 교육적

인 면에서 효과적으로 만들어진 활동지의 경우 오히려 학생들이 전시물에 

집중하게 도와주며 재미를 느끼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기게 해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학생마다 개인별로 가지고 다니며 자신의 속도에 맞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지의 장점을 언급하였다(Mcmauns, 1985; 

Price & Hein, 1991M). 그리고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읽고 쓰는 행

위를 통해 학습을 도와줄 수 있다(Bitgood & Davis, 1991).  

활동지는 저렴하며 적은 인력의 한계를 덜어주는 효율적인 과학관의 관람

보조도구이다. 활동지의 여러 장점들을 효율적인 스캐폴딩 매체로서 활용하

기 위해서는 활용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자들도 활동지를 

무언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활동지의 활용에 대해 고민하



 

 

9 

고 있다. 과학관에서 활동지를 사용할 때 활동지의 양을 적절하게 해주어야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활동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시간을 통

해 학생들이 본인의 흥미에 따라 전시물을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다고 하였

다(Price & Hein, 1991; Krombaβ  & Harms, 2008).  즉, 과학관에서의 자

유선택학습이 제한되지 않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Mortensen & 

Smart, 2007).  또한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작은 그룹의 

활동을 권장하였으며 학교 단위로 올 경우 사전, 사후 활동의 강화로 학교 

수업과 박물관 경험을 연결시켜준다면 학습이 더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

는 것이다(Krombaβ  & Harms, 2008; McManus, 1985; Finson & Enochs, 

1987).  

활동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Mcmauns(1985)는 개인화된 

학습 방법으로 제안된 활동지가 박물관에서의 학습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활동지를 하는 그룹과 학생들 나이에 따라 역할이 

다르다는 결론을 얻었다.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지 알려주며 참

여할 전시물을 정해주고 전시물에 대한 정보 및 박물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반한 어른에게 그들의 역할을 알려준다. 하지만 용어의 어려움

과 이해의 부족과 같은 문제점이 보였다. 10살 이상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적절치 않은 사용 경험으로 인해 진정한 참여를 보이지 않고 활

동지를 완성해야 하는 숙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소수의 경우 

그룹 협력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열심히 활동지를 하는 사례도 있

었다고 언급하였다. 

Kisel(2003)는 학교 연계 방문 시 과학관 학습에 대한 이해를 효과적인 

활동지의 특성들을 설명하였다. 학교 단위로 올 때 사용되는 활동지들은 개

념 지향(concept-oriental)보다는 조사지향(survey-oriented) 형태를 띠고 

있으며 단 2개의 활동지가 학생 그룹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비형식 학습 

환경에서의 학생 학습을 제한하는 조사 지향 활동지보다는 개념 지향의 학

생 중심의 활동지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개념 지향의 활동지는 학생

들에게 라벨이 아닌 전시물의 관찰을 더 이끌어내며 다양한 답을 낼 수 있

는 열린 질문과 높은 수준의 질문을 사용하고 있고 학생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전시물에 더 적극적으로 열중하게 하며 

그들의 학습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는 점을 개념 지향 활동

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하였다. 



 

 

10 

또한 Kisel(2007)은 과학관 현장 학습 시 교사들이 조사지향의 활동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이유는 구체적인 내용과 같은 많은 정보를 학생

들에게 제공하는 장점과 학생들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인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부 교사들은 과학관을 비형식 학습 환경으

로 인식하여 학생 학습을 억압하지 않는 개념 지향적 활동지가 즐겁고 자유

로운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념지향 활동지를 선호하기도 한다

고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박물관의 교육환경에 적응하는데 어

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학관 방문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내용의 깊이 및 학

생들의 관심과 수준보다 그 양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Krombaβ  & Harms (2008)은 자연사 박물관에서 활동지의 역할을 연구

하였는데 활동지 사용이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식 획득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과제 디자인이 그 효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

였다. 또한 활동지가 다루는 문제들이 학습자에게 흥미롭거나 도전적이어야 

하고 또 지나치게 어렵지 않아야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열린 

과제보다 오히려 목표가 분명한 닫힌 과제가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

고 설명하였다.   

Mortensen과 Smart(2007)는 과학관의 자유선택학습의 특징과 장점을 살

릴 수 있는 자유선택형 활동지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매력적인 전시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항, 여러 전시물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 

지식과 이해, 적용 수준을 모두 포함하는 적절한 인지적 수준의 문항, 라벨

보다는 전시물의 관찰을 요구하는 문항, 학습자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항, 단순히 쓰는 형태의 문항이 아닌 다양한 형태를 요구하는 문항을 포

함해야 하며 개인이 아닌 그룹 활동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작업의 양이 적어

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는 과학관 안에서의 활동지 연구는 많지 않다. 주로 박물관, 미술

관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윤지(2009)가 국립중앙박물관, 고

려대학교 박물관, 덕수궁 미술관 등 국내 6개의 박물관 및 미술관과 국외 7

개의 박물관의 활동지를 켈러의 ARCS 이론과 송상호의 동기전략 체크리스

트를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동지는 박물관의 교육적 목표와 전

시 특성에 따라 다양한 내용제시 형태를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관람객

의 연령별 특성과 적절한 수준의 목표를 선정하여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활

동지를 통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라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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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박물관 활동지를 구성

주의 이론과 켈러의 ARCS 동기 유발 이론적 관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어

린이들과 부모가 원하는 활동지에 대한 니즈와 박물관 전문가의 의견을 심

층면접을 통해 수합하여 서울역사박물관 활동지 개발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

시하였다. 향후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모나 어린이가 가장 많이 선호

하는 동화책 형식, 퀴즈형식, 도장 찍기, 퍼즐 맞추기 또는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스터커 붙이기 형식의 활동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회적

이지 않고 연속적인 시리즈 형태로 제작하여 지속적인 흥미와 호기심을 유

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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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전체 연구과정 

본 연구는 과학관에서의 스캐폴딩 속성을 정리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설

문조사, 현장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을 통해 스캐폴딩 속성을 정리할 수 있

는 분석틀을 만들고 그 분석틀로 과학관에서의 활동지의 스캐폴딩과 실제 

관람 활동에서 드러나는 스캐폴딩 속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흐름

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2. 문헌 연구 과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참고한 문헌들은 교육학 관련 데이터베이스인 ERIC과 

RISS, 구글 검색엔진 그리고 과학교육 및 관람객 연구 관련 주요 국내외 

학회지인 The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Educational Psychologist,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Science Teacher Education, Vsitor Behavior 

등의 인터넷 저널에서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scaffolding”을 키워드로 

스캐폴딩 개념을 처음 적용한 논문을 제외하고는 199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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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까지의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다. 너무 특수한 과목의 

학습맥락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문헌들은 배제하였으며 이러한 문헌 선정에 

있어서 인용횟수를 참고하여 구글 검색 인용횟수 20회 이상인 문헌과 주요 

스캐폴딩 문헌에서 인용한 문헌들 위주로 선정하였다. 그렇게 선정된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Wood et al.(1976), Roehler & Cantlon(1997), 

Lepper, Drake, & O'Donnell-Johnson(1997), Jackon, Krajcit, & 

Soloway(1998), Hammond(2001), Kong(2002), Rosiek(2003), 

Reiser(2004), Tabak(2004), Puntambekar & Hubsher(2005)에 의한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또한 선정된 문헌들 속의 학습맥락과 다른 과학관 

맥락의 학습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학관 맥락의 

연구들을(Gardner, 1993; Henriksen & FrØyland, 2000;  김찬종 외, 2010; 

Feher, 1990; Falk & Dierking, 2000; Hooper-Greenhill, 2007) 참조하여 

분석틀의 속성들의 근거를 보완하였다. 

 

2) 분석 도구의 개발 

과학관에서의 다양한 스캐폴딩 매체와 전략에 따른 비형식 과학에서 학습 

과정 분석을 위한 분석 도구를 개발을 위하여 앞서 선정한 논문들을 

2010년 3월부터 2011년까지 같은 연구실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과 함께 

문헌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들을 표로 요목화하여 비슷한 속성들을 

묶어 정리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이상적인 학습 

상황을 뽑아 분석틀을 보완하였으며 이를 같은 연구실 석·박사 

대학원생들과 검토 및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완성하였다. 이 분석틀은 

비형식 맥락에서 많이 활용되는 여러 매체나 도슨트의 스캐폴딩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큰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개발되었다(Park et al., 2001). 

 

3. 조사 연구 과정  

1) 설문조사 과정 

(1) 설문대상 

서울 지역의 5군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과 혹은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89명, 중학교 1학년 학생 112명, 고등학교 학생 111명의 데이터를 

수합하였다.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여 205명의 설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14 

선정하였는데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배경 변인별 빈도와 백분율은 [표 1] 

과 같다. 

 

표 1 

배경 변인 빈도(%) 

소속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5(31.7) 

67(32.7) 

73(35.6) 

성별 남 

여 

108(52.7) 

94(45.9) 

과학관  

방문경험 

유 

무 

131(63.9) 

68(33.2) 

과학관  

방문 횟수(/년) 

0회 

1~2회 

3~4회 

5회이상 

68(33.2) 

53(25.9) 

13(6.3) 

2(1.0) 

 

(2) 설문 도구 

본 연구에서는 과학관에서의 활동지 활용과 활동지의 스캐폴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도구로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관련된 선행 

연구가 없어서 완성된 분석도구를 참고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설문지 설문지 문항지표는 [표 2]처럼 ‘기초 질문’, ‘과학관 

이용형태’, ‘과학관 활동지에 대한 활용’, ‘과학관 활동지 경험 및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 중 ‘활동지가 어떻게 스캐폴딩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다중응답이 가능한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활동지가 무엇을 스캐폴딩 하는지에 대한 인식’에 대한 

10·11·12·13문항과 ‘과학관 활동지 활용 만족도’에 대한 14번 문항은 5단계 

리커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제작된 설문지는 연구자와 같은 연구실 과학교육 전공 대학원생들과 

초등학교 교사2인에게 문항 구성의 적합성과 타당성 및 문장의 명확성 

측면에서 검토 받아 초등학생 한 반을 대상으로 파일럿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모호한 문장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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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문지 문항 지표 

지표항목 세부

지표 

해당 

문항 

설문내용 

기초질문 Ⅰ 1,2,3,

4 

성별/학교/학년/과학관방문횟수 

과학관 

이용형태 

Ⅱ 5 

6,7 

과학관 방문 목적 

과학관 이용 현황 

과학관 

활동지에 대한 

활용 

Ⅲ 8 

14 

과학관 활동지 활용 경험 

과학관 활동지 활용 만족도 

과학관 

활동지에 대한 

인식 및 기대 

Ⅳ 9 

 

 

 

 

10,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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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가 어떻게 스캐폴딩하는지에 대한 

인식(객관식 답안: 

자유도감소/목표제시/동기부여/중요한 사항 

체크 및 단서 제공/시연/즉각적인 

도움/현재수준 진단/역할 나누기/좌절통제) 

* 활동지가 무엇을 스캐폴딩하는지에 대한 

인식(주도적인 학습/상호작용/과학학습자의 

정체성/즐거운 체험활동)  

* 활동지에 대해 바라는 점 

 

(3) 설문지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학생들의 배경변인에 해당하는 ‘과학관 방문 횟수’, ‘과학관 이용현황’, 

‘과학관에서 궁금증 해결 방법’, ‘과학관 활동지 활용 경험 여부’, ‘과학관 

활동지가 어떻게 스캐폴딩하는지에 대한 인식’ 등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과학관 방문 목적’, ‘활동지가 무엇을 스캐폴딩하는지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이유’, ‘활동지에 기대하는 점’에 대하여 서술한 응답은 

범주화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활동지가 무엇을 스캐폴딩하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과학관 활동지 활용 만족도’의 5단계 리커트 문항은 각 

문항별 응답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했으며,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환산하여 각 범주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이 때, SPSSWIN 

프로그램을 통해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학생의 배경변인 및 과학관과 활동지 활용 경험에 따라 과학관 활동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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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폴딩에 대한 인식, 과학관 활동지 활용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의 배경 변인 및 과학관과 활동지 활용 경험을 요인으로 

과학관 활동지의 스캐폴딩에 대한 인식, 과학관 활동지 활용 만족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는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결과만을 서술하였다. 

 

2) 과학관 현장조사과정 

(1) 연구장소 

연구 장소로 선정한 인천학생과학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하여 있으며 총 4층의 전시관으로 구성된 과학관이다. 홈페이지에서는 

[표 3]와 같이 전시물마다 유·초·중·고의 다양한 수준의 학교급별 활동지와 

각 전시관별 체험학습지, 그리고 현장에서 제공되는 간단한 리플릿 형태의 

활동지와 수서곤충과 관련된 책받침용 파일을 모두 올려놓고 있어서 다양한 

안내자료를 선택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유·초·중의 

3수준으로 준비된 리플릿 형태의 활동지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활동지를 준비하여 학습자의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는 점에서 다양한 

관람객의 ZPD를 형성시키고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인천학생과학관을 연구 장소로 선정하였다.  

표 3 

전시물 
활동지 

종류(개수) 
전시물 활동지 종류(개수) 전시물 

활동지 

종류(개수) 

102-가 유,초,중(3) 211 다 유(2),초,중,고(2) 402 유,초,중 

102-나 초 211 라 유(2),초(2),고(3) 404 중 

103 초 211 마 고 410 유  

103 초,중 212-다 고 412 유 

106 유 212-마   413 중 

108 중 213 유,중 415 초,중 

115 유  천체투영실 유(5),초 416 유,초  

117 유 자연사탐구 유(1) 417 초  

119-가 유,초  320 초 418 초  

119-나 고 305 초 419 유(2),초 

120-나 유 307 초 420 초 

121 유 308-나 초 427-가 중,고 

122 유 309 초,중 427-나 중 

123 유 310 유,초,중 431-나 유 

127 고 311 중 504 고 

130 유,초 312 중 505 초,중,고 

131 유 314-가 초,중 506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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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구성 유 314-나 초,중 508 중 

203 나 유,초 315 초 509 고 

206 가 초 316-가 초 510 초,고 

206 나 초 316-나 초 511 유 

207 가 초 321-나 유  512 중,고 

208 가 유,초 324 유 513 중 

208 나 초 334 유 514 중,고 

209 초 335-가 초 515 중,고 

201-라 중 336 초(2)  517 초,중 

211 가 초,중,고 339 초 518 중 

211 나 초,중,고(3) 341-가 유,초  520 초,중,고 

 

(2) 연구참여자 

인천학생과학관을 방문한 학생들이 연구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 중학교 2학년 학생 2명, 중학교 3학년 학생 2명,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명을 사전섭외 혹은 현장섭외를 통해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맥락과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집단 

코드 

학교  

및 학년(소속) 

성 

별 

학생 

코드 

인천학생과학관 

방문 경험 

참여일 

a 초등학교 5학년 

(과학동아리) 

남 

여 

E1 

E2 

첫 방문 2011. 08.13 

 

b 중학교 3학년 

(과학동아리) 

남 

남 

M1 

M2 

여러 번 방문 2011. 09.03 

c 고등학교 1학년 

(과학동아리)  

여 

여 

H1 

H2 

두번째 방문 

여섯번째 방문 

2011. 09.03 

d 중학교 2학년 

(과학동아리) 

남 

남 

M3 

M4 

여러 번 방문 2011. 10.29 

 

 

(3) 자료수집 및 분석 

인천학생과학관에서의 관람 촬영은 참여한 학생 두 명이 한 그룹을 

구성하여 활동지를 이용하여 돌아다닐 전시물과 활동지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전시물을 선택하여 관람을 하도록 한 뒤 모든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였고 사전,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전 인터뷰에서는 개인의 

배경에 대한 질문, 과학관 방문과 활동지 사용 경험, 과학관 방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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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물 주제 관련 선지식 등에 대하여, 사후 인터뷰에서는 과학관 활동지 

사용의 장단점, 활동지의 역할(스캐폴딩)에 대한 생각 등에 관하여 

비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추가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고 통화내용을 보이스레코더로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전화로 인터뷰하기 어려워한 학생 M3은 이메일로 추가 질문을 하고 

응답받았다. 두 명이 함께 관람하기 때문에 한 명에게는 추가적인 

보이스레코더를 착용하게 하여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비디오 촬영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모든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에 기록된 말과 행동을 

전사하였는데, 녹화본을 전사할 때 잘 들리지 않는 경우 보이스 레코더에 

녹음된 자료를 들으면서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 이름 

대신 학생코드를 부여하였으며 연구자의 경우 ‘T’로 코딩하여 기록을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개발한 분석틀을 이용해 현장 관람 장면을 

분석하였다. 전사 자료는 날짜, 집단으로 구성된 학생들의 코드를 

부여하였으며, 예를 들어 8월 13일에 연구에 참여한 a집단의 경우 0813a로 

기록하고, 면담자료는 각 학생별로 0813a_E1, 0813a_E2로 기록하였다. 

학생들 선택한 활동지의 전시물 주제와 자유관람 전시물 주제, 그리고 관람 

맥락은 [표 5]와 같다. 

 

표 5 

집단 

코드 

활동지  

전시물 주제 

자유관람  

전시물 주제 

관람특징 

a 핸드보일러, 

모래언덕 만

들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다면경 

체험방 

활동지를 풀기 전까지 전시물에 대한 

감탄이나 전시물 작동법에 대한 대화 

정도를 나누며 활동지를 풀게 되면 말없이 

각자 풀었고 활동 후에 다른 체험형 

전시물에 관심을 보이면서 작동을 

시켜보며 돌아다님 

b 

 

원핵생물계, 

블랙홀, 

원자력과 

화력발전 

한국의 

토종물고기, 

인천의 갯벌, 

해마 

관람 중에 활동지에 답안을 기록하지 않고 

단지 활동지를 참고하여 옆의 친구와 

전시물 관련 대화를 하면서 돌아다녔음, 

관심을 보인 주제의 전시물들이 주로 

키오스크와 패널 위주였고 키오스크 

화면을 하나하나 눌러보며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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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하는 태도를 보였음 

c 태양광과 

수력발전, 

잔상, 

진공낙하실

험 

동전의 경주, 

회전 

관성모멘트, 

전반사 

체험형 전시물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전시물의 활동지를 선택하였고 조작하는 

활동을 즐거워하며 전시물과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활동지를 열심히 풀었고 같이 온 

친구들끼리 전시물 관련 대화를 나누었음. 

활동지의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끝까지 하기보다 어느 정도 답안을 

작성하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갔음 

d 핸드보일러, 

화학전지, 

온도에 따른 

기체분자의 

운동 

다양한 

불꽃의 세계, 

연료 전지, 

원소의 

주기성 

화학 관련 전시물들에 관심을 보이며 

활동지를 선택하였으며 두 학생의 인지적 

수준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해수준이 낮은 

학생은 활동지의 문제들을 매우 

어려워하였음. 보다 이해수준이 높은 

학생이 전시물의 원리를 어려워하는 

학생에게 설명을 해주며 문제를 

풀어나갔고 서로 대화를 하며 활동에 

집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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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개발한 분석도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석도구는 다음 [표 6]과 같으며 

Hammond(2001)의 연구와 Pea(2004)의 연구로부터 분석틀의 구조를 크게 

‘어떻게 지지를 하는가(Scaffodling how)’와 ‘무엇을 지지를 

하는가(Scaffolding what)’로 구성하였다. “어떻게 지지를 하는가(A)”는 보다 

구체적인 수업 상황에서의 과정적이며 기술적인 지원이며 “무엇을 지지를 

하는가(B)”는 적절한 교육적 목표인 스캐폴딩되어야 하는 학습상황에 관한 

범주를 말한다.  

표 6 

구분 종합(정의적 속성) 

A어떻게 지지를 

하는가?  

인지적 속성 

a자유도 감소  

b방향제시  

c핵심 내용 체크 및 단서 제공  

d시연  

e지지 줄이기  

f현재수준진단 및 즉각적 도움  

정서적 속성 
g동기부여  

h좌절통제  

B무엇을 지지를 

하는가?  

a자기주도적인 학습상황 

b상호작용이 활발한 학습상황  

c(과학관 맥락)전시물 기반 체험활동이 일어나는 학습상황  

d 과학문화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학습상황 

 

1) 어떻게 지지를 하는가(A) 

어떻게 지지를 하는가와 관련된 범주에 속하는 8개의 속성들은 Wood 

et al.(1976)의 연구에서 제시된 스캐폴딩의 기능(scaffolding fuctions)의 

항목들을 거의 그대로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A범주를 학습의 인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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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지지하는 인지적인 스캐폴딩 속성과 학습의 정서적인 면을 지지하는 

정의적인 스캐폴딩 속성으로 나누었다. 정서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속성은 

동기부여(Ag)와 좌절통제(Ah)에 해당한다.  

첫째, Aa속성은 Wood et al.(1976)이 제시한 ‘자유도 감소(Reduction in 

degrees of freedom)’란 표현의 스캐폴딩 속성으로 해결책에 도달하는 

과정의 행동을 줄여주면서 과제를 단순화시켜주고 수준에 맞게 과제를 

줄여주는 기능과 관련된 속성이다. 이를 여러 연구에서 ‘구조화된 

일관성을 제공하여 학습에 인지적인 에너지를 집중시키기(Roehler & 

Cantlon, 1997)’ ‘과제의 복잡성을 줄여주고 학습자 의도에 집중시키는 

등의 과제 자체 변화를 시켜주기(Jackon et al., 1988)’, ‘반복적으로 

통일된 교수과정인 교육과정 사이클을 설계하기(Hammond, 2001)’, 

‘구조화하여 필요한 노력을 집중시키기(Reiser, 2004)’, ‘도구를 통해 

복잡한 과제의 구조를 제공하기(Puntambekar & Hubsher, 2005)’ 등과 

같은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다.  

둘째, Ab속성은 Wood et al.(1976)이 ‘방향유지(Direction 

maintenance)’라 언급하며 설명한 ‘특정 목표를 추구하도록 한계를 

주기’와 관련된 속성이며 ‘도전적인 문제 부여하기(Lepper et al., 1997)’, 

‘교육과정 사이클을 설계하고 특정한 단계에서 목표를 

제시하기(Hammond, 2001)’, ‘주의집중(문제화)시키고 과제를 

분석(구조화)하여 중요한 목표에 참여시키기(Reiser, 2004)’란 설명들을 

종합하였다. 

셋째, Ac속성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과제의 중요한 특징을 체크하고 

강조하기(Wood et al., 1976)’, ‘정보를 연관시켜주기(Lepper et al., 1997)’ 

‘설명적인 예시를 제공하기 (Jackon et al., 1988)’, ‘질문을 통해 질문하는 

것에 대한 핵심단어를 제공하고 새로운 단어자원을 제시하기(Hammond, 

2001)’, ‘새로운 정보와 선지식을 연결해주기(Meyer, 1993; Kong, 

2002에서 재인용)’등을 종합하였다.  

넷째, Ad 속성은 Wood 등(1976)이 ‘시연(Demonstration)’이라 하며 

튜터가 현재 상태 이상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과제해결책에 대한 시연 및 

모델링을 하기’라고 언급한 것을 따랐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정교한 

질문과 코멘트, 수업 매너에 대한 모델링(Roehler & Cantlon, 1997)’, 

‘모델링하기(Jackon et al., 1988; Hammond, 2001)’ , ‘질문하기, 토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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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대화 및 참여 전략의 예를 모델링하기(Kong, 2002)’, ‘기술적인 

도구를 통해 시각화와 모델링하기(Puntambekar & Hubsher, 2005)’라고 

이를 언급하였다.  

다섯번째, 지지줄이기(Ae)는 스캐폴딩의 개념적 속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과제를 할 수 있게 되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Wood et al., 1976)’, ‘학생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획득하면 스캐폴딩을 줄이기 (Roehler & 

Cantlon, 1997)’, ‘학생들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Hammond, 2001)’, ‘교사로부터 학생에게로 책임감 전이(Meyer, 

1993; Kong, 2002에서 재인용)’,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스스로 

탐색하게 하기(Reiser, 2004)’라고 설명되어진 속성이다.  하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인공물의 스캐폴딩에서는 지지줄이기와 같은 

스캐폴딩은 제공되지 않는다(Puntambekar & Hubsher, 2005)’라고 

하였으며 Jackon et al.(1988)은 여러 층위의 스캐폴딩을 제공하여 

‘스캐폴딩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기회제공하기’를 통해 

지지줄이기를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여섯번째, Af 속성은 Wood et al.(1976)에서 ‘방향유지’ 속성에서 

언급되었으며 ‘특정 목표를 추구하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기’와 ‘학생 

이해상태 체크(Roehler & Cantlon, 1997)’,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중재, 

오류 수정, 오류 진단, 오류 수정하는 질문이나 힌트 제공하기(Lepper et 

al., 1997)’, ‘현재 진행사항을 명료화, 반성화, 과정체크하기(Reiser, 

2004)’를 종합하여 “현재수준 진단 및 즉각적 도움(Af)”라고 명칭하였다. 

하지만 Puntambekar & Hubsher(2005)는 이 Af 역시 인공물은 제공하지 

않는 속성으로 보았다.  

일곱 번째는 정서적인 속성 중 하나인 Ag는 ‘문제해결자의 흥미를 

리스트하여 과제의 필요요소를 모으기(Wood et al., 1976)’, ‘학생들의 

높은 흥미와 선택을 포함하는 활동을 통한 지식, 전략, 계획을 세우기 

(Roehler & Cantlon, 1997)’ 또는 ‘도전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부여하여 

호기심을 증대시키고 래포형성하기(Lepper et al., 1997)’, ‘흥미를 가지게 

하거나 쟁점 해결 또는 이해에 힘쓰게 하기(Reiser, 2004)’,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자원과 사회적 도구들을 제시하기(Tabak; 

2004), ‘학생들의 친밀감 유지를 통한 래포 형성하고 문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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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주기(Rosiek, 2003)’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여덟 번째, 또 다른 정서적인 속성인 Ah는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덜 스트레스 받도록 하기(Wood 등, 1976)’, ‘위로하기, 안심시키기, 

예외사항 만들어주기, 목표 다시 설정하기, 자신감 표현하기, 즐거운 경쟁에 

참여시키기 등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감을 강화시켜주고 래포를 

형성시켜주기(Lepper et al., 1997)’, ‘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보다 

새로운 학습에 대한 잠재력에 초점을 맞춘 평가 없는 협력활동하기(Meyer, 

1993; Kong, 2002에서 재인용)’, ‘사전지식의 부재로 겪는 과제실패로 오는 

좌절감을 극복하게 해주고 친숙한 상황으로 만들어주기(Rosiek, 2003)’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2) 무엇을 지지하는가 

 ‘무엇을 지지하는가(B)’의 하위 범주는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이상적인 

학습상황인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상황(Ba)’, ‘상호작용이 활발한 

학습상황(Bb)’, ‘과학관 맥락의 전시물 기반 체험활동이 일어나는 

학습상황(Bc)’, ‘과학문화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학습상황(Bd)’으로 정하여 관련 논문에서 이러한 학습 상황을 지지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Bc 속성은 다른 문헌에서의 학습 

상황과 다른 과학관에서 스캐폴딩 되어야 하는 학습상황에 대하여 국내외 

과학관 관련 논문을 근거로 구성하였다. 

첫번째, Ba 속성은 지지줄이기(Ae)란 기능적 속성과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지지를 통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상황(Ba)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과제를 하고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며 

참여와 능동성을 학습에 있어서 핵심으로 보았다(Wood et al., 1976; 

Roehler & Cantlon, 1997; Lepper et al., 1997; Jackon et al., 1998; 

Hammond, 2001; Kong, 2002; Rosiek, 2003; Reiser, 2004; Tabak, 2004). 

Gardner(1993)는 과학관에서의 이상적인 학습상황으로 아동이 자신에게 

흥미로운 것을 찾아서 그것을 자신의 역량에 맞게 탐색하며 과학을 

이해하는 주도적인 학습상황을 강조하였다. 김찬종 외(2010)도 학습자들이 

자신의 흥미나 관심과 부합되는 전시나 전시의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학습 

주제를 결정하며, 학습과 관련된 의미 구성이나 어느 정도 학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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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결정할 때 학습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 자발적으로 

과학 활동에 몰두할 때 과학탐구 기능 및 과정 기능, 창의력과 같은 보다 

고차적인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하며 Ba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번째, Bb와 속성은 Wood et al.(1976)은 어른-아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급하였고 Hammond(2001)와 Kong(2002) 그리고 Reiser(2004) 

역시 대화를 통해 정보와 생각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학생간 상호작용을 학습상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Falk 과 

Deirking(2000) 역시 과학관에서 개인적 맥락, 물리적 맥락, 사회적 맥락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전시물과의 상호작용만큼 과학관과 같은 

곳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관람객들이 의미를 연결하고 발견하기 위한 

학습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하였다. 비슷하게 Henriksen과 

FrØyland(2000)는 과학박물관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시설', '만남의 장소', 

'대화의 장소', '시민 토론의 장소’여야 한다고 하며 교육적 차원으로 

과학관이 최신 과학 관련 이슈들에 관련하여 토론이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시민 집단들이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였다. 김찬종 외(2010) 역시 함께 방문한 

동료, 가족, 또는 멘토와의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교환하며, 의미를 구성하고 협상하며, 정교화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아동의 경험과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의 적절한 지원을 

포함하는 가족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결정적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많은 학자들이 과학관에서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학습 상황(Bb)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Bb와 같은 학습상황을 스캐폴딩을 통해 지지해야 한다.  

셋째, 스캐폴딩 관련 문헌들의 학습상황은 나무 피라미드 퍼즐 맞추기와 

같은 문제상황, 문학수업, 수학수업,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학습 상황 등으로 

다양하다. 과학관에서의 학습은 다른 학습 맥락들과 다르게 전시물 기반의 

경험적이며, 탐험적이고, 실험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Feher, 1990). 

과학관 맥락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김찬종 외(2010)은 과학관에서 

학생들은 학교 과학수업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실물이나 모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과학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참탐구가 가능하고 자연을 이해하는 

과정으로서의 과학활동 본성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스캐폴딩해야 하는 학습상황을 과학관 맥락의 전시물 기반 체험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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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학습 상황(Bd)으로 정하였다. 

넷째, Bd 속성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지식은 구성이 되는 것이고 학습자 

는 지식의 사회적인 구성에 형성하는 참여자로 보았다.  Kong(2002)는 

‘독서 작문 수업에서 학생들을 지식과 기술을 연습하고 발전시키는 교실 

학습 공동체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Hammond(2011)는 교사와 학생을 모두 협력적인 배움의 과정에 참여한 

구성원으로 보고 있었다. 이는 어른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학습으로 본 

Wood et al.(1976)과도 일치하며 Hooper-Greenhill(2007)이 과학관 

학습을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몸과 마음, 감정이 모두 능동적으로 

관여하여, 다양한 의미 형성 과정을 이루는 참여적인 학습으로 본 관점과도 

일치한다. 관람객들을 문화적 소비자이면서 문화적 생산자로 보고 있으며 

지식 형성, 문화 형성에 관람객이 기여할 수 있고 따라서 학습자가 

과학문화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학습상황이 

스캐폴딩해야 하는 학습상황이다. 

 

2. 문헌에서 드러나는 활동지의 스캐폴딩 속성 
 

개발한 분석도구에 맞추어 활동지의 경우에는 활동지 관련된 문헌을 통해 

활동지의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은 스캐폴딩 속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문헌들을 검토하여 해당 스캐폴딩 속성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활동지의 자유도 감소(Aa) 속성과 관련되어 McManus(1985)는 활동지가 

학생들이 찾고 활동해야 하는 전시물을 지정해준다고 하였다. Krombaß와 

Harms(2008)도 박물관 방문을 구조화시켜주고 가이드를 해준다고 하였다. 

또한 Rennie와 McClafferty(1996)는 활동지가 사전조직자의 역할로 박물관 

관람을 관람해준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유도 감소(Aa) 속성과 방향제시(Ab)’ 

속성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활동지의 ‘방향제시(Ab) 속성

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지 알려주며 특정 전시물에 집중하게 해준다’

라고 언급하고 있었다(McManus, 1985; Price & Hein, 1991). 교사들에 의

해 만들어진 학습목표는 박물관 전시물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확장

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에 의한 활동지가 특정 목표에 맞추어 

폐쇄적인 문제로 특정주제에 대한 학습을 지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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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ombaß & Harms, 2008). Kisel(2003; 2007)은 좀 더 본질적으로 학생들

에게 텍스트를 읽게 하기보다 전시물의 관찰을 더 이끌어내고 전시물 앞에

서 더 적극적으로 열중하게 하게 해야 하는데 이러한 바람직한 학습 방향으

로 활동지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핵심 내용 체크 및 단서

제공(Ac) 속성은 학생들에게 전시물의 중요한 특성에 대한 단서, 혹은 ‘여

기엔 무엇이 있어. 이것은 뭐야’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문헌에서 

언급되었다(Rennie & McClafferty, 1996; McManus, 1985) 하지만 시연

(Ad), 지지줄이기(Ae), 현재수준 및 즉각적인 도움 제공(Af)에 대한 속성

들을 특별히 문헌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정의적인 속성인 좌절통제(Ah)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동

기부여(Ag)와 관련된 속성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활동지의 형태가 학생들에

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Kisel(2007)의 경우 개념지향 

활동지가 콘텐츠 자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으며 Price와 

Hein(1991)은 보물찾기 식의 게임과 같은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는 정도로

만 언급하였다. 

‘무엇을 지지하는가’와 관련된 속성들은 활동지가 이러한 속성의 스캐폴딩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보다 그룹단위로 주었을 때, 인원이 작을 때, 혹은 개

념지향 활동지일 때 등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네 가지 학습 상황 속성을 지

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즉 바람직한 활동지가 스캐폴딩해야 하는 

학습상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었다. ‘방문객의 참여를 열정적으로 적극적으

로 이끌어야 한다(Rennie & McClafferty, 1996)’, ‘다양한 답을 낼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하며, 또는 전시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선택

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학습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Kisel, 2007)’,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자유시간을 통해 그

들의 흥미에 따라 전시물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rice & Hein, 

1991)’, ‘활동지의 양을 줄여 그들의 자유시간을 확보해주고 전시물을 선택

하게 해주어야 한다(Krombaß & Harms, 2008)’와 같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상황(Ba)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또한 활동지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학습상황(Bb)에 관한 스캐폴딩 속성에 대해서 그룹단위

의 활동지가 이해를 이끌어내는 대화를 격려하여 그룹협력을 유도해주며 인

원이 작을 때에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상호작용이 촉진될 수 있다고 언급

하였다(Kisel, 2007; Rennie & McClafferty, 1996). 이러한 점 때문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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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사용할 때 학생들이 함께 할 친구를 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

다고 하기도 하였다(Krombaß & Harms, 2008). 그리고 과학관 맥락에서의 

전시물 기반의 체험활동 상황(Bc)에 대한 스캐폴딩의 속성에 관하여 

Rennie와 McClafferty(1996)은 활동지가 전시물을 만지고 탐색하여 경험을 

즐기고 전시물의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며 호기심과 흥미로

부터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분명한 목표와 적절한 방법을 통해 몰입 상태 그

리고 높은 수준의 지식과 이해를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McManus(1985)는 그룹단위로 활동지를 주어야 한다고 했으며 Kisel(2007)

의 경우에는 개념지향적 활동지를 통해 탐구적이라고 생각되는 활동에 자발

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진 생각들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Price와 Hein(1991)의 경우는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를 촉진할 수 있도

록, 열린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활동지가 지지해야 하는 학습상황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과학문화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학습상황(Bd)

에 대해서는 활동지와 관련된 논문들에서 특별한 언급을 찾을 수 없었다. 

활동지와 관련된 문헌들을 종합한 결과 다음 [표 7]처럼 정리할 수 있었

다. 자주 언급되는 속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속성들도 있었는데 관련 문

헌에서 언급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경우 음영이 넣어 표현하고 그렇지 않

은 것은 음영을 넣지 않았다. 인지적인 속성에 해당되는 자유도 감소(Aa), 

방향제시(Ab), 핵심내용체크 및 단서제공(Ac)에 대해서는 다소 많은 언급

이 되어 있었지만 시연(Ad), 지지줄이기(Ae), 현재수준 진단 및 즉각적인 

도움 제공(Af)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속

성에 대해서한 언급도 적었으며 제한적인 형태로 효과적으로 만들어진 활동

지는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다고 하였지만 다른 여러 논문에서 부정적인 의

견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활동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

하다. 결론적으로 활동지는 정서적인 스캐폴딩 기능보다 인지적인 스캐폴딩 

기능에 대한 언급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비형식 학습 환경인 과학관에서의 

즐거운 학습경험을 지지하는 정서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을 지지하는가’와 관련된 학습상황 속성들이 지지될 수 

있도록 활동지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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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활동지 관련 문헌에서 나타나는 스캐폴딩 속성 체크 
 

스캐

폴딩 

종류 

Rennie & 

McCLAfferty( 199

6) 

Mcmanus(1985) 
Kisel( 2003; 

2007) 

Krombaß & 

Harms(2008) 

Price & Hein 

(1991) 

Aa      

Ab      

Ac      

Ad      

Ae      

Af      

Ag      

Ah      

Ba      

Bb      

Bc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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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결과 
 

1) 학생들의 과학관 방문 경험과 방문 횟수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 중 과학관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31명, 과학관 방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68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1년동안 과학관 방문하는 횟수가 

1~2회가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3~4회로 응답한 학생이 13명, 5회 

이상으로 답변한 학생들이 2명이었다. 그 외 학생들은 무응답하였다.  

 

2) 과학관 방문 목적 

‘과학관에 무엇을 배우려고 방문하나요’란 응답의 경우 “과학에 대한 것을 

배우려고”란 막연한 답에서부터 굉장히 구체적인 과학 영역인 “기계에 대한 

것”, “별자리”, 물체의 속력”, “소리, 빛”과 같은 답도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에 관한 신비한 걸 배우려고”, “과학을 재미있게 접해보려고”, 

“과학 실험, 체험”,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가지기 위해” 등처럼 과학관에서 

새롭고 신기한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싶어서 과학관을 방문한다고 많은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학교 수행평가”와 같이 타의로 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체험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이유처럼 방문 목적에 대해 다양한 

응답들이 있었다.  

 

3) 과학관 경험 및 정보 활용 양상 

과학관에서의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출처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83명(40.5%)의 학생이 전시물의 패널과 레이블인 전시장 설명판이라고 

응답하였고, 안내책자, 도슨트, 오디오나 PDA 순으로 응답하였다. 

활동지라고 응답한 학생은 6명으로 2.9%에 불과하였다.  

전시물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기거나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활동지나 안내책자라고 응답한 학생이 

65명(31.7%)로 가장 많았으며 함께 간 친구와 가족, 교사에게 물어본다고 

응답한 학생이 56명(27.3%)로 약간의 차이로 두번째였다. 

전시설명인(도슨트)에게 물어본다, 전시실 내의 정보검색기를 찾아본다는 

응답이 29명, 24명이었고 전시관람 후 인터넷으로 찾아본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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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활동지 활용 경험과 관련하여 설문에 참가한 학생들 중 과학관에 

가면 활동지를 항상 챙겨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64명(31.2%)이었다. 활동지가 있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관람하면서 

활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60명(29.3%), 단체 관람 시에 

교사가 제작한 활동지를 해 본 적은 있어도 스스로 찾아서 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57명(27.8%)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활동지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과학관에 활동지가 있는 줄도 몰랐으며 사용해 

본 적도 없다고 답한 학생이 19명(9.3%)에 해당하였다. 

 

4)  활동지 활용, 사용에 따른 만족도 
활동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들일수록 활동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활용이 적극적인 아이들의 평균 만족도는 3.73(5점 만점, 

SD=.648)점으로 알아도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들의 평균 만족도는 

3.32점(SD=.892)이다. 그리고 교사가 부여하는 활동지만 하였다고 한 

아이들은 3.19점(SD=.875)으로 활용을 해본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통이상으로 활동지에 대한 만족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집단 간의 

평균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하므로(F=5.394, p=.001) 활용이 적극적인 

아이들일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만족의 이유는 매우 

다양하였지만 무응답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이유로는 활동지가 

과학관 관람 시 “모르는 단어를 알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해주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등을 알려주었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설명, 이해와 관련된 

만족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활동지를 보면 어떤 것이 있고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더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과 같은 

전시 위치에 대한 안내 관련된 이유였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는 “활동지를 

보면 그 때 무엇을 배웠는지 알 수 있다”, “과학관에서의 내용을 복습해서 

좋다”, “과학관의 활동지가 재미있다”, “활동지에 따라 다르다”등의 이유들이 

있었다.  

 

5) 과학관 활동지가 어떻게 스캐폴딩하는지에 대한 인식 

학생들은 자유도 감소(Aa), 방향제시(Ab), 핵심내용 체크 및 단서 

제공(Ac), 시연(Ad), 지지줄이기(Ae), 현재 수준 진단(Af) 및 즉각적인 

도움 제공(Af’), 동기부여(Ag), 좌절통제(Ah) 중 활동지의 스캐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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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중응답 선다형 질문을 통해 

물어보았더니 [표8]과 같이 자유도 감소, 핵심내용 체크 및 단서 제공, 

방향제시 순서로 인식의 정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8 선다형 답안 선택수 

 Aa Ab Ac Ad Ae Af Af’ Ag Ah 

선택수 90 73 88 42 35 64 58 64 25 

순위 1 3 2 7 8 4 6 4 9 

 

6) 과학관 활동지가 무엇을 스캐폴딩하는지에 대한 인식 

(1) 자기주도적인 학습상황의 스캐폴딩에 대한 인식 

활동지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지지하느냐와 같은 활동지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대한 스캐폴딩 가능성을 인식하는 학생들 응답에 대한 평균(M)은 

3.35(SD=.972)이었다.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93명(45.4%)에 해당한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활동지를 보면 설명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도나 

시설 정보 등을 통해 과학관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전시물을 

원하는 속도로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란 등의 이유로 활동지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지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정적인 답변의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 “활동지가 있어도 별로 쓰지 않고 의미가 없다”, “자기 

스스로 관람을 하더라도 모르는 내용이나 물건이 알고 싶은데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압박감을 주거나 서두르게 만든다” 등의 이유가 있었다.  

 

(2) 상호작용이 활발한 학습상황의 스캐폴딩에 대한 인식 

활동지가 친구들 혹은 가족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느냐와 같은 

응답에도 평균(M)은 3.03(SD=.967)으로 ‘보통이다’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아 활동지가 상호작용을 촉진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모르는 것을 서로 

대화도 하며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때문에”, “활동지를 맞춰보며 서로의 활동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 흥미 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지를 보며 공통된 주제로 얘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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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라고 이유를 들었다. 역시 ‘매우 그렇지 않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문제만 풀려고 하기 때문에”, “활동지에 답이 

나와 물어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활동지와 관계없이 대화는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활동지에 열중하느라 조용하기 때문에” 등의 이유를 

들었다. 

 

(3) 전시물 기반 체험활동이 일어나는 학습상황에 대한 인식 

활동지가 즐거운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을 도와준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평균(M)은 3.48(SD=.988)로 ‘보통이다’에 근접하였지만 다른 학습영역에 

대한 스캐폴딩보다는 다소 긍정적이었다. 또한 방문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방문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활동지가 즐거운 체험활동을 지지해준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많았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4.820, p=.029). 방문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평균은 

3.59(SD=1.052), 방문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평균은 3.26(SD=.840)이었다. 

이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활동지를 읽으면 호기심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재미있고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만지고 조작하는 활동을 하는 방법이나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실험 후 결과를 활동지에 적으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이유를 들었으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재미없어서”, “즐거운 체험활동과 활동지는 관련이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란 이유를 들었다.  

 

(4) 과학문화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스캐폴딩 인식 

활동지가 ‘나도 이러한 과학문화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과학이 나의 일상생활과도 관련이 있구나’와 같은 과학관련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평균(M)은 3.09(SD=.981)로 

‘보통이다’에 가까운 결과였다. 하지만 과학관 방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활동지의 과학문화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점수가 약간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4.260, p=.036). 방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평균은 

3.19(SD=1.001)이고 방문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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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SD=.923)이었다. 이 문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이유는 “과학에 대한 동기부여와 꿈을 가지게 한다”, “활동지에서 과학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엔 활동지가 어렵지만 하고 나면 쉽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더 깊게 해주고 과학을 친밀하게 해주니까”와 

같았으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이유는 “과학을 싫어하고 활동지가 

귀찮아서”, “자발적으로 할 수 없어 숙제나 해야 할 일 정도로 여길 것 같기 

때문에”와 같았다. 

 

활동지가 무엇을 스캐폴딩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사용하는 바람직한 과학관에서의 활동을 지지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에서 

활동지의 이러한 과학관에서의 바람직한 스캐폴딩을 지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7) 활동지에 대한 바라는 점 

이 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매우 다양하였다. ‘만화, 그림, 사진, 

퀴즈, 게임, 스티커 등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응답도 많았으며 

‘재미있고 쉽게 수준에 맞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응답도 많았다. 

‘보기좋게’ 혹은 ‘예쁘게’와 같은 활동지의 디자인적인 요소에 응답과 ‘들고 

다닐 수 있게 조그만 것이 좋다’ 혹은 ‘포켓북 형식으로’, ‘책자’, 

‘입체활동지’와 같이 휴대성과 활동지의 모양에 대해 바라는 응답도 

다양하게 있었다. 더 구체적인 설명과 많은 내용을 바라는 학생들의 응답도 

있었지만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상반되는 응답도 많았다.  

‘입체안경’, ‘입체영상’, ‘3D’와 같이 기존의 종이형식이 아닌 첨단의 기구로 

만들어진 활동지를 기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4. 인천학생과학관 활동지에서 드러나는 스캐폴딩 속성  

 

인천학생과학관 활동지 중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초·중·고 활동지

의 스캐폴딩 속성을 알아보았다. 먼저 자유도 감소(Aa)와 관련해서 인천학

생과학관 활동지 초·중·고 세 수준에서 모두 일관된 탐구순서를 통해 학습

에 인지적인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초등학생 대상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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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첫번째 면 가장 위쪽 중간에 전시물제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 속

에 전시장소, 탐구유형, 핵심개념, 탐구목표를 적어두었다. 그리고 ‘무엇일까

요?’, ‘탐구해볼까요?’,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좀 더 알아볼까요?’ 순으로 

전시물 앞에서의 활동의 일관된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중학생 대상 활동지

의 경우 마찬가지로 첫 번째 면 가장 위에 전시물제목을 제시하고 표 안에 

전시장소, 탐구유형, 관련교과(혹은 대상학년), 주요개념이 들어있다. 표 아

래에  ‘탐구목표’, ‘전시개요’(혹은 ‘전시물소개’), ‘탐구활동’(혹은 ‘정리’), ‘느

낀 점’, ‘참고자료’, ‘집에서 해보기’ 순서로 제시되어 있지만 ‘느낀 점’과 ‘집

에서 해보기’는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고등학생 대상 활동지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관된 순서를 제공하고 있다. 

방향 제시(Ab) 속성과 관련되어 활동지에서 탐구목표가 직접적으로 글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탐구목표 뿐만

아니라 순서대로 제시된 탐구 방법 및 질문 역시 방향 제시와 관련된 스캐

폴딩 속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활동지의 질문 문항들을 

Bloom의 분석체계로 분석해본 결과 활동지 질문 문항의 목표들 중 지식에 

해당되는 문항이 초등학생 대상 활동지의 경우 47.9%, 중학생 대상 활동지

의 경우 60.3%, 고등학생 대상 활동지의 경우 21.7%였다. 지식 측면의 질

문 문항은 초등학생 대상 활동지의 경우 39.5%, 중학교 학생 대상 활동지

의 경우 28.3%, 고등학교 학생 대상 활동지의 경우 55%였다. 고차원적인 

교육목표인 적용은 초등학생 대상 활동지와 중학생 대상 활동지 모두 1%, 

고등학생 대상 활동지가 1.6%로 매우 적었고 분석의 경우 초등학교 대상 

활동지는 11.5%, 중학교 대상 활동지는 7.5%, 고등학교 대상 활동지는 

21.7%를 차지하였다. 가장 고차원적인 목표활동인 평가와 종합은 세 수준

의 활동지 모두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3] 활동지 

질문문항 목표 분석표에 나와있다. 

핵심내용 체크 및 단서 제공(Ac)과 관련해서는 제목 및 주요개념(핵심개

념)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전시물 소개를 통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전시물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또한 참고자료를 통해 관련 과학정보를 자세하게 제공

하여 충분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별히 시연(Ad)이나 지지줄이기(Ae), 현재수준 진단 및 즉각적 도움(Af)

와 같은 스캐폴딩 속성은 활동지 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활동지 대상 

학생들이 이를 활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속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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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인 속성인 동기부여(Ag)나 좌절통제(Ah)의 경우도 인지적인 속성

들과는 달리 학생들 개인 맥락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개인 특성에 따라 활

동지에서 요구하는 활동의 어렵고 쉬운 수준이 다르며 개인적인 관심과 흥

미에 따라 전시물과 활동지를 선택도 다르다. 활동지에 정답이나 이미 주어

져 있는 단서를 통해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푸는 것에 대한 결정도 학습자 

개인 스스로 하게 된다. 단지, 다양한 개인의 흥미를 수집하여 다양한 주제

와 수준의 활동지를 제작하여 학습자인 학생들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

록 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정도의 학습량을 제시하는 정도의 스캐폴딩이 과

학관 활동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을 지지하는가’와 관련되어 첫번째 항목인 ‘과학관에서의 주도적인 

관람 활동을 지지하는가(Ba)’에 대한 분석 결과, 홈페이지에서 활동지를 미

리 출력해야 한다는 점과 전시물별 다양한 활동지의 종류와 양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학생에게 책임감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학교 

단위의 방문에서 교사가 활동지를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

나 활동지에서 제시하는 활동만을 수동적으로 따라간다면 활동지가 자기주

도적인 학습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과학관에서의 같이 온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지지하고 있는가(Bb)’에 대

한 분석 결과, 고등학생 대상 활동지의 4문항에서만 ‘토의해보자’, ‘토론해보

자’, ‘이야기해보자’와 같은 어미가 나와있었다. 활동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자화된 언어방식으로 과학관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에 도움을 주

고 있지 않았다.  

과학관 맥락의 활동내용인 ‘전시물 기반의 체험활동을 지지하는가(Bc)’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탐구활동에서 포함된 탐구기능의 종류를 분석해보

았다. 그러나 설명 패널을 보고 적는 활동 혹은 전시물의 이름 적는 활동 

정도의 탐구기능과 상관없는 탐구 문항이 들어있는 비율이 초등학생 대상 

활동지의 경우 28.1%, 중학생 대상 활동지의 경우 42.5%, 고등학생 대상 

활동지의 경우 56.7%로 나타났다. 탐구 기능 역시 관찰과 추론에 주론 집

중되어 있었는데 초등학생 대상의 활동지의 경우 관찰을 요구하는 문항은 

35.4%, 추론을 요구하는 문항은 26%였으며, 중학생 대상의 활동지의 경우

에는 관찰을 요구하는 문항이 21.7%, 추론을 요구하는 문항이 26.4%였다. 

고등학생 대상의 활동지의 경우에는 관찰을 요구하는 문항이 0.08%, 추론

을 요구하는 문항이 25%에 해당되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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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탐구기능 분석표에 싣고 있다. 관찰 활동이 기본적인 탐구 기능이기 

때문에 활동지의 수준을 조절하다 보니 고등학교의 경우 과학관 맥락의 체

험활동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과학문화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활동

지 활동 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느낀 점을 쓰도록 하는 문항이 있었

지만 직접적으로 과학관에서의 활동 후 학생 본인이 과학분야에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요구하는 문항이 

없었고 질문의 어미를 ‘~ㄹ까’라고 하여 관람객 스스로를 곧 화자이자 청자

로서 인식하게 유도하는 문항은 없었기 때문에 활동지에서 특별히 학습자 

스스로를 과학문화 구성원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스캐폴딩은 없었다고 

파악이 된다. 

 

5. 실제 과학관 학습 장면에서 드러나고 인식되는 활동지

의 스캐폴딩 속성 

 

학생들의 과학관 활동은 연구의 목적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연구 상황 

자체가 과학관 활동의 혼란을 막아주고 과제를 단순화시켜주는 등의 자유도 

감소(Aa)의 역할을 수행하여 활동지로 인한 자유도 감소와 구분이 되지 

않았고 특별히 활동지만의 자유도 감소는 촬영 중에서 보이지 않았다. 방향 

제시(Ab)는 “자, 이제 합시다(0813a_E1)”, “자, 이제 씁시다(0813a_E1)”, 

“이거는 뭐 푸는거야?(1029d_M4)”, “이거 해야돼(0903c_H1)”, “이게 

하는거지?(0903_H1)”란 표현을 통해 직접적으로 과학관 활동지가 제시하는 

활동 목표를 따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핵심 내용 체크 및 단서 

제공(Ac)와 관련해서는 자유관람 상황과 활동지를 통한 관람 상황 비교를 

통해 학생들의 실제 능력 수준보다 윗 단계의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활동지의 스캐폴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그룹이 

활동지를 하지 않았던 ‘역학적에너지 변환’ 전시물 앞에서 전시물 안내판 

제목에 ‘역학적에너지 변환’이라고 쓰여있어도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에너지 

변화와 전시물을 연관시키지 못하였다. 단지 “작은 공.. 굴립니다. 

나선운동을 합니다.(0813a_E1)”란 학생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공의 현재 

운동 상황에 집중하였고 전시물 의도인 에너지 변환에 대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핸드보일러 코너의 “끓음”이란 원리 역시 학생들의 실제 능력 



 

 

37 

수준보다 윗 단계에도 불구하고 활동지를 통해 끓는 현상과 관련된 

실험이란 것을 알아차렸다. 또한 b 그룹과 d 그룹에서는 전시물에 대한 

어려움을 느낄 때 제시된 참고자료와 같은 것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였다. 

관람 장면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핵심내용체크 

및 단서제공(Ac)의 속성에 관련된 활동지의 도움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더라도 연구자가 

활동지가 핵심내용 체크 및 단서제공을 해주는 것 같은지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M4 학생의 경우 다른 

스캐폴딩 속성들 중 가장 크게 기능하는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몇몇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면담 중에 Ac 스캐폴딩 속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T : 활동지 보지 않고 갔던 데가 세군데가 있었쟎아.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녔던 거랑 활동지가 있었던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었어? 

M1 : 일단은 활동지가 없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자세하게 안 

나와있고 간략하게만 설명되어 있어서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이런 설명지를 받으면서 같이 보니깐 더 보충설명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T : 그러면 인천의 갯벌 이거는 아까 안봤었는데 보면서 생각해봤었니? 

갯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육지일지? 바다일지에 대해서는.. 아까 

전시물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랑 주어지지 않았을 때랑 

생각했던 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니? 

M1 : 네, 있어요. 

T :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아까는 뭘 보면서 봤니? 인천의 

갯벌 코너에서는? 

M1 : 아까는요. 갯벌에 있는 생물들이랑 뭐가 사는지,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중점해 봤는데요. 이것도 생각은 해봤는데.. 1 번이랑 3 번 

같은 거(활동지 문제)는 생각도 못했어요.  

(중략) 

T : 그러면 너도 이런 것들은 설명 위주의 전시물이었는데 체험형 있쟎아. 

아까 막 만져보고 움직이고 이런 전시물에서도 활동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니?  

M1 : 네.  

T : 어떤 점에서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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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 일단은 그 활동지 없이 실험만 한다면은 그걸 신기하다는 것만 알고 

그냥 어떤 건지 주제만 파악할 것이고 정확하게는 생각을 못해볼 것 같은데.. 

활동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걸 읽어보고 실험을 해보니깐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실험에 대해서. 

(0903b_M1 면담 내용 중) 

 

“처음에 그냥 무조건 관람할 때는 내가 이걸 뭘 목적으로 관람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활동지를 주면 어떤 목적으로 그 실험을 봐라봐야하는지 그 

관점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험을” 

(0903b_H2 면담 내용 중) 

 

시연(Ad)의 경우 활동지가 사진으로나마 행동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학생들의 관람행위를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지지줄이기(Ae)는 활동지와 같은 인공물의 스캐폴딩이라 학생에게 전적인 

책임감을 넘겨줄 수는 없었다. 현재수준 진단 및 즉각적 도움(Af) 역시 

학생들 스스로가 활동지의 설명이나 정답을 통해 자신의 현재 수준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자신이 이해상태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특히 c 그룹에서는 다음과 같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를 보여 활동지의 

제한적인 스캐폴딩을 보여주고 있었다.   

 

H2 : 다한 것 같아. 그냥 가자 

H1 : 아니,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H2 : 그냥 가자. 

(0903c_’태양광과 수력발전’ 전시물 앞) 

 

H1 : 매직아이 이거 맞아? 그거는 초점 이상하게 하는 거쟎아.  

H2 : 몰라. 그럼 예를 세게만 쓰도록 하자. .. 

H1 : 모르겠다. 

H2 : 끝. 

(0903c_’잔상’ 전시물 앞) 

 

H1 : 이거 안 켰쟎아. 

H2 : 이상한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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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 뭐야 이거? 왜이래? 

H2 : 모르겠다. 안되겠다.  

H1 : 이거나 보자. 

H2 : 그 다음 거 보자. 

H1 : 그 다음이 뭐야? 

(0903c_’전반사’ 전시물 앞) 

 

하지만 d 그룹 학생 인터뷰에서 ‘핸드보일러’처럼 본인이 잘 아는 

내용에서는 참고자료를 읽지 않았지만 ‘화학전지’와 같이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읽었다고 하며 주어진 단서들을 도움이 

필요한 순간 학생들 스스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c 그룹 학생들의 관람 

중 대화 속에서도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다음과 같이 활동지의 

설명을 읽으면서 관람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H1 : 왜 벌써 떨어져?  

H2 : 진공이니깐가 아닌데....  

H1 : 이게..이게 아닌데. 

H2 :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근데, 아까 나 봤어.  

H1 : 원 모어 타임?(다시 전시물을 움직이며 관찰) 

H2: 여기 나와있는데?(설명을 주시)  

(0903c_‘진공낙하실험’전시물 앞) 

 

또한 약간의 제한된 스캐폴딩을 보안하는 방법으로 정답제시가 해답이 될 

수 있다. 물론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b 그룹의 M2 학생은 정답을 통해 현재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고 M1 학생은 전시물 앞에서 활동지를 해결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되어 정답이 필요없다고 하였지만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인천학생과학관 활동지에 

정답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정답지를 따로 만들어 함께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다. 필요한 학생들은 정답을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안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T : 어쨌든 너희가 이걸 풀었을 때 맞게 풀었는지 아닌지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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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 가장 확실한 건 제가 그 자리에서 풀어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건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풀어보겠다 했을 때는 제가 답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나 그 뒤에 답이 써준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0903b_M2 면담내용중) 

 

T : 마지막으로 문제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해결했니?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건 활동지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될 수 있었니? 아니면 다른 

도움이 필요했어? 

M1 : 안되서요.. 핸드폰으로 찾아보고 싶었는데요.. 이런게 보충 설명이요.. 

차라리요.. 뭐지? 판넬이라고 하나? 키오스크나? 거기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쉬웠어요. 아니면 활동지라도 그런 단어 

해설이 있었으면.. 

    (중략) 

T : 너도 이 활동지를 풀었을 것 아니야.. 너가 이 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니? 따로 정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M1 : 저는 확신 가질 수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보고서는 바로 푼다면 더 

확신 가질 수 있고요.  

T  :정답은 필요 없을 것 같아? 굳이 없어도 이 정도의 질문에서 풀어보고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답에 대한 확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니? 

M1 : 네.. 

(0903b_M1 면담내용 중) 

 

그리고 과학관에서의 활동지가 아니어도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Ac 

속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M3 : 활동지는 몰라도 전시물마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전시물에 

써있는 자잘한 글씨들 있쟎아요? 그거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고요. 

참고자료같이 그.. 들고 다니면서 이 전시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거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활동지는 몰라도.. 

(1029d_M3 면담내용 중) 

 

정서적인 속성 중 동기부여(Ag)와 관련된 스캐폴딩 속성은 인터뷰를 

통해 조금 확인 할 수 있었다. E1 학생은 “활동지를 보면 그걸 해야 한다는 

의욕감이 생긴다”고 말하며 활동지가 동기부여를 시켜준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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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더라도 모두 활동지가 동기부여를 시켜주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관람 후에도 활동지 경험을 어려워하였던 

학생을 제외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M2 학생의 경우 "관심있는 

주제를 찾아가지고 자세히 봤으니깐 보고 또. 궁금증이 생기고 그런면에서 

의미있었고(0903b_M2)"라고 언급하며 활동지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언급하였다. 다른 학생도 인터뷰에서 지난 중학교 때의 

활동지 경험과 비교하여 이번 활동지 경험에 대한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지난번에는) 다 풀어야된다고, 안 풀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적다가 시간이 끝나서 구경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시간 여유도 많고 

천천히 하면서 하니깐 재밌었던 것 같아요” 

(0903c_H1 면담 내용 중) 

 

활동지의 양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관람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의 활동지 양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정도의 

양은 아니었으며 활동지의 적당한 양에 대하여 M2 학생은 인터뷰 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정도의 활동지의 양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 (활동지가) 너무 많게 되면 학습지 양도 많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니깐 

자기가 정말로 괜찮은 분야 3 개에서 많으면 5~6 개 정도만 뽑아가지고 그 

쪽을 중심적으로 해서 과학관을 관람을 하는게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0903b_M2 면담 내용 중) 

 

또한 활동지를 하게 됨에 있어서 활동지의 동기부여는 개인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흥미있는 분야가 얼마나 많냐가 제일 관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고싶은 분야가 엄청 많다고 하면 그 분야에 관해 

활동지를 뽑아올 것 같고 적다면 적게 뽑아 올 것 같고" 

(0903b_M2 면담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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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의 좌절통제(Ah)와 관련된 스캐폴딩 속성은 과학관 현장에서 

특별히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M3 학생의 경우 “이게 지금 뭘 이용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라고 하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활동지가 이를 도와주지 못하였다. 이해수준이 높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 활동지를 수행하였을 뿐이었다.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는 관람 

도중 좌절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관람행동을 확인할 수 없었다. 

 활동지가 무엇을 지지하는가와 관련해서 첫 번째 항목인 주도적인 

학습을 지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a 와 d 그룹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분야의 

활동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활동지를 통해 관람을 할 

때에는 연구 상황을 의식하며 활동지에서 제시하는 문제를 그대로 따라가며 

푸는 학습 장면을 보여주었다. b 와 c 그룹의 경우에는 활동지를 선택하고 

관람을 할 때 활동지의 문제와 상관없이 관람 활동을 본인들이 원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충분히 즐기고 있었다. c 그룹 학생들은 활동지를 5 층 

체험관의 전시물과 관련하여 골랐으며 본인들이 좋아하는 전시물을 

관찰하며 조작하는 활동을 신기해하고 즐기면서 수행하였다.  

반면에 b 그룹 학생들이 선택한 전시물은 대부분 패널 위주였고 활동지의 

문제를 푸는데 집중하기보다 활동지를 참고하여 관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인터뷰에서도 활동지의 선택이나 과학관 관람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혔다.  

 

"저희가 그거를 활동지를 안 사용하고서 고른 이유가 주제마다 학생들이 

관람을 할 때에 자세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쪽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보고서 아 이런 게 있고 이런 생물들이 신기하고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해마를 보고 싶었는데 전부터 해마를 본 기억이 잘 

없어가지고 해마를 보러 간 거 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음 편하게 가가지고 

생물들이 어떤 생물들이 있고 그런 거를 관찰하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쪽은 설문지 그니깐 조사 쓰고 보고서 없이 간 거였거든요. 

그런 분야 같은 데는 설문지 없이 가서 보는 게 학생들에게 부담도 덜 되고 

가서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또 블랙홀 

같은 주제는 내용도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거니까 보고서도 써가면서 

자세하게 눈 여겨 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0903b_M2 면담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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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지지하는가(Bb)에 관련해서는 이해 수준이 비슷한 a 그룹의 

경우 전혀 활동지가 이러한 학습상황을 스캐폴딩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 원리와 같은 대화 및 협력 활동을 보이지 않고 문제를 

각자 푸는 관람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수준의 차이가 

있었던 d 그룹은 잘 아는 학생이 활동지의 문제들을 모르는 학생에게 

설명해주면서 전시물의 과학원리에 관한 대화를 활동지가 지지해주고 

있었다. 또한 개인의 맥락에 따라 b 그룹은 활동지를 푸는 행위보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관람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고 c 그룹의 경우 전시물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전시물에 대한 느낌과 생각에 대해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한 대화에 있어서 활동지가 소재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으며 인터뷰에서 학생들도 이를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던 a 그룹의 E1 학생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은 활동지의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학습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통해 가족들간의 상호작용이 많아질 것 

같다” 

 (1125d_M4 면담 내용 중) 

 

T :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협동하거나 그룹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니? 

E1 :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T : 지난번 관람에서는 활동지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풀고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던 거 같은데 어떤 점에서 대화를 한다던지 협동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E1 : 그 때는 아는 게 많아가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것 같고 

그래서요. 

(1125a_E1 면담 내용 중) 

 

전시물 기반의 체험활동을 지지하는가(Bc)와 관련된 속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활동지의 양이 적절하여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 a 그룹의 경우에도 주로 전시물 버튼을 작동하거나 체험형 전시물을 

만져보고 충분히 관찰해보는 태도를 보이며 활동지에서 제시하는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보는 탐구자세를 보였다. d 그룹의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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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에서 활동지의 문항에서 요구하는 문제풀이 상황에 집중하여 어려운 

내용을 친구와 대화하며 탐구문제에 집중을 하였으며 활동지로 인해 

조작활동이 방해되지 않았다. 또한 면담 시에 체험활동에 방해를 주는 것 

같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며 활동지가 체험활동에 도움을 주는 

이유를 다음처럼 밝혔다. 

 

“나를 포함한 친구들이 손이 없지 않은 이상 전시물의 버튼 같은 것을 막 

눌러보거나 만져보거나 하겠지만 활동지가 없다면 이 전시물이 뭘 

의미하는지 등 과학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0903d_M3 면담 내용 중) 

 

c 그룹 학생들도 활동지의 문제를 풀면서도 흥미있는 전시물 앞에서 매우 

열중하며 재미있어 하였고 처음에 과학관에 체험, 놀이를 목적으로 온다고 

하였던 학생은 관람 후에 다음과 같이 인터뷰하며 다음 번 방문에도 

활동지를 이용할거라며 적극적인 관람태도를 보여주었다. 

 

T : 그러면 어떤 점에서 좋았고, 어떤 점에서 불편했고, 싫었고 이런 거 

있니? 

H2 : 처음에 그냥 무조건 관람할 때는 내가 이걸 뭘 목적으로 관람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활동지를 주면 어떤 목적으로 그 실험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관점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험을. 

(중략) 

T : 응, 그럼 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너희가 여기에 오면 체험하는 거를 

더 좋아한다고 말했었잖아. 그럼 굳이 학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체험도 

해보고 버튼도 눌러보고 동전도 떨어뜨려보고 했는데, 그런 경험 외에 

이렇게 활동지를 주면서 활동지에서 생각해볼 것을 제시를 해주고 설명이 더 

부가적으로 있어서 학습에 도움이 되면 그런 관람도 싫은 것만은 아니겠네? 

H2 : 네. 

T : 그럼 아까는 그래도 좀 놀려고 과학관에 온다고 했잖아.  

H2 : 네. 

T : 그럼 노는 데는 활동지가 방해되지는 않니? 

H2 : 근데 여기 오면 물론 과학을 관람하러 오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게 

없으니깐 저절로 대충 눈으로만 훑고 다 알았다 이러는데 이런 거를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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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목적이 생기니깐 더 효과적으로 관람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T : 그러면 너는 다음에 과학관에 오면은 이런 거를 활동지를 좀 찾아보고 

올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올 것 같아? 

S : 저는 한 번 찾아볼 것 같아요. 

T : 찾아보고 좀 관심 있는 거를. 

S : 출력해서 

T : 생각해보고 올 것 같애? 

S : 네. 

(0903c_H2 면담 내용 중) 

 

 하지만 b 그룹은 선택한 전시물이 패널위주의 체험형 전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찰 및 추론 외의 활동은 보이지 않았다. 모든 사례에서 활동지가 

체험에서만 그치지 않고 좀 더 고차원적인 추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스캐폴딩한다고 볼 수 있었다. 

과학문화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지하느냐(Bd)와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과학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게 할만한 전시물이 

있거나 해당되는 활동지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관람장면에서 그러한 

스캐폴딩 속성이 드러나는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인터뷰 면담 중에서 

이러한 Bd 를 인식하는지 물었을 때 학생 역시 활동지의 종류에 따라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T : 과학이 나의 일상생활과도 관련이 있구나, 나도 원하면 과학관 

관람같은 문화를 즐길 수 있겠구나. 나도 이런 과학문화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활동지가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M4 : 음.. 이거는 학습지가 어떤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학습지가 지식 위주.. 뭔가 실생활과 관련된 걸 보여주는 게 있으면 당연히 

해당되는 돼요. 너무 지식적인 것만 있으면은 안 해당되고... 

T : 그러면 지난번 과학관 활동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요? 

M4 :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인 것 같아요 

T :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 않고 보통이라고 한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M4 : 너무 내용만 나와있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하게 안 

나와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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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d_M4 면담 내용 중) 

  

하지만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학관에 다시 올 때 활동지를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관람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관람 태도와 의지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활동지의 긍정적인 관람경험은 다양한 과학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지지를 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좀 더 직접적인 

스캐폴딩이 필요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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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비형식기관 중 하나인 과학관에서는 방문객의 맥락과 전시물 및 과학관의 

물리적인 맥락, 그리고 과학문화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서로 긴밀하

게 관계되어 학습이 일어나게 된다. 과학관 안에서의 학습이 다양한 모습으

로 성과를 특별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학습을 학습자 책임으로 

전가시키기에는 학습을 목적으로 설계된 과학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

하는 것이라고 보고 과학관에서의 스캐폴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과학관에

서 일어나는 여러 스캐폴딩 양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문헌들

을 통해 스캐폴딩 속성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스캐폴딩 속성에 대한 분석

틀은 크게 어떻게 지지하는가와 무엇을 지지하는가의 두 축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지지하는가는 학습 현장에서 학습을 지지하는 여러 

방법적인 측면인 자유도 감소(Aa), 방향 제시(Ab), 핵심내용 체크 및 단서 

제공(Ac), 시연(Ad), 지지줄이기(Ae), 현재 수준 진단 및 즉각적인 도움 

제공(Af), 좌절통제(Ag), 동기부여(Ah)란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좌절통제(Ag), 동기부여(Ah)는 정의적인 속성에 해당된다. 그리고 무엇을 

지지하는가는 과학관에서 다음과 같은 스캐폴딩해야 하는 학습 상황을 항목

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 스스로의 주도적인 학습상황(Ba), 상호작용이 활

발한 학습상황(Bb), 과학관 맥락의 전시물 기반의 체험활동이 일어나는 학

습상황(Bc), 과학문화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학습상황

(Bd)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스캐폴딩 분석틀을 통해 문헌 속에서 언급된 활동지의 스캐폴딩 

속성 및 스캐폴딩 속성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인천 학생과학관 활동지

의 스캐폴딩 속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활동지 관련 문헌 속에서 자유도 감소(Aa), 방향제시(Ab), 핵심내

용 체크 및 단서 제공(Ac)의 스캐폴딩 속성과 관련된 활동지의 역할 언급

은 많았다. 하지만 시연(Ad), 지지줄이기(Ae), 현재 수준 진단 및 즉각적인 

도움 제공(Af)과 관련된 활동지의 역할 언급은 거의 없었다. 정서적인 속성

인 좌절통제(Ag)에 대해서는 활동지가 오히려 스트레스나 좌절감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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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활동지 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동기

부여(Ah)에 관련되어서도 활동지 유형에 따라 재미를 줄 수 있다고 하며 

활동지 유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과학관 학습에 있어서 스캐폴딩의 인지

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 중 비형식 기관의 자유롭고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

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의적인 스캐폴딩의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활동지

의 경우 활용방법과 활동지의 유형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활동지의 유형과 방법에 따라 활동지가 자기주도적인 학습

상황(Ba), 상호작용이 활발한 학습상황(Bb), 과학관 맥락의 전시물 기반 체

험활동이 일어나는 학습상황(Bc)를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활동지의 유형과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오히려 이러한 학습상황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바람직한 활동지의 활용 방법과 활

동지 유형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학문화 구성원으로서의 정체

성을 형성할 수 있는 학습상황(Bd)에 대한 활동지 역할과 관련된 문헌에서

의 언급은 없었지만 과학이 우리 생활과 밀접해진 현대 사회에서 과학관 학

습이 이러한 학습자와는 별개의 상황으로 인식되기 보다 학습자와 밀접한 

사회문화로 인식되어 과학관 학습에 대한 동기가 더욱 부여될 수 있도록 과

학관 학습도 활동지의 스캐폴딩도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한 활동지의 스캐폴딩 가능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이 매우 긍정적이지도 않았으며 부정적이지도 않는다란 결론을 얻었다. 또

한 활동지에 기대하는 바는 상반된 의견들도 많아서 의견을 통합할 수 없었

다. 바람직한 활동지의 유형과 활용방법이 모든 개인의 맥락과 부합되기 어

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학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

한 활동지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인천학생과학관의 활동지를 통해 본 스캐폴딩 속성 역시 문헌들에

서 언급된 스캐폴딩 속성과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 관람 활

동을 분석할 결과 활동지에 의도된 스캐폴딩이 효과적으로 학생에게 인식되

는지는 학생의 개인맥락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 관람을 한 연

구대상 학생들은 모두 과학에 흥미가 있고 과학 쪽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학

생들이란 학생 맥락의 특수성과 연구를 위해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활동지의 양이 주어졌기 때문이란 상황적 특수성 때문에 활동지 경

험의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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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에서의 활동지는 본 연구에서 만든 스캐폴딩 분석틀의 모든 속성들

을 지지하고 있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속성의 스캐폴딩을 의도하고 있어도 

개인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학습상황에서 드러나지 않기도 하다. 특히 실제 

관람에 참여한 학생들이 과학관 활동지의 스캐폴딩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본 과학관 활동지의 스캐폴딩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러한 스캐폴딩이 과학관 학습에 있어서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맥락과 활동지의 유형, 활용방법에 따라 그렇

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분석틀의 두 축 중 하나인 무

엇을 지지하는가와 관련된 활동지가 스캐폴딩해야 하는 학습상황에 대한 논

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한 학습상황을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지지하는가와 관련된 스캐폴딩 속성들을 고

민하여 활동지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2. 제언 

 

과학관에서의 즐겁고 의미 있는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스캐

폴딩 분석틀을 만들고자 하였지만 실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분석틀이 개

념적이라서 기능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석틀을 더욱 정교화하여 실제 과학관 학습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인천학생과학관의 홈페이지에서 배부하고 있는 활동지

를 대상으로 정하고 분석하여 사례의 수가 많지 않은 한계점이 있었다. 다

음 연구에서 다양한 다른 과학관에서의 활동지를 분석하여 활동지의 스캐폴

딩 유형을 얻어낸다면 활동지의 스캐폴딩 속성이 더욱 분명하게 파악될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과학관 학습의 스캐폴딩 매체는 활동지 외에도 

안내책자, 리플릿, 전시해설사(도슨트), 오디오, PDA 등 다양하게 있다. 추

후에 활동지 외의 다른 매체들의 스캐폴딩 속성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비교하여 과학관에서의 분산된 스캐폴딩에 대한 연구 결과를 얻어낸다면 

Tabak(2004)이 제시한 과학관 학습을 여러 다양한 스캐폴딩 매체를 통한 

종합적인 스캐폴딩(Synergy Scaffolding)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0 

  



 

 

51 

참 고 문 헌 
 

강인애, 설연경 (2009).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학습이론으로서 ‘전시물 기반 학습(Object-based learning)'에 대한 

사례연구. 조형교육학회, 33, 1-38. 

김설희 (2006). 과학관 물리 전시물 분석과 과학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미출판 석사 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김찬종, 신명경 , 이선경 (2010). 비형식 과학학습의 이해. 서울: 북스힐. 

라윤영 (2011). 서울역사박물관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박물관 

워크시트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미출판 석사 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신현정 (2011). 과학관 전시물의 학습 어포던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과학 

학습 양상 연구. 미출판 석사 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오필석, 이선경, 김찬종 (2007). 지식 공유 관점에서 본 과학교실의 담화의 

사례,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7(4), 297-308.  

이윤지 (2009). 국내외 박물관 활동지 분석 및 연구. 미출판 석사 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최지은, 이선경, 신명경, 임진영, 변호승, 이선경, 이창진, 김찬종 (2004). 

자연사 박물관의 예비관람객의 요구 연구.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2(2), 91-106. 

한문정, 양찬호, 노태희 (2010). 과학관을 활용한 교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교육 요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0(8), 1060-

1074. 

Anderson, C. W., Holland, J. D., & Palincsar, A. S. (1997). Canonical and 

Sociocultural Approaches to Research and Reform in Science 

Education: The Story of Juan and His Group.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97(4), 359-383. 

Belcher, M. (2006). 박물관 전시의 기획과 디자인 (신자은, 박윤옥 역.). 

서울: 예경. (원저 1991 출판). 

Bitgood, S. & Davis, J. (1991). Self-guided handouts in museums and zoos: 

An Annotated Bibliography. Visitor Behavior, 6(3), 7~10. 



 

 

52 

Davis, E. A. & Miyake, N. (2004). Guest editors' introduction: Explorations 

of scaffolding in complex classroom systems. The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13(3), 265-272. 

Falk, J. H. (2005). Free-choice environmental learning: framing the 

discussion.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11(3). 265-280.  

Falk, J., & Dierking, L. (2000). Learning from museums: Visitor 

experiences and the making of meaning. Lanham, Maryland: 

Altamira Press. 

Feher, E. (1990). Interactive museum exhibits as tools for learning: 

explorations with light.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12(1), 35 - 49. 

Finson, K. D. & Enochs, L. G. (1987). Student attitudes toward science-

technology-society resulting from a visit to a science-technology 

museum.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24(7), 593-

609. 

Griffin, J. (1998). Learning science through practical experiences in 

museum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0(6), 655 

- 663. 

Griffin, J. (2004). Research on students and museums: looking more 

closely at the students in school groups. Science Education, 88(1), 

59-70.  

Hammond, J. (ed.) (2001). Scaffolding: teaching and learning in language 

and literacy education. New South Wales: Primary English 

Teaching Association. 

Henriksen & FrØyland(2000). The contribution of museums to scientific 

literacy: views from audience and museum professional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9(4), 393-415.  

Hooper-Greenhill, E. (2007). Museums and education : Purpose, Pedagogy, 

Performance.  London ; New York: Routledge. 



 

 

53 

Horgan, K. & Pressley, M. (eds.) (1997). Scaffolding student learning: 

Instructional approaches and issues. Cambridge, MA: Brookline 

Books.  

Jackon, S. L., Krajcit, J., & Soloway, E. (1998). The Design of Guided 

Learner-Adaptable Scaffolding in Interactive Learning 

Environments, Proceeding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Los Angeles, Ca. USA. 187-194.  

Kisiel, J. F. (2003). Teacher, Museums and Worksheets: A Closer Look at 

a Learning Experience. Journal of Science Teacher Education, 

14(1), 3-21. 

Kisiel, J. F. (2005). Understanding elementary teacher motivations for 

science fieldturps, Science Education, 89(6), 936-955.  

Kisiel, J. F. (2007). Examining teacher choices for science museum 

worksheets. Journal of Science Teacher Education, 18(1), 29-43. 

Kong, A. (2002). Scaffoding in a learning community of practice: A case 

study of a gradual release of resposibility from the teacher to the 

students. Annual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Convention. 

San Francisco, CA.  

Krombaβ, A., & Harms, U. (2008). Acquiring knowledge about biodiversity 

in a museum - are worksheets effective?. Journal of Biological 

Education, 42(4), 157-162. 

Lave, J. & Wenger, E. (1991). Situated Learning-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pper, M. R., Drake, M. F., & O'Donnell-Johnson, T. (1997). Scaffoding 

Techniques of Expert Human Tutors. In K. Horgan & M. Pressley 

(eds.), Scaffolding Student Learning (Vol. 2nd ed). London ; New 

York: Rotledge.  

McManus, P. (1985). Worksheet-induced behaviour in the British Museum 

(Natural History), Journal of Biological Education, 19(3), 237-

242.  



 

 

54 

Mortensen, M. F., Smart, K. (2007). Free-Choice Worksheets Increase 

Students' Exposure to Curriculum during Museum Visit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4(9), 1389-1414.  

Panlinscar, A. S. (1998). Social Constructivist Perspectives on teaching 

and learning. Anunal Reviews Psychological, 49, 345-375. 

Park et al. (2011). An examination of the notion of scaffolding in an 

informal science learning context. East-Asi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Gwangju. 

Parson , C. & Muhs, K.(1994). Field trips and parent chaperones: A study 

of self-guided school groups at the Monterey Bay Aquarium. 

Visitor Studie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1), 57-61. 

Pea, R. D. (2004). The social and technological dimensions of scaffolding 

and related theoretical concepts for learning, education, and human 

activity. The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13(3), 423-451. 

Price, S. & Hein, G. E. (1991). More than a field trip: science programmes 

for elementary school groups at museum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13(5), 505-519.  

Puntambekar & Hubsher. (2005). Tools for scaffolding Students in a 

complex learning Environment: What have we gained and what 

have we missed?.  Educational Psychologist, 40(1), 1-12. 

Reiser, B. J. (2004). Scaffolding Complex Learning: The Mechanisms of 

Structuring and Problematizing Student Work. The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13(3), 272-304. 

Rennie, L. J., & McClafferty, T. P.(1995), Using Visits to Interactive 

Science and Techonlogy Centers, Museums, Aquaria, and Zoos to 

Promote Learning in Science. Journal of Science Teacher 

Education, 6(4), 175-185. 

Roehler, L. R., Cantlon, D. J. (1997). Scaffoding: A Powerful Tool in Social 

Constructivist Classrooms. In K. Horgan & M. Pressley (Ed.), 

Scaffolding Student Learning (Vol. 2nd ed). London ; New York: 

Rotledge.  



 

 

55 

Rosiek, J. (2003). Emotional scaffolding: an exploration of the teacher 

knowledge at the intersection of student emotion and the subject 

matter. Jouranl of Teacher Education, 54(5), 399-412. 

Sheirn, B., Reiser, B, J., & Edelson, D. (2004). Scaffolding Ayalysis : 

Extending the Scaffolding Metaphor to Leaning Artifacts. The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 13(3) 387-421 

Stone, C. A. (1998). The metaphor of scaffolding: Its utility for the field of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1(4), 344. 

Tabak, I. (2004). Synergy: A complement to Emerging Patterns of 

Distributed Scaffolding. The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13(3), 305-335.  

Verenikina, I. (2003). Understanding scaffolding and the ZPD i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of. IT Education, 6, 327-346.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Wertsch, J. V. (1991). A Sociocultural Approach to Mind Voices of the 

mind: A sociocultural approach to mediated action (pp. 18-45).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Wood, D., Bruner, J. S. and Ross, G. (1976). The role of tutoring in 

problem sloving,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7, 

89-100.  

Zembylas, M. (2005). Three Perspectives on Linking the Cognitive and the 

Emotional in Science Learning: Conceptual Change, Socio-

Constructivism And Poststructuralism. Studies in Science 

Education, 41, 91-116 



 

 

56 

[부록1] 스캐폴딩 관련 분석틀 관련 문헌정리 

구분(Pea, 

2004; 

Hammond ,20

01) 

스캐폴딩 관련 문헌에서 나타나는 스캐폴딩 속성 

Wood et 

al. (1976) 

Roehler 

& 

Cantlon 

(1997) 

Lepper at 

al. (1997) 

Jackon 

at al. 

(1998) 

Hammond 

(2001) 

Kong 

(2002) 

Reiser 

(2004) 

Tabak 

(2004) 

Puntambeka

r & Hubsher 

(2005) 

Rosiek 

(2003) 

종합(정서적

인 속성) 

어떻게 지지를 

하는가? 

자유도의 

감소(해결책에 

도달하는 과정의 

행동을 줄여줘서 

과제를 

단순화시키기, 

수준에 맞게 과제 

사이즈 줄여주기)  

구조화된 

일관성을 제공, 

이를 통해 

학습에 인지적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과제의 

복잡성을 

줄여주고 

학습자의 

의도에 

집중시키는 등 

과제 자체의 

변화주기(내재

적 스캐폴딩) 

교육과정 사이클 

설계하기 
  

구조화 : 필요한 

노력 집중하기 
  

도구를 통해 복잡한 

과제의  

구조를 제공하기 

  자유도 감소 

방향유지(특정 

목표를 

추구하도록  

한계를 주기) 

  
도전적인 문제 

부여하기 
  

교육과정 사이클 

설계하고 

특정단계에서의 

목표제시 

  

문제화:주의집중, 

구조화 : 과제 

분석 

(중요한 목표에 

참여하게 하기) 

      방향 제시 

중요한 부분 

체크(다양한 

방법을  통해 

과제의 중요한 

특징을 체크하고 

강조하기) 

  
정보를 

연관시켜주기 

설명적인 

예시를 

제공하기 

(내용지원적 

스캐폴딩) 

질문(who, what)을 

통해 질문하는  

것에 대한 

핵심단어 제공, 

새로운 단어자원 

제시하기 

새로운 정보와 

선지식을  

연결해주기(Mey

er, 1993) 

 
      

핵심 내용 

체크 및 

단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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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튜터가 할 

수 있는 현재 

상태  이상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과제 

해결책에 대한 

시연 및 모델링을 

하기) 

정교한 질문과 

코멘트, 매너에 

대한 모델링 

  모델링하기 모델링하기 

질문하기, 

토론하기 등의  

대화 및 참여 

전략의 예를 

모델링하기 

    

기술적인 도구들을 

통해  

시각화와 

모델링하기 

  시연 

아이들이 스스로  

과제를 

 할 수 있게 

되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학생들의 

참여기회 제공,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획득하면 

스캐폴딩을 

줄이기 

  

스캐폴딩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기회제공하기 

 학생들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교사로부터 

학생에게로 

책임감 

전이(Meyer, 1993)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스스로 

탐색하게 하기 

  

도구들이 점차적인 

지지, 지지줄이기와 

같은 것을 제공하지 

않기도 함 

  지지 줄이기 

방향유지(특정 

목표를 

추구하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기) 

학생 이해상태 

체크하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중재, 오류 

수정,  

오류 진단, 오류 

수정하는 질문이나 

힌트 제공하기 

      

구조화 : 과제 

분석(현재 

진행사항을 

명료화, 반성화, 

과정체크하기) 

  

도구들이 계속적인 

진단이나, 점차적인 

지지, 지지줄이기와 

같은 것을 제공하지 

않기도 한다.  

  

현재수준 

진단 및 

즉각적 도움 

모집:문제해결자

의 흥미를 

리스트하고  

과제의 

필요요소를 

모으기 

학생들의 높은 

흥미와 선택을 

포함하는  

활동을 통한 

지식, 전략, 계획 

세우기 

도전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부여, 

호기심을 

증대시키고, 사고를 

촉진시키는 

질문하기, 

래포형성하기 

      

문제화 :흥미를 

가지게 하거나 

쟁점 해결  

또는 이해에 

힘쓰게 하기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자원과 사회적 

도구들을 

제시하기 

  

학생들의 친밀감 

유지를 통한 래포 

형성하기, 

문화 차이 

좁혀주기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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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통제(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덜 

스트레스 받도록 

하기) 

  

학생의 자신감 

강화(위로하기, 

안심시키기, 

예외사항 

만들어주기, 

목표다시 설정하기, 

자신감 표현하기, 

즐거운 경쟁에 

참여시키기), 

래포형성하기 

    

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보다 

새로운 학습에 

대한 잠재력에 

초점을 맞춘 

평가없는 

교사와 학생의 

협력(Meyer, 1993)  

      

사전지식의 

부재로 겪게되는 

과제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을 

극복하게 해주기, 

친숙한 상황으로 

만들어주기 

(좌절통제) 

무엇을 

지지하는가? 

아이들이 스스로  

과제를 할 수 

있게 되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학생들의 

참여기회 제공,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획득하면 

스캐폴딩을 

줄이기 

진행과정에 대한 

선택을 제공함 

스캐폴딩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선택하도록 함. 

 학생들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함 

실제 작문의 

학생들의 

주도적이며 

활발히 

참여하는 

학습이 

발생하도록 

학생 참여 지지 

주변적인 

참여에서 

완전한 

참여로(Lave & 

Wenger, 1991) 

문제화: 추론과 

같은 과정에 참여 

유도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스스로 탐색- 

문제정의, 해결책 

계획, 경험적 

탐구의 구성을 

하는 것임 

학생들은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구성원임 

    
주도적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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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아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캐폴딩이 

일어난다 

      

학생의 

상호작용을 

유도(대화를 통해, 

정보와 생각 공유, 

교사는 학생의 

학습에 학생은 

교사의 이해에 

서로 영향을 줌) 

학생들이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제공(Meyer, 

1993) 

문제화 : 도구들 

내에서 효과적인 

행동들에 대한 

학문적 

아이디어를 

토론하게 하거나 

아이디어 협상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함 

  

다른 동료들의 

학습이 지지하는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촉진하기 

  상호작용 

나무 피라미드 

퍼즐 맞추는 것과 

같은 기술 획득과 

문제풀이 학습 

상황 

문학 수업에서 

글쓰기,  
수학 문제풀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학습 

상황 

언어를 통한 

일반적인 학습  

상황(지식은 

협력적으로 구성, 

새롭고 확장된 

이해 구성) 

독서 작문 

지식과 기술을 

연습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에서의 

학습.  

추론과 같은 

과정에 참여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학습 상황 

인공적인 도구와 

소스들이 있는 교실 

상황, 공유된 이해를 

제공하는 환경안에 

참된 활동이 

포함되어 있음. 

일반 수업상황 

활동 내용 

측면(학습 

맥락) 

어른의 문화에 

대한 이해 
      

교사와 학생 모두 

협력적인 

 배움의 과정에서 

활동적인 

참여자임 

독서 작문 

지식과 기술을 

연습하고 

발전시키는 

교실 학습 

공동체 속에서  

모든 학생들은 

지식있고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인정 

  

학생들이 관련된 

문화적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학생들은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구성원임 

    
구성원으로서

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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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연구 참여자의 기초 맥락 조사 설문지 

 

과학관에서의 활동지 활용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이 설문조사는 여러분이 과학관에서 무엇을 통해 정보를 얻는지, 이러한 정보를 주는 매체인 과학관 활동지

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생각하시는 바를 진솔하게 답변해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답변은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으신 후 질문에 성심껏 답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자 :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박지은(연락처 : saturnje@snu.ac.kr) 

 
1. 성별 ⓵ 남 ⓶ 여  

2. 학교 ⓵초등학교 ⓶중학교 ⓷고등학교  

3. 학년 ⓵1 ⓶2 ⓷3 ⓸4 ⓹5 ⓺6 

4. 예전에 과학관을 방문한 적이 있나요? ⓵ 예(횟수:1년동안     번) ⓶ 아니오  

4-1. 방문했던 과학관을 적어주세요.                                                                           

 

5. 과학관을 방문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6. 과학관에 왔을 때 어디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얻나요? 

⓵ 전시설명인(도스트) ⓶ 안내 책자 ⓷ 전시장 설명판(패널 & 레이블) 

⓸ 활동지 ⓹ 오디오나 PDA ⓺ 기타:  

 

7. 전시물을 보면서 궁금증이나 어려운 용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⓵ 전시설명인(도슨트)에게 물어본다.  

⓶ 함께 간 친구나 가족, 교사에게 물어본다.  

⓷ 활동지나 안내책자를 활용한다.  

⓸ 전시실 내의 정보검색기를 찾아본다.  

⓹ 전시관람 후 인터넷으로 찾아본다.  

 

8. 과학관에서 활동지 활용 경험은 어떠한가요?  

⓵ 과학관에 가면 항상 챙겨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⓶ 있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관람하면서 활용하지는 않는다. 

⓷ 단체 관람시 선생님이 제작한 활동지를 해본적은 있지만 스스로 활동지를 찾아서 해본적은 없다.  

⓸ 과학관에도 활동지가 있는 줄 몰랐고 사용해 본 적도 없다.  

 

9. 과학관에서의 활동지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나요?(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골

라주세요) 

⓵ 과학관에서 봐야할 여러 가지 전시물로 인한 혼돈(어디부터 가야할까에 대한 고민, 전시물을 얼마만

큼 봐야할까에 대한 고민 등)을 줄여준다.  

⓶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할 지와 같은 목표를 설정해준다.  

⓷ 다양한 활동과 내용을 제시해주어 관람하고 싶은 동기를 만들어준다.  

⓸ 전시물 앞에서 꼭 봐야하는 내용을 체크해주고 보충 설명을 제공해준다.  

⓹ 전시물 앞에서 해야 하는 활동을 직접 보여준다.  

⓺ 어려움이 생길 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해준다.  

⓻ 나의 이해상태를 알려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수정해준다.  

⓼ 조금씩 도움의 정도를 줄여서 나중에는 혼자서 할 수 있게 해준다. 

⓽ 학습을 즐겁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⓾ 위의 보기들과 같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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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활동지가 과학관에서의 주도적인 관람 활동(예: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관람, 적극적인 관람 태도지

지)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⓵ 매우 그렇다. ⓶ 그렇다. ⓷ 보통이다. ⓸ 그렇지 않다. ⓹ 매우 그렇지 않다.  

10-1.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를 써주세요. 

                                                                                                

                                                                                                

 

11. 활동지가 친구들 혹은 가족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예: 대화 촉진, 협력활동 제시 

등)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⓵ 매우 그렇다. ⓶ 그렇다. ⓷ 보통이다. ⓸ 그렇지 않다. ⓹ 매우 그렇지 않다.  

11-1.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를 써주세요. 

                                                                                                

                                                                                                

 

12. 활동지는 과학관 문화체험을 통한 과학문화 구성원의 정체성(“과학이 나의 일상생활과도 관련이 있

구나”, “나도 언제든 원하면 과학문화를 즐길 수 있구나”, “나도 과학분야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나

도 이러한 과학문화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등과 관련된 나에 대한 생각)을 길러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⓵ 매우 그렇다. ⓶ 그렇다. ⓷ 보통이다. ⓸ 그렇지 않다. ⓹ 매우 그렇지 않다.  

12-1.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를 써주세요. 

                                                                                                

                                                                                                

 

13. 활동지는 과학관에서의 즐거운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예 : 직접 해보면서 배우기, 구체적인 사례에

서 지식을 실천해보면서 배우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⓵ 매우 그렇다. ⓶ 그렇다. ⓷ 보통이다. ⓸ 그렇지 않다. ⓹ 매우 그렇지 않다.  

13-1.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를 써주세요.  

                                                                                                

                                                                                                

 

14. 과학관에서 활동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경험의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⓵ 매우 만족하고 있다. ⓶ 만족하고 있다. ⓷ 보통이다. ⓸ 만족스럽지 못하다. ⓹ 매우 만족스럽지 못

하다. 

14-1. 위와 같이 답변한 이유를 써주세요 

                                                                                                

                                                                                                

 

15. 활동지가 어떻게 제작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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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활동지 질문문항 목표 분석표 

 

3-1. 초등학교 학생용 활동지 

전시물번호 활동명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평가  

102-가 민물수족관  2         

102-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수조  1 1       

103 산호 및 갯벌생태수조  2         

103 산호 및 갯벌생태수조  1         

119-가  경사진 방의 비밀        2   

130 놀이동산        2   

203-나  보석광물  3         

206-가  형광광물의 신비 1 1   1   

206-나  자철광    3       

207-가  지구의 탄생  1 1       

208-나  진화의 증거, 화석 1 2       

209 인류의 진화 1 2       

211-가  생물의 5 계  2         

211-나  균계 2         

211-다  식물계  1         

211-라  동물계 1         

211-라  동물계 1         

천체투영실  천체투영실  2     1   

302 작용과 반작용 1 1       

305 역학적 에너지 보존   2       

307 에어테이블   2       

308-나  X-RAY 실험    2 1     

309 다양한 불꽃의 세계  1         

310 핸드보일러  1 1   1   

314-가  화학전지  2         

314-나  연료전지 2 1   1   

315 다면경 체험방 1 1   1   

316-가  도르래 놀이   2       

316-나  피아노의 작동 원리    1       

334 인체의 구조와 기능 2         

335-가  감각의 전달과정  1         

339 판   판 구조론과 지각변동 73 1 2       

341-가  모래언덕 만들기 1 1       

402 춤추는 미니로봇 1 1       

415  블랙홀 1 1       

416  우주체중계 1 1       

417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3         

418  우주의 탄생 1 2       

419  21 세기의 우주탐험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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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태양계의 운동 2 1       

505 동전의 경주   2       

510 요술막대커튼    1   1   

517 요술 북   2       

520  진공낙하실험 1     1   

   총 빈도 46 38 1 11 0 

   빈도율 0.479167 0.395833 0.010417 0.114583 0 

 

 

3-2. 중학교 학생용 활동지 

전시물번호 활동명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102 한국의 토종 물고기 2       1   

102 긴꼬리투구새우 1   1   1   

102  생명의 물웅덩이 3 1         

103 인천의 갯벌   3         

108  해마 2           

210-라  절지동물 1 1         

211-가  생물의 5 계 3           

211-나  원핵생물계 3           

211-다  꽃의 구조 1 2         

212-마  조류 2     1     

213  갯벌의 생물 2       1   

309  다양한 불꽃의 세계 3 1         

310 핸드보일러 2 2   1 1   

311 온도에 따른 기체 분자의 운동 1 2         

312 원소의 주기성 4 3         

314-가  화학전지 2 2   1     

314-나  연료전지 2 3         

402  춤추는 미니로봇 3           

404 초소형의 세계 1 1         

413  IT 과거와 현재 1 1         

422 블랙홀 1 2         

427-가  태양광과 수력발전 2           

427-나  원자력과 화력발전 3           

505 동전의 경주 3           

506  물 체중계 1 2         

508  3 차원 영상 2 1         

512  거대렌즈 3           

513  표면장력 2 1   1     

514  회전수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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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전반사 1     1     

517  요술 북 1 1         

518  이상한 진자 1 1         

520  진공 낙하 실험 2     3     

   총빈도 64 30 1 8 4  0 

   빈도율 0.603774 0.283019 0.009434 0.075472 0.037736  0 

 

 

3-3. 고등학교 학생용 활동지 

전시물번호 활동지명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평가 

119-나  요술수도꼭지 1     1   

127 줄 없는 하프 1 1   1   

211-가 생물의 5 계  1 2       

211-나  원핵생물계 2 1       

211-나  원생생물계   3       

211-나  균계 버섯   3       

211-다  식물계   2   1   

211-다  속씨식물문   2   1   

211-라  동물계 1     2   

211-라  절지동물문 2     1   

211-라  척추동물문   3       

211-마  조류강   2   1   

212-다  포유강   3       

427-가 태양광과 수력발전   3       

504 이상한 바퀴   1   1   

505 동전의 경주   2 1     

509 회전 관성모멘트 1     1   

510 요술막대커튼 1 1       

512 거대렌즈   2       

514 회전수조 1 1   1   

515 전반사 1 1   1   

520 진공 낙하 실험 1     1   

   빈도 13 33 1 13 0 

   빈도율 0.216667 0.55 0.016667 0.2166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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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활동지 탐구기능 분석표 

 

4-1. 초등학교 학생용 활동지 

  기능없음 관찰 추론 측정 가설설정 
데이터의 

해석 

시공간관

계사용 

민물수족관    2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수조  
  1 1         

산호 및 갯벌생태수조    2           

산호 및 갯벌생태수조    1           

경사진 방의 비밀      2         

놀이동산      2         

보석광물  1 2           

형광광물의 신비   1 2         

자철광        3       

지구의 탄생  1       1     

진화의 증거, 화석 1 1 1         

인류의 진화 1 2           

 생물의 5 계  2             

균계 2             

식물계  1             

 동물계 1             

동물계 1             

 천체투영실  1 1 1         

작용과 반작용   2           

역학적 에너지 보존   2           

에어테이블   2           

X-RAY 실험    1 2         

다양한 불꽃의 세계    1           

핸드보일러  1 1 1         

 화학전지  1 1           

연료전지 1 1 2         

다면경 체험방 1 1 1         

도르래 놀이       2       

피아노의 작동 원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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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구조와 기능 2             

감각의 전달과정  1             

 판 구조론과 지각변동 

73 
1   2         

모래언덕 만들기   1 1         

춤추는 미니로봇   1 1         

 블랙홀 2             

 우주체중계     1 1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3             

 우주의 탄생 1   1     1   

 21 세기의 우주탐험 1 1           

태양계의 운동   2 1         

동전의 경주   1         1 

요술막대커튼      1       1 

요술 북   1 1         

 진공낙하실험   1 1         

 빈도 27 34 25 6 1 1 2 

 빈도율 0.28125 0.354167 0.260417 0.0625 0.010417 0.010417 0.020833 

 

4-2. 중학교 학생용 활동지 

  
기능없

음 
관찰 추론 측정 

가설설

정 

데이터

의 

해석 

시공간

관계사

용 

모델설

정 
분류 

한국의 토종 물고기 1 1     1         

긴꼬리투구새우 1 1       1       

 생명의 물웅덩이   3           1   

인천의 갯벌 1   2             

 해마 2                 

절지동물 1               1 

생물의 5 계 3                 

원핵생물계 3                 

꽃의 구조 2   1             

조류 2   1             

 갯벌의 생물 3                 

 다양한 불꽃의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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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핸드보일러 1 1 3             

온도에 따른 기체 

분자의 운동 
1   1     1       

원소의 주기성 2 2 3             

화학전지   1 2 1   1       

연료전지 1 1 3             

 춤추는 미니로봇 3                 

초소형의 세계 1 1               

 IT 과거와 현재 2                 

블랙홀 1 2               

 태양광과 수력발전 2                 

 원자력과 화력발전 3                 

동전의 경주 1 1 1             

 물 체중계   2 1             

 3 차원 영상 3                 

 거대렌즈 1 2               

 표면장력   2 2             

 회전수조   1 2             

 전반사 1   1             

 요술 북 1   1             

 이상한 진자 1   1             

 진공 낙하 실험     2 2   1       

 빈도 45 23 28 3 1 4 0 1 1 

 빈도율 
0.4245

28 

0.2169

81 

0.2641

51 

0.0283

02 

0.0094

34 

0.0377

36 
0 

0.0094

3 

0.0094

33962 

 

4-3. 고등학교 학생용 활동지 

  
기능없

음 
관찰 추론 측정 

가설설

정 

데이터

의 

해석 

시공간

관계사

용 

모델설

정 
분류 예측 

활동지명                     

요술수도꼭

지 
1   1               

줄 없는 

하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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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 5 계  1               2   

원핵생물계 3                   

원생생물계 2               1   

균계 버섯 3                   

식물계 1   1           1   

속씨식물문 2   1               

동물계 1   2               

절지동물문 2   1               

척추동물문 3                   

조류강   1 2               

포유강 2 1                 

태양광과 

수력발전 
3                   

이상한 바퀴 1                 1 

동전의 경주 1   1             1 

회전 

관성모멘트 
1   1               

요술막대커

튼 
2                   

거대렌즈 1 1                 

회전수조 1 1 1               

전반사 2   1               

진공 낙하 

실험 
  1 1               

 빈도 34 5 15 0 0 0   0 4 2 

 빈도율 
0.5666

67 

0.0833

33333 
0.25 0 0 0   0 

0.0666

67 

0.033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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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worksheets in a science center 

from the perspective of Vygotsky’ ZPD and 

scaffolding metaphor: Focused on the Inchon 

Science Center 

Jieun Park 

Earth Science Major in Science Education Divis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cience center has interactive exhibits attract and hold the visitors’ 

attention. They provide a unique environment for informal learning about 

science. Visitors manage their own learning in interacting with exhibits or 

other visitors. However, if exhibits only drive visitors’ curiosity and can't 

make visitors exposed enough to the principles of science or nature of the 

true science learning, visitors have difficulty in doing authentic science 

learning. In addition, self-visiting rather interfere visitors with their 

learning and enjoyment. In this study, for the sake of meaningful and 

enjoyable learning, various types of scaffolding support system are needed 

and handheld devices like worksheets are able to scaffold science learning. 

Therefore, this research finds out what kinds of scaffolding which 

worksheets provide in science center are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Vygotsky’s ZPD and scaffolding metaphor. First, scaffolding framework 

was built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major studies about scaffold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worksheets mentioned in those research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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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eets’ scaffolding of Inchon science center were analyzed through the 

scaffolding framework. And the awareness of major visitor students about 

worksheets’ scaffolding was investigated for survey. And Last, students’ 

behaviors  in Inchon science center were analyzed by video recording. 

Consequently, framework has two axes composed of “scaffolding how” 

and “scaffolding what”. The axis of “scaffolding how” consists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perties. Specifically, there are “reduction in degrees of 

freedom”, “direction maintenance”, “marking critical features”, 

“demonstration”, “diagnosis and giving feedback”, “sharing and giving the 

responsibilities” in cognitive properties of scaffolding how. And 

“encouraging motivation”, “frustration control” was classified as emotional 

properties of scaffolding how. The axis of “Scaffolding what” consists of “a 

self-control learning situation”, “learning situation with active interaction”, 

“authentic exploration with exhibits”, “learning situation of making identity 

as a member of science cultu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es with the framework of 

scaffolding in Incheon science center worksheets, the frequency of 

properties as to “reduction in degrees of freedom”, “direction maintenance”, 

“marking critical features” is more often than those of the others. These 

results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survey. Students were highly aware of 

the scaffolding as to “reduction in degrees of freedom”, “direction 

maintenance”, “marking critical features”. But the scaffoldings such as 

“diagnosis and giving feedback”, “frustration control” were badly 

appreciated. And the awareness of learning situation that worksheets 

support is various. In the actual visiting situations in science center, 

students’ awareness and scaffolding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personal 

contex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developing of worksheets is 

required as follows: first, science center officials should consider 

worksheets to provide appropriate scaffolding to fulfill students’ various 

motives and needs. Second, studies related to other scaffolding devices are 

needed.  Third, design for science center’s Synergy Scaffolding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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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마치며 

 

우여곡절 끝에 부끄러운 논문 한 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논문이 

나오기까지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지를 해준 남편에게 제일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많은 제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며 도움을 주셨던 APHEESE 연구실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같은 비형식 프로젝트를 맡아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나보다 더 많이 

애써준 은지, 촬영할 때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마음을 써준 슬기씨, 

그리고 설문조사를 도와주었던 창미, 그리고 같이 공부해준 유진씨, 문영씨를 

비롯한 비형식 식구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신경써주시고 지도해주신 최승언 교수님과 김찬종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논문 쓰느라 우는 소리를 참 많이 했는데 같이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었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지인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동기라고 저 혼자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챙겨준 소정샘, 도영샘, 희원씨 고맙습니다. 같이 

졸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든든한 일인 줄은 여러분 덕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귀찮고 번거로운 부탁임에도 촬영 섭외에 흔쾌히 임해주신 

선생님들과 학생들, 인천학생과학관 연구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쓴다는 것이 제겐 참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 것 같았던 2년이 

넘는 시간이 배움의 시간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논문을 썼다기 보다는 논문을 쓰면서 배웠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교사가 아닌 학생이 되어 또 연구자가 되어 보았던 시간들이 제겐 또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하는 일과 제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쉽고 지금 다시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보다 더 이 

일을 잘하는 다른 분들이 좋은 연구를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부족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지만 그래도 제 자신에게도 칭찬해주려고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가장 잘 한 일이다라고요. 부끄러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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