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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관찰 및 조작에 관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에, 사례연구방법으로써 ‘제안된
디자인’을 분석단위로 두고, 관찰 경험과 조작 경험을 지원하는 두 종류의 과학
시뮬레이션 개발사례에 주목하였다. 첫 번째 개발사례에서는 ‘앙금생성반응 실험’
에 관한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및 평가를 통해, 탐구실험에서 강조되어야 할 요
소로서 관찰 경험을 제공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을 논의하였다. 세부
적으로, 개발과정에서 (1) 마스크 기능을 통해 실험결과에 관한 동영상 클립을 도
입하고 기존 과학 시뮬레이션의 이점으로 알려진 (2) 상호작용적 정보 제시방식과
(3) 단순화된 모델 표현방식을 일부 승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나은 관찰 경험
을 제공할 수 있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요건을 시사하였다. 두 번째 개발사
례에서는 ‘전자배치 모델’에 관한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중등
과학교육의 맥락에서 과학개념 및 과학 모델에 관한 학습을 돕는 조작 경험을 제
공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을 논의하였다. 세부적으로, 개발과정에서
(1) 3D프린팅 기반 텐저블 모델 교구 및 (2) 모델 타겟 방식의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이들로부터 학생들에게 더 나은 조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디자인
요건을 시사하였다. 이로써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에게 더 나은 관찰과 조작의 경
험을 제공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요건을 도출하여 ‘실제적 관찰’과 ‘실제
적 조작’에 관한 교육적 어포던스를 갖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을 상정
하였다. 이러한 디자인 특성에 관한 제안은 비록 일종의 추론적 가설로서 약한 확
증을 근거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의 문제에 직접 접근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색한 새로운 처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욱이, 본 논문은
과학개념과 모델의 이해를 돕는 학습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최근 관심이 증가
하고 있는 증강현실 기술과 3D프린터 기술의 교육적 활용 가치를 확장한 사례로
서, 과학교육 및 교육공학 학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과학 시뮬레이션, 실제적 관찰, 실제적 조작, 증강현실, 중등 과학
학 번 : 2015-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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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가. 중등 과학교육의 이상과 실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함에 따라 배움의 본질을 찾는 일은 오래전부
터 교육학자들의 주된 이슈였다. 오늘날 교육의 이상향으로 자리 잡은 것은 ‘구
성주의 교육’ 패러다임이며(강인애 외, 2006), 이는 교육계가 오랜 기간동안 비
고츠키(Vygotsky) 심리학파 사람들을 시초로 하는 사회적 구성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의 결과이다. 비고츠키 심리학파 사람들은 인간이 동물과 구별될 수
있는 본질적 특성을 ‘배움(learning)’에 관한 행위로 믿었으며, 인간 사회가 문
화-역사적으로 진보할 수 있었던 근원에는 인간이 배움 행위로서 선대 인간들의
활동을 후대 인간들이 ‘내면화’하려 하는 본능이 있었기 때문으로 여기고 있었다
(Cole & Engeström, 1993). 이들의 관점에서 인간의 배움 행위는 인간이 언어
를 발명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배움의 대상
이 되는 단위는 본질적으로 ‘활동’인 것이다(Engeström, 1999). 활동이란 주체
(subject)로서 인간이 어떤 요소를 매개로 객체(object)와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며, 연구의 측면에서는 하나의 사례에 대한 분석 단위(a unit of
analysis)로서 고려되기도 한다(Cole & Engeström, 1993).
오늘날 교육의 관점에서 배움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행위로
서, 선조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받는 과정이자 문화-역사적(cultural-historically)
으로 축적된 활동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배움의 행위 덕분에, 한
인간은 그가 태어나기 전 세대의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활동을 본떠 축적한 지식
으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Cole & Engeström, 1993). 오늘날 배
움의 대상이자, 학문의 한 분야로 자리 잡은 과학, 철학, 인문학 등도 배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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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활동의 또 다른 형식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배움의 본성으로부터 교육의 지향점을 생각해본다면, 교육은 인간이 선조들의
활동을 이해함으로써 인간다움을 향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교육적 실천으로는 구성주의를 이끌어 온 비고츠키 학파가 배움의 본성으
로 활동의 내면화를 주장해온 것처럼, 활동의 측면에서 ‘학습자의 개별적 실천’
을 강조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이진경 외, 2018; Cole & Engeström, 1993).
표현은 다르지만,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 ‘학생 참여형 교육’, ‘능동학습(active
learning)’,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 등 구성주의 교수학습의 필요성
을 제기하는 교육 연구들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Chi & Wylie,
2014; de Jong, 2019).
구성주의 사조에 영향을 받은 오늘날 교육계에서는 획일화된 지식의 암기를
추구하기보다는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선호에
기반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서예원, 2007; 조희형,
최경희, 2002; Dewey, 1997; de Jong, 2019). 구성주의 학습관은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도 드러나는데,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엿볼 수 있다. 교육부(2015b)는 교육과정의 성격
에서 국가 수준의 공통성 이외에 지역, 학교, 개인 수준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
과정이라는 점과 학습자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습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는데, 이들은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과 학습자의 특수한
학습맥락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구성주의 학습관
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서예원, 2007; 조희형, 최경희, 2002). 그 밖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명시하고 있는 ‘핵심역량’도 학생들이 능동적으
로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지식을 구성하고 적용하게 하려는 구성주의적 실천의
맥을 잇는 것이라 여겨진다. 부연하자면, 핵심역량에는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정보처리 역량’,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포함하는 심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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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포함된다(교육부, 2015b).
한편, 구성주의 학습관은 모든 교과 교수학습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일부 과
학교육 연구자들은 구성주의 학습관이 과학교육의 본성과 부조화를 이룬다고 우
려를 제기한 바 있다(서예원, 2007; 조희형, 최경희, 2002). 그들에 따르면, 과
학교육은 학계에 참여하는 과학자들 사이에 합의된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
문적 특성상, 구성주의적 학습관과 모순을 일으킬 여지가 있었다(조희형, 최경
희, 2002). 구성주의 학습관에 따라 과학교육에서도 학생들이 지식을 스스로 구
성하려고 한다면, 학습의 결과는 과학의 학문 전통에서 보았을 때 ‘오개념’ 또는
‘대안개념’을 학습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강명희 외, 2011; 조희형, 최경
희, 2002). 만약, 한 학생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선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오인하게 된다면, 그는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과학교육과 구성주의적 학습관 사이에 모순을 제기했던 연구자들도
모든 면에서 구성주의적 실천이 과학교육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다(서예원, 2007; 조희형, 최경희, 2002). 구성주의적 실천과 과학교육이 양립할
수 있는 공통적 영역에는 ‘탐구활동(inquiry activity)’이 있기 때문이다. 과학교
육에서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의 하나로 탐구활동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모순
점을 해소해오고 있다(교육부, 2015a; 조희형, 최경희, 2002).
탐구활동은 인지적(cognitive), 정서적(affective) 발달 및 과학 탐구 기능
(science process skills)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에게 과학의 본성
(nature of science)에 관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교육부, 2015a). 따라
서, 하나의 탐구활동에는 인지적, 정서적, 기능적 측면의 교육적 효과가 모두 나
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nan & Inan(2015)의 연구에서는 과학교
육에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이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탐구활동을 비롯한 과
학 교수학습의 실천에 관한 3Hs 틀을 제안한 바 있다(그림 Ⅰ-1). 3Hs 틀은 과
학교육뿐만

아니라,

디자인교육과

메이커교육

등의

영역에서도

리터러시

(literacy) 또는 구인(construct)으로 도입되어 연구된 바 있으며, 주로 교수학습

- 3 -

의 실천에 관한 지향점을 나타내는 틀로 활용되고 있다(윤혜진, 2018). 과학교육
에서 3Hs는 Heads-on, Hearts-on, Hands-on 과학 교수학습의 약칭에 해당
하며(Inan & Inan, 2015), 인지적, 정서적, 기능적 측면의 성취를 위한 과학 활
동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예컨대, (1) Heads-on은 ‘정신적 참여에 기반하
는’, (2) Hearts-on은 ‘흥미에 기반하는’, (3) Hands-on은 ‘손을 통한 참여에
기반하는’ 과학 활동의 각 측면을 수식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 것이다. 3Hs 틀은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이 서로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적절하게 조화로운
비중으로 함께 고려될 때 효과적인 과학 학습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한다(Inan
& Inan, 2015). 이때,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측면 중 Heads-on과 Hearts-on에
관한 학습경험은 전통적인 과학 수업에서도 교사의 역량에 따라 손쉽게 의도될
수 있지만, Hands-on에 관한 학습경험은 교수학습 설계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김민성, 2009; 윤혜진, 2018; Inan & Inan, 2015).

[그림Ⅰ-1] 효과적인 과학 학습을 이끄는 3Hs 틀

사실상, 과학교육에서 학생이 직접 자신의 손을 통해 학습에 참여하는 것은 기
능적 측면의 강화뿐 아니라 인지적 발달과 학습 정서의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Hands-on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Heads-on과 Hearts-on 영역에서도 중
요한 것이다(Inan & Inan, 2015). 하지만,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에서는 손을
통해 학습할 기회가 적게 제공되는 반면, 눈에 의존하여 학습할 기회가 빈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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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므로, Heads-on, Hearts-on, Hands-on 측면의 학습경험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더군다나, 중등 과학교육으로 넘어갈수록 ‘손’으로 학습할 기회
가 ‘양적으로’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통해 학습에 참여할 기회도 지필
평가를 중시하는 학교문화의 변화로 인해 ‘질적으로’ 제약받게 되므로, 학생들은
학습경험의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박현주, 2013; 이진경
외, 2018). 이러한 학습의 불균형은 단지 학생들이 과학 교과에 대해 흥미를 잃
게 할 뿐만 아니라, 한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이공계 기피현상’으
로 이어질 수 있어, 그와 관련된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곽영
순, 2018; 김용훈, 2010; 배주현, 손원숙, 2018).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등 과학교육에서 Heads-on, Hearts-on, Hands-on
측면에서 균형 잡힌 과학 교수학습을 실행하도록 돕기 위한 도구로서 (1) 관찰
경험과 (2) 조작 경험을 위한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사례에 초점을 두었고, 과
학교육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학 교과’ 내용
을 중심으로 두 학습경험과 관련된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에 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때, 조작 경험에 관한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사례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콘텐츠 연구의 결과로서 또 다른 함의
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나. 증강현실 기술의 발전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사물 인터넷 및 정보처리 기술로 인해 지식과 정
보가 급증하면서부터 교육계는 곧 다가올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에 주목하기 시
작하였다. 특히, 교육계는 현재 1990년대 이래로 선호됐던 구성주의 교육방식의
연장선에서 새롭게 테크놀로지를 도입함으로써 핵심역량을 비롯한 학습자의 인지
적·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방안을 여러 방면에서 모색하고 있다(강인애 외,
2006; Dewey, 1997; NRC, 1999).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학교 안에서 배우
는 지식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실제 삶 사이에 놓인 장벽을 걷어내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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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테크놀로지는 교육학자들에 의해 교과서 지식과 실
제 세계의 맥락 사이를 매개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온 것이다(Wong et al.,
2015). 지식을 암기의 대상이 아닌 이해와 적용의 대상으로 두는 교육 사조가
전파되면서부터 교육 연구에서는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는 비중이 늘었고(강인애,
2006; Wong et al., 2015), 그중에서도 교육적 테크놀로지로서 경제성, 휴대성,
편의성을 갖춘 ‘스마트기기’를 통해 교수학습 내용, 방법, 평가의 변화를 모색하
는 연구가 지난 10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김혜나, 2018). 스마트기기는 한 방
향으로만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에서부터 상호작용적으로 사용자의 반응에 상
응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뮬레이션까지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구동하는 데 활용
될 수 있어, 교육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de Jong, 2019).
한편, 연구물의 축적과 함께 스마트기기가 교육적 어포던스(educational
affordance)를 지닌 도구로 알려지면서, 관련 연구의 동향은 새로운 어포던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도로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쪽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황윤자, 2013). 특히, 어포던스 관점에서 스마트기기에 내장된 지자기, 가
속도, 자이로 센서를 통한 사용자의 학습 상태를 인식하는 상황인식(context
awareness) 기술이 알려지면서(Wong et al., 2015), 관련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술을 접목하는 교육콘텐츠 연구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김혜나, 2018). 맥락
인식 기술은 상호작용의 수준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지식을 맥락과 엮어 제시
할 수 있어, 교육콘텐츠의 진보를 불러일으킬 차세대 유망 기술로 제기된 바 있
다(Wong et al., 2015). 현재만 보더라도 맥락인식 기술은 스마트기기의 카메
라 센서가 실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장면 위에 가상세계의 표상을 생생하게 덧씌
우는 데 적용되고 있으며(Schmalstieg & Hollerer, 2016), 무엇보다도 현실세
계와 가상세계를 혼합하는 기술인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의 발전을 이끌
고 있다(김혜나, 2018). 결과적으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학계의 높아진 관심과
상황인식 기술의 진보는 증강현실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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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은 온전한 가상세계라기보다는 실제 세계에 조금 더 가까이 맞닿아있는
혼합 세계에 관한 멀티미디어 기술을 가리키는 용어로 통용되며, 실제 세계의 장
면을 중심으로 그것 위에 특정 정보를 가진 가상적인 표상이 덧씌워 사용자에게
높은 수준의 실재감을 제공하는 기술로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김혜나, 2018;
Milgram & Kishino, 1994). 교육학계에서 이 기술은 구체적인 맥락과 함께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어 인지발달수준이 낮은 유아·초등학생과 학업성취가 낮은 특수
교육 대상자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콘텐츠를 구현하는 데 적용되어왔다(김
정수, 이태수, 2018; 이태수, 이동원, 2015). 비록 이러한 종류의 교육콘텐츠들이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까지 학습 흥미, 몰입을 이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
만, 중등·고등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교육콘텐츠는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여전히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 현장에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김혜나, 2018).
한편, PISA 2015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느끼는 과학 교
과에 대한 내적 동기는 OECD 국가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주현, 손원숙, 2018). 과학 교과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갈 건강한 시민 양성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할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어, 학생들
이 과학 교과에 관심을 두게 만드는 것은 공교육 차원에서 중요하다(교육부,
2015b; 김용훈, 2010).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증강현실은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의 대안적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윤자, 2013). 특히, 증강현실은 중등 과학교육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흥미
를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김정수, 2018), 나아가, 과학교육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역량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
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증강현실이 중등 과학교육에 전파되고 적용되기 위해서
는 이것의 교육적 효용을 알리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등 과학교육의 요구로서, 조작 행위와 관련된
실제적인 학습경험을 지원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구현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는 개발사례를 다루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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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가. 과학 시뮬레이션 디자인 연구의 필요성
과학 교과 내용 중에서도 주로 화학적 개념들은 대부분 입자 수준에서 적용되
는 양자역학적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속성
은 학생들이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게 되는 전형적인 특성이라 말할 수 있다(노
태희 외, 1996). 이에 기존 과학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들
의 인지발달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분자 모델에 관한 삽화를 제시해왔다
(Höffler & Leutner, 2007). 하지만, 과학교과서의 삽화는 오직 정지된 상태의
현상만을 묘사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종종 오개념을 유발하거나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킬 수 있어 표상으로서의 한계점을 지닌다(강명희 외, 2011). 이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는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표상의
대안으로서 가상의 3차원 공간에서 분자 모델을 비롯한 다양한 표상을 능동적으
로 다루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제안해 온 것이다(강명희 외, 2011;
Lindgren & Schwartz, 2009). 그 밖에도, 시뮬레이션은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자료가 실시간으로 제시되는 ‘상호작용적 특성’으로 인해 개인 교
사(tutor)처럼 학습자에게 개별적으로 학습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Chen et
al., 2014), 화학을 비롯한 과학 교과 대부분에서도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올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자기-주도적(self-directed) · 동기-부여된(motivated) ·
수준별(adaptive) 학습환경이자 교육콘텐츠로서 제기되고 있다(이창윤, 2015;
de Jong, 2019; Rutten et al., 2012; Smetana & Bell, 2012).
한편, 시뮬레이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디자인’의 개선을 통해 그것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해왔고, 이와 관련하여 개발과정에서 사용성1)
(usability)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원리(design principle)의 중요성을 강조해왔

1) 본 논문에서는 ‘usability’ 용어를 디자인 차원에서 논의할 때에는 ‘사용성’으로, 평가의
문항 차원에서 논의할 때에는 ‘유용성’으로 번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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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Ardito et al., 2006; Mayer & Moreno, 2003). 디자인은 시뮬레이션을 비
롯한 교육콘텐츠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교육적 타당성’과 ‘효과의 신뢰성’에 영
향을 주므로 연구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때, 상기한 두 가지 측
면에서 바라보면, 타당한 디자인은 이론적·경험적 원리에 근거하여 향상된 교육
적 효과를 보증하는 디자인의 형태라 말할 수 있으며, 신뢰로운 디자인은 일관
된

교육적

효과를

보증하는

디자인의

형태라

말할

수

있다(Jin,

2013;

Quintana et al., 2009).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교과교육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타당한 디자인으로 나아가려면, 기존에 알려진 보편적인
디자인 원리의 적용에 더하여 교과의 특수성을 고려한 디자인의 창출이 요구된
다. 또한, 신뢰로운 디자인으로 나아가려면, 추후 메타분석을 위한 디자인 사례
의 축적이 필요하다(Rutten et al., 2012; Smetana & Bell, 2012). 마찬가지
로, 과학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에서도 개발과정에서 교과의 특수성이 고려된
디자인의 창출이 요구되며, 또한, 연구의 초점을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디자인
사례에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Blake & Scanlon, 2007).
그러나, 지금까지 교과교육의 영역에서 수행된 시뮬레이션에 관한 선행연구
중 교과에 특화된 디자인 사례를 심도 있게 다뤘던 연구는 한정된 편이며, 과학
교육에서 과학 시뮬레이션의 새로운 디자인 특성을 시사하는 연구도 부족한 실
정이었다(Smetana & Bell, 2012).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
발을 위한 타당하고 신뢰로운 디자인의 발굴을 위해,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에
서 제기될만한 과학 시뮬레이션에 대한 디자인 요구로서 (1) 관찰 경험과 (2) 조
작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디자인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고, 화학 교과를 중심으
로 수행된 개발의 사례들을 통해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을 탐색하였다.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과 관련하여 상기한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의 요구는
다음 단락에서 상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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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찰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환경에 대한 요구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은 화학적 앙금생성반응을 통해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이온에 대한 과학적 모델을 올바르게 구성하고 적용하도록 의도한다(교육부,
2015a; 윤회정, 이윤하, 2014). 앙금생성반응이란 서로 다른 이온결합 화합물이
녹아있는 두 수용액을 혼합시켰을 때 특정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만나면서 난용성 염을 형성하는 반응을 말한다(신영준 외, 2013). 여기서
생성되는 앙금은 구성하는 이온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색을 띠기 때문에, 이러
한 현상은 학생들이 육안으로도 손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과 교육과
정의 성취기준이 오직 앙금생성반응을 통해 이온이 관여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데
있으므로,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실험이 학생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탐구활
동이라기보다는 단지 이온에 관한 과학적 모델(이하 ‘이온 모델’)의 내면화를 위
한 보조적 수단 또는 여분의 선택지로 전락할 여지가 있다(교육부, 2015a). 설
령 학생이 이러한 실험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과학과 교육과
정에서는 이를 문제로 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실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온 모델을 학습하더라도, 학생들 다수는 그
들 자신의 추상적 사고 능력을 통해 성공적인 학업성취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윤회정, 이윤하, 2014; Gilbert, 2005).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학
교사는 한 교실 내 모든 학생이 이온 모델을 충분히 이해할 거라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추상적 사고는 보통은 12세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나, 인지발
달이론에 따르면, 사고 능력의 발달은 신체적 성장과 맥락적 경험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노태희 외, 1996; Gilbert, 2005). 결국, 실험 경
험의 부재는 중등 과학교육에서 인지발달이 더딘 학생들을 불가피하게 학습을
포기하는 낙오자로 만들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다양한 사고
수준의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이온 모델을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나아가 과학
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모든 과학적 모델을 이해할 수 있게 매번 그들에게
실험실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강명희 외, 2011; Harri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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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gust, 2000).
하지만, 과학교사는 학교의 사회문화적 맥락으로부터 비롯되는 이상적인 요구
와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tensions)을 피하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교육과정에 제시된 모든 실험을 매번 실험실 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김명희, 김영신, 2012; 박현주, 2013; 신소연 외, 2018). 오히려,
과학교사는 교육과정 상 규정된 시수 이내에서 교육평가도 운영해야 하므로, 평가
지표와 관련된 교과서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강의식 수업’에 큰 비중을 두게
된다(김명희, 김영신, 2012; 신소연 외, 2018; Wong et al., 2015). 이처럼 과
학교사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실험 중 실험실 활동으로 운영되지 않은 실험들도
강의식 수업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결
국 학생들은 많은 실험을 오직 과학교과서 하나에 의존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과학교과서는 비록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
지만, 실험에 관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낸다(Liu et al.,
2008). 예컨대, 앙금생성반응과 관련하여, 기존 과학교과서에 제시된 실험결과에
대한 삽화는 인쇄 품질에 따라 다르게 보일 우려가 있어 이것만으로는 Cds와
PbI 앙금의 색상에 대해 온전한 관찰 경험을 제공하기 어렵다. 게다가, 기존 과
학교과서에서는 Cds와 PbI 앙금의 색상이 둘 다 노란색 앙금으로 기술함으로써
그것의 차이를 가볍게 다루고 있어 학생들이 과학적 현상이 단순하다는 인상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왜곡된 관찰이 반복되거나 단조로움에 대한 인
상이 심각해지면, 결국 학생들은 과학에 대해 흥미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Liu
et al., 2008).
사실상 학생들은 Cds와 PbI 앙금을 실험을 통해 직접 관찰해보면 곧바로 두
앙금의 색상은 같은 ‘노란색’이 아님을 알 수 있지만,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
들은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더욱 갖게 될지도 모르지
만, 이러한 관찰 경험이 모든 학생에게 반드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 현장
에서는 이상적인 학습경험의 제공을 방해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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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
끌기 위해서는 더 나은 실제적인 학습경험을 지원하는 대안적인 학습환경을 위
한 교육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된다(Gilbert, 2004; Kim & Ye, 2015).
이때 과학 시뮬레이션이 대안적인 교육콘텐츠로서 학습자가 실제 학습상황에
서와 마찬가지로 몰입하는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데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강명
희 외, 2011; de Jong, 2019). 선행연구에서는 과학 시뮬레이션이 주로 플래시
(flash)에 기반하여 개발되어왔는데(강명희 외, 2011; 양소연, 2007; Davids,
Chikte, & Halperin, 2011), 그 이유는 플래시가 파일 포맷의 일종으로 다양
한 표상들(동영상 클립, 애니메이션, 그래픽 삽화)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이들
이 사용자와 상호작용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할 수 있어 교육콘텐츠의 개발을
위한 파일 형식으로 유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래의 과학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플래시 형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완전히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기존 과학 시뮬레이션들은 주로 삽화나
애니메이션 표상을 중심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에서는 이상적인
현상 또는 간소화된 일부 현상만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 현실과 동떨어진 지식을
전달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Rutten et al., 2012; Smetana & Bell, 2012).
이러한 한계점은 과학 시뮬레이션 개발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비판의 여지를 남
긴다(Chen et al., 2014; Höffler & Leitner, 2007). 따라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관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표상의 제약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탐색
적으로 가능성을 드러내는 과학 시뮬레이션에 관한 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다. 조작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환경에 대한 요구
중등 과학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습득하게 함으로써 나아가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실생활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과
학적·합리적 사고를 함양하게 하는 것이다(교육부, 2015a). 하지만, 우리나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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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상급학년으로 진학함과 동시에 추상성 수준이 높은 과학개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과학 과목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김창곤, 2003; 노태
희 외, 1996).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 중 하나는 과학과 교육과정이 ‘종적 연
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 학생들이 과학개
념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이효녕, 여
채영, 2015).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지식을 상호 연관 지어 이해하려 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지식만을 암기식으로 배우려 한다(김창곤, 2003). 사실상, 과학
과 교육과정에 관한 법률2)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정책들도 학습 내용을 규제하고
있어 학생들은 과학적 개념을 불가피하게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인 것이다. 과학과 교육과정의 의도와 학생들의 올바른 과학개념 이해는 양립하
기 어려우며 종종 모순될 수 있다(이효녕, 여채영, 2015). 많은 학생이 과학과
교육과정을 따르는 교과서와 참고서로 과학을 배우고 있어 이러한 모순의 해결
은 과학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김창곤, 2003).
한편, 화학1 교과서에는 ‘원자 모델’과 ‘전자배치 모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는데(노태희 외, 2018), 이들 과학 모델은 물질의 구성에 관한 개념적 측
면에서의 이해를 비롯하여 화합물의 구조, 결합, 반응 등 화학 교과에서 다루는
과학적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하지만, 원자 모델과 전자배치
모델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사실상 ‘에너지 준위의 불연속성’, ‘입자성과 파동성
에 관한 이중성’, ‘슈뢰딩거 방정식’ 등 양자역학적 이론(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결국, 과학개념에 대한 교수학습이 연계성과 체계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단편적 지식에 대한 암기식 학습에 의
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김창곤(2003)의 연구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이과계열 2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원자 모델, 전자배치 모델의 이해를 묻는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종국에 ‘전자구름 모델’을 제대로 설명할 줄 아는 학생이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 공교육정상화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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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문 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는 전자배치와 관련하여 기본이 되는 파울
리(Pauli)의 배타원리와 훈트(Hund)의 규칙에 관한 내용도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교과서의 단편적인
내용과 과학과 교육과정의 분절된 구성으로 인한 ‘암기식 학습’ 실태를 지적하였
다. 그 밖에도,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양자역학에 관한 내용이 분절적으로 제시
되거나, 이와 관련된 내용의 비중이 뉴턴 역학 등 고전역학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학생들이 양자역학에 관한 과학개념과 더불어 이에 관한 이해를 돕는 과
학 모델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부족한 편이라 하였
다(김창곤, 2003). 따라서, 과학교육 학계는 원자 모델과 전자배치 모델 등 양자
역학적 개념을 포함하는 과학 모델을 단편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과학개념과의
관계망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재고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콘텐츠로서 과학 시뮬레이션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
(Liu et al., 2008; Plass et al., 2012)에 따르면, 과학 시뮬레이션은 추상적인
과학개념 또는 과학 모델의 학습을 도울 수 있으며, 분자 수준의 화학 반응도
실례를 들어가며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다. 여기에 맥락적 학습환경을 구현하는
증강현실 기술이 추가된다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조작 경험으로부터 학생들의
과학 학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de Jong, 2011; Ibáñez et al.,
2016). 이때 증강현실을 통해 구현된 과학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조작 경험을 유
도하는 교육적 어포던스가 예상되므로 학생들이 과학개념을 연관 지어가며 과학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báñez et al., 2014; Squire & Klopfer, 2007).
요컨대, 본 논문에서는 단편적으로 분절되어 구성된 과학과 교육과정과 실제
학생들의 과학 학습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를 줄여줄 수 있는 학습 도구로 텐
저블 모델 교구와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3)을 제안한다. 즉, 중등 과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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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락에서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이 추상성 수준이 높은 과학개념과
과학 모델의 학습을 돕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
안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의 형태의 실체를 드러내는 과학 시뮬레
이션에 관한 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3. 연구의 목적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의 요구로서 (1) 실험 활동을 비롯
한 ‘탐구활동’을 한시적으로 대체해야 할 때, 그리고, (2) 추상적인 사고를 요구
하는 ‘과학적 개념(또는 과학적 모델)’의 학습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할
때, 대안적으로 과학 시뮬레이션의 활용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러한 활
용 맥락에서 과학 시뮬레이션의 유용성을 높이려면, 향상된 (1) 관찰 경험과 (2)
조작 경험을 유발하는 디자인 특성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과학 학습에서 명시적으로 측정 가능한 구인(construct)으로 이
어질 수 있는 학습 수행에 관한 디자인에 비해, 교육적 어포던스 차원에서 학습
경험의 질적 수준을 높여주는 디자인 특성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편이다
(Rutten et al., 2012). 그로 인해, 과학 학습에서 학생들에게 관찰 경험과 조작
경험을 의도하는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사례를 들여다
봄으로써,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의 요구로서 관찰과 조작 경험을 유발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을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의 목적은 (1) 관찰 경험과 (2) 조작 경험을 유발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을
발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그와 관련된 현상(개발 및 평가
결과)에 주목함으로써 정황적 단서(개발 및 평가 과정)를 함께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다. 세부적으로, 분석단위를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을 위해 제안된 디자인으로 두
3) 본문에서는 이 둘을 함께 묶어 ‘실제적 조작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이라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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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음과 같이 두 개발사례를 통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Ÿ

사례 1 : 실제적 관찰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Ÿ

사례 2 : 실제적 조작 중심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이때, 각 사례의 제목에 포함된 실제적 관찰(authentic observation)과 실제
적 조작(authentic manipulation)이라는 용어는 교육적 어포던스 차원에서 실
제적인 교수학습의 맥락에서 상기한 두 경험을 의도하는 디자인 특성을 지칭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의한 용어임을 우선 밝히고자 한다. 물론 관찰과 조작이 비록
독립된 에피소드에서 획득되는 경험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두 용어의 구분된
정의는 중등 과학교육에서의 실제적인 교수학습에 특화된 디자인의 의도를 강조
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관점에서 부연하자면, 두 용어는 과학 교과에 특화된
과학 시뮬레이션의 새로운 활용을 규정하기 위해, 그리고 중등 과학교육을 위한
교육적 어포던스로 이어질 수 있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을 가리키기
위해 정의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칭 방식에 대한 정당성은 본문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과학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simulation)이란 흉내 내기(어떤 것처럼 보이게 하기) 또는 모의실험을
뜻하는 사전적 의미로부터 비롯된 용어로, 교육학계에서는 어떤 현실에서 가능한
사태 중 일부를 모의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킨다. 선행연구
에서는 이것이 컴퓨터 시뮬레이션(computer simulations)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지만
(de Jong, 2011),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구동하는 디바이스(device)를 데스크톱
컴퓨터로 한정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양한 핸드헬드 디바이스(hand-held
device)에서의 구동을 고려하기 위해, 단순히 ‘시뮬레이션’이라 부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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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학교육에서 시뮬레이션은 학생들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반응이 역동적인 일련의 사태임을 인식하게 하거나 그와 관련된 정신 모델(mental
model)을 타당하게 형성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 도구로 고려된다
(Trundle & Bell, 2010). 본 논문에서는 과학 교과와 관련하여 시뮬레이션이
제공하는 이점이 학습자가 정신 모델을 타당하게 구성하도록 지원하는 상호작용
적·모의적 학습환경에 있다고 보았고, 그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과
학 시뮬레이션(science simulation)’이라 정의하였다.

나. 교육적 어포던스
어포던스(affordance)란 Gibson (1979) 이 제안한 용어로, 인간이 사물에 관
한 지식을 기억·추론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공통된 지각 특성을 자극하여 행위를
유발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Norman, 2013). 또한, 어포던스는 인간의
행위를 암묵적으로 유도하는 사물에 내재된 단서(clues) 또는 디자인 특성을 의
미하기도 한다(Gibson & Pick, 2000; Hartson, 2003). 어포던스의 개념은 여
러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확장되었으며, 그러는 동안 교육적 환경에서의 어포던
스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교육적 어포던스(educational affordance)’라는 용어
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교육적 어포던스는 학습맥락 내에서 특정 학습 행동에 대해 그것이 일어날 수 있
는 또는 일어나도록 인위적으로 의도된 교육 자원의 특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교육
학적 측면에서의 스캐폴딩(scaffolding)과 인지적 도제(cognitive apprenticeship)를 지
원하는 콘텐츠의 특성으로도 확장되고 있다(Bower & Sturman, 2015; Salomon,
1997; Webb, 2005). 본 논문에서는 디자인 측면에서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유발하
는 특성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적 어포던스라는 용어를 학습경험을 매개하는 학습자의
학습 관련 행동을 유도하는 교육콘텐츠의 기능적 특성으로 여기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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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적인 교수학습
교수학습(teaching and learning)이란 교사-주도의 가르치는 행위와 학생-주
도의 배우는 행위를 포함하는 용어로서, 전형적인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일어나는 교육 행위를 총칭한다.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에서 교수학습은 실험을
비롯한 탐구활동이나 과학 모델에 관한 학습을 포함하는데(강인애 외, 2006; 조혜
숙 외, 2017), 학교 실험실 환경의 제약이나 수업시수의 편성 등 사정으로 인해
종종 강의식 수업의 형태로 대체되곤 한다(박현주, 2013). 여기서 문제는 학생들
이 직접 자신의 손과 마음을 통해 능동적으로 학습해야 할 대상도 통상 교사에 의한
시범 수업 또는 수동적(passive) 학습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이다(김명희, 김영
신, 2012; de Jong, 2019). 그로 인해 우리나라 중등 과학 수업에서는 학생들
이 ‘불충분한 학습경험’을 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과학교사는 차선의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대안적인 교수학습 및 교
육콘텐츠를 채택할 수 있다(de Jong, 2019).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학
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교수학습으로서,
실제 활동 경험 또는 실제 학습 대상에 다가가기 위해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교
육콘텐츠(또는 학습 도구)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교수학습의 형태를 ‘실제적인 교
수학습’이라고 정의하였다(Chiu et al., 2015). 실제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
콘텐츠의 예로는 과학 시뮬레이션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에서 실제적인 교수학습은 주로 과학 수업이 교
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실제 활동 경험이나 실제 학
습 대상을 온전히 전할 수 없을 때 이와 관련된 학습경험 및 학습 이해를 보충
하기 위해 도입될 수 있다(Chen et al., 2014; Enyedy et al., 2012).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실제적인 교수학습에서 ‘관찰’이나 ‘조작’ 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
는 학습경험 및 학습 이해를 지원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을 제각기
‘실제적 관찰’과 ‘실제적 조작’이라 정의하였다. 비록 관찰과 조작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태는 아니지만, 이러한 정의의 구분은 각 행위와 관련된 교육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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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던스를 갖게 하는 디자인의 특성을 제각기 논의하기 위해 시도된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라. 실제적 관찰
본 논문에서는 더 나은 관찰 경험을 제공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을 위해
마스크 기능에 기반한 동영상 클립의 삽입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
특성과 연관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교육적 어포던스를 가리키기 위해 ‘실제적
관찰(authentic observation)’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였다. 실제적 관찰이라는 용
어는 실제 탐구활동에서처럼 학생의 조작으로부터 상호작용적으로, 그리고 실험
결과가 실제적인 표상(동영상 클립 등)을 통해 충실성(fidelity) 있게 제시될 때
유발되는 관찰 경험을 가리킨다. 따라서, 실제적 관찰은 과학 시뮬레이션과 같은
교육콘텐츠에서 실험결과가 동영상 클립을 통해 상호작용적으로 충실하게 표현
될 때 유발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 실제적 조작
본 논문에서는 과학 모델의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1) 현실세계에서 조작 경험을 지원하는 ‘텐저블 모델 교구’와 (2) 교구를 조작하는
행위를 원래 학습 대상과 이어주는 ‘맥락적 개념연결 매개자(예, 시뮬레이션 형태의
학습 시스템)’로 두었다. 이때, 이 둘의 특성을 포함하는 학습환경에서 더 나은
과학 학습으로 이어지는 교육적 어포던스의 형태를 정형화하기 위해 이와 관련
된 학습 도구와 학습행위를 규정하는 새로운 용어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세부적
으로, 조작 행위를 돕는 텐저블 모델 교구와 그에 상응하는 실제 학습 대상을 연결
짓도록 돕는 시뮬레이션 형태의 학습 시스템을 통해 과학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하
게 하는 교육적 어포던스를 ‘실제적 조작(authentic manipulation)’이라고 정의
하였다. 실제적(authentic)이란 용어는 교실의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현역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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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수행 또는 그들의 주변 환경에 가까운 형태를 형용할 때 사용되어왔지만
(Gilbert, 2004; Kim & Ye, 2015), 사실상 ‘원래 대상(학습 대상)과의 연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본 정의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증강현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은 사용자에게 현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하는 영
상 기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을
현실세계의 장면 위에 가상세계의 표상들을 합성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위에서 혼
합세계를 구현하는 영상 기술을 가리키는 용어로 고려하였다(Azuma, 1997;
Milgram & Kishino, 1994). 한편, 본문에서는 비록 중첩된 의미를 내포하더라
도, 기술적 차원에서 증강현실을 가리킬 때 이를 명료화하기 위해 종종 ‘증강현
실 기술’이라는 표기를 혼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하위 개념으로서, 증강현실 기
술로부터 구현된 교육콘텐츠를 지칭할 때에는 ‘증강현실 기반 교육콘텐츠’ 또는
‘증강현실 콘텐츠’로 표기하였다. 그 밖에, 증강현실을 도입하여 개발한 과학 시
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으로 표기하였다.

사. 텐저블 모델 교구
텐저블(tangible)이라는 표현은 주로 손을 통해 직접 조작(manipulation)해볼
수 있는 교구를 수식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교육계에서는 학습 이해를 돕기
위해 고안된 교구가 현실세계 내에서 감각할 수 있는 범위에 있음을 의도하고자
할 때 통용된다(Gillet, 2005). 본 논문에서는 과학적 모델을 나타내는 3차원
표상을 3D프린터를 통해 구현한 것을 ‘텐저블 모델 교구’라 부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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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과학교육에서 탐구활동과 모델 학습
가. 탐구활동
과학사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과거에는 옳았다고 여겨진 것이 현재는 틀린 것
으로 드러나거나, 또는 과거에 가설로 생각했던 것이 현재는 타당한 개념으로
자리 잡는 사례가 흔하게 발견된다. 예컨대, 입자물리학자들이 첨단장비를 이용
하여 전자와 원자핵을 비롯한 쿼크(quarks)와 렙톤(leptons), 힉스입자의 존재를
입증함에 따라 ‘쪼개지지 않는 입자’를 지칭했던 ‘원자’의 초기 개념이 더는 옳
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조현수 외, 2012). 반면,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중력파
는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학계에서 타당한 개념으로 인식
되기 시작하였다(오정근, 강궁원, 2016).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학적 지식
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과정은 잠정적 보
류단계, 사회적 합의 단계를 수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양일호 외, 2006).
이처럼 과학사에서 드러난 과학의 본성은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 지식이 상대적
이고, 가변적일 수 있음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끼쳐왔다.
과학교육 학계는 이처럼 과학사적 사건으로부터 정의된 과학의 다원적인 속성
을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이라 정의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자 시도하고 있다(Zacharia, 2003). 과학의 본성은 과학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
내재된 믿음, 가치,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는 데 필요한 인식론이므로, 단순한 지
식으로 여겨서는 안된다(Abd-El-Khalick, Bell, & Lederman, 1998). 대신에,
학생들이 이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는 탐구에 대한 체험이 필수적이라 말할
수 있다. 탐구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체계를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한다(한유화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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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탐구활동은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과학에 대한 인식론, 과학자의 태도,
과학자 사회의 규범 등을 체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Zacharia, 2003). 또한, 과학의 본성은 학생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한 시민
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소양으로, 또는 예비 과학자들이 과학자 사회에 정착
하는데 필요한 규범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박재근, 2017).
이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과학과 교육과정은 과학의 본성의 교육적인 가치
를 명문화해왔다(교육부, 2015a). 특히 학생들이 탐구활동을 통해 자연현상에
대해 직접 실험을 설계해보고, 관찰한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 및 해석해 볼 수
있게 성취기준을 제시해 온 것이다(박재근, 2017). 과학교육 학계에서도 과학과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여 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을 성취하도록 촉진하는 방안
을 모색해왔는데, 그중 하나가 교육콘텐츠의 혁신이다. 이때 과학의 본성을 이해
하고, 과학적인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적 어포던스를 지닌 교육콘텐츠로
제안되고 있는 후보 중 하나가 바로 ‘시뮬레이션’인 것이다(강명희 외, 2011;
Blake & Scanlon, 2007; Webb, 2005).

나. 모델 학습
과학자들은 종종 거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관한 작동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시세계 영역을 상상하며, 그와 관련된 가설적 명제
를 포함하는 이론을 만들어내곤 한다(조희형 외, 2014). 어떤 이론은 추상성이 높은
복수의 사실, 법칙, 가설적 명제들로부터 하나의 설명체계를 이루는데, 이들을 명료
성을 가진 대상으로 비유함으로써 손쉽게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모델(model)
이다(조희형 외, 2014). 조혜숙 등(2017)의 연구에 따르면, 과학 학문의 영역에서
모델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첫째는 ‘실제 세계의 사실과 속성, 자
연적 현상이나 과정의 주요 특징이 드러나도록 계를 추상화·단순화하는 표상’을 지
칭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연현상에서 관찰된 것을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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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체화한 설명’을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델이 과학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적 체계를 단순화하여 나타낸 표상이라는 점이다(조혜숙 외, 2017).
모델은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텍스트, 삽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표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표상적 특성이 현상의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
서 과학교육에서도 강조되고 있다(조혜숙 외, 2017). 하지만, 아무리 모델이라
하더라도, 과학 교수학습에서 다루는 과학 모델은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
에 관한 설명체계를 포함하고 있어 이것을 배우는 학생 중 일부는 여전히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김창곤, 2003; Tsaparlis & Papaphotis, 2002). 같은 교실에
서도 일부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은 그러한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는 단계에 이
르기에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노태희 외, 1996; NRC, 1999). 이에 과학교
육 학계에서는 과학 모델을 텐저블 교구로 고안하여 폭넓은 인지 수준의 학생들
이 이해할만한 학습 도구로서 개발해오기도 하였다(Chen et al., 2011; Gillet
et al., 2005).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분자 모델’ 교구이다(그림 Ⅱ-1).

[그림 Ⅱ-1] 분자 모델 교구 예시
(연구자가 3D프린터를 통해 출력한 모델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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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저블 모델 교구의 예로서, 분자 모델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따르
는 과학교과서에서도 종종 소개되곤 하는데(노태희 외, 2018, p.139), 이는 직
접 손으로 만져보고 조작해보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을 돕
고자 의도하는 것이다(Chen et al., 2011). 그 밖에도, 최근에는 3D프린터의
발달로 인해, 텐저블 모델 교구가 중등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수준의 전공
화학에 관한 교수학습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는데(Casas &
Estop, 2015; Higman et al., 2017; Jones & Spencer, 2017; Penny et
al., 2017), 이와 관련된 사례들은 텐저블 모델 교구가 추상적·공간적 사고를 요
구하는 광범위한 과학 학습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Casas
& Estop (2015)의 연구에서는 3D프린터를 통해 제작된 모델 교구로서, 추상
적·공간적 사고가 요구되는 화학 결정학(crystallography)의 점군(point group)
학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모델 교구를 제안하였다. Higman et al(2017)의
연구와 Jones & Spencer(2017)의 연구에서도 제각기 3D프린터를 통해 제작된
분자 모델 교구로서, 표면-화학적 반응의 진행에 관한 학습에서 활용될 수 있는
모델 교구를 제안하였다. 그밖에, 텐저블 모델 교구는 오비탈의 혼성화, 거울상
이성질체, 형태 이성질체, 사이클로 헥세인의 의자 뒤집기 등 관련 수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Penny et al., 2017). 종합해보면, 텐저블 모델 교구는
학습자의 수준이나 학습 내용에 덜 의존적인 편이며, 인지적·정서적 발달을 위
한 학습뿐만 아니라, 나아가 추상적, 공간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학 학습에 광범
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텐저블 모델 교구를 통한 과학 학습은 단순히 놀이 행위로 끝날 우려가
있어 교사의 도움이 요구된다(Ibáñez et al., 2014). 하지만, 교실 상황에서 모든
학생이 과학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한 명의 과학교사가 해내
기 어려운 일이다(신소연 외, 2018).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학생이 텐저블 모델 교
구로부터 실제 이론적 모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을 대행
하는 학습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Casas & Estop,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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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endet et al., 2013; Ibáñez et al., 2014). 물론, 텐저블 모델을 독립적인 학
습 교구로만 고려하거나, 또는 이것을 학습 시스템의 작동을 위한 종속적인 ‘인터
페이스’의 하나로만 고려했던 선행연구 사례는 이미 존재하지만(계보경, 김영수,
2008; Chen et al., 2011), 모델 교구와 학습지원 시스템을 함께 주목하면서 동시에
이들 간 교육적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는 연구는 드문 편이었다(Ibáñez et al., 2014).

2.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념과 교육적 효용
가.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념
시뮬레이션(simulation)이란 ‘흉내 내기’(어떤 것처럼 보이게 하기) 또는 ‘모의
실험’을 뜻하는 사전적 의미로부터 비롯된 용어로, 교육학계에서는 어떤 현실의
사태를 모의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가리킨다. 선행연구에서
이를 컴퓨터 시뮬레이션(computer simulations)으로 일컫기도 하나,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는 디바이스 환경을 데스크톱 컴퓨터로 한정하
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양한 핸드헬드 디바이스(hand-held device)에서의 구
동을 폭넓게 고려하기 위해 단순히 ‘시뮬레이션’이라 부르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은 비용이 많이 들거나, 위험한 일, 또는 현실 세계에서 실현 불가
능한 일을 모의적으로 체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로 자연계
(natural world)를 모사하여 유래된 모델을 중심으로 작동된다(Balamuralithara
& Woods, 2009; de Jong, 2011). 하지만, 시뮬레이션에 포함된 모델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단순화(simplification)되곤 한다(de Jong, 2011). (1) 현실 세
계를 그대로 모델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2)
모델은 단순화하더라도 그것의 생성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므로,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3) 단순화는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cognitive load)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순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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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들로 인해, 시뮬레이션은 과학교육의 맥락에서 학생들의 명시적 지식 또는
절차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도입되어왔다.
실제로, 과학 수업에서 시뮬레이션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을 단순화된
애니메이션을 통해 상호작용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과학적인 개념을 명료
하게 이해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Liu et al., 2008). 그 밖에도,
시뮬레이션은 주로 학생들이 미시세계와 관련된 분자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
도록 돕는 표상적 차원에서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 Jong,
2011; Plass et al., 2012).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과학교육에서 시뮬레이션은
학생들이 어떤 반응이 역동적인 현상임을 인식하게 하거나 그와 관련된 정신 모
델(mental model)을 타당하게 형성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 도구
로 고려된다(Trundle & Bell, 2010).
본 논문에서는 과학 교과와 관련하여 시뮬레이션이 제공하는 이점이 학습자가
정신 모델을 타당하게 구성하도록 지원하는 상호작용적·모의적 학습환경에 있다
고 보았고, 그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과학 시뮬레이션’이라 정의하
였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기존 시뮬레이션의 이점으로 알려진 ‘단순화된 모델’을
더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필수적인 요소로 두지 않았으며, 대신에 과학 시뮬레이
션에서 학생들의 학습경험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표상이 도입될 여
지를 남겨두고자 하였다.

나. 과학 시뮬레이션의 교육적 효용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학 시뮬레이션의 교육적 이점은 최종 사용자로서 (1) 학
생 개인, (2) 학생 그룹, (3) 교사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학생 개인’에게 과학 시뮬레이션은 수준별 학습을 지원하며, 인지적 도제
(cognitive apprenticeship)로서 학습에 관한 스캐폴딩(scaffolding)을 제공해
준다(de Jong, 2006; Plass et al., 2012; Quintana et al., 2009). 이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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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과학 시뮬레이션의 ‘상호작용적 특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맥락을 인식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수준별로 제공할 수 있
어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de Jong, 2019). 둘째, ‘학생 그룹’에 과학 시뮬레이
션은 개인별 학습을 지원하며, 한 교실 내에서도 비동시적으로 과학개념을 학습
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이점은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별성’으로부터 비롯
되는 것으로, 기존 교실문화와는 달리 학생들이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해야만 학
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과학 시뮬레이션은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속도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학습환경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de Jong, 2019; Lai et al., 2007; Wong
et al., 2015). 셋째, ‘교사’에게 과학 시뮬레이션은 기계적인 정보전달자의 역할
을 덜어주며, 또한 교실 내 소통의 병목현상을 제거함으로써 교사가 학생들과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준다(Rutten et al., 2012). 이
러한 이점은 과학 시뮬레이션이 일종의 ‘가상적 튜터’로서 역할을 대행할 수 있
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과학 시뮬레이션은 과학개념의 이해를 돕는 표상으로, 과학 수업에
서 학생들이 미시적 세계의 현상 및 그것과 관련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시각화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de Jong, 2006; Kim &
Ye, 2015; Liu et al., 2008; Plass et al., 2012).

3. 증강현실의 개념과 과학교육적 활용
가. 증강현실의 개념과 특징
증강현실은 사용자에게 현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하는 영상 기술에 관한 개념이
며, 현실세계의 장면 위에 가상세계의 요소를 삽입하여 만든 혼합 세계에 관한
기술로 정의된다(Azuma, 1997; Milgram & Kishino, 1994). 초기에 증강현실
의 개념을 확립한 Azuma (1997)는 이것의 주요 특징을 형식, 인터페이스,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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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제안하였다(Schmalstieg & Hollerer, 2016). 형식 차원에서 살펴보면,
증강현실은 실제적 요소와 가상적 요소를 결합하는 기술이다. 인터페이스 차원에
서 살펴보면, 증강현실은 실시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표상 차원에서
살펴보면, 증강현실은 객체가 3D (three dimensional space)로 표현되도록 하
는 기술이다. 이러한 특징은 가상세계 및 시뮬레이션과 맞닿아있는 것이므로, 결
국 증강현실은 두 가지 성격을 고루 갖춘 융합적인 콘텐츠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가상세계는 증강현실과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와 표상 차원의 요소를 공통으로
갖지만, 반면에, 현실과 동떨어진 인위적인 환경이라는 점에서 증강현실과 구분
된다.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의 장면 위에 가상세계의 형식적 특성이 더해져, 시각
정보를 맥락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Liou et al., 2017). 이러한 성격은 Milgram
과 Keshino (1994)가 제안한 도표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들은 현실세계와 가상
세계 사이에 연속된 다리를 그린 다음, 증강현실의 위치를 [그림 Ⅱ-2]처럼 현실
세계에 가깝게 표시하였다. 그 이유는 가상세계가 사람들의 인지구조로 해석된
기호와 표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환경인데 반해, 증강현실은 실제적
장면을 중심으로 이해를 돕거나 행위를 안내하기 위한 요소가 부가적으로 삽입된
환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증강현실은 교실처럼 한정된
공간에서도 실제 삶의 맥락과 연결될 수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 기술
로(Akçayir et al. 2016; Liou et al., 2017), 또는 그와 관련된 학습환경의 한
요소로 제안되고 있다(Wong et al., 2015). 이 기술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전통적인 교실 환경을 실제적인 학습이 일어나는 장으로 만들 수 있어 교육연구
자들로부터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혼합현실
Mixed Reality (MR)
현실세계 환경
Real
Environment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

증강가상
Augmented
Virtuality (AV)

[그림 Ⅱ-2] 가상세계 환경의 연속성
(Milgram & Kishino, 1994, 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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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세계 환경
Virtual
Environment

시뮬레이션은 가상적 표상을 중심으로 구성된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내
재한 콘텐츠에 해당한다. 반면, 증강현실은 시뮬레이션의 상호작용성뿐만 아니라
다중양식 특성(multimodality)도 가지고 있어 시뮬레이션의 확장된 형태로 여겨
지며, 특히, 다중감각에 관한 입력 센서와 출력 디스플레이를 통해 구현될 수 있
다는 점이 추가된다(김정현 외, 2005; Schmalstieg & Hollerer, 2016). 증강
현실의 주요 특성은 상호작용성과 다중양식 특성을 중심으로 아래 [그림 Ⅱ-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Ⅱ-3] 증강현실의 두 가지 특성

상호작용성은 학습이 일어나는 동안 학습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멀티미디어 기
반 메시지가 옵션 목록에서 채택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특성을 가리킨다
(Moreno & Mayer, 2007). 이러한 특성은 학습자의 학습 행동과는 상관없이
보여줄 내용이 미리 결정되었던 비-상호작용성 전통 매체와는 대조되는 특성으
로, 점차 이러닝 콘텐츠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Moreno &
Mayer, 2007). 상호작용성의 수준은 학습자의 행위를 다채로운 방식으로 인식
할수록,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옵션의 목록을 많이 가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간주된다(황윤자, 2013). 증강현실은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행위를 입력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움직임을 인식하여 학습맥락에
들어맞는 정보를 적재적소 제공하기 때문에, 높은 상호작용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지수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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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양식 특성은 하나의 언어적·비언어적 정보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감각기관
(또는 센서)을 통해 입력받거나 출력하는 특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Moreno &
Mayer, 2007). 여기서 다중양식적 입력은 다양한 센서 및 시각적 인식기술을 활
용하여 학습자의 맥락과 환경을 감지하는 방식을 가리키며, 다중양식적 출력은 한
사태에 관한 정보를 학습자가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통해 지각하도록 제시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증강현실은 다중양식적 입력에 기반을 두고 맥락을 인식하며,
동시에 시각과 청각에 관한 정보를 이미 주어진 실제 세계의 감각(촉각, 후각, 미
각)에 더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높은 다중양식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증강현실은 높은 상호작용성과 다중양식 특성을 갖는 콘텐츠에 적합한
기술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두 가지 특성을 고루 갖춘 ‘증강현실 콘텐츠’를 구현
하려면, 아래 [그림 Ⅱ-4]와 같이 (1) 실시간 정보입력 기술, (2) 배열에 관한 정
보처리 기술, (3) 디스플레이에 관한 시각화 기술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김정현 외, 2005; 정연화, 이정민, 2015; Schmalstieg & Hollerer, 2016).

실시간 정보

배열에 관한

디스플레이에 관한

입력 기술

정보처리 기술

시각화 기술

증강현실의 구현
[그림 Ⅱ-4] 증강현실의 구현을 위한 기술

(1) 실시간 정보입력 기술은 사용자의 위치, 응시 방향, 접촉하거나 조작하는
대상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다. (2) 배열에 관한 정보처리 기술은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 세계의 정보들을 가상적인 정보 요소와 결합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기술이다. (3) 디스플레이에 관한 시각화 기술은 현실세계
와 가상세계의 정보가 혼합되어 새롭게 연출된 장면을 실감 나게 보여줄 수 있
는 기술이다(김정현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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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학교육에서 증강현실의 용례
과학교육에 관한 증강현실 연구 문헌들은 <표 Ⅱ-1>과 같이 다음의 다섯 가지
용례를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모델체험, 2) 탐구활동 안내, 3) 현장 체험
학습 지원, 4) 체화된 인지학습 지원, 5) 인지적 도구 지원. 이러한 구분을 중심
으로 과학교육 선행연구 문헌에서 알려진 증강현실의 활용사례 및 예상되는 교
육적 효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이창윤 외, 2019).

1) 모델 체험
과학교육에서 모델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 짓는 도구로 사
용된다. 예컨대, 화학교육에서 모델은 거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태와 미시세계의
양자역학적 작동원리를 매개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이창윤 외, 2018). 생물
교육에서 모델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유기적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그들의 소기
관의 기능과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류혜주, 박헌우, 2017). 지구
과학교육에서는 장시간에 일어나는 행성의 운동을, 물리교육에서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이론과 함께 설명하기 위해 도입될 수 있다(고영남, 김종우,
2012). 이렇듯 모델은 과학적 지식을 언어적·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시각적 모델은 중등 과학교육에서 학생들의 과학에 관한
추상적인 사고를 돕는 데 활용되고 있다. 중·고등학교 과학교과서는 시각적 모
델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과학적 개념과 이론들을 그들의 인지발달 수
준에 적합한 형태로 제시해왔다. 그런데도 일부 학생들은 교과서 중심의 과학수
업에서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다가 결국 과학 학습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곤 한
다. 이 때문에 일부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과학적 지식을 올바르게 이
해하도록 돕기 위해 시각적 모델의 개선 및 표상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그들 중 하나는 시뮬레이션의 도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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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과학교육에서 수행된 증강현실에 관한 문헌들
연구자

연도

출판
장소

학술지

Chiu et al.

2015

국외

교육공학

모델 체험

중등교육 지식습득

정량적 긍정

Liou et al.

2017

국외

교육공학

모델 체험

초등교육 지식습득, 인지 부하

정성적 긍정

계보경 외

2008

국내

교육공학

모델 체험

초등교육 지식습득

정량적 긍정

고영남 외

2012

국내

교육공학

모델 체험

초등교육 동기설계구인, 지식습득, 학습 태도(과학적 태도) 등

류혜주 외

2017

국내

과학교육

모델 체험

초등교육 지식습득, 학습흥미, 학습참여 등

정성적 긍정

김경현

2009

국내

교육공학

모델 체험

초등교육 학습집중, 학습참여, 학습분위기

정량적 (부분)긍정

정연화 외

2015

국내

교육공학

모델 체험

Akçayir et al.

2016

국외

교육공학

탐구활동 안내

Chang et al.

2018

국외

교육공학

탐구활동 안내

초등교육 협력적 수행, 동기설계구인, 비판적 사고, 그룹 효능감

정량적 긍정

이지수 외

2010

국내

교육공학

탐구활동 안내

초등교육 지식습득, 동기설계구인

정량적 긍정

Ibáñez et al.

2016

국외

교육공학

탐구활동 안내

중등교육 행동 패턴, 지식습득

정성적 긍정

Chang et al.

2018

국외

과학교육

현장 체험학습

중등교육 사회과학적 추론(SSR), 사회과학적 추론 태도(ASSR)

Chiang et al.

2014a

국외

교육공학

현장 체험학습

초등교육 지식습득, 동기설계구인, 인지 부하

정량적 긍정

Chiang et al.

2014b

국외

교육공학

현장 체험학습

초등교육 협력적 수행(지식 공유 등)

정성적 긍정

Salmi et al.

2017

국외

과학교육

현장 체험학습

초등교육 지식습득 등

정량적 긍정

Yoon et al.

2012

국외

교육공학

현장 체험학습

중등교육 지식습득

Hsiao et al.

2012

국외

교육공학

체화된 인지학습

중등교육 지식습득, 신체 운동, 학습 태도, 학습흥미 등

Enyedy et al.

2012

국외

교육공학

체화된 인지학습

초등교육 지식습득, 학습태도 등

정성적 긍정

Chen et al.

2016

국외

교육공학

인지적 도구지원

초등교육 지식습득, 동기설계구인

정량적 긍정

영역

증강현실 활용

연구
대상

구인

중등교육 과학적 태도, 학습집중(몰입)
대학생/성인 실험실 역량 등

* ‘정량적 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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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효과

정량적 (부분)긍정

정량적 긍정
정량적 긍정

정량적 (부분)긍정

정성적 긍정
정성적 (부분)긍정

시뮬레이션은 추상적인 과학적 지식을 동적인 표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나
아가 사용자의 조작에 상응하는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로 인
해 시뮬레이션은 과학교육에서 대안적 콘텐츠로 제기된 바 있다(이창윤 외,
2018). 최근에는 다중표상적 특성과 상황인식 기술을 더한 시뮬레이션의 한 형
태로서, 증강현실 콘텐츠가 기존 시뮬레이션을 적용했던 교수학습 맥락에서 도입
되면서 추가적인 이점이 논의되고 있다. 모델 체험을 위한 증강현실의 도입사례
도 그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외·국내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이 알려졌다.
해외 사례로, Chiu et al.(2015)는 학생들이 기체 모델과 실생활 현상을 연결
짓도록 돕기 위해 시각적 모델을 상호작용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의
하나로 증강현실 콘텐츠를 도입하였다. 중학교 2학년 학생 45명(집단구분 없음)
을 대상으로 적용한 후 교육적 효과를 정성적으로 조사한 결과, 0.91의 높은 효
과 크기로 학생들이 기체에 대한 이해가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Liou et
al.(2017)은 달의 운동에 관한 학습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텐츠를 통해 제
공되는 표상이 인지적 학습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두고 교육연구
를 수행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54명을 대상으로 복잡한 실
제 세계의 표상과 함께 제공되는 증강현실과 비교적 단순한 표상으로 구성된 가
상현실의 콘텐츠 간 학습효과 및 인지적 부담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
구 결과, 그들은 학생들의 응답으로부터 증강현실의 인지 부하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학업성취도 측면에서도 증강현실 콘텐츠를 사용한 집
단이 가상현실을 사용한 집단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사례로, 계보경과 김영수(2008)는 KERIS에서 개발한 ‘물의 순환’에
관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통해 물의 순환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모델을 역동
적인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함으로써 몰입감을 주고자 하였고, 텍스트를 통해 안
내함으로써 현상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경기도에 소재한 2
개 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 290명에게 적용한 결과, 증강현실 콘텐츠의 매체특성
은 학생들의 현존감 및 학습몰입을 매개로 만족도와 지식습득에 기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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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고영남과 김종우(2012)의 연구에서도 ‘지구와 달’ 단원에 대한 증
강현실 콘텐츠를 초등학교 5학년 학생 69명(처치 35명, 통제 34명)에 적용한
결과, 처치집단 학생들에게서 정서적·태도적 향상이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
다(p<.05). 두 연구에서 모두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하여 모델을 체험한 집단에
서 정서적 향상 효과가 나타났었던 반면, 지식습득과 관련된 인지적 향상 효과
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어서 ‘우리 몸’에 관한 단원에 초점을 두고 수행된 세 연구를 통해 증강현실
기반 모델 체험의 교육적 이점을 탐색해보았다. 우선, 류혜주와 박헌우(2017)는
우리 몸 단원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소화기관, 호흡기관, 순환기관, 배설기관,
중추신경계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실제 보이는 세계의 영역에서 표현하고자 증
강현실 콘텐츠를 사용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4명을 대
상으로 수업을 실행한 결과, 증강현실을 통해 과학 모델을 경험한 학생들은 학
습 흥미, 수업 참여 측면에서 향상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김경현
(2009)의 연구도 우리 몸 단원에 초점을 두고 초등학생 6학년 학생 50명(처치
25명, 통제 25명)을 대상으로 증강현실 콘텐츠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처치반
학생들에게 언어적 능동성과 수업 분위기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으
나(p<.05), 반면, 행동적 능동성과 학습집중도(학습집중/몰입의 일종) 측면에서는
향상이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한편, 정연화와 이정민(2015)은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 과학에 포함된 우리 몸 단원의 교수학습에서 증강현실 콘텐츠를
도입하여 중학교 2학년 학생 92명(처치 48명, 통제 44명)에게 적용하였다. 그
결과, 학습몰입과 함께 과학적 태도에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었던 반면에
(p<.05), 과학탐구능력(지식습득의 일종)에서는 유의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요컨대, 이들 연구에서는 과학 교실에서 과학적 모델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증강현실의 용례와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비록 지식습득과 학습집중/몰입에
관한 일부 구인에서 검사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지만,
학습 흥미, 학습 참여, 수업 분위기에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난 것은 이러한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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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체험에 관한 증강현실의 용례에서 명백한 교육적 이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탐구활동 안내
과학교육은 문제를 과학적 방식에 근거하여 해결하거나, 과학 지식을 새롭게
구성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과정으로 탐구를 강조해왔다. 학생 수준에서 탐구는
주로 어떤 현상의 원인을 지목하기 위해 변인을 조작하거나 통제하여 재현 가능
한 설명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일련의 행위로 규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과 교육과정은 탐구를 위해 필요한 도구를 학생들이 지침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치고자 교과서 내에 ‘탐구활동’을 제시해왔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은 학생들이 탐구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도구에는 종종 강한 산/염기, 알
코올램프와 같은 위험한 도구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안전사고의 예방
을 위해 교사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이창윤 외, 2018). 그 밖에도 교사의
지도는 학생들이 현상을 심도 있게 관찰하거나, 자료를 타당하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김정수, 2018). 따라서, 실험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탐구를 충
분히 지도하려면, 인지적 도제와 같은 가까운 위치에서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고
피드백해주는 교수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과학 교실에서 교사 1인이 이처럼 수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탐구를 지도하는 것은 소통의 병목현상을 발생시킬지도 모른다. 현재 과학 교실
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20명이 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실 내 관계망의 중
심을 교사 1인으로 둘 경우, 결국 탐구에 관한 교수학습은 형식적인 활동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교육 학계에서는 탐구를 안내하는 튜터
이자 교사의 스케폴딩을 대체할만한 콘텐츠 후보로 시뮬레이션이 제안된 바 있
다. 최근에는 시뮬레이션의 하나로, 맥락적으로 탐구를 안내할 수 있는 증강현실
콘텐츠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이것은 이미 탐구를 안내하는 목적으로 교육연
구에 도입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외·국내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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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졌다.
국외 사례로, Akçayir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물리학 실험에서 탐구를 안
내하기 위해 증강현실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일반물리학 실험2 수업에서 대학교
1학년 학생 76명(처치 38명, 대조 38명)를 대상으로 적용한 바 있다. 그들의 증
강현실 콘텐츠는 총 5개의 서로 다른 물리학 실험 콘텐츠로 구성 및 제작되었으
며, 각 차시 과제에 해당하는 탐구에서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탐구내용을 안내
하도록 설계되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적용한 결과, 증강현실 콘텐츠로부터 탐
구를 안내받은 학생들은 실험실 기술과 태도적 측면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탐구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증강현실의
유용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한편, Chang과 Hwang(2018)의 연
구에서는 플립러닝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통한 탐구활동 안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 대안적 콘텐츠로 증강현실 콘텐츠를 도입하였고, 그것의 교육적 효과를 조사
하였다. 플립러닝의 탐구활동을 안내하는 데 있어서 기존 동영상 콘텐츠와 대조
되는 증강현실 콘텐츠의 이점을 조사하고자,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11명(처치
56명, 통제 5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증강현실 콘텐츠를
사용한 반에서 학습 동기, 비판적 사고 경향, 자기효능감의 향상이 유의하게 나
타났다. 하지만, 지식습득 측면에서 유의미한 향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 사례로, 이지수 등(201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과학의 ‘전기 회로도’
단원에서 실험실 탐구를 안내하기 위해 증강현실 콘텐츠를 도입하였다. 서울시
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30명(처치 15명, 통제 15명)을 대상으로 연구
한 결과, 처치반 학생들의 지식습득과 동기설계구인(ARCS)에 관한 검사에서 유
의한 향상이 나타났다(p<.05).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탐구를 안내하는 데 있어 증강현실의
효용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결과가 긍정적일지라도, 증강현실 콘텐츠
가 완전히 교사의 학습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báñez et
al.(2016)의 연구에 따르면, 탐구안내를 목적으로 증강현실 콘텐츠를 도입한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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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도 교수자가 조금이나마 개입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스캐폴딩 하는 것이
학업성취와 행동 패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그들
의 연구에서 중학교 3학년(9학년) 학생 72명(처치 32명, 통제 4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증강현실 콘텐츠로부터 탐구를 안내받는 상황에서도 교사의 학습
지원을 받았던 처치반에서 학업성취의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고, 행동 패턴의
측면에서도 처치반 학생들이 실험 수행 전에 교과 지식을 읽어보는 경향이 더욱
빈도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는 탐구를 안내하는 데 있어서 증강현실 콘텐
츠와 교사의 역할이 서로 상호보완적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연구에서 증강현실 콘텐츠는 탐구 수업에서 과학교사의
역할을 보완하는 가상의 튜터로 효용을 인정받고 있었다. 게다가, 증강현실 콘텐
츠는 플립러닝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도 탐구안내에 관한 동영상 콘텐츠를 대
체할 후보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정서적, 태도적 측면에서
의 긍정적인 효과는 탐구를 안내하는 데 있어서 증강현실의 교육적 이점과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증강현실 콘텐츠의 활용이 학생들의 지식습
득을 촉진하는지를 확신하기까지는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현장 체험학습 지원
현장 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실제 상황이나 실물을 접하며 직접 보고 느끼는
학습으로 정의되며, 교실 안 학습의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끊김없는 학습
(seamless learning)의 한 형태이다. 끊김없는 학습은 교육공학계에서 유래한
일종의 프레임워크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나 일어날 수 있는 학습에 주목한 연구 영역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Wong
et al. 2015). 이러한 영역의 연구자들은 주로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하여 언제
든 어떤 장소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학습 간에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노력해왔
다. 과학 학습도 학교 안과 밖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어, 그들로부터 관심을 받
고 있다. 과학교육에서 시도된 끊김없는 학습 연구의 한 형태에는 현장 체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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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지원하기 위해 증강현실 콘텐츠를 도입했던 연구사례가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사례는 국외 연구자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알려졌다.
예컨대, Chang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적 이슈(socio-scientific
issue)를 다루는 교수학습에 초점을 두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68명(단일 집단)
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야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증강현실 콘텐츠를 도입하였
다. 그들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증강현실 콘텐츠를 이용하여 학교 근처 야외 환
경에서 가상의 방사선량 값을 수집한 다음,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야외활동에서 증
강현실

콘텐츠를

체험한

학생들의

학업성취의

유의한

향상을

확인하였다

(p<.001). 인지적, 정서적 참여 및 SSI 추론 태도에 관한 검사에서는 약간의 감
소가 나타났지만, 그들의 연구에서는 점수의 평균 및 분포로부터 사후 검사의
결과도 경로분석을 통해 긍정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유사한 용례를 보여주는 연
구로, Chiang et al.(2014a)의 연구에서도 실험실이 아닌, 교실 밖 야외에서 탐
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57명(처치 28명, 통제 29명)을
대상으로 증강현실 콘텐츠의 교육적 효용을 조사하였다. 특히, 그들은 참여 학생
들을 증강현실 모바일 콘텐츠를 사용하는 집단과 단순 정보만 제시해주는 모바
일 콘텐츠를 사용하는 집단으로 구분함으로써, 야외 탐구활동에서 증강현실 콘
텐츠의 교육적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증강현실 모바일 콘텐츠를 경험한
학생들에게서 지식습득 및 동기설계구인(ARCS) 중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ARC)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p<.05).
한편, 현장 체험학습은 과학센터·과학관과 같은 외부 교육기관에서도 일어나는
데, 그곳에서도 증강현실은 전시물의 체험으로부터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도
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almi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비형식 학습환경
에 해당하는 과학센터(science centres)에 초점을 두고, 전시 중인 증강현실 콘
텐츠의 교육적 효과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위해 11-13세 학생 146명을 대상으
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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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사전 검사에서는 성별과 학업성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던
반면, 사후 검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 검사에서
참여학생들의 원래 학업성취수준과 과학센터에서 실시한 사전 학업성취도 점수
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에는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로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증강현실 콘텐츠는 남학생과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
에게는 새로운 학습경험으로 다가갔으며, 여학생과 낮은 학생들에게는 중도에
학습을 포기하지 않도록 동기 부여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유사한 용례를 보여주는 연구로, Yoon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과학
관(science museum)에 방문한 6-8학년 학생 119명을 대상으로 증강현실 콘텐
츠의 사용과 지식 구축(knowledge building)에 관한 스케폴딩 여부에 따른 4
가지 학습환경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증강현실 콘텐츠의
사용과 지식구축에 관한 스케폴딩의 교육적 효과를 각각 확인하였으며, 둘을 함
께 제공되는 학습환경이 유익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근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탐구를 체험하도록 기회를 제
공하고자, 교실 밖 야외환경과 가까운 지역에 설립된 과학관, 과학센터도 과학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 고려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증강현실은 야외현장에서 과학 학습에 관한 현장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대안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증강현실 콘텐츠의 용례는 탐구 안내에
관한 활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나, 야외 학습 및 현장 체험학습에 특화된
영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4) 체화된 인지학습 지원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이론은 ‘연장된 마음(extended mind)’과
‘연장된 인지(extended cognition)’를 탐색하려는 학자들의 철학적 논의를 기
반으로 발달된 이론이며,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인지과학, 심
리학, 신경과학, 교육학 차원에서 인지와 육체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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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으로 자리를 잡았다(김지현 외, 2018). 이 이론은 오늘날 자기공명영상 기술
의 발달로 인해 신경과학 분야 과학자들이 육체의 움직임이 인지와 정서의 변화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면서부터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과학
교육 학계에서도 이 이론에 기반을 두고, 육체적 행위와 과학 개념의 이해 사이
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해왔다. 이어서 소개할 두 국외 연구사례는 과학교육
에서 체화된 인지학습을 위한 증강현실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컨대, Enyedy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몸을 이용하는 놀이를 통해 물리
학의 힘, 마찰력 등 개념을 이해시키고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43명(단일집
단)에게 증강현실 콘텐츠를 도입하였다. 이때, 학생들은 놀이 과정에서 움직이는
공의

역할을

맡은

한

학생의

움직임으로부터

체화된

예상(embodied

prediction)을 한 다음, 증강현실 콘텐츠를 통해 인지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학습하였다.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를 시행한 결과, 학생들은 힘과 알짜힘, 마
찰력, 2차원 운동에 대한 개념 이해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놀이
과정에서 증강현실을 경험했을 때, 학생들이 이해한 개념은 힘과 운동 개념은
더 높은 수준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험 설계상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강현실이 육체적 행위로
부터 과학 학습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매개 도구(mediating artifact)로 활용
가치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한편, 체화된 인지를 목적으로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Hsiao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육체적인 활동에 기반을 두는 과학 활동에서 증강현실의 활용 가능
성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체육활동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7학년) 884명을 대상으로 AR학
습(158명), AR게임(168명), AR학습과 게임 모두(384명), 전통적 CAI 학습(76
명), 대조군 집단(98명)을 지정하여 그것의 교육적 함의점을 탐색하였다. 괄목할
만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연구는 증강현실이 체육시간에 육체적
행위와 함께 과학 교과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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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즉, 이들 선행연구는 체화된 인지발달의 촉진제이면서도 융합교육의 매
개체로서 증강현실의 잠재적 가치를 보여준다.

5) 인지적 도구 지원
분산인지(distributed cognition) 이론에 따르면, 물리적·상징적으로 구성된
자원은 개인의 두뇌에서 만든 정보를 외부로 이끌어내거나 외부의 정보를 두뇌에
정돈하여 넣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사고(thinking)의 운반체로 인
지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Salomon, 1997). 예컨대, 이러한 자원에는 분자를
가리키는 축조구조식, 전자 이동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포함된다. 숙달된 유기화
학자들은 복잡한 분자를 축조구조식으로 기억하거나 이들의 반응특성을 메커니즘
을 통해 예측할 때마다 종종 머릿속에 가상의 축조구조식과 전자 이동에 관한 화
살표를 그린다. 또 다른 예로, 개념도(concept map)는 위계적으로 분류 가능한
다양한 개체를 머릿속에 넣거나 꺼낼 때 도움을 주며, 점차 사고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상징적 자원은 초기에는 외부에서 인지적 활동을 돕다가 점
차 내면화되어 인지 내부로 전이되어 점차 학습자의 사고 수준을 확장한다. 이러
한 과정은 일종의 ‘학습’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로부터 발생한 사고의
잔류물(residues)들이 숙달 수준에 따라 점차 마음속에 머물기 때문이다. 학습을
일으키는 도구를 인지적 도구라 말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상징적
기호는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포함하는 교재 및 어플리케이션 모두 해당된다. 학
습은 인지적 도구의 다차원적 조작 및 그것에 상응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여러 측
면에서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과정은 상호작용성을 지닌 가상현
실과 증강현실 콘텐츠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이태수, 이동원, 2015).
이와 관련된 국외 연구사례로, Chen et al.(2016)은 생물교육의 먹이사슬 관
계를 이해하는 교수학습에서 전형적인 증강현실 콘텐츠와 여기에 개념도가 추가
된 콘텐츠 사이의 교육적 효과를 조사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 71명을 대상
으로 적용해본 결과, 개념도를 적용한 증강현실 콘텐츠의 교육적 효과가 학업성

- 41 -

취와 학습동기, 학습태도 면에서 더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증강현실 콘텐츠가 갖는 교육적 효과를 교육적 내용에 따라 기존에 알려진 인지
적 도구와 접목하여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결과는 증강현실 콘텐
츠를 설계할 때, 학습 내용에 따른 적절한 인지적 도구의 활용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4. 중등 과학교육에서 증강현실 콘텐츠의 전망
가. 중등 과학교육에서 증강현실 콘텐츠의 발전 가능성
전술한 증강현실 연구의 용례와 관련하여 이창윤 등(2019)의 연구에서 제안한
중등 과학교육용 증강현실 콘텐츠의 발전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체험에 관한 기존 증강현실 콘텐츠들은 조작의 자유도가 낮은 수준
에 머물고 있었다. 사실상, 모델의 조작 경험은 학생이 스스로 머릿속에 모델을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하지만, 기존 증강현실 콘텐츠에서 사전에 설계된 학습경
로는 제한적이었다. Kapur (2008)에 따르면, 실패의 경험조차도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어, 학습자가 조작에 실패하더라도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현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모델체험을 목적으로 후속 개발될 증강현실 콘텐츠는 성공적
학습을 이끄는 학습경로 이외에도 다양한 조작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그 밖에도, 이러한 종류의 콘텐츠들은 학생들이 이론적 모델과 자연현상을 연
관 짓도록 돕는 콘텐츠의 특성인 맥락적 연관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증강현실 콘텐츠는 마커나 이미지를 중심으로, 종이로 된 교과서의 내용을
확장하기 위해 도입되어 온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이미지 타게팅 기술이 급속
도로 발전하여 사전에 인식되지 않았던 현실세계의 입체적인 사물도 즉시 인식
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GPS와 같은 위상 센서의 정확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WIFI와 같은 실내 AP 기기를 통해서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실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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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학습자의 위치에 따라 정보를 맥락적으로 제공해주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
에 따라, 모델체험을 목적으로 후속 개발될 증강현실 콘텐츠는 학습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모델을 체험하도록 돕기 위해 2차원 마커가 아닌 실제 현상 위에서 학습
정보를 맥락적으로 제공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탐구활동 안내를 위한 기존 증강현실 콘텐츠들은 행동 패턴 및 학습 참
여에만 초점을 두었고, 세부적인 실험실 태도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사실상, 실
험실에는 탐구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약과 도구가 비치되어 있긴 하
나, 이것을 잘못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험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 태도적인 영역과 관련되므로, 학생들에게 강의식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상
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탐구활동 안
내를 목적으로 후속 개발될 증강현실 콘텐츠는 실험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학생
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태도적 영역에 대한 안내를 보편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탐구활동 안내를 위한 기존 증강현실 콘텐츠는 학생들이 특정 행동을 하
도록 유발하는 데 있어서 정보제공 방식을 주로 텍스트에 의존하고 있었다. 박태
정(2015)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활동의 안내에 있어서 감성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닝 콘텐츠에서는 교수자 역
할을 하는 가상의 튜터 에이전트를 도입함으로써 인지적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감
성적 피드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탐구활동 안내를 목적으로 후속 개발될 증강
현실 콘텐츠는 탐구활동 안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감성적 요소를 고려한 학습환경의 조
성을 위해 가상의 튜터 형식의 인터페이스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협력적으로 문제해결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학습의 장이지만, 협력학습 및 협력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을
시도한 증강현실 연구는 드문 편이다. 이와 관련된 기존 증강현실 콘텐츠들은
주로 야외 탐구활동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안내하거나, 과학관·센터에서 살펴
보아야 할 내용들을 안내하는 데 한정하여 사용되었을 뿐, 협력학습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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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까지는 확장되지 못했다. 교실 상황에서는 협력학습 활동 중 하나로 의견수렴
을 하는 과정에서 종종 가까운 거리에서 동료들과의 논의와 노트-필기가 요구되
지만, 현장 체험학습 상황에서는 동료와의 유동적 거리 차이와 책상의 부재로
인해 협력학습이 어려운 편이다. 이 때문에 교실 밖에서 협력학습을 지원하려면
언어·텍스트 방식을 넘어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된다. 최근 스마
트폰의 얼굴인식 기술은 사용자의 감성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상응하는
이모티콘을 표현해주기도 한다(이창윤 외, 2015). 그러한 기술은 영상통화 기술
에 접목되어, 국내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게다
가, 스마트폰에서 음성인식 기술은 음성 대화를 텍스트로 옮겨줄 뿐만 아니라,
각종 명령을 인식하여 스마트폰의 다른 기능을 인지의 일부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실시간으로 작동되는 얼굴 감성인식, 영상통화 기술, 음성인식
기술은 증강현실을 교실 밖 협력학습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이러한 기술은 야외·외부 교육기관에서 물리적 거리가 발
생하는 학습상황에서도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식으
로 동료의 의견과 감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박태정,
2015; 이창윤 외, 2015). 이에 따라, 현장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후속
개발될 증강현실 콘텐츠는 현장 체험학습에서 협력적 과제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얼굴
감성인식, 영상통화 기술, 음성인식 기술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체화된 인지학습을 위한 기존 증강현실 콘텐츠들은 학습 놀이와 체육활
동의 맥락에서 도입되긴 하였으나, 육체적 행위로부터 인지적 학습활동을 촉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고려하지 않았다. 특정 물리적 행위가 어떤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전략에 초점을 두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구현한다면, 학습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체화된 인지에 대한 측면을 고려한 과
학교육 연구도 시론적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증강현실 콘텐츠의 발
전 가능성은 큰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체화된 인지학습을 지원하는 목적
으로 후속 개발될 증강현실 콘텐츠는 체화된 인지 이론의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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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도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존 증강현실 콘텐츠들은 개념도와
의 융합에만 초점을 두고 개발되어왔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인지적 도구로서
개념도뿐만

아니라

브이도(vee

map),

노트-필기(note-taking),

자기-설명

(self-explaining)의 교육적 효과도 지속적으로 보고해왔다. 학생들의 인지적 발
달을 촉진하기 위해 다채로운 인지적 도구의 도입 및 그것의 내면화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증강현실의 설계 전략을 학습내용에 따라 다채롭게 구
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적 도구의 융합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지적 도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후속 개발될 증강현실 콘
텐츠는 교육적 효과의 향상을 위해 새로운 인지 도구와의 융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증강현실 기술은 상호작용성과 다중양식 특성에 관한 이미 알려진 어
포던스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스마트기기와 콘텐츠로부터 새로운 어
포던스를 개척할 수 있어, 중등 과학교육의 여러 방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제기
된다. 그러므로,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의 진보를 매개하
기 위해 증강현실 콘텐츠에 주목하는 교육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증강
현실 콘텐츠는 오직 유아·초등 교육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을 뿐, 중등 과학
교육을 위한 특화된 활용 측면에서는 관심이 부족한 편이었다(김혜나, 2018).
달리 생각해보면, 증강현실 콘텐츠는 다양한 연령대 학생들이 과학 학습에 관
심을 두게 만들 수 있어, 여전히 무수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교육콘텐츠 후보이
자 주목할 가치가 있는 교육 연구의 소재라 말할 수 있다. 최근 증강현실 기술
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교육적 활용에 있어서 아직 탐색되지 않은 영
역이 존재한다. 예컨대, Cheng & Tsai(2013)의 연구에 따르면, 증강현실의 특
성을 ‘이미지 기반’과 ‘위치정보 기반’으로 구분하여 교육적 어포던스를 논의하
였지만,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도입된 증강현실의 ‘모델 타겟 기술’에 관한
교육적 어포던스를 다루는 논문은 드문 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사례를 통해 모델 타겟 기술에 기반하는 증강현실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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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의 교육적 어포던스 가능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나. 증강현실에 관한 과학교육 연구의 전망
증강현실 기술은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 객체 위에 가상의 표상(텍스트, 그래픽(또
는 삽화), 애니메이션 등)을 덧씌우는 기술이며, 카메라 센서를 통해 입력된 이미지
또는 GPS 센서를 통해 입력된 위치정보를 매개로 현실의 사물을 인식하여 그 위에
가상의 표상을 덧씌움으로써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증강현실은 교육적 콘텐츠의 발전을 이끌 대안적 콘텐츠로서 알려져 왔다. 이
와 관련하여 Dunleavy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범교과적
차원에서 알려진 증강현실의 교육적 어포던스를 아래 <표 Ⅱ-2>와 같이 (1) 학습환
경과 (2) 학습경험의 측면에서 분석한 바 있다. 그들에 따르면, 증강현실은 학생이
몰입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만들거나, 협력적 학습경험을 통해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문제해결(problem solving), 의사소통(communicating) 기능의 발달을
돕는 교육적 어포던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증강현실의
교육적 활용을 시도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측면일 뿐만 아니라, 교
육적 효과도 어느 정도 입증되어 왔기 때문이다.
<표 Ⅱ-2> 범교과적 차원에서 증강현실의 교육적 어포던스
어포던스

설명

학습환경

디지털과 물리적 객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몰입형 하이브리드 학습환경’을 만들 수 있음.

학습경험

상호의존적인 협력 경험을 통해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

한편, 교육적 어포던스의 차원에서 증강현실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과학교
육의 영역에서도 수행된 바 있다. Cheng & Tsai (2013)은 과학교육의 맥락에
서 도입된 ‘증강현실 기반 시뮬레이션’에 대해 기술적 방식에 따른 교육적 차원
을 연관 지으면서 다양한 교육적 활용사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증강현실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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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어포던스를 제안하였다(그림 Ⅱ-5).
세부적으로, 그들은 증강현실의 기술적 방식을 당시 알려진 이미지 기반 방식(카
메라 센서를 통한 증강현실 구현방식)과 위치 기반 방식(GPS 센서, 가속도 센서 등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읽는 센서를 통한 증강현실 구현방식)으로 구분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교육적 어포던스를 ‘개념 이해’(conceptual understanding), ‘개념 변
화’(conceptual

change),

‘공간지각

능력’(spatial

ability),

‘탐구기반

학

습’(inquiry-based learning), ‘수행 기능’(practical skills)에 관한 것으로 제안하
였다. 더불어, 그들은 연구의 결과로서 과학교육 영역에서 증강현실 연구들이 어느
교육적 어포던스를 활용하였는지와 이를 통해 어떤 교육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는지
를 빈도 도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미지 기반 방식의 경우에는 주
로 상호작용적 경험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빈도 높게 활용되고 있었으며, 위치 기반
방식은 학습자의 학습과정과 학습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빈도 높게 활용되고 있었다.

[그림 Ⅱ-5] 과학교육에서 AR 관련 연구주제들에 관한 시각 모델
(Cheng & Tsai, 2013, 본 논문에서 재구성)

그 밖에도, Cheng & Tsai (2013)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를 통해 얻은 결과로
부터 아래 [그림 Ⅱ-6]과 같이 증강현실 기반 과학교육 연구의 방향을 안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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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증강현실 연구가 학습인지 이론과 함께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림 Ⅱ-6] 과학교육에서 증강현실(AR) 연구와 관련될 수 있는 이론에 대한 틀
(Cheng & Tsai, 2013, 재구성)

그들이 제시한 틀에 따르면, 과학교육에서 알려진 증강현실의 활용사례들은
교육적 어포던스 차원에서의 논의를 넘어, 나아가 증강현실이 정신 모델, 공간인
지, 상황인지,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 등 학습인지 이론의 발달을 위한 연구 소재
로서 타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에서는 최근 새롭게 개발
된 ‘모델 타겟’에 관한 증강현실 기술은 반영되지 않았을뿐더러, 과학교육에서
강조해 온 ‘모델 학습’과 ‘탐구 활동’ 측면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비중 있게 다루
지는 않았다. 이는 과학교육에서 증강현실의 교육적 어포던스가 충분히 탐색 되
지 않았음을 암시하며, 이와 관련된 탐색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황윤자,
2013).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새롭게 알려진 모델 타겟에 관한 증강현실의
기술 특성으로부터 과학교육에서 논의해볼 만한 증강현실 기반 교육콘텐츠의 새
로운 교육적 어포던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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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사례연구방법
사례연구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깊이 있게 조사하는 연구방법으
로, 현상과 정황을 구분하여 사건에 개입하는 요소들이 ‘어떻게(how)’ 혹은 ‘왜
(why)’ 작동하였는지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방법이다(Yin, 2009). 현상이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태 그 자체를 지칭하며, 정황이란 현상을 설명할 수 있
는 실마리 또는 그것의 후보를 뜻한다. 사례연구방법에서 현상은 보통 개인, 집단,
조직을 비롯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소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들을 가리키
지만, 연구자가 사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어떤 유형의 대상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태에 관한 것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사례연구방법의 목적은 하나의 사
례를 통한 결과물의 일반화라기보다는 추후 수행될 다중사례연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건이나 대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정
황을 찾아 그와 관련된 가능한 사태를 밝혀 독자들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례연구의 결과는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지만, 전형적인 사태
의 사례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조용환, 1999; Creswell, 2012).
본 논문에서는 사례연구방법에 기반을 두고,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을 위한 과
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사례연구방법을 통
해 수집한 자료를 각 의도된 디자인으로부터 교육적 어포던스를 상정4)할만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황적 단서로 두고, 그와 관련된 디자인 요건을 도출함으로써 연구
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의 초점을 아래 [그림 Ⅲ-1]과 같이
두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사례에 관한 (1) 디자인 제안, (2) 개발 및 평가 방법,
(3) 개발 및 평가 결과에 두었다. 이때, 디자인 제안에 관하여 초점을 두었던 것은 두
개발사례에서 제각기 관찰 경험과 조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선행문헌 및 연구자
4) 상정(想定)하다(postulate) :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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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에 근거하여 제안된 디자인을 통해 사태를
예고하는 단서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Strauss & Corbin, 1998). 개발 및 평가 방법
에 관하여 초점을 두었던 것은 두 개발사례에서 제각기 제안된 디자인 특성을 과학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개발 및 평가 방법을 통해 사태를 매개하는
‘정황’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개발 및 평가 결과에 관하여 초점을 두었던 것은 앞서
제각기 제안된 디자인 특성으로부터 개발된 과학 시뮬레이션과 그것에 대한 교사의
평가 결과를 통해, ‘사태’ 그 자체에 다가가기 위함이었다.

디자인 제안

관찰 경험과 조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선행문헌 및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에 근거하여 제안된 디자인

개발 및 평가 방법

제안된 디자인 특성을 과학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기 위해 사
용한 개발 및 평가 방법

개발 및 평가 결과

제안된 디자인 특성으로부터 개발된 과학 시뮬레이션과 그것에
대한 교사의 평가 결과
[그림 Ⅲ-1] 사례연구의 초점

한편, 본 논문에서는 사례연구방법을 따르지만, 어떤 확실한 이론적 가설로부터
시작하는 연역적 연구(예, 양적 연구)의 방식도, 가설을 최대한 배제한 채 현상 그
자체를 연구 자료로 구성하는 귀납적 연구(예, 질적 연구)의 방식도 일률적으로 따
르지는 않는다(Yin, 2009). 오히려, 본 논문의 연구방식은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을 동시에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의 논리를
차용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박승배, 2009; Creswell & Plano Clark, 2017).
그 밖에도, 본 논문에서는 귀추적 논리(abductive reasoning)로써, 통제된 환경
에서 검증된 것이 아닌 불완전한 관찰(incomplete observations)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가장 신빙성 높은 설명체계(예측)를 도출하려 하였다(김무길, 2010).
하지만, 귀추적 논리는 종국에 약한 확증(weak confirmation)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본 논문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귀추적 논리가 흔하게 채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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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새로운 사실’과 대면하는 상황에서 대체할만한 다른 대안적 논리가 거의 없
기 때문이다. 사실상,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의 요구로서 ‘새로운’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기에 이러한 논리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추구하는 연구 방향은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
자인 특성에 관한 가설적 제안에서부터 추론적 가설까지 도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으며, 다르게 표현하면, 프래그머티즘의 관점에서 허용되는 연구 태도에 상응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접근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연구의 논리로서 프래그머티즘의 관점을 소개하였다.

2. 연구의 논리 : 프래그머티즘
프래그머티즘은 경험을 중시하는 철학적 사상으로, 과학사적 관점에서 지식의
기원을 설명할 때, ‘귀납적’, ‘연역적’ 탐구행위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식의 생성을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인 관점을 제공한다(김무길, 2010; 박승배, 2009).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지식의 기원에 관한 설명으로
서, (1) 최초에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2) 지식은 창의적·직관적 통찰
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지, (3) 인간이 생성한 지식은 진리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관을 제공한다.
프래그머티즘의 관점에서 지식은 하나의 ‘믿음’의 산물로서 인간의 ‘고집’, ‘권위’, ‘선
험적 방법’, ‘과학적 방법’에 기반한 탐구행위를 통해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김동식,
2002). 인간의 탐구행위는 ‘의심’의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며 상기한 4가지 방
법에 관한 ‘사고’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믿음’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러한 행위의 산물이 바로 지식인 것이다(김무길, 2010). 그렇지만, 프래그머티즘
의 사상이 이처럼 가능한 4가지 형태의 탐구행위를 동등하게 지향하거나 가치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탐구행위로서 실험 수행을 포함하는 과학적 방법(또는 실
험적 방법)을 권유하는 편이며, 도덕적 태도, 합리적 인지 과정으로부터 생성되는 관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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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념 지식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편이다(김동식, 2002). 그렇다고 해서 프래그
머티즘이 완전한 실증주의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오히려
미약한 실증주의적 태도와 함께 판단의 보류를 비롯한 다원주의적 태도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무길, 2010). 비록 초기에 탐구행위로서 실제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제임스나 듀이에
의해 체계화된 프래그머티즘에 따르면, 탐구행위로서 학계에서 합의된 다양한 방
법에 의존하는 것조차도 허용되는 옵션이 되기 때문이다(김무길, 2010). 이러한
관점에서의 탐구행위는 오늘날 지식 주장을 위한 과학적·사회과학적 연구행위와
닮아있는 듯하다(김동식, 2002).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프래그머티즘에서는 실험적으로 엄격하게
검증하여 구성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진리’라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태도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구성된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의 결과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본유의 관점 때문이라 할 수 있다(김동식, 2002).
프래그머티즘에 따르면, 지식을 생성하는 행위는 단지 연구자가 ‘믿고 있는 방법’
을 통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단서’를 수집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
문이다. 그렇기에, 프래그머티즘의 대표적인 학자인 듀이도 아무리 ‘엄격한’ 과학
적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생성된 지식(개념)이라 하더라도, 이에 관해 새로운
진리라기보다는 단지 신빙성이 높은 보장된 언명가능성(warranted assertibility)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김동식, 2002; 박승배, 2009). 그렇다고 해
서 프래그머티즘의 사상이 믿음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지식에 관하여 가치가 없
다거나 쓸모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프래그머티즘은 연구 주체의 도덕성과 합리를 추구하려는 태도와 더불어, 지식
의 진화론적 발전 가능성을 가정함으로써 지식의 가치와 유용성을 말한다. 특히,
프래그머티즘에서는 지식에 관하여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보다는 그것이 다른 것과
일치하거나 대립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초점을 둠으로써, 그것이 공
감대와 비판 사이에서 진화론에서의 ‘진화’처럼 발전해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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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점은 지식이 비록 정신적인 산물이라 하더라도 생존경쟁을 통해 후대로 이어지
는 유전자의 진화방식처럼 발전한다는 믿음을 기저에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견지는 Blackmore(2000)의 저서 『The meme machine』에서도 제기된
바 있어, 프래그머티즘의 사상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즉,
이러한 견지가 국지적이라 할 수 없기에, 이와 관련된 가치관은 철학적 배경을 공
유하는 연구자 사회가 아니더라도 당위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꼭 프래
그머티즘을 따르는 연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한 그가 ‘믿고 있는 방법’을 통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단서로서 생성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가 생성한 그것은
통상적으로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생존경쟁 시험대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
는 것이다. 이처럼 프래그머티즘은 비록 전통적인 학문이 추구해온 ‘탑-다운
(top-down)’ 방식에서 어떤 하나의 ‘진리의 명제’5)를 발굴해서 그것을 세상에 적
용해보는 탐구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은 불충분하다고 여겨지겠지만 실용성을
추구함으로써 어떤 단서를 생성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김동식, 2002). 이러한 관점은 ‘혼합연구방법’과 ‘사례연구방법’이 추
구하는 가치관과도 부합하는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관찰로부터 최선의
설명체계를 채택함으로써 ‘그럴듯함(plausibility)’을 추구하는 귀추적(abductiv
e)6)인 탐구행위와도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김무길, 2010; 박승배, 2009;
Creswell & Plano Clark, 2017).
반면에, 프래그머티즘에서는 현실세계에서 감각을 통해 경험하기 어려운 언어적
명제의 생성만을 추구하는 연구나 경험의 공유가 부재한 사실 검증을 위한 연구에 관해
서는 별다른 가치부여를 하지 않는 편이다. 예컨대, 본 저자가 단순히 양적 연구를
통해 과학 시뮬레이션은 학업 성취도, 학습 흥미의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일으킨다(p<.05)라는 명제를 주장한다고 할 때, 종래의 교육학계에서는 객관적인 연
구물로서 익숙하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으나, 프래그머티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5) 일반화된 명제 또는 전형적인 명제
6) 귀추적 접근은 프래그머티즘에 관한 초기 영감을 제공한 퍼스(Peirce)에 의해 소개된 현대
논리로서, 관찰된 현상으로부터 가장 그럴듯한 설명체계를 도출하는 접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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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듯함을 시사하는 귀추적 접근 또는 이와 관련된 사례연구보다 더 낫다고 말하
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과학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감각되는 실체인지, 학습
흥미에 관한 구인 타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이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집’이나 ‘권위’적 믿음의 요소가 지나치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선험적 방법’에 의존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를 되물을 것이다. 사실상, 언어적 한
계로서 (1) 과학 시뮬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주체의 믿음이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느
낄 수 있는 용어이고, (2) 학습 흥미를 검사하기 위해 도입하는 리커트 척도 검사
문항은 모든 학생이 똑같이 지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로서 작용하지 않기 때
문이다. 게다가, 통계적 방법의 한계로서 (3)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 선형성, 회
귀계수의 동일성 등 수학적 가정에 기반하여 도입된 추리통계를 종래의 교육 연구
에서 해온 것처럼 무선표집(random sampling)과 무선배치(random assignment)
없이 원래 집단(intact group)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검사지의 분석에 적용하게
되었을 때, 왜곡된 적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으며, (4) 설령 분석을 통
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때 도출된 분석 결과가 모집단을 대표하는 결과
인지를 파악하거나 일반화된 명제를 도출하는 근거로서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연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구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는 부분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와 관련된 연구가 권위나 믿음의 방법이 아닌 객관
화된 방법에 따라 수행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처럼 교육학
계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 온 양적 연구도 용어, 검사지, 통계 방법, 해석결과를
모두 학계의 권위나 연구자의 믿음에 따라 채택하고 도출하기 때문에, 상기한 그럴
듯함을 시사하는 귀추적 접근 또는 사례연구의 결과보다 어느 하나 더 나은 점이
없는 것이다. 도리어, 프래그머티즘에서는 이처럼 언어적, 추상적 논리에 근거하여
도출된 명제 지식이 자칫 언어적 이해를 넘어선 어떠한 실천 가능한 통찰도 제공
하지 않는 지식으로 전락할 여지가 있음을 우려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관점에서는
탄탄한 논리적 고리를 순환하는 지식보다는 오히려 논리적 결함이 존재하더라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도록 경험을 공유하는 지식을 더욱 중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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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더라도, 프래그머티즘이 이러한 명제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완전
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배척 태도는 프
래그머티즘이 추구하는 다원주의적 세계관과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심승환,
2007). 다만, 프래그머티즘의 관점에서는 어떤 연구물이 하나의 지식으로서 지
식답게 구성되려면, 도덕과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태도와 함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단서를 ‘충분히’ 포함함으로써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현금 가치’를 지녀
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김동식, 2002). 현금 가치는 프래그머티즘의 철학
을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여 발전시킨 학자, 제임스가 지식의 실용적 가치를 강
조하기 위해 도입한 표현이다(심승환, 2007).
프래그머티즘의 가치관에 상응하는 연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구물에 현금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지식에 현금
가치를 높이는 유력한 방법으로는 연구자가 독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단서를 포함하는 실용적인 지식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김동식,
2002; 박승배, 2009; 심승환, 2007). 이에,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가치관에 부
합하기 위해, 연구의 초점으로 두었던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사례에 대해, 그것
과 관련된 현상(개발 및 평가 결과) 및 주변의 정황적 단서(개발 및 평가 과정)를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 것이다.

3.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전략
과학 시뮬레이션이 과학 수업에서 대안적인 학습 도구로 매력을 갖기 위해 개
발과정에서 전형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타당성, 사용성, 교육적 활용성 측
면이 있으며, <표 Ⅲ-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이창윤 외, 2018). 이러한 세 가
지 측면을 충족하려면,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전략으로서, (1) 과학 시뮬레이
션의 요건 설정, (2)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설정, (3) 개발도구의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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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측면
기준
타당성(validity)

사용성(usability)
교육적 활용성
(educational
applicability)

설명

개발 전략

과학 교과에 특화된 디자인 요건을 기반으로

사전에 과학 교과에 특화된

개발되어야 한다.

시뮬레이션의 요건을 설정하라.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사전에 디자인 원리로부터 디자인

한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라

교사나 학생이 비슷한 종류의 콘텐츠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쉬운 도구로 개발되어야 한다.

교육적 활용을 고려하여 SDK
(Software development kit)를
채택하라.

가. 과학 시뮬레이션의 요건
선행연구에서는 ‘과학 시뮬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지만, 무엇이 과학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에서 고
려해야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문 편이었다. 이
에, 과학 시뮬레이션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선행문헌을 분석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학 수업을 위해 개발된 시뮬레이션의 개발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기존 시뮬레이션의 주요 한계점에 주목하게 되었다(Plass et al., 2009). 그
이유는 기존 시뮬레이션과 대조적으로, 과학 교과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개발했던
교육 연구에서 추구해온 개발 방향이 과학 시뮬레이션의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보
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과학 교과에 특화된 시뮬레이션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개발의 타당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그리고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에서 개발자의
지식이나 개발 경험에 따른 질적인 차이를 줄여주는 표준이 될 수 있는 개발 방
향에 관한 기준으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과학 시뮬레이션의 요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서, 본 논문에서는 <표 Ⅲ-2>와 같이 과학 시뮬레이션이 전형적
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1) 표상, (2) 자유도, (3) 개념 표현의 측면에서 제안하
였다.

- 56 -

<표 Ⅲ-2> 과학 시뮬레이션의 요건
요건

기존 시뮬레이션의 한계점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방향 예시
관찰 경험을 위한 자연현상(예, 실험결과)을 표현

애니메이션, 그래픽과 같이 단순화된 모델 표상으
표상

로 인해, 동적으로·독특하게 나타나는 자연현상(예,
실험결과)에 대한 관찰 경험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

할 때에는 동영상 클립 등 좀 더 사실적인 표상
⇨ 을 이용하라.
다만, 과학 모델(예, 이온 모델)을 표현할 때에는

계가 있었다.

단순화된 애니메이션, 그래픽 표상을 이용하라.
학습 목표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되, 다채로

개발자에 의해 설계된 폐쇄적인 학습경로 때문에,

자유도 학생들이 의도된 학습경로에 갇혀 그것을 수동적으 ⇨ 운 학습경험을 유도하기 위해 자유도를 증가시키
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과학 모델은 실제 과학개념을 비유적·상징적으로
개념

나타내고 있으므로, 과학교육에 대한 내용학적 지

표현

식이 부족한 개발자들은 시뮬레이션의 개발과정에

는 방향으로 디자인하라.

⇨

오개념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전문가와 실사용자
(교사 또는 학생)들로부터 검토를 받아라.

서 오개념을 유발하는 표상을 방치할 우려가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과학 시뮬레이션의 요건을 설정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다.
첫째, 표상의 측면에서 기존 시뮬레이션은 단순화된 모델로서 애니메이션과
그래픽 표상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온 모델 등 여러 과학 모델을 표현하는 데에
는 이점이 있었다(de Jong, 2011). 반면, 동적으로·독특하게 나타나는 자연현상
(예, 실험결과)을 충실성(fidelity) 있게 온전히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Plass et al., 2009). 따라서, 표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시뮬레이션의 경
우, 일부 과학 학습에서 학생들의 관찰 경험을 방해하거나, 그로 인해 과학의 본
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Edelson, 2001).
이 때문에,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과학 수업을 위한 시뮬레이션의 개발에서 표상
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언급한 바 있다(Blake & Scanlon, 2007; Lindgren
& Schwartz, 2009; Plass et al., 2009).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도 과학 시
뮬레이션의 개발에서 학습 내용에 따라 표상을 그에 걸맞게 채택해야 함을 강조
하고자 하였고, 이에, 과학 시뮬레이션의 요건으로서 ‘표상’을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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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유도의 측면에서 기존 시뮬레이션에서는 개발자에 의해 설계된 폐쇄
적인 학습경로로 인해, 학생들은 의도된 학습경로에 갇혀 그것을 수동적으로 따
를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기존에 시뮬레이션을 통한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개발자의 의도를 넘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
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Cober et al., 2015; Rutten et al., 2012). 심
지어,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는 원래 의도된 학습경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패로부터 배울 기회도 제약받고 있었던 것이다(Kapur, 2010).
탐구활동을 비롯한 과학 학습에서 실패경험과 이때 제공되는 피드백은 교육적으
로 높은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학습경로는 디자인 과정에서 고려
될 필요가 있다(Balamuralithara & Woods 2009; Hirsh-Pasek et al.,
2015; Johnson & Wiles, 2003). 이와 관련하여,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과학
시뮬레이션이 높은 자유도 하에서 학습자가 다양한 학습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잘못된 행위에 대한 학습경로도 구성
하여 학습자에게 실패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함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내놓
고 있다(Ardito et al., 2006; Kapur, 2010; Inan & Inan, 2015). 물론, 초
보자의 경우, 제한된 학습경로가 이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선택권
을 증대시키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Perkins. 1997).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도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에서 학습 목표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학습경로를 설정하되 다채로운 학습경험을 유도하기 위해 자유도를 증가시
키는 방향으로 디자인할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또한 과학 시뮬레이션
의 요건으로서 ‘자유도’를 설정한 것이다.
셋째, 개념 표현의 측면에서 시뮬레이션은 개발과정에서 교육학적, 내용학적
이론 및 실제 사용자의 수준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게 되면, 시각적 표상으로
부터 오개념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Blake & Scanlon, 2007;
Plass et al., 2009).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학교과서에서 잘못된 삽화가 제시될
경우, 그것이 학습자에게 사고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또는 오개념을 유발하는 요

- 58 -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용진 외, 2010; 박종석, 정경민, 2010). 이러한 삽화에
관한 문제는 과학 시뮬레이션에서도 유효한 것이므로, 개발과정에서 그와 관련
된 오개념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표상의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다(Blake & Scanlon, 2007; Plass et al., 2009).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는 개념 표현의 측면에서 과학 시뮬레이션을 타당하게 개발하는 방안으로, 개발
과정에서 현장 과학교사 또는 과학교육전문가가 시각적 표상의 적절성을 공동
검토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Cober et al., 2015). 그렇
지 않다면, 교육학적, 내용학적 지식을 가진 교사나 과학교육 전공자가 과학 시
뮬레이션을 직접 개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
에서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요건으로 ‘개념 표현’을 설정한 것이다.
요컨대, 본 논문에서는 과학 시뮬레이션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개
발과정에서 표상, 자유도, 개념 표현의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
다. 특히, 이들은 과학 수업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인위적 표상’, ‘자유도의 한정’, ‘오개념 유발’로 인한 제약을 최소화하는 디자인
특성을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 시뮬레이션의
요건에 충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은 연구내용 또는 교육적 요구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설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과정에서 사용성을 타당하고 일관되
게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론과 사례를 기반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
할 수 있다(Hartson, 2003; Mayer & Moreno, 2003).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주로 정서적, 인지적 측면을 지원하는 심리학적, 인지공학적, 교육학적 문헌과
사례의 분석을 통해 설정되기 때문에,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에 대한 내적인 타
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어 왔다(Jin, 2013; Mayer &
Moreno, 2003; Quintana et al., 2009). 물론 이처럼 원론적인 측면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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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될 경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비
판이 제기될 수 있어, 최근에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실제 사용자들의 축적된
경험과 관점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방법도 함께 제안되고 있다(Ardito et al.,
2006; Cober et al., 2015). 이처럼 알려진 디자인 전략은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과정에서도 사용성 개선을 위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Hartson, 2003).
세부적으로, 과학 시뮬레이션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디자인 가이
드라인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정서적, 인지적, 참여적 관점에서 <표 Ⅲ-3>과 같
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이창윤 외, 2018). 아래 <표 Ⅲ-3>에서는 각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되는 디자인 원리도 함께 부연하였다.
<표 Ⅲ-3> 정서적, 인지적, 참여적 관점에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선행문헌으로부터 디자인 원리

1.1 긍정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Ÿ

시각적 조화(visual affinity) : 시각적으로 매력

Ÿ

적인 화면을 제공하라
Ÿ

촉진한다(Um et al., 2012)

안내 : 학습자가 전체적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

Ÿ

있도록 학습방법 및 경로를 안내하라
Ÿ

나쁘게 또는 비직관적으로 구성된 메뉴는 혼란
을 일으킬 수 있다(Johnson & Wiles, 2003)

에러 방지 : 잠재적인 에러를 디버그하라(특히,

Ÿ

터치-인터페이스와 관련하여)
Ÿ

어떤 색과 모양에 대한 긍정적 감성은 학습을

컴퓨터 사용자가 느끼는 절망감은 그들의 집중
과 기억력을 약화시킨다(Klein et al., 2002)

신뢰할만한 정보제공 :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Ÿ

부적절한 정보를 제거하라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학습자료는 부정적인 감정을 불
러일으키는 ‘학습실패에 관한 성취기대’를 누적시킬 수
있다(Kort & Picard, 2001; Schutz & Pekrun,
2007).

1.2 불필요한 인지 부하(cognitive load)를 감소시
키는 쪽으로
Ÿ

레이아웃(layout) : 한 화면에서 관련성이 있는

Ÿ

정보 간 거리를 가깝게 하라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가까이 두는 것은 인지
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Jin, 2013;
Mayer & Moreno, 2003)

Ÿ

일관성(coherence) : 관계없는 내용을 배제하라

Ÿ

관계없는 정보를 줄이는 것은 외재적 인지 부하
를 감소시킨다(Chiu & Churchill, 2015).

Ÿ

텍스트의 명료성(clarity of text) : 내용을 명

Ÿ

적합한 텍스트 모양은 외재적 인지 부하를 경감시

확하게 표현하거나 중요한 텍스트를 강조하기

키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어려운 내용을 이해

위해 글꼴의 모양, 크기, 색상을 결정하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Eryilmaz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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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습경험을 고려하기 위해) 교사의 관점을 반
영하는 쪽으로
Ÿ

정보제시 전략 : 학습을 방해하지 않고, 정보를

Ÿ

주제나 핵심어구를 동적으로 제시하면 학생들은

전달하기에 적합한 텍스트, 그래픽, 애니메이션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반면(Jin, 2013),

을 채택하라

관련없는 애니메이션, 소리 효과, 관련없는 게임
은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다
(Hirsh-Pasek et al., 2015).

Ÿ

학습자 수준 고려 :학습자의 인지발달 수준을

Ÿ

고려하여 화면 내용을 구성하라

학생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면, 그들
의 인지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학습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Schutz & Pekrun, 2007).

Ÿ

동적인 관찰 : 학습 성공과 실패 여부에 상관없

Ÿ

구조화된 문제해결 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착상태

이 학생이 직접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도록 상

는 학생이 후속 학습을 능률적으로 지속하게 만

호작용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라

들 수 있다(Kapur, 2010).

이들에 부합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과학 시뮬레이션은 학습자의 정서적 즐거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Um et al., 2012). 학습 과정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은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로 이끌기 때문이다
(Schutz & Pekrun, 2007). 둘째, 과학 시뮬레이션은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인
지적 부담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de Jong, 2011; Smetana
& Bell, 2012). 학습과 관련 없는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 부하가 학습자
가 학습 내용에 몰입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Chiu & Churchill, 2015;
Mayer & Moreno, 2003). 셋째, 과학 시뮬레이션은 현장 과학교사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Ardito et al., 2006). 교육현장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된 과학 시뮬레이션은 사용성을 보장하기 어려우
며,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를 이끌기도 어렵기 때문이다(Cober et al., 2015).

다. 개발도구의 선정
과학 시뮬레이션의 교육적 활용성은 개발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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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수 있다. 개발 초기에는 원하는 디자인의 과학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 교육적 맥락에 적합한 개발도구(예, 프로그래밍 저작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과학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학습자가 추후 생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장으로서 교육콘텐츠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비전문가도 이용할 수 있는 쉬
운 개발도구를 선택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문헌과 연구자의
휴리스틱7)(heuristics)에 기반하여 교육적 활용성을 갖는 과학 시뮬레이션 개발
도구의 선택에 관한 4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바이며(그림 Ⅲ-2), 세부적으로, 최
적화 여부(optimization), 호환성(compatibility), 표현 기능성(functionality),
저작의 용이성(feasibility)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였다(Ardito et al., 2006).

[그림 Ⅲ-2] 과학 시뮬레이션의 교육적 활용성을 높이는 개발도구의 요건

첫째, 최적화란 개발된 콘텐츠가 모바일 기기의 프로세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
용하는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최적화된 콘텐츠는 낮은 사양의 스마트패드에서도
동작할 수 있어 교육적 맥락에서 중요하다. 그 이유는 기술의 빠른 진보로 인해
스마트기기8)의 성능은 빠르게 상향 평준화되는 데 반해, 학교 현장에서는 매번 최
7) 휴리스틱이란 Jakob Nielson이 사용성 평가(usability evaluation)를 위해 도입한 용어로,
경험적으로 정한 근사적인 기준을 뜻한다(Ardito et al.,, 2006).
8) 스마트기기(smart device)는 스마트폰(smartphone)과 스마트패드(smartpad)와 같은 핸드헬드
디바이스(hand-held device)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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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양의 기기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된 콘텐츠가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려면, 그것이 기존에 보급된 낮은 사양의 스마트기
기에서도 잘 작동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최적화된 콘텐츠는 교육현장에서 활
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때문에,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도구를 선택할 때에
는 최적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호환성은 운영체제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PC, 모바일 기기에서 구동할
수 있는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높은 호환성을 갖는 콘텐츠(소프트웨어)는 다양
한 기기에서 실행될 수 있어 교육적 맥락에서 중요하다. 그 이유는 호환성이 높은
콘텐츠만이 스마트패드와 PC 모두를 통해 작동될 수 있어 다양한 교육적 맥락에
서 교사의 교수행위를 위해, 그리고 학생의 학습행위를 위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도구를 선택할 때 개발된 콘텐츠가
높은 호환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표현 기능성은 개발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 요
구되는 기능을 저작도구(주된 개발도구에 해당함)가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가리키
는 것이다. 예컨대, 과학 시뮬레이션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 편의성
을 높여주는 저작도구의 기능으로는 레이어 편집, 동영상 삽입, 마스크, 펜툴, 라이
브러리, 그리고 그래픽 또는 동영상을 개체 단위로 묶어주는 심볼(symbol) 기능이
있는데, 저작도구가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때 그것에 관해 표현 기능성
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저작도구의 표현 기능성은 개발자가 구현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의 다양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과학 시뮬레이션
의 개발에 사용할 저작도구를 선택할 때에는 그것이 이미 계획한 디자인을 구현하
는 데 필요한 표현 기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저작의 용이성이란 비전문가가 저작도구를 사용하여 콘텐츠의 개발을 시도
할 때 체감하는 쉬운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저작의 용이성을 갖춘 개발도구는
교육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교사나 학생을 과학 시뮬레이션의 생산자로
이끌 수 있어 다가오는 미래 교육의 맥락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 63 -

최근 미래 교육에 관한 정책은 학생이 콘텐츠의 소비자를 넘어, 생산자가 되기를
추구한다. 쉬운 저작도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학생의 소프트웨어 역량
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프로그래밍에 관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쉬운 저작도구를 이용하여 과학 시뮬레이션을 개발할 경
우, 이것이 교사나 학생이 소프트웨어의 역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유익한 참고 사
례가 될 수 있다(이영미 외, 2016). 따라서,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과정에서 쉬운
저작도구를 선택하는 것은 콘텐츠의 교육적 활용 가치를 잠정적으로 높여줄 수 있
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에서 교사의 관점
본 논문에서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및 평가의 과정에서 교사의 관점을 비
중 있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참여적 디자인 연구
에 관한 관점으로부터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에서 교사의 역할에 높은 비중을
두었던 이유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가. 참여적 디자인
종래의 교수학습 콘텐츠 및 학습환경 개발을 위한 디자인 과정에서는 이들에
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서 교사나 학생의 관점이 반영될 기회는 드문 편이
었다. 지금까지는 개발자(교수학습설계자를 포함)와 교사, 학생의 관점이 통합되
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학계의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
이다. 그로 인해, 많은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점을 오직 평가단계에서만 일
회성으로 결과물에 대한 ‘호불호’를 결정하기 위해 반영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적 맥락에서 소비되는 교육콘텐츠나 학습환경에 관한 개발 및 디
자인에 있어서 다른 대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참여적 디자인’이라는 방법을 중
심으로 생겨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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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디자인(participatory design)은 학습효과 및 학생들의 학습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콘텐츠를 비롯한 학습환경의 개발과정에서 교수학습
설계자와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합하는 디자
인 방법이다(Cober et al., 2015; Könings et al., 2014). 물론, 학습환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학생의 견해도 중요하긴 하지만, 참여적 디자인에서는 디자
인 과정에서 그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학생들은 디자인
에 관한 전문용어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제안하는 학습환
경의 디자인 방향은 교육과정과는 무관하게 오직 흥미 위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개발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요구를 온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예상되거나, 그들이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더라도 예상되는 이점이 낮을
경우, 비록 참여적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참여는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Könings et al., 2007). 대신에, 참여적 디자인에 따르면, 학생들의 요구는 어
느 정도 교사가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Cober et al., 2015), 학습환경에 관한
디자인 참여자로서 유력한 후보는 바로 교사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교사들은 학
생들을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관찰하고 지도해본 경험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요구
를 대변할 수 있으며, 또한, 교과교육학 지식도 숙달하고 있어 교육과정에 부합
하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환경에 관한 성공적인 디자
인으로 나아가려면, 학습환경의 개발과정에서 긴밀한 협업해야 할 대상에 교사
가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참여적 디자인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서, Könings et al.(2005)는
COOP(Combination-Of-Perspectives) 모델을 통해 학습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
어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관하여 이들의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시
각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들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적 디자인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사결정 또는 협력을 하는 것으로 보았
고, 그들의 모델에서는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피드백 루프를 도입하여
점선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그 모형은 명시적으로 표현된 디자인 프로세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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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디자인 전체에서 언제 참여할지도 모르는 잠정적인 사람들의 역할까지 모두
고려하지는 않아, 디자인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사실
상, 디자인 과정에서는 개발의 맥락 및 개발에서 요구되는 역할에 따라 참여자와
참여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데 반해, 해당 모델은 참여적 디자인에 관한 과정과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정적인 모델로 고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Cober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선행문헌을 근거로, 두 가지 원칙
만으로 참여적 디자인의 견지를 말하고자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참여적 디자인
에서는 (1) 최종 사용자가 디자인 프로세스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최종 산
물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과 (2) 디자인의 모든 측면에서 참여의 민
주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Schuler & Namioka, 1993). 그
밖에도, 그들은 참여적 디자인에서 최종 사용자는 산물의 ‘사용, 유용성, 쓸모(use,
usability, utility)’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처럼 기
본 원칙을 중심으로 참여적 디자인의 경계를 규정할 수 있다면, 참여적 디자인의
관점은 다양한 연구의 맥락에서 유연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에서 교사의 관점
참여적 디자인이 추구하는 방향이 전문지식과 경험의 통합에만 있다면,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효율성이 높은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방법은 ‘교사’가 주체가
되어, (1) 교수학습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지식을 얻은 다음, (2) 학생
들의 학습 참여와 학습효과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관점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통해, (3) 교수학습콘텐츠를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Könings et
al., 2007). 그 이유는 참여적 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관
점을 대변하는 디자이너로서 참여할 수 있음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며(Cober
et al., 2015), 교사는 교육적이면서도,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요구되는 경험과 지식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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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는 고등교육을 통해 교원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학생보다도 전문지
식의 습득에 더 나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Könings et al., 2007).
그러나 이러한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사실상, 한 명의 교사에게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전문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Cober et al., 2015). 선행문헌(심재권, 2018)에 따
르면, 교사의 ICT 학습환경 활용역량 및 테크놀로지 리터러시는 편차가 있으며,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가진 교사의 수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
적 디자인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참여 그룹을
최소화하더라도, 결국,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에서 ‘개발자’와 ‘교사’는 참여 주
체로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 둘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개발과정에서 통합적으
로 개입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학습효과가 보증된, 또는 학생들의 학습 참여
를 이끌 수 있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분산인지의 관점에서 교사와 개발자의 인지가 하나의 인지로서 작용한다
고 가정한다면(Perkins, 1997), 이들에 관한 인지 모델은 아래 [그림 Ⅲ-3]와
같이 표현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Ⅲ-3] 참여적 디자인에서 개발에 관여하는 인지에 관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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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교류기억시스템(transactive memory system)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디자이너로서 교사와 개발자가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많을수록, 더
나은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이 도출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김동희 외,
2015). 앞서 제시한 인지 모델을 통해 말하자면, 전문지식 및 경험의 양을 면적
으로 나타냈을 때, 교사와 개발자가 제각기 지녔던 경험과 지식의 교집합 면적이
넓을수록 관점의 수렴이 잘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교집합의 영역에는 (1) 교
과내용 지식, (2) 디자인 지식, (3) ICT 학습환경에 관한 지식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합집합의 면적도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개발과정에
서 두 참여 주체의 발산적 사고와 연관성을 제기할만한 것이다. 합집합의 영역은
창의성에 관한 영역이므로 다양한 경험, 지식, 역량이 개입할 여지가 있지만, 각
자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경험과 전문지식을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교사는 개발자보다 학생에 대한 이해, 교과교육학 지식과 교수경험, 지도 역량이
앞서는 반면에, 개발자는 교사보다 프로그래밍 지식,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 디자
인 역량이 앞서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둘의 인지가 하나의 인지체계로
서 작동했을 때, 과학 시뮬레이션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논문의 개발사례에서는 프로그래밍 지식과 소프트웨
어 개발 경험을 지닌 ‘연구자’가 개발자로 참여하였고, 스마트교육 또는 ICT 학
습환경 기반 교수학습의 경험을 보유한 ‘과학교사’들이 최종 사용자의 관점을 대
변하기 위해 디자인 세미나 및 타당성 평가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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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논문에서는 상기한 목적에 따라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중등 과학
교육의 요구로서 ‘관찰’과 ‘조작’ 경험을 유발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
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두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사례를 통해 관찰과
조작 경험을 위해 의도된 디자인 특성이 제각기 ‘실제적 관찰’과 ‘실제적 조작’
에 관한 교육적 어포던스를 갖게 하는 특성으로 상정할만한지를 추론하고자 하
였고, 더불어, 이와 관련된 디자인 요건을 제안하려 했었다. 이와 관련된 논의의
단서로서,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사례로부터 현상(개발 및 평가 결과)과 정황적
측면(개발 및 평가 과정)을 드러내는 사례연구의 결과물을 아래에서 제시하였다.

1. 실제적 관찰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 개발사례 (사례1)
본 사례에서 전반적인 초점은 탐구활동에서의 관찰 경험을 대안적으로 지원하
는 콘텐츠로서 실험결과에 대해 좀 더 사실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과학 시뮬레이
션의 디자인 형태를 드러내는 데 있었다. 이에, 실제적 관찰에 관한 교육적 어포
던스를 갖게 하는 디자인으로 ‘마스크 기능’을 통한 조화로운 동영상 클립의 도입을
제안하였고, 중학교 과학2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활동 내용으로서 ‘앙금생성반응’
실험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좀 더 사실적인 관찰 경험을 제공하는 과학 시뮬레이
션을 개발한 것이다. 이때 과학 시뮬레이션은 과학교육 전문가 1인 및 교사 3인
이 참여한 디자인 세미나에서의 논의와 병행하며 개발한 것으로, 이후에 디자인
에 참여하지 않은 과학교육 전문가 2인과 과학교사 4인을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
를 받음으로써 개발의 타당성 및 실제적 관찰에 관한 과학 교과에 특화된 디자
인 특성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디자인 특성을 논의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본 개발사례를 (1) 디자인 제안, (2) 개발 및 평가 방법, (3) 개발 및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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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적 관찰’의 정의 및 디자인 제안
관찰은 과학자가 자연 세계로부터 과학 지식을 발견하고 구성하는 인식론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과학교육에서 중요한 과학 탐구 기능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
(이은주, 강순희, 2012; Schwartz et al., 2004). 특히, 관찰은 과학교육에서
학생들이 마치 현직 과학자가 하는 것처럼 실험을 통해 관찰된 내용이 어떻게
자신의 모델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지를 판단하게 하거나, 과학적 개념과 이론
모델을 신중하게 추론하게 해주는 과학 탐구 기능으로서 거듭 부각되어 온 것이
다(Gilbert, 2005; Liu et al., 2008; Norris, 1985).
한편,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관찰을 주로 탐구활동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관찰하고 해석해야 할지를 배우게 된다. 이로써 학
생들은 관찰 경험의 축적을 통해 타인이 제시한 실험결과의 해석이 과학 모델에
맞아떨어지는지 아닌지를 평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Gilbert, 2005; Norris,
1985). 그 밖에도, 그들은 관찰한 내용이 실험결과와 다를 때에는 어떻게 해석
할지, 또는 관찰한 내용을 온전히 채택할지, 기각할지, 대안적 가설을 도입하여
수용할지를 판단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Edelson, 2001).
사실상, 관찰은 학생이 직접 ‘자신의 손과 마음으로 해보는 것’ 자체에 교육적
의미가 있으므로, 관찰 기능은 지식전달 방식(예, 강의식 수업)으로 가르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Schwartz et al., 2004). 어쩌면, 관찰 기능을
기르는 데에는 ‘실제 탐구 맥락에서의 참여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관찰이 ‘이론 의존성(또는 이론 적재성; theory
ladenness)’이 있기 때문이다(Etkina et al., 2010; Kim & Ye, 2015). 이때,
‘관찰의 이론 의존성’은 관찰 행위가 주체(예, 관찰자)가 알고 있는 이론에 따라
초점과 산출물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는 관찰의 주
체가 얼마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졌는지에 따라 관찰의 질적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찰에 관한 과학과 교수학습에서 정작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학생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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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관찰의 본성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관찰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조희형 외,
2014). 그 이유는 관찰을 훈련받지 않은 초보 학습자들의 경우 선개념을 포함하
는 정신 모델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어, 관찰 결과를 왜곡
하여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Gilbert, 2005; Norris, 1985). 그들이 올
바른 과학자로 거듭나도록 하려면, 최선의 해결책은 그들이 직접 관찰을 수행할
수 있는 탐구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강의식
수업에서 과학교과서의 삽화로부터 상상하는 관찰 경험이 아니라, 실제 탐구활
동을 통해 손으로 조작하고 눈으로 직접 보는 관찰 경험이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경험은 학생들이 관찰의 의미와 가치를 몸소 체험하게 하며,
나아가 그들이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거나 올바른 탐구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Edelson, 2001; Norris, 1985).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은 과학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탐구 활동을
실험실 환경에서 운영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찰을 경험하
는 빈도는 불가피하게도 과학교사의 사회문화적 실천 맥락에 의존할 수밖에 없
다(교육부, 2015a; 신소연 외, 2018). 사실상, 과학과 교수학습에 관한 운영 결
정권이 교사에게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관찰을 경
험할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박현주, 2013). 왜냐하면, 과
학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떤 탐구과제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매번 수
업시수, 교육과정, 실험실 환경 등 여러 학교 상황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신소연 외, 2018).
결국, 학생들은 학교 사정을 고려한 교사의 결정에 따라 교과서에 제시된 실
험 과제 중 일부만 직접 수행해볼 기회를 얻는다(박현주, 2013). 학생들이 관찰
을 체험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의 기회가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게 될 때, 과학교
사는 탐구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교수학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
게 된다. 이때 신뢰할만한 대안적 옵션이 없다면, 결국 과학교사는 학생들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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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야 할 내용이 탐구활동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강의식 수업을 고
수하게 될지도 모른다(신소연 외, 2018; 이창윤 외, 2019b)
이와 관련하여, 과학교육에 주목하는 일부 교육공학 연구자들은 학습자에게
질적인 과학 수행 경험을 제공하는 대안적 방안으로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실제
적인

학습

환경(authentic

learning

environment)의

구현에

주목해왔다

(Edelson, 2001; Jonassen, 2010). 여기서 실제적(authentic)이란 용어는 학교
교육 현장의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실제 과학자들의 과학과 밀접하게 가까운 형
태를 형용하는 표현이다(Gilbert, 2004; Kim & Ye, 2015). 실제적인 학습환경
은 학습자가 실생활 세계에서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자의 활동을 체
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데,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거나 실용적인 지식에
관한 학습을 촉진하는 학습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Jonassen, 2010; Küçüközer
et al., 2008). 실제적인 학습환경은 주로 컴퓨터를 비롯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과학 수업에서도 구현될 수 있으며, 특히, 학습자에게 질적인
탐구 경험을 제공하거나 관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 도입될 수 있다
(Bevins & Price, 2016; Etkina et al., 2010).
이러한 교육적 환경의 가능성은 천문학 학습에 관한 선행연구들(Kim & Ye,
2015,

Küçüközer,

2008)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데,

그중에서도

Kim과

Ye(2015)는 천문학 학습에 있어서 관찰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실제적인 학습환
경에서 과학을 학습하더라도 현실세계에서의 관찰과 연관성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관찰’이라는 방법이 초기 학자들이 지구 중
심적인 우주관에서 행성의 운동을 떠올리거나 우주, 태양, 달, 지구의 본성을 철
학적으로 탐색하는 데 기여해왔던 사실들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관찰은 현실세계처럼 잘 디자인된(well-designed) 가상세계에서도 경험
할 수 있다(Kim & Ye, 2015; Küçüközer et al., 2008; Trundle & Bell,
2010). 하지만, 여기에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는데, 그것은 ‘잘 디자
인된 가상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 72 -

(Bevins & Price, 2016; Prins et al., 2016).
본 사례에서는 개선된 관찰 경험을 제공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을 위해
동영상 클립의 삽입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 특성과 연관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교육적 어포던스를 가리키기 위해 ‘실제적 관찰’이라는 용어를 정
의하였다. 세부적으로, 실제적 관찰이라는 용어를 실제 탐구활동에서처럼, 학생
의 조작으로부터 실험결과가 실제적인 표상(동영상 클립 등)을 통해 상호작용적
으로 제시될 때 유발되는 관찰 경험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의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적 관찰은 과학 시뮬레이션과 같은 교육콘텐츠에서 실험결과가 동
영상 클립을 통해 상호작용적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때, 이와 관련된 디자인 특
성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한편, 본 사례에서는 학생들의 관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실험결과에
관한 동영상 클립을 포함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형태를 가리키기 위해,
실제적 관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실제적 관찰을 하나의 디
자인 목표로 두고, 이와 관련된 과학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앙금생성반응에 관한 ‘실제적 관찰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사례를 통해 과
학교사가 탐구활동의 운영에 도입할 수 있는 대안적 옵션으로 혹은 학생들이 제
한된 학습환경에서도 관찰을 비롯한 과학자의 활동을 실제에 가깝게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학습자원으로서 과학 시뮬레이션의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하였
다(Davids et al., 2011; Kim & Ye, 2015). 또한, 이러한 과학 시뮬레이션의
새로운 활용을 드러내는 디자인 특성에 대해서도 시사하고자 하였다.

나. 개발 및 평가 방법
1) 개발 절차
본 개발사례에서 수행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분석, 디자인, 개발, 평가, 보완,
논의의 단계로 구분되며, 시각적 모델로서 [그림 Ⅳ-1]처럼 나타낼 수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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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각 단계는 비록 일방향으로·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닐지라도, 오직 이
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고 명료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단계

수행 내용

분석

선행문헌 분석을 기반으로 요구를 조사하여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방향을 모색함.

⇩

⇩
선행문헌 및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에 근거하여 실제적 관찰에 관한 과학 시뮬

디자인
⇩
개발
⇩
평가
⇩

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을 설정함.
⇩
과학교육 전문가 1인과 과학교사 3인이 참여한 디자인 세미나와 함께 ‘플래시
-ActionScript 3.0’을 이용하여 과학 시뮬레이션을 개발함.
⇩
박사학위를 소지한 과학교육 전문가 2인과 과학교사 4인을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
를 시행하고, 개선점에 관하여 조언을 받음.
⇩

보완

디자인 세미나 및 타당성 평가에서 참여교사와 전문가가 제기한 개선점을 반영함.

⇩

⇩

논의

개발사례로부터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을 논의함.
[그림 Ⅳ-1] 실제적 관찰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에 관한 개발 절차

2) 개발도구의 선정
본 개발사례에서는 과학 시뮬레이션을 앱9)의 형태로 개발하고자 시도하였으
며, 위에서 제안한 선택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구로서 Adobe사의 Flash CS6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플래시와 Actionscript 3.0에 관한
저작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전자는 저작 산물의 파일 형식을, 후자는 이벤트를
구성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뜻한다. ActionScript 3.0은 C언어와
유사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플래시 내 객체의 이벤트를
설계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ActionScript 3.0을 활용하면 학습자가 플래시

9) 앱(app.)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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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그래픽, 애니메이션, 동영상 클립 등으로 표현된 특정 객체를 드래그할
때 그것에 상응하는 또 다른 학습관련 표상이 상호작용적으로 제시되도록 설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플래시와 ActionScript 3.0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게 될 경
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예상된다(홍은정, 2013). 첫째, ActionScript 3.0은 다
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우기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에 속하며,
또한, 편의성을 갖춘 저작도구와 함께 제공되므로, 프로그래밍에 관한 전공지식
이 없는 교사도 손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개발방식은 기기의 특성
에 의존하지 않는 범용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제작된
콘텐츠는 높은 호환성을 지니므로,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PC, 안드로이드, IOS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 작동시킬 수 있다. 셋째, 플래시는 동영상 클립 압축
기술을 내장하고 있어 다양한 표상을 저용량 저사양 태블릿에서도 구현할 수 있
게 해준다. 시스템 자원의 점유율이 높아 모바일 기기에 부적합한 콘텐츠로 평
가되었던 이전 세대 플래시와는 달리, 최근 플래시는 ActionScript 3.0의 도입
으로 인해 모바일용 게임 앱의 개발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데에도 주목받고 있다. 본 개발사례에서도 이러한 이점을 고려하여 개
발도구로서 플래시와 ActionScript 3.0을 채택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3) 개발과정
본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은 연구자, 개발자, 교사를 중심으로 이들의 관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개발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
로써 교육연구자와 개발자의 관점을 동시에 대변하고자 하였으며, 과학교육 전
문가 1인과 과학교사 3인이 참여하는 디자인 세미나에서의 논의와 자문 과정을
통해 교사와 학생(교사가 대변)의 관점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연구자는
선행문헌의 디자인 원리와 개인적 경험과 관련되는 이론적 민감성에 기반하여
과학 시뮬레이션 앱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으며(Strauss & Corb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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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전문가 및 과학교사들과 함께 두 차례 디자인 세미나를 통해 그들의 전
문지식과 교직 경험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논의하였다. 그 밖에도, 연구자는 디자
인 세미나 이외에도 디자인 참여자들에게 면대면 상황에서 직접적인 조언을 받
아 그들의 관점을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때 개발된 과학
시뮬레이션은 타당성 평가를 받음으로써 개발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4) 평가 도구 및 분석 방법
본 사례에서 개발한 과학 시뮬레이션은 디자인 세미나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3의
과학교육 전문가 2인과 현장 과학교사 4인을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하였다(Grant & Davis, 1997). 타당성 평가는 주로 본 과학 시뮬레
이션이 실제적 관찰에 관한 디자인 특성을 포함하는지를 과학교사 및 과학교육 전
문가로부터 묻기 위해 시행하고자 한 것이다. 이때, 사용성 평가 대신에, 타당성 평
가를 채택한 것은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을 위해 제안된 디자인 특성’이 새로운 플랫
폼(일종의 컨테이너)을 구현하는 방식보다는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일종의 콘텐츠)과
더 깊은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이다(Ardito et al., 2006; Grant & Davis, 1997). 그
로 인해, 본 평가 과정에서는 콘텐츠 측면에서 타당성을 다루고자, 내용 전문가로
서 과학교사 및 과학교육 전문가의 평가내용에 높은 비중을 두었던 것이며, 반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다(Grant & Davis, 1997).
타당성 평가는 Grant & Davis(1997)가 제안한 형식에 따라 제작한 평가 설
문지를 중심으로 시행하였으며, 이때 평가 설문지는 본 과학 시뮬레이션이 실제적
인 실험결과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으로 적합한지를 타당성, 가시성,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차원에서 묻는 4단계 리커트 척도 문항을 중심으로 아래 <표 Ⅳ-1>과 같
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나일주, 정현미, 2001; 이창윤 외, 2015). 그 밖에도,
평가 설문지에는 이번 개발 결과에 대해 예상되는 장점, 단점, 개선점을 묻는 서
술형 문항을 포함하였다(박태정, 2015).

- 76 -

<표 Ⅳ-1> 실제적 관찰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에 관한 타당성 평가 설문지
영역

문항

타당성

본 앙금생성반응 시뮬레이션이 실제적인 실험결과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으로 타당하다.

가시성

본 앙금생성반응 시뮬레이션이 실제적인 실험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본 앙금생성반응 시뮬레이션이 실제적인 실험결과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으로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앙금생성반응 시뮬레이션이 실제적인 실험결과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으로 교육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본 앙금생성반응 시뮬레이션이 중학교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다.

평가 참여자로서, 과학교육 전문가 2인은 과학교육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
구원과 현직 교사였으며, 과학교사 4인은 모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경력 7년 이상의 현직 교사였다(표 Ⅳ-2). 이들은 이번 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
써,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과학 시뮬레이션을 체험한 다음 타당성 평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후, 작성한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면담에도 참여하였다.

<표 Ⅳ-2> 실제적 관찰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에 관한 타당성 평가 참여자
참여교사 코드

전공 분야

최종학력

소속 직책

경력

A 과학교사

화학교육

석사

중학교 교사

교직 9년

B 과학교사

화학교육

석사

중학교 교사

교직 15년

C 과학교사

생물교육

학사

중학교 교사

교직 7년

D 과학교사

화학교육

석사

고등학교 교사

교직 8년

A 과학교육 전문가

과학교육(물리교육)

박사

박사후 연구원

실무 2년

B 과학교육 전문가

과학교육(물리교육)

박사

중학교 교사

교직 22년

(위 참여교사 코드의 순서는 임의 배열한 것임.)

이와 관련된 평가 자료의 분석은 주로 평가 참여자들이 응답한 평가 설문지 내
용을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4단계 리커트 척도 문항을 통해 응답한 내용에 관해
서는 3점과 4점을 긍정적 응답으로, 1점과 2점을 부정적 응답으로 코딩한 다음,
Rubio et al.(2003)가 제안한 내용 타당도 지수(CVI)와 평정자 간 일치도(IRA)
지수를 중심으로 평가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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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 및 평가 결과
1) 실제적 관찰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의 구성
첫 번째 사례에서 개발한 과학 시뮬레이션은 실험 과정과 결과를 동영상 클립
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제적 관찰을 의도한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 시뮬레이션의
상호작용적 특성으로부터 이온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도 함께 포함한다.
과학 시뮬레이션의 내용 순서는 [그림 Ⅳ-2]와 같이 선형적, 양방향적으로 구성
된다. 세부적으로, 학생들이 ‘앞으로 가기’ 또는 ‘뒤로 가기’ 버튼을 통해 순차적
으로 내용에 접근할 수 있게 의도한다. 이러한 내용 제시 방식을 채택한 것은
두뇌의 실행 기능(executive function)이 발달하지 않은 초보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Perkins, 1997).

(3) 반응판에

(2) 반응판에
활동내용

주요표상

초기화면

그래픽

⬄ (1) 시약 소개 ⬄

영상클립

첫번째 수용액

⬄

두번째 수용액

채우기

넣고 관찰하기

영상클립

영상클립

⬄

(4) 과학 모델
제시

애니메이션

[그림 Ⅳ-2] 실제적 관찰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에서 내용 구성 순서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초기 시약 소개 단계에서는 반응에
사용하는 시약의 수용액이 대부분 투명하다는 것을 동영상 클립을 통해 보여준
다. 여기서 학생들은 이번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이 대부분 초기에는 투명했었다
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음에 제시되는 두 단계는 반응판에 수용
액을 채우고, (3) 반응시키는 활동이 제시된다. 학생들이 화면에 표시된 화살표
가 그려진 원을 제각기 터치(클릭)할 때마다 실험 과정과 결과는 모두 동영상 클
립을 통해 상호작용적으로 제시된다. (4) 관찰 활동 이후에는 이온에 관한 과학
모델(이하 ‘이온 모델’)을 체험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온 모델은 두 비커
에 담긴 용액을 섞으면, 앙금생성반응 과정에서 이온의 참여가 애니메이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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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호작용적 모델 제시는 기존 과학 시뮬레이션이 갖는 장
점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개발사례에서는 실제적 관찰에 주
목하더라도, 적절하게 기존 과학 시뮬레이션의 장점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은 ‘실제적 관찰’과 ‘이온 모델의 상
호작용적 제시’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디자인 내용은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2) 실제적 관찰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개발된 과학 시뮬레이션에서 실제적 관찰을 의도한 디자인의 예시를 [그림 Ⅳ
-3]와 [그림 Ⅳ-4]에 제시하였다. [그림 Ⅳ-3](a)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을 때 초
기화면이며,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그림 Ⅳ-3](b)에
서는 준비물 시약의 동영상 클립이 제시된다. 각 시약의 이름이 적힌 비커를 터
치할 경우, 해당 시약을 녹인 수용액의 색상을 보여주는 동영상 클립이 비커 위
에 재생된다. 다른 비커를 누를 경우, 이전 시약에 관한 동영상 클립은 종료되면
서 동시에 새로운 시약에 관한 동영상 클립이 재생된다. 이 화면에서 학습자는
실제 수용액의 색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3](c)는 실험활동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반응판에 첫 번째 시약을 넣는 장면이다. 원형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할 경우 반응판의 각 줄에 첫 번째 용액을 넣을 때 동영상이 재생된다. 이
단계는 실험결과의 관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학습자가 일련의 실험활
동 과정을 연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유도한다. [그림 Ⅳ-3](d)는 관찰활동에
관한 장면으로,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용액을 반응판에 비동시적으로
넣을 수 있다. 본 시뮬레이션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따르는 중학교 2학년 과
학교과서 9종에 제시된 앙금생성반응 실험을 포함하며 총 4개의 실험 세트를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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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기화면

(b) 시약 소개(준비물)

(c) 첫 번째 시약 준비 장면

(d) 두 번째 시약 넣는 장면

[그림 Ⅳ-3] 앙금생성반응 과학 시뮬레이션의 내용구성 예시

[그림 Ⅳ-4](a)에 나타낸 반응판은 가로축에는 BaCl2, KCl, CaCl2, NaCl, 세로
축에는 AgNO3, Na2CO3, Na2SO4 시약을 둠으로써 이들 간 반응의 동적인 과정
과 결과를 보여준다. 같은 방식으로, [그림 Ⅳ-4](b)에 나타낸 반응판은 가로축에
는 묽은 HCl, KI, 수돗물, 증류수, 세로축에는 AgNO3, Na2CO3, Na2SO4를 포함
함으로써 이들 간 반응을 보여준다. [그림 Ⅳ-4](c)에 나타낸 반응판의 가로축은
Ca(NO3)2, KNO3, NaNO3, 세로축은 AgNO3, Na2CO3, Na2SO4 시약을 포함한
다. [그림 Ⅳ-4](d)에 나타낸 반응판의 가로축은 Pb(NO3)2, CdCl2, Cu(NO3)2,
AgNO3, 세로축은 NaS, KI, Na2CO3 시약으로 구성된다. 이 실험의 경우, 색깔이
있는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을 포함하기 때문에 반응판 바닥에 흰 종이를 배치하였
다. 한편, 각 수용액의 이름표는 학생들이 생성된 앙금의 화학식을 예측하도록 돕
기 위해, 양이온은 밝은 청록색, 음이온은 빨간색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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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첫 번째 반응판(염화 이온을 포함한 화합물)

(c) 세 번째 반응판(질산 이온을 포함한 화합물)

(b) 두 번째 반응판(소량의 이온을 포함한 물질 등)

(d) 네 번째 반응판(색을 띠는 앙금을 생성하는 화합물 등)

[그림 Ⅳ-4] 실제적 관찰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에 포함된 네 가지 실험 세트의 결과

3) 이온 모델에 관한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본 과학 시뮬레이션의 후반부에는 앞서 관찰한 경험을 기반으로 학습자가 이
온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장면이 제공된다. [그림 Ⅳ-4](a)는 이온 모델에 관한
화면을 나타낸다. 상단에는 9개의 앙금(CaSO4, BaSO4, CaCO3, BaCO3, AgCl,
PbI2, CdS, PbS, CuS)에 대한 이온 모델을 불러오는 버튼이 제시되어 있으며,
누를 경우 화학 반응식과 함께 움직이는 이온이 담긴 두 비커가 제시된다. 두
비커는 끌어 움직일 수 있으며, 겹칠 경우, 앙금생성반응 과정에 대한 애니메이
션이 재생된다. [그림 Ⅳ-5](b)는 스마트패드에서 실제로 두 비커를 겹쳤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비커 내 애니메이션 화면의 예이다. 앙금생성반응에 관여하는
두 원자 또는 원자단이 만나서 앙금을 생성하는 과학 모델이 나타나며, 이어서
비커의 바닥에서 앙금이 가라앉는 모습이 동적으로 제시된다.

- 81 -

(a) 이온 모델에 관한 장면

(b) 스마트패드에서 이온 모델 화면 예시

[그림 Ⅳ-5] 실제적 관찰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에 포함된 이온 모델

다. 실제적 관찰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에 대한 타당성 평가
본 과학 시뮬레이션은 디자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제3의 과학교육 전문가
2인과 과학교사 4인으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았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아
래 <표 Ⅳ-3>과 같이, 본 시뮬레이션이 실제적 관찰에 관한 디자인 특성을 포함하
는지 묻는 설문 문항에서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였다. 정량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번 타당성 평가 결과는 4점 척도에서 평균이 3.63이므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
말할 수 있다. 평가 설문의 각 문항 응답 결과에서 1, 2점을 ‘부정적 응답’으로,
3, 4점을 ‘긍정적 응답’으로 분류했을 때, 내용 타당도 지수인 CVI(Content
Validity Index) 평균과 평정자 간 일치도인 IRA(Inter-Rater Agreement) 평균
도 모두 1.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Rubio et al., 2003).
<표 Ⅳ-3> 실제적 관찰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에 관한 타당성 평가 결과
타당성

가시성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평균

3.83

3.83

3.67

3.67

3.17

표준편차

0.37

0.37

0.47

0.47

0.37

라. 실제적 관찰에 대한 디자인 요건
전술한 개발 결과와 더불어, 긍정적으로 나타난 평가 결과는 동영상 클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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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좀 더 사실적인 표상을 도입함으로써 개발된 과학 시뮬레이션에 대해 실제
적 관찰(개선된 관찰 경험으로서)에 관한 교육적 어포던스를 갖게 하는 것으로
상정할만한 단서로서 간주된다. 이에 따르면, 본 사례에서 개발된 과학 시뮬레이
션은 ‘실제적 관찰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례에서는 다른 학습 내용에 관한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
발에서도 실제적 관찰에 관한 교육적 어포던스를 갖게 하는 디자인 요건을 시사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이론적 민감성 및 개발 경험에 기반하여 이
러한 교육적 어포던스와 관련될 수 있는 디자인 특성을 반복적으로 비교·검토하
였고, 이로써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을 제기할만한 범주를 중심으로 디자인
요건을 추렸다. 그 결과로서, 실제적 관찰에 관한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요
건은 아래 <표 Ⅳ-4>와 같이 도출하였다.

<표 Ⅳ-4> 실제적 관찰의 교육적 어포던스를 위한 디자인 요건
고려사항

기존 한계점

디자인 방향

기존 과학교과서는 탐구활동의 실험결과를
표상의 정적으로만 제시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
상호작용성 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
해주지 못했다.

표상의
사실성

기존 과학 시뮬레이션은 실험결과를 그래픽
이나 애니메이션과 같이 인위적인 표상으로
제시해왔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와 관련하여
동적으로 일어나는 실제 현상을 관찰할 기회
가 제공되지 않았다.

기존 교과서 중심 실험 수업에서는 현상에
과학 모델
관하여 과학적 모델과 연관 지어 사고할 기
제시
회를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했다.

실제적 관찰의 교육적 어포던스 요건

⇨

학습자의 조작에 ‘상호작용적’으로 반응함으로
상호작용적 써 그에 상응하는 학습 정보나 학습 관련 피드
콘텐츠 특성 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강화
(개발 전략 : 과학 시뮬레이션의 형태로 개발)

⇨

실험결과에 대해 관찰을 유도할 목적으로 어떠
한 현상을 제시하려면, 인위적으로 구성된 표상
마스크 기능을보다는 좀 더 실제적인 표상을 채택해야 할 것
통한 동영상 이다.
클립 도입
(개발전략 : 마스크 기능을 통해 동영상 클립을
도입)

⇨

실험결과를 설명하는 모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과학 시뮬레이션의 방식처럼, 과학적 모델
모델 제시
의 단순화된 인위적인 표상으로 제시하는 방식
방식 승계 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개발전략 : 모델 체험을 위한 콘텐츠를 포함)

이번 실제적 관찰에 관한 디자인 요건에서는 종래의 과학교육용 콘텐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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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자 향후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디자인 기준으로 (1) 표상의 상호작용성, (2)
표상의 사실성, (3) 과학 모델 제시 측면을 선정하였고, 상기한 세 가지 고려사항
을 반영하기 위한 디자인 방향으로서, (1) 상호작용적 콘텐츠 특성 강화, (2) 마
스크 기능을 통한 동영상 클립 도입, (3) 모델 제시방식 승계를 강조하였다. 따라
서, 실제적 관찰에 관한 디자인 요건에 충족하려면,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과정
에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표상의 상호작용성 측면에서 기존의 과학 시뮬레이션처럼 학습자의 조작
에 상호작용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학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본 사례에서는 플래시
-ActionScript 3.0에 기반하여 사전에 구성된 ‘이벤트10)’에 의해 작동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앱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조작에 대한 적절한 학습 정
보와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 표상의 사실성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관찰 경험을 유도하기
위해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과 같이 인위적인 표상이 아닌, 사실적인 표상으로
서 동영상 클립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영상 클립의 자연스럽고 유연한
삽입을 위해, 저작도구에서 지원하는 ‘마스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스크 기능은 가공되지 않은 ‘원객체(raw-object)’와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도형’을 겹쳤을 때, 둘 사이에 겹치는 부분만 표시되게 하여 원개체의 경계를
변형시키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통해 서로 다른 표상 간 화면배치(layout)에서
나타나는 부자연스러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실제로, 이를 반
영하기 위해 본 사례에서는 플래시-ActionScript 3.0에 기반하여 마스크 기능
을 통해 실험결과에 관한 동영상 클립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관
찰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중학교 과학 2의 전형적인 탐구활동인 앙
금생성반응 실험을 중심으로, 반응판은 그래픽 표상을 통해, 앙금생성반응은 스

10) 이벤트란 사용자의 입력(터치, 드래그 등)에 상응하여 반응하는 객체의 상호작용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프로그래밍에 관한 로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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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한 동영상 클립을 통해 표현하였다. 이때 마스크 기능은
사각 모양의 동영상 클립을 반응판 그래픽 객체와 자연스럽게 조화시키기 위해
아래 [그림 Ⅳ-6]과 같이 적용하였다.

[그림 Ⅳ-6] 마스크 기능을 통한 동영상 클립의 모양 변형

셋째, 모델 제시의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실험에 관한 과학적 모델의 체험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과학 시뮬레이션의 특성인 단순화된 인위적 표상을 여
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관찰의 측면에서는 동영상 클립이 사실적인 표
상으로서 유리하겠지만, 모델체험을 위한 장면을 구성하는 데에는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단순화된 표상이 유리하기 때문이다(de Jong, 2011). 따라
서, 본 사례에서는 이온 모델을 제시하는 데만큼은 단순화된 애니메이션 표상을
학생들이 상호작용적으로 조작하였을 때, 그것에 상응하여 시각적으로 변화하도
록 하는 기존 과학 시뮬레이션의 방식을 승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온 모델
표현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실험에서 관찰한 현상을 과학적 모델과 연관 지어 사
고하도록 돕는 데에도 본 과학 시뮬레이션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들이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의 요구로서 실제적 관찰에 관한 과학 시뮬레이
션의 디자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지는 개발사례의 의의와 함께 논문의 후반부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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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적 조작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 개발사례 (사례2)
본 사례에서 전반적인 초점은 중등 과학교육에서 추상적인 과학개념 및 과학
모델의 학습을 돕는 대안적 콘텐츠로서 추상적인 학습 내용을 암묵적·연계적으
로 제시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형태를 드러내는 데 있었다. 이에, 증강
현실의 ‘모델 타겟’ 기술에 기반하여 외적인 인지 부하를 가중하지 않는 형태라
할 수 있는 텐저블 모델 교구(증강현실을 불러오기 위한 마커로서)와 그 자체를 매
개로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의 구현방식을 ‘실제적 조
작’에 관한 디자인 특성이라 제안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고등학교 화학 I의 ‘전자
배치 모델’에 관한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과학 모델의 이해를 돕는 조
작 경험을 제공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을 개발한 것이다. 이때 과학 시뮬레이션은 과
학교사 1인과의 반복적인 논의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이후에 과학교사 6인을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 및 면담을 시행함으로써 실제적 조작에 관한 과학 교과에
특화된 디자인 특성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디자인 특성을 논의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본 개발사례를 (1) 디자인 제안, (2) 개발 및 평가 방법, (3)
개발 및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가. ‘실제적 조작’의 정의 및 디자인 제안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단계적으로 나열하고 있다(교육부, 2017). 하지만, 과학과 교육
과정은 개정 시기마다 학습 내용을 ‘추가’ 또는 ‘제거’함으로써 또는 ‘순서를 바
꿈’으로써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어떤 과학적 개념이나 이론
의 분절화를 수반해 왔다(이효녕, 여채영, 2015). 이러한 과학과 교육과정으로부
터 학생들은 과학개념과 이론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게
되고, 결국 암기식 학습방법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김창곤, 2003).
이에, 본 사례에서는 과학과 교육과정의 방향과 학생들의 과학 학습 현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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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발생하는 온도 차를 줄여줄 수 있는 도구로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
이션을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해 기존 과학과 교육과정의 방식과는 달
리 학습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과학 지식의 추상성을
낮추는 방안으로 현실세계에서의 ‘조작 경험’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학습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증강현실 기술’과 ‘텐저블 모델 교구’에 주목하였고, 기
존 증강현실 기반 교육 연구의 접근법과는 달리, 전자는 모델 타겟 기술의 도입을
통해, 후자는 3D프린팅 모델 교구의 제작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조합은 종래의 연구에서 시도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육적
어포던스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본 사례에서는 ‘3D프린팅 모델 교구’에 대한
‘모델 타겟’으로부터 구현되는 증강현실 기반 교육콘텐츠에서 기대되는 잠재적인 교육
적 어포던스를 지칭하기 위해 아래에서 새롭게 용어의 정의를 시도한 것이다.
한편, 조작을 통한 학습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배제하더라도 학생들이
그것에 익숙하게 만들 수 있다(de Jong, 2011; Gillet et al., 2005). 기존 과
학과 교육과정의 방식이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학습 내용을 선택적으로(분절화
하여) 추가하거나 제거해왔다면, ‘조작 경험’을 이끄는 학습방식에서는 구체적인
(분절된) 학습 내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것의 이해를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이때, 조작 경험은 ‘이유를 묻지 않는’ 자연스러운 체험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치 언어 학습에서 말하는 ‘모국어’의 학습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영어권 국가에 사는 초등학생이 ‘문법’을 모르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나
10년 이상 ‘문법’을 공부한 대학생의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조작 경험
은 ‘과학적 원리’나 ‘규칙’, ‘설명체계’를 사전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그
와 관련된 현상을 그들의 사고의 범주에 가져갈 수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조작 경험을 통한 과학 학습은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
한 설명체계의 단편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조작 가능한 어떤 과학 모델 교구를 통해 학생이 과학적 원리, 규칙, 설명
체계를 암묵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제시하기만 한다면, 학생들은 복잡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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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라 하더라도 거부감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정연화, 이정민, 2015;
조희형 외, 2014; Gillet et al., 2005).
이와 관련하여, 과학적 개념이나 법칙, 원리, 규칙, 이론을 포함하는 과학 학
습의 대상이자, 시각적으로 또는 조작 가능한 3차원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는 ‘과학 모델’이 있다. 과학 모델은 실제 존재하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니지
만, 어떤 자연현상의 이해를 돕는 과학적 지식 또는 설명체계를 나타낼 수 있어
과학 학습에 중요한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조희형 외, 2014). 과학교육에서 과학
모델은 주로 사진이나 그래픽 형태의 삽화로 표현되어 교과서에 실리고 있지만,
애니메이션이나 가상세계의 상호작용적인 객체로 표현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현실세계에서 텐저블 모델 교구로도 구현할 수 있다. 학생의 수준과 기호에 따
라 편차가 있긴 하나, 전형적으로 과학 모델을 통한 과학 학습에는 학생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교구의 효용이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이것을 학습과 연결 짓도록 돕는 학습 시스템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계보경, 김영수, 2008; Chen et al., 2011; Cuendet et al., 2013; Rutten
et al., 2012). 이들에 상응하는 요소를 다르게 표현해보면, 결국 과학 모델의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현실세계에서 ‘조작 경험’을 지
원하는 모델 교구와 교구를 조작하는 행위를 원래 학습 대상과 이어주는 ‘맥락
적 개념연결 매개자’인 것이다. 이때, 이 둘의 특성을 포함하는 학습행위 중에서
도 더 나은 과학 학습의 형태를 정의하기 위해, 텐저블 모델 교구의 조작 행위
와 그에 상응하는 실제 학습 대상을 연결 짓도록 돕는 시뮬레이션 형태의 학습
시스템을 통해 과학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교육적 어포던스를 ‘실제
적 조작(authentic manipul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실제적(authentic)이란
용어는 교실의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현역 실무자들의 수행 또는 그들의 주변 환
경에 가까운 형태를 형용할 때 사용되어왔지만(Gilbert, 2004; Kim & Ye,
2015), 사실상 ‘원래 대상(학습 대상)과의 연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본 정
의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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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본 사례에서는 초기에 상기한 용어 도입의 정당성으로부터 실
제적 조작을 유발하기 위한 디자인 요건으로, (1) 모델 교구의 효용 확장, (2) 상
호작용적 콘텐츠 특성 강화, (3) 학습 내용의 암묵적·연계적 제시 가능성을 설정
하였고, 이들을 충족하여 과학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을 때, 그것이 ‘중등 과학교
육’의 콘텐츠로 활용 가능성을 제기할만한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러한 적합성에 공감하는 과학교사들과의 면담으로부터 실제적 조작이 포함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방향이 중등 과학교육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귀추적 논
리로써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나. 개발 및 평가 방법
1) 개발 절차
본 사례에서 수행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분석, 디자인, 교구 개발, 콘텐츠 개
발, 평가, 보완, 논의의 단계로 구분되며, 시각적 모델로서 [그림 Ⅳ-7]처럼 나타
낼 수 있다. 여기서 각 단계는 비록 일방향으로·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닐지
라도, 오직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고 명료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단계

수행 내용

분석

선행문헌 분석을 기반으로 요구를 조사하여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방향을 모색함.

⇩

⇩
선행문헌 및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에 근거하여 실제적 조작에 관한 과학 시뮬

디자인

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을 설정함.

⇩

⇩
과학교사 1인과의 논의와 함께 (1) ‘Rhinoceros 5/Windows’를 이용하여 텐저블

개발

모델 교구를 디자인 및 모델링하고 3D프린터를 통해 출력함. 이어서, (2) 증강현

⇩

실의 모델 타겟 기능을 도입한 과학 시뮬레이션을 개발함.
⇩

평가

과학교사 6인을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고, 개선점에 관하여 조언을 받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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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디자인 세미나 및 타당성 평가에서 참여교사가 제기한 개선점을 반영함.

⇩
논의

⇩
개발사례로부터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을 논의함.
[그림 Ⅳ-7] 실제적 조작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에 관한 개발 절차

2) 개발도구의 선정
(1) 텐저블 모델 교구의 제작을 위한 도구들
텐저블 모델 교구의 설계에는 모델링 소프트웨어로서 Rhinoceros 5/Windows
를 사용하였고, 모델링을 통해 구현된 모델 교구를 출력하는 데에는 3D프린터를
사용하였다. 모델 교구의 모델링 소프트웨어로서 Rhinoceros 5/Windows가 채
택된 것은 곡면을 포함하는 모델의 디자인과 정확한 치수를 요구하는 모델을 제작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호
환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는 것과
제작된 모델을 다양한 파일 확장자로 내보내기를 하는 것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모델링 소프트웨어는 높은 호환성을 지닐수록 기존에 구성한 모델을 증강현실 저
작도구 소프트웨어로 불러오기가 쉬워지므로, 이처럼 실제적 조작 중심 과학 시뮬
레이션의 개발에서 모델링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수준은 사전에 고려될 필요가 있
다. 한편, 모델 교구를 출력하기 위한 3D프린터의 선정에는 경제성, 사용의 편의
성, 출력의 정밀성, 관리의 용이성을 주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로서 시중에 유통
중인 세 종류의 3D프린터(Anet A8, Cubicon Style-220C, Creatable D3)를 도
입하였고, 모델 교구의 출력에 고루 활용하였다.

(2)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을 위한 저작도구
증강현실 콘텐츠의 개발을 위한 저작도구로는 ‘유니티’와 ‘언리얼엔진’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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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이번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에는 본 저자의 선행
연구(이창윤 외, 2018)에서 제시한 개발도구의 선정 기준과 같이, 최적화 여부,
호환성, 표현 기능성, 저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증강현실의 개발도구로 ‘유니
티’를 채택하였다. 그 밖에도 유니티를 선정한 데에는 ‘에셋(assets)’의 제작 및
판매(또는 공유)에 참여하는 커뮤니티의 규모가 크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다.
에셋은 일종의 중간 작업물로서 파워포인트의 서식(template)처럼 개발자가
개발과정에서 참고할만한 표상(머티리얼 등), 객체 또는 기술적 자원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유니티의 에셋 커뮤니티는 프로그램 자체에 하나의 기능으로서 포함
되어 있으며, 개발자가 매번 반복해야 하는 작업의 노동량을 덜어줌으로써 단체
가 아닌 개인도 얼마든지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특성은 교사 1인 또는 학생 1인도 새로운 형태의 교육콘텐츠에 관한 ‘크리에이
터’로서 교육적 자원의 생태계를 부유하게 하는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개발과정
(1) 텐저블 모델 교구의 디자인
중등 과학교육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 중에서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과학 모델에는 화학에 관한 ‘원자 모델’과 ‘전자배치 모델’이 있다
(김창곤, 2003; 노태희 외, 2001). 특히, 전자배치 모델의 경우, 원자 모델보다
직관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양자역학적 원리와 규칙에 근거하므로, 추
상성이 높은 학습 내용이라 볼 수 있다.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전자배치 모델
은 화합물의 구조, 결합, 주기율 특성 등 화학 학습의 전반에서 높은 수준의 중
심성을 지니는 학습 내용으로 고려되는 편이다. 전자배치 모델은 ‘중심성’을 지
닌, ‘추상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학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본 개발의 목적에 부합
하는 목표 학습 내용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에서 ‘실제적 조작’에 관한 교육적 어포던스를 시사하는 중등 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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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전형적인 사례로 ‘전자배치 모델’의 학습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원자 모델 교구가 이미 널리 알려진 데 반해, 전자배치 모델 교구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편이었다. 이러한 사유로, 본 사례에서는 연구문제와 관련하
여 ‘2015 개정 교육과정 화학1 교과서’를 참고하여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텐저블 형태’의 전자배치 모델 교구를 직접 제작하였다. 이러한 직관적 체험과
반복적 연습을 위한 모델 교구에 더하여, 학생의 조작 행위를 ‘개념’과 연결 짓
도록 안내하기 위한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도 함께 개발하였다. 이들은
아래 <표 Ⅳ-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정 목표 개념에 대한 학습을 의도한 것이
다. 이때 실제적 조작에 관한 디자인 요건에 부합하도록,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내될 개념뿐만 아니라 ‘텐저블 모델 교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개념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델 교구의 교육적 효용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델 교구의 제작에 ‘자석’을 활용함으로써 텐저블 모
델 교구로부터 학습 내용을 암묵적·연계적으로 제시하는 전략도 함께 구상하였
다. 이러한 개발과정은 과학교사 1인(경력 10년)의 검토 및 수차례 수정·보완
과정과 함께 수행되었다.
<표 Ⅳ-5> 텐저블 모델 교구 및 과학 시뮬레이션에서 의도된 학습 개념들
구분

텐저블 모델 교구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

(직관적 체험, 반복 연습용)

(개념연결을 위한 정교한 학습안내)

수소 원자의 전자배치

△

○

다전자 원자의 전자배치

○

○

목

쌓음 원리

×

○

표

파울리의 배타원리

○

○

개

훈트의 규칙

○

○

전자배치 표기법

×

○

중성원자의 전자배치

×

○

원자가 전자와 최외각 전자

×

○

념

한편, 제작과정에는 이창윤, 홍훈기(2018)의 ‘메이커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시
도한 바와 같이, 3D프린터를 통해 교구를 출력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제약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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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기 위해 모델 전체를 개별 ‘부품화’하여 조립형으로 구성하였다. 모델링 과정
과 3D프린터를 활용한 출력과정에 관한 장면 예시는 아래 [그림 Ⅲ-8]와 같다.

(a) Rhinoceros 5/Windows를 통한 모델링 결과물

(b) 3D프린터 활용 모델 출력 예시 1

(c) 3D프린터 활용 모델 출력 예시 2

[그림 Ⅳ-8] Rhinoceros 5/Windows와 3D프린터를 활용한 제작과정

(2)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및 개발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은 상기한 바와 같이 개발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측면, 즉 (1) 타당성, (2) 사용성, (3) 교육적 활용성을 충
족하는 방향으로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 타당성은 사전에 과학 교과에 특화된 과학 시뮬레이션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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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함으로써 충족하고자 하였다. 실제 과학 시뮬레이션의 요건을 설정하는 과
정에서는 전술한 내용처럼 인위적 표상, 자유도의 한정, 오개념 유발 방지를 모
두 고려한 것이 아니라, 대신에, 이번 개발과정에서는 증강현실의 특성상, ‘자유
도의 한정’과 ‘오개념 유발’의 제한점에만 주목하여 이들을 중점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요건을 설정하였다. 자유도의 한정을 극복하기 위해, 학습자가 잘못된
조작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습경로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였고, 이에 대한
학습 피드백 지원도 함께 구상하였다. 오개념 유발요소에 관한 것은 과학교육
박사과정을 수료한 연구자가 개발자로 참여함과 동시에 경력 10년의 과학교사
1인과의 협업 및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교사들의 추가적인 검토를 받음으로써
최소화하였다.
사용성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디자인 원리로부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써 충족하고자 하였다. 본 저자의 선행연구(이창윤 외, 2018)에서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학적, 인지공학적, 교육학적 문헌
과 연구사례들을 고려하여, 정서적, 인지적, 참여적 측면에서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
인 감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각적 조화’, ‘충분한 안내’, ‘사전에 에러 방
지’,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지
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인지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 ‘레이아웃’, ‘일관성’, ‘텍스
트의 명료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참여적 측면에서 교사의
관점을 강조하면서, ‘정보제시 전략’, ‘학습자 수준 고려’ 등을 살필 것을 권고하
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번 개발 연구에서도 정서적, 인지적, 참
여적 관점을 고려하여 개발을 수행하였다.
교육적 활용성은 교육적 맥락을 고려한 개발도구의 채택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였다. 본 사례에서는 앞서 ‘개발도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니티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C#
프로그래밍 언어’와 ‘뷰포리아’에서 제공하는 에셋도 함께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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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 세미나
본 사례에서 개발한 텐저블 모델 교구와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은 과학
교육 전문가 1인, 과학교육 전공 대학원생 7인(박사과정 3인, 석사과정 4인), 현
장 과학교사 1인이 참여하는 디자인 세미나에서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디자인 세
미나에서는 주로 ‘실제적 조작’에 관한 개념의 적합성과 이를 지원하는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4) 평가 도구
본 사례에서 개발한 텐저블 모델 교구와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은 현장
과학교사 6인을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 및 면담을 시행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하였
다(Grant & Davis, 1997). 이러한 평가 방법은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
의 관점에 상응하는 것으로(Creswell & Plano Clark, 2017),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에 따라 개발된 산물의 타당성을 재고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corroborate)
할만한 경력 있는 과학교사들의 관점이 반영된 질적, 양적 평가데이터를 얻기 위
해 도입한 것이다. 이때, 사용성 평가 대신에, 타당성 평가를 채택한 것은 본 사
례에서의 제안된 디자인 특성이 플랫폼 차원(예, 컨테이너)에서의 특성이라기보다
는 오히려 학습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교구의 구성방식(콘텐츠)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Ardito et al., 2006). 그로 인해, 본 평가 과정에서는 콘텐츠 측면에서
타당성을 다루고자 내용 전문가로서 과학교사 및 과학교육 전문가의 평가내용에
높은 비중을 두었던 것이며, 반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다(Grant & Davis, 1997).
타당성 평가는 Grant & Davis(1997)가 제안한 형식에 따라 평가 설문지를 중심
으로 시행하였으며, 평가 설문지는 본 사례에서 개발한 텐저블 모델 교구와 증강현
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이 ‘중등 과학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로서 적합한지를 적
합성, 가시성,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측면에서 묻는 4단계 리커트 척도 문항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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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표 Ⅳ-6>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나일주, 정현미, 2001; 이창윤 외,
2015). 그 밖에도, 평가 설문지에는 개발된 과학 시뮬레이션에 관하여 구성상 부족
한 면에 대해 조언해줄 수 있는 서술형 문항을 함께 포함하였다(박태정, 2015).
한편, 타당성 평가 설문지에서 실제적 조작에 관한 디자인 특성을 직접 묻지 않
았던 것은 디자인 세미나를 통한 논의의 결과, 실제적 조작이라는 용어의 필요성
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에 반해, 그것을 과학교사가 직관적으로 인식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실제적 조작에 관한 용
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질문으로서, ‘중등 과학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라는 질문
을 중심으로 이번 과학 시뮬레이션을 평가한 다음, 이후 서술형 문항 및 면담 과
정에서 교사가 제기하는 의견을 통해 사후에 실제적 조작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자 하였다.

<표 Ⅳ-6> 실제적 조작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에 관한 타당성 평가 설문지
유형
적합성
가시성

내용
본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모델 교구 포함)은 중등 과학교육을 위한 교육콘텐
츠로 적합하다.
본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모델 교구 포함)은 중등 과학교육에서 다루는 내용
을 (학생들에게) 시각적으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

4단계

본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모델 교구 포함)은 중등 과학교육을 위한 교육콘텐
리커트 유용성 츠로,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척도
본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모델 교구 포함)은 중등 과학교육을 위한 교육콘텐
보편성
츠로, 교육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해도

본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모델 교구 포함)은 중등 과학교육을 위한 교육콘텐
츠로 활용하는 데 있어, (교사가) 이해할 만하다.
본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모델 교구 포함)의 장점(또는 예상되는 기대효과)
은 무엇입니까?

서술형

본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모델 교구 포함)의 단점(또는 걱정, 우려 등)은 무
엇입니까?
본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모델 교구 포함)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
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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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교사는 아래 <표 Ⅳ-7>과 같이, 모두 10년 이상
의 교직경력(2019년 기준)과 ICT 기반 교수학습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었다. 평
가에 참여한 과학교사 6인은 본 과학 시뮬레이션을 체험한 이후에 타당성 평가
지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응답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담에도 참여하였다.

<표 Ⅳ-7> 실제적 조작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에 관한 타당성 평가 참여교사
참여교사 코드

전공 분야

최종학력

소속 직책

교사경력

ICT 기반 교수학습 경험

A 교사

화학교육

석사

고등학교 교사

16

있음

B 교사

화학교육

석사

고등학교 교사

11

있음

C 교사

화학교육

석사

고등학교 교사

23

있음

D 교사

화학교육

석사

고등학교 교사

23

있음

E 교사

화학교육

학사

고등학교 교사

10

있음

F 교사

화학교육

석사

고등학교 교사

14

있음

(위 참여교사 코드의 순서는 면담 내용에 관한 논의를 고려하여 임의 배열한 것임.)

5)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타당성 평가에서 참여교사가 응답한 설문지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4단계 리커트 척도’ 문항에 관해서는 3점과 4점을 긍정적 응답으
로, 1점과 2점을 부정적 응답으로 코딩한 다음, Rubio et al.(2003)이 제안한
내용 타당도 지수(CVI)와 평정자 간 일치도(IRA) 지수를 중심으로 평가 응답 내
용을 분석하였다. 이후, 서술형 문항의 응답과 면담 내용에 한해서는 의미 단위
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내용을 ‘범주화’한 다음,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
에 근거한 ‘에틱(etic)’의 방식에서 ‘실제적 조작’의 정의와 연관 지어 살펴보았
다(조용환, 1999; Creswell, 2012; Creswell & Plano Clark, 2017; Strauss
& Corbin, 1998). 분석결과는 도출한 범주로부터 자료를 반복적으로 재검토하
는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정교화하였고, 참여자검토를 통해 재확인하였다
(Lincoln & Guba, 1985; Strauss & Corbin, 1998; Y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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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발 및 평가 결과
1) 텐저블 모델 교구 개발 결과
‘전자배치’에 관한 텐저블 모델 교구로서 3D프린팅 모델을 제작한 결과, 조립
가능한(부품화 한) 형태의 부품에 대한 출력물의 예시는 [그림 Ⅳ-9]과 같다.

[그림 Ⅳ-9] 전자배치에 관한 텐저블 모델 교구의 조립 전 부품 예시

이들을 모두 조립하면 [그림 Ⅳ-10]과 같은 형태로 완성된다. 이는 화학1 교
과서에 제시된 ‘다전자 원자’의 전자배치 모델(2차원 표상)을 텐저블 형태의 모
델 교구(3차원 모델)로 구현한 것으로, 과학교육 전문가 1인, 과학교육 전공 대
학원생 7인(박사과정 3인, 석사과정 4인), 현장 과학교사 1인이 참여한 디자인
세미나에서 검토를 받은 것이다.

[그림 Ⅳ-10] 전자배치에 관한 텐저블 모델 교구의 완성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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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전자배치 모델 교구는 ‘자석’을 통해 작동하며, 파울리의 배타원리와 이를
넘어서는 양자역학적 원리에 대한 학습 내용을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자석
은 전자를 붙게 만드는 힘을 제공함과 동시에, 파울리의 배타원리에 상응하는
배치를 따르게 만든다. 하지만, 이처럼 자석의 힘으로 작동하는 본 모델 교구는
쌓음 원리와 훈트의 규칙, 전자배치의 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에 대한 학습에 대해서는 아래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
이션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한편, 이 모델 교구는 수소 원자의 전자배치를 설명할 때에도 아래 [그림 Ⅳ
-11]과 같이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비록 가능하더라도, 이처럼 변형된 활용
은 오비탈 간의 반발에 관한 ‘오개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본 사례에서는 권
고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형을 통해 수소 원자의 전자배치를 설명하려면, 교사의
충분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Ⅳ-11] 전자배치에 관한 텐저블 모델 교구의 변형된 활용
(수소 원자 전자배치 설명을 위해)

2)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결과
‘전자배치’ 모델에 관한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결과, 윈도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IOS 스마트폰에 호환이 가능한 모바일 앱의 형태로 개발
하였다. 이는 텐저블 모델 교구와 함께, 실제적 조작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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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시뮬레이션 형태의 학습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다. 실제적 조작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텐저블 모델 교구와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의 작동 장면 예시
는 아래 [그림 Ⅳ-12]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Ⅳ-12] 실제적 조작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의 구동 장면 예시

이와 관련하여, 본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은 암묵적, 연계적 학습안내
를 위해 아래 [그림 Ⅳ-13]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 ①
학습자의 수행을 안내/피드백하는 안내판, ② 실시간으로 학습자가 조작하는 것
에 상응하여 전자배치 표기법을 알려주는 안내판, ③ 개념연결을 지원하는 도움
메뉴 부분.

[그림 Ⅳ-13]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의 기능 설명

아래에서는 최종 완성된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으로부터 ‘개념연결’을
지원하는 도움 메뉴의 기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첫 번째 메뉴는 ‘다원자
전자의 전자배치 방법’에 관한 것으로, 국가수준 과학과 교육과정을 따르는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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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교과서에 실린 ‘전자배치 방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림 Ⅳ-14). 이 메뉴
를 통해 학생들은 전자배치에 관한 원리와 규칙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14]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의 첫 번째 메뉴 실행 예시

두 번째 메뉴는 ‘수소 원자의 전자배치와 비교’에 관한 것으로, 국가 수준 과
학과 교육과정을 따르는 화학 I 교과서에 실린 두 전자배치 도표(수정·보완)를
포함하고 있다(그림 Ⅳ-15). 이 메뉴를 통해 학생들은 수소 원자의 전자배치와
다전자 원자의 전자배치 사이에 나타나는 주된 특성을 비교해볼 수 있다.

[그림 Ⅳ-15]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의 두 번째 메뉴 실행 예시

세 번째 메뉴는 ‘어떤 중성원자의 전자배치에 해당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주는 메뉴로, 학생들이 배치한 전자배치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중성원자를
‘자동으로’ 찾아준다(그림 Ⅳ-16). 이 메뉴를 통해 학생들은 그들의 전자배치가
어떤 중성원자에 해당하는지를 연관 지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주기율 특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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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결합에 관한 특성과도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Ⅳ-16]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의 세 번째 메뉴 실행 예시

네 번째 메뉴는 ‘이 전자배치에서 원자가전자의 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
는 메뉴로, 학생들이 배치한 전자배치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원자가전자의 수
를 ‘자동으로’ 계산해준다(그림 Ⅳ-17). 한편, 여기에는 학생들이 혼동하기 쉬운
개념인 ‘최외각 전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화학1 교과서
에서 제시하는 유사한 개념에 대한 이해도 함께 돕고자 하였다. 이 메뉴를 통해
학생들은 그들의 전자배치에 대한 원자가전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최외각 전자에 대한 개념도 함께 배울 수 있다.

[그림 Ⅳ-17]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의 네 번째 메뉴 실행 예시

이처럼 개발된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션은 중등 과학을 위한 교육콘텐
츠로, ‘과학 교과에 특화된’ 디자인 특성을 보여준다. 아래 타당성 평가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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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고찰했을 때, 여기에는 ‘실제적 조작’에 관한 새로운 교육적 어포던스를
제기할 만한 요소도 충분히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타당성 평가 결과
(1) 평가 설문지 응답 결과
본 실제적 조작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결과는 ICT 교수학습에 대한 경험
이 있는 과학교사 6인의 타당성 평가를 받았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본 과
학 시뮬레이션이 중등 과학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로 적합한지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표 Ⅳ-8). 이때 타당성 평가 결과는 4점 척도에서 평균
3.9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타당성 평가 응답에서 1, 2점을 ‘부정적 응답’으로
분류하고, 3, 4점을 ‘긍정적 응답’으로 분류했을 때 내용 타당도 지수인 CVI와 평
정자 간 일치도인 IRA도 모두 1.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Rubio et al., 2003).
<표 Ⅳ-8> 실제적 조작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에 관한 타당성 평가 결과
적합성

가시성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평균

3.83

4.00

4.00

3.83

4.00

표준편차

0.41

0.00

0.00

0.41

0.00

서술형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본 실제적 조작 중심 과학 시뮬레이
션의 장점을 묻는 문항의 응답에서 교사들은 학생의 “조작 활동”으로 인한 “흥
미 유발”, “참여도 증가”, “암기의 감소”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냈다. 더불어, “증
강현실”로 인해, “학생들이 (교사의 도움 없이) 직접 가장 안정한 전자배치를 해
볼 수 있는 것”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
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응답도 있었다.
본 실제적 조작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의 단점 및 보완점을 묻는 문항에서는
“스마트기기의 사용에 관한 불편함”과 “기존 과학 모델이 갖는 한계로서 오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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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가능성”에 관한 응답이 제기되었다. 또한, 본 과학 시뮬레이션의 “자유도
수준”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참여교사 2인은 오비탈의 에
너지 준위와 관련하여 좀 더 높은 자유도가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참여
교사 1인은 텐저블 모델 교구를 통한 학습에서는 자유도가 높아 “자유도 수준”
의 제한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2) 면담 결과
면담은 주로 타당성 평가에서 응답 이유를 묻기 위해 개별적으로 수행된 것이
지만, 분석과정에서 ‘실제적 조작’에 관한 교육적 어포던스로 여겨지는 디자인
특성에 관한 공감대가 발견되었다. 세부적으로, 앞서 제기한 실제적 조작을 유발
하는 디자인 특성에는 모델 교구의 효용 확장, 상호작용적 콘텐츠 특성 강화, 학
습 내용의 암묵적 연계적 제시가 있었는데, 이를 지지하는 단서가 참여교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개별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첫째, 모델 교구의 효용 확장을 지지하는 단서는 모델 교구의 증가된 효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참여교사의 응답에서 발견되었다. 면담 과정에서 모든 참
여교사는 “자석”의 특성으로부터 “조작 경험”을 지원하는 모델 교구의 장점을 공
통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된 견해로서, A교사의 경우, “교구 중에서 전자
스핀이 같은 방향이 되지 않도록 자석으로 만든 것이 독특하다”고 느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심화된 학습에서 “전자스핀이 자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임
을 스스로 깨닫고, 관련 개념을 습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B교사
의 경우, “과학 법칙, 규칙, 원리가 함께 고려된 모델 교구”라고 평가하였으며,
또한,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직접 (조작해) 구현해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응답하였다. C교사의 경우, “자석으로 파울리 배타원리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으로부터 모델 교구의 교육적 효용을 보고하였고,
“모델 교구에서는 다양한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정답은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증
강현실에서는 답을 확인할 수 있어” 모델 교구는 증강현실 기반 과학 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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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과 서로 상보적 역할을 하는 교구임을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참여교사들도
“자석”의 특성으로부터 모델 교구의 장점을 보고하였다. 여기서 물론 ‘자석’을
포함함으로써 나타나는 이점이 모델 교구의 교육적 효용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
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참여교사가 보고한 응답은 모델 교구가 증강현
실을 불러오는 역할을 넘어서 하나의 교육적 자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암시
한다. 즉, 이러한 참여교사의 응답은 본 개발사례에서 실제적 조작에 관한 교육
적 어포던스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상호작용적 콘텐츠 특성 강화를 지지하는 단서는 본 사례에서 개발한
과학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학생들의 이해수준을 점
검하는 평가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참여교사의 응답에서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된 견해로서, A교사의 경우, 기존의 학교 교육평가 체계는 “학생이 틀
린 답을 하더라도 그 답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반해, 본 과학
시뮬레이션은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하였다. B교사의 경우, “보통은 학생들
이 자신이 틀린 답을 했다는 것에 대해 한참 후에 알게 되는데, 이것은 학생들
이 실시간으로 올바르게 답을 했는지를 알게 해주니까 유용할 것”같다고 응답하
였다. 이와 상응하는 견해로서, C교사, D교사, E교사도 평가지를 통해 “즉각적
피드백”의 이점이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참여교사의 응답은 이번 개발사례
에서는 기존 증강현실 기반 콘텐츠에서 약하게 반영되었던 상호작용적 콘텐츠
특성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학습 내용의 암묵적·연계적 제시 가능성의 포함을 지지하는 단서는 본
사례에서 개발한 과학 시뮬레이션으로부터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원자번호 21번
원소 이후의 전자배치에 관한 학습 내용”도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무기화학을 비롯한 후속 학습 내용에 대해 “익숙함을 느낄 것” 같다고 제기한
일부 참여교사의 응답에서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된 견해로서, B교사의 경우,
“추상적인 화학 내용, 입자, 관련 법칙에 관한 이해를 구체화된 맥락에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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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나가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C교사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어렵고 지루해하는 내용임에도 흥미롭게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참여교사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전자
배치 모델”을 통해 “보어 모델”, “현대 오비탈 이론 모델”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
각기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참여교사들은 이번 과학 시뮬레이션의 평가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형식의 교육콘텐츠에 대해 공통적으로 “새롭다”거나 “신기하다”고 평가하였다. 지
금까지 참여교사들은 과학교육에서 이용할 수 있는 텐저블 형태의 모델 교구로서
“분자 모델 교구”만 알고 있었으며, 확장된 형태의 과학교육용 모델 교구에 대해
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참여교사는 공통적으로 “알려진 과
학교육용 모델 교구가 드문 편”이었기 때문에, “도입조차 고려할 수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모델 교구와 증강현실 시스템이 “아이들(학생들)
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공통적으로 밝혀왔다.

라. 실제적 조작에 대한 디자인 요건
전술한 개발 결과와 더불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 평가 결과는 증강현실의
‘모델 타겟’ 기술과 ‘3D프린팅 모델 교구’를 도입함으로써 개발된 과학 시뮬레이
션에 대해 실제적 조작(과학개념 및 과학 모델 학습을 위한 개선된 조작 경험으
로서)에 관한 교육적 어포던스를 갖게 하는 것으로 상정할만한 단서로 간주된다.
이에 따르면, 본 사례에서 개발된 과학 시뮬레이션은 실제적 조작 중심 과학 시뮬
레이션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례에서는 다른 학습 내용에 관한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에서도 실제적 조작에 관한 교육적 어포던스를 갖게 하는 디자인 요건을 시사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이론적 민감성 및 개발 경험에 기반하여 이러
한 교육적 어포던스와 관련될 수 있는 디자인 특성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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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사 1인(경력 10년)과 반복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을 제기할만한 범주를 중심으로 디자인 요건
을 추렸다. 이후, 디자인 세미나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실제적 조작에 관한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요건은 아래 <표 Ⅳ-9>와 같이 도출하였다.

<표 Ⅳ-9> 실제적 조작의 교육적 어포던스를 위한 디자인 요건
고려사항
(영역)

기존 한계점

디자인 방향

기존 증강현실 콘텐츠는 2차원 시각적 인식
마커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모델 교구(또는 표
교구의 역할
상)의 역할이 증강현실을 불러오기 위한 단순
(인식마커) 한 ‘인터페이스’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

인터페이스의 역할로 한정되었던 교구(또는 표
상)는 ‘가짜’ 로부터 ‘진짜’ 학습 내용을 불러오
모델 교구의 는 역할이 아닌, 증강현실과 상보적으로 학습
효용 확장 도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개발 전략 : 증강현실의 모델 타겟 기능 도입,
3D프린팅 모델, 자석의 활용)

⇨

학습자의 다양한 형태의 ‘조작’에 ‘상호작용적’
상호작용적 으로 반응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학습 정보나
콘텐츠 특성 학습 관련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형
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강화
(개발 전략 : 과학 시뮬레이션의 형태로 개발)

(관련 사례 : Chen et al., 2016)
기존 증강현실 기반 콘텐츠 그 자체는 종종
2차원 시각적 이미지의 표상을 3차원 그래픽
표상 속성
이나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일방향적으로 제
(증강현실) 시하는 데 그칠 수 있다.
(관련 사례 : Chen et al., 2011)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
학생 수준 려하기 위해 학습 내용을 추가/제거 또는 이
고려 방식 동하였는데, 이 때문에 학생들의 과학개념에
(과학교육) 대한 단편적, 암기식 이해를 유발하였다.
(관련 연구 : 김창곤, 2003)

실제적 조작의 교육적 어포던스 요건

학습자의 수준에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옵
학습 내용의 션으로 제시하거나 암묵적·연계적으로 제시함으
⇨ 암묵적·연계적 로써 학생들의 체험을 유도해야 한다.
제시 가능성
(개발 전략 : 관련 전문가의 관점을 반영)

본 실제적 조작에 관한 디자인 요건에서는 종래의 과학교육용 콘텐츠의 한계점
이자 향후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디자인 기준으로 (1) 교구의 역할, (2) 표상 속
성, (3) 학생 수준 고려 방식 측면을 선정하였고, 상기한 세 가지 고려사항을 반
영하기 위한 디자인 방향으로서, (1) 모델 교구의 효용 확장, (2) 상호작용적 콘
텐츠 특성 강화, (3) 학습 내용의 암묵적·연계적 제시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따라
서, 실제적 조작에 관한 디자인 요건에 충족하려면,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과정에
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텐저블 모델 교구 자체도 증강현실 학습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인터
페이스’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학습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 107 -

것이다(계보경, 김영수, 2008). 즉, 여기에서 텐저블 모델 교구는 다른 학습 정
보를 불러오기 위한 스위치가 아닌, 그 자체만으로도 과학교육에 특화된 효용성
을 지닌 학습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본 사례에서는
개발 전략으로서 증강현실의 모델 타겟 기능을 도입하였고, 동시에 3D프린팅 모
델과 자석을 활용한 것이다.
둘째, 증강현실을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표상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현
실세계의 객체와 밀접하게 연관된 상황에서 학습자의 조작에 ‘상호작용적’으로 반
응하고, 그에 상응하는 학습 정보나 학습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Chen et al., 2016).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본 사례에서는
개발 전략으로서, 이창윤 외(2018)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과학 시뮬레이
션의 형태로 개발한 것이다.
셋째, 학습자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서도 포함하되, 증강현실을 통해
암묵적·연계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분절된 지식
또는 이를 넘어서는 복잡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유도
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본 사례에서는 개발
전략으로서 과학교사와 과학교육 전문가, 과학교육 전공 대학원생과의 논의 과
정을 포함한 것이다.
한편, 실제적 조작에 관한 디자인 요건은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에서 3D프린
팅 모델 교구와 증강현실의 모델 타겟 기술을 동시적으로 도입하였을 때 기대되는
교육적 이점을 조화롭게 수용하는 것으로, 초기에 설정한 실제적 조작 용어에 정당
성을 부여하는 디자인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사실상, 실제적 조작이라는 용어
는 텐저블 모델 교구와 그것의 조작 행위로부터 개념을 연관 짓도록 돕는 증강현
실 기반 학습 시스템(시뮬레이션)을 전략적으로 이음으로써 과학 모델 학습을 위한
더 나은 조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정의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와 관련된 디자인 요건을 제안하는 것이 각 구성요소를 기계적으로 더함으로
써 이들의 이점을 얕게 고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디자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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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실제적 조작을 위한 디자인 요건으로 ‘모델 교구의 효용 확장’을
강조하는 것은 증강현실의 모델 타겟 기능의 이점을 취하기 위함이다. 증강현실
의 모델 타겟 기능은 별도의 인식마커가 없더라도 ‘3차원 모델링 정보’만 사전
에 주어지면, 그것을 대상으로 증강현실을 불러올 수 있다. 여기서 ‘3차원 모델
링 정보’는 3D프린터를 통해 모델 교구를 출력될 수 있는 데에도 사용되는 정
보를 가리킨다. 따라서, 모델 타겟 기능은 증강현실과 3D프린팅 모델 교구를 매
개하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기존의 모델 교구의 다양
화와 더불어, 실제적 조작을 위한 ‘맥락적 개념연결 매개자’로서 모델 교구 자체
의 새로운 교육적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실제적 조작을 위한 디자인 요건으로 ‘상호작용적 콘텐츠 특성 강화’를 강조하
는 것은 종래의 과학 시뮬레이션의 이점을 상속받기 위함이다. 특히, 손으로 조
작하는 활동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학습 내용을 안내하려면, 증강
현실 기반 교육콘텐츠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형태로 개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보았다. 선행연구(Chen et al., 2016)에 따르면, 증강현실을 통한 학습에서
학생들의 체험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시뮬레이션과 같은 ‘상호
작용적 특성’이 이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적 조작을 위한 ‘맥락적 개념
연결 매개자’로서 모델 교구의 학습 효과를 높이려면, 기존 과학 시뮬레이션의
상호작용적 특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실제적 조작을 위한 디자인 요건으로 ‘학습 내용의 암묵적·연계적 제시 가능성’
을 강조하였던 것은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의 요구에 상응하기 위함이었다. 본 사
례에서 초기에 제기한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목적에 부합하려면, 학생들의 수준
을 고려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본 개발사례의 목적이자,
동시에 초기에 실제적 조작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이 우리나
라 중등 과학교육의 요구로서 실제적 조작에 관한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이
라 할 수 있는지는 개발사례의 의의와 함께 논문의 후반부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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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의 대상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의 요구로서 ‘관찰 경험’과 ‘조작 경험’
을 위한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을 발굴하고자 하였으며, 과학 시뮬레이
션의 개발사례를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현상(개발 및
평가 결과)과 정황적 단서(개발 및 평가 과정)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사례연구의 분석단위를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을 위해 ’제안된 디자인’으
로 두고, 관찰 경험과 조작 경험을 지원하는 두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에 대한
(1) 디자인 제안, (2) 개발 및 평가 방법, (3) 개발 및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의도된 디자인으로부터 교육적 어포던스를 상정하고, 이와 관련된
디자인 요건을 도출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프래그머티즘의 가치관과 태도를 수용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에 관하여 가설적 제안에서부터 추론적 가
설까지 도달하는 데 두었기 때문에, 여전히 개발사례에서 드러난 과학 시뮬레이션
의 디자인 특성과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디자인 요건을 확증하기엔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발사례의 결과들은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의 문제에 직접 다가
가고자 노력한 탐구행위의 산물로서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
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학계에서 지금까지 통상 기계적인 논리로부터 강
한 확증을 도출할 것을 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교육 문제를 스스로 해
결하지 못했던 것을 비판적으로 여기고, 그 대신에, 비록 이처럼 약한 확증이라 하
더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교육 문제에 직접 다가갈 수 있기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교육 연구는 ‘사람’이 ‘사람’에 의해, ‘사람’을 위해, ‘사람’에 관해 탐구하는 행위이
므로, 적어도 교육연구자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기계적인 논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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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오히려, 교육 연구에서는 지식의 발생과 종점은 모두 ‘사람’에게 있기 때문
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생각의 창출’과 ‘실
천적 논리’라 할 수 있다. 이때, 실천적 논리는 가설적 추론으로부터 ‘유용할 것
만 같은 것들’ 또는 ‘매력적인 그럴듯함’을 생성하는 귀추적 논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관해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교육 연구에서 지식
을 생성하는 주체도, 활용하는 주체도 모두 외형적·내형적 신체의 기능, 두뇌의 구
조, 그리고 심지어 느끼는 욕구조차 비슷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누군가는 이러한 교육 연구의 방향성에 공감하더라도, 여전히 연구의 산물로서
도출된 지식에 대해 일단 공감대만 형성되면 타당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지를
반문할 것이다. 그와 관련된 인식론적 질문은 앞서 본문에서 ‘연구의 논리’로서
다루었던 프래그머티즘의 사상에 관한 서술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
고, 여기에서는 귀추적 논리와 같이 약한 확증에 근거하여 도출된 지식에 어떻
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프래그머티즘에 따르면, 지식은 사람들이 느끼고 인식하는 ‘공감’과 ‘발전 가
능성’에 의해 채택되는 생존경쟁을 통해 진화론적으로 발전하므로, 지식의 가치
는 처음부터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인식하는 유용성에 관한 공감
대로부터 매겨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추론적 가설이라
하더라도 유용성이 예상된다면, 그것을 충분히 생존경쟁의 시험대에는 올려볼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연구자는 자신의 ‘관찰’로부
터 ‘귀추적으로’ 유도된 ‘약한 확증’의 결론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유용성을 현장
교사들이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것에 얼마든지 가치를 부여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추론적 가설이 매번 유용한 지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
니지만, 본 논문에서 ‘보배로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과학사에서 그러했듯이, 그러
한 후보들이 큰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의 문제에 직
접 다가가기 위해 혼합연구방법의 논리와 귀추적 논리를 차용하였으며, 또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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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및 평가 과정에서 교사의 관점을 중요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우리
나라 중등 과학교육의 요구로서 과학 시뮬레이션의 새로운 디자인 특성을 시론
적으로 제안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각 개발사례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1) ‘과학 시뮬레이션 개발의 의의’와 (2)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요건에 관
한 제안’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그와 관련된 논의 내용을 다루
고자 하였다.

2. 과학 시뮬레이션 개발의 의의
가. 실제적 관찰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의의
최근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과학탐구실험을 새롭게 도입함으
로써 학생들에게 실험실 경험을 제공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신소연 외, 2018).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험 경험을 제공하게 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이유로 종종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명희, 김영신,
2012). 예컨대, 불을 사용하거나 위험한 시약을 다루는 실험은 안전사고의 발생
이 우려되어 교사의 실험실 수업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강명희 외, 2011).
또한, 교사의 실험 수업 운영은 탐구내용에 따라 매번 다른 실험기자재가 요구
되기 때문에 학교의 예산, 행사, 실험실 환경, 지원인력 등 외적 요인에 의해 제
약을 느낄 수 있다(김명희, 김영신, 2012; 박현주, 2013). 따라서, 과학교사가
주어진 상황에서 탐구실험의 교수학습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적 옵션(back-up plan)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과학 탐구실험을 다른 교수학습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 교사와 교육콘텐
츠 개발자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학생들의 관찰 경험을 질적·양
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지다. 이는 사실상 직접 관찰을 체험하는 것
이 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으로서 과학자의 실제 수행에서 관찰 행위가 갖는 의미
와 가치를 이해하고, 과학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112 -

(Norris, 1985; Trundle & Bell, 2010). 그러므로, 만약 과학 시뮬레이션을 통
해 탐구실험을 대체하고자 하더라도, 교사는 그것이 학생이 관찰을 경험할 기회
도 질적·양적으로 충분하게 제공하는지를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
육콘텐츠 개발자는 그와 관련된 용례를 염두에 두고, 과학 시뮬레이션을 개발할
때 관찰 경험을 지원하는 디자인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과학 시뮬레이션이 실험 활동을 대체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선행연구는 많은 편이었던 반면, 디자인 측면에서 관찰 경험을 어떻게 지원할지
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룬 과학 시뮬레이션 연구는 드문 편이었다. 이미 알려진
과학 시뮬레이션 중 탐구실험을 위해 개발된 과학 시뮬레이션이 이미 존재하더
라도, 그것은 기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주로 애니메이션 중심의 단순화된 모
델로 구성되어 있어, 과학 탐구실험에서 학생들에게 사실적인 관찰 경험을 제공
하기에 부족한 것이었다.
이에, 본 개발사례에서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관찰 경험을 지원하는 디자인 특
성으로 사실적인 표상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마스크 기능을 통해 과학 시뮬레이
션에 동영상 클립을 삽입함으로써 실제적인 실험결과를 제시하는 과학 시뮬레이
션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개발사례는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의 요구를 반영
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나. 실제적 조작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의의
중등 과학교육에서 일어나는 학습자 중심 수업은 강의식 수업에 비해 학생들
의 학업성취와 과학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개선한다(정영란, 이정민, 2010).
이처럼 학습자 중심 수업이 중등 과학교육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은 학생들에게
‘참여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주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de Jong, 2019). 비
록 중등 과학교육에서 좋은 수업의 형태가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 하더라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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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이러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학습 도구는 한정된 편이었
다. 게다가, 탐구활동이 아닌 추상적인 과학 모델 및 개념에 관한 학습상황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을 이끌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학습 도구의 경우, 더욱 드문
편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과학 학습에서 조작과 함께 모델을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콘텐츠로서 증강현실 콘텐츠가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교육 연구에서 다루어 온 이전 세대의 증강현실 기술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인해, 그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었다. (1) 이전 세대 기술은
사전에 정의된 QR코드나 2차원 이미지를 중심으로 사물을 인식하면서 작동하거
나, 정확도가 높지 않은 GPS 센서(실외측위 오차 약 5m)를 통해 약 5m 반경
을 단위로 사용자의 위치 맥락을 인식해야만 했다(김현욱, 2011). (2) 게다가,
이전 세대의 증강현실 기술은 3차원 객체의 인식을 통해 작동하더라도 3차원 객
체를 2차원 이미지의 복합체로서 받아들이는 한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개발된 증강현실 콘텐츠는 불필요하게 인지 부하를 유발하는 이미지 마커
를 포함해야만 했다.
그에 반해, 최근 증강현실 기술은 이전 세대의 것과는 달리 맥락 인식의 정교
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3차원 객체도 2차원 이미지의 복합체가 아닌, 그 자체의
인식을 통해 사물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인식하고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 관련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인 퀄컴의 자회사, 뷰포리아(vuforia)에서
는 3차원 물체를 이미지 패턴 없이 오직 형태만으로도 직접 인식할 수 있는 모
델 타겟(model-target) 기술을 공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미래산업의 중심에 있
는 구글에서도 이와 유사한 ‘AR-core’ 기술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처럼 최근에
는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증강현실의 활용 가능성이 더욱 확장되는 추세지만, 그
러나, 종래의 교육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적 이점으로부터 어떠한 특화
된 교육적 활용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발사례는 3D프린팅 기반 ‘텐저블 모델 교구’와 증강현실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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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타겟 기술’이 ‘중등 과학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로서 ‘실제적 조작’을 지원하
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에 도입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자 한 것이다. 세부적
으로, 텐저블 모델 교구로는 교육적 환경에서도 교사나 학생이 손쉽게 개별화
(customizing)할 수 있는 3D프린팅 모델 교구를 활용하고자 하였고, 구체적인
외형은 연구자가 직접 디자인하여 제작하였다. 조작 행위와 학습 개념을 연결
짓도록 돕는 학습 시스템은 연구자가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과학 시뮬레이션의
형태로 개발하였고, 이때 현실세계의 텐저블 모델 교구와 가상의 학습 내용을
유연하게 연결하기 위해 모델 타겟 기술을 함께 활용하였다. 그 결과로서, 3D프
린팅 기반 텐저블 모델 교구가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데 있어 현실세계와 가상세
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접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
델 타겟 기술은 기존 증강현실 콘텐츠에서 무의미한 정보를 운반하는 이미지 패
턴으로 구성된 시각적 마커를 대체하는 기술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덧붙이자면, 본 개발사례에서는 모델 타겟 기술이 2차원 시각적 이미지(또는
2차원 이미지의 연속체)가 아닌 3차원 객체를 직접 인식하여 가상의 정보를 제
공하는 증강현실의 작동 방식에 관한 기술로서, 기존 방식에서는 단순히 증강현
실의 작동을 위해 하나의 ‘인터페이스’의 역할로만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교구 자체의 교육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실
제적 조작 중심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에서 모델 타겟 방식으로 도입되는 증강
현실 기술에 대해 새로운 교육적 어포던스의 가능성을 제기할만한 것으로서 여
겨진다. 그 밖에도, 본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물은 Cheng & Tsai(2013)을 통
해 보고된 바 있는 ‘과학교육에서 증강현실 연구의 주제들’ 틀에서 새로운 지평
을 여는 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Ⅴ-1).
따라서, 본 개발사례는 중등 과학교육에서 과학개념과 모델의 이해를 돕는 학
습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작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증강현실 기술과
3D프린터 기술의 교육적 활용 가치를 확장하는 사례로서도 의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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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과학교육에서 증강현실(AR) 관련 연구주제의 확장된 시각 모델

3.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요건에 관한 제안
과학 시뮬레이션은 학생들이 자신의 ‘손’을 통해 어떤 것을 조작해봄으로써 학
습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과학 시뮬레이션은 학습 내용을 실시간·
상호작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교실 내에서 학습 내용을 비동시적으로 이해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며, 동시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을 안내해야
하는 교사에게도 수업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교육적 효용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과학 시뮬레이션의 도입은 더딘 편이
었고, 동시에 이와 관련된 개발 연구도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마찬가지로,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 교과에 특화된’ 디자인 요소를 탐색
하는 연구도, 그리고 ‘증강현실’ 기술로부터 과학 시뮬레이션의 새로운 교육적
어포던스를 발굴하려는 논의도 최근에는 드문 편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학 시뮬레이션에 관하여, 증강현실 기술의 도입을 포함
하는 개발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에 특화된 디자인 특성 및 이와 관
련된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 것이다. 이때, 연구의 방
향은 단순히 일반화할 수 있는 명시적인 명제의 도출보다는, 프래그머티즘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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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따라 ‘바텀-업’의 방식으로 ‘진화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관찰
경험’과 ‘조작 경험’을 지원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을 위한 디자인 요건을 시
사하는 데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의 맥락
에서 실제적인 교수학습을 실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교육적 어포던
스로서 ‘실제적 관찰’과 ‘실제적 조작’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였다.
(1) 실제적 관찰은 과학 시뮬레이션이 학생들에게 인위적 표상(단순화된 모델)을
통한 잘못된 관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실제에 가까운
표상(실제 동영상)을 통해 좀 더 사실적인 탐구 경험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그와 관련하여 의도된 디자인으로부터 유발되는 교육적 어포던스를 지칭하
고자 도입한 용어이다. 이로써, 교사가 교육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탐구실험을 과
학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 관찰에 관한 실제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 시뮬레이션이 갖추어야 하는 디자인 요건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2)
실제적 조작은 과학과 교육과정의 개정방식으로 인해 분절적으로 제시되는 과학
개념 및 과학 모델에 학생들이 암기식으로 학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학생들이 양자역학적 원리를 기저에 두는 과학 모델이라 하더라도, 조작 경험과
함께 체계적으로·연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와 관련하여 의도된
디자인으로부터 유발되는 교육적 어포던스를 지칭하기 위해 도입한 용어이다. 이
로써, 교사가 학생들에게 과학 모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학 시뮬레이션을 도입
하고자 할 때, 충분한 조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 시뮬레이션이 갖추어야 하
는 디자인 요건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상기한 두 용어의 속성으로부터 발견되는 공통점은 ‘실제적’이라는 표현이 기존
중등과학용 교육콘텐츠의 어떠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수식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대안적’이라는 표현으로 치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부적으로, 실제적 관찰은 ‘표상’의 제약을, 실제적 조작은 ‘학습자 수준에 따라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과학 학습 내용’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용어라 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두 용어가 이러한 의도까지 담아내기에 타당한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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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개발과정과 개발 결과를 살펴본 ‘독자’만이 추론을 통해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직접 두 용어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는 것은 본 논문
의 연구 방향이 ‘참’과 ‘거짓’으로 판별 가능한 어떤 명제를 도출하는 데 있었다기보다
는, ‘나아짐’과 ‘더 나아짐’ 사이에서 나름의 신빙성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안을 그려내
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관점에서 두 용어는 단지 어떤 일련의 특
성을 한 번에 떠오르게 해주는 ‘이름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
도, 두 용어가 가리키는 디자인 특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였
기에, 앞서 두 개발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
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하여, 개발자가 고려해야 할 디자
인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
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개발사례의 결과는 개발 및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1) 실제적 관찰에 관한 과학 시뮬레이션은 중학교 과학
2 ‘앙금생성반응’에 관한 것으로, ‘플래시-ActionScript 3.0’을 통해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대부분 스마트기기에서 동작하는 ‘모바일 앱’의 형태로 개발되었다. (2)
실제적 조작에 관한 과학 시뮬레이션은 고등학교 화학 I ‘전자배치’ 모델에 관한
것으로, 3D프린팅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각각 ‘텐저블 모델 교구’와 ‘모
바일 앱’의 형태로 구현하였다. 각 사례에서는 이후, 개발된 과학 시뮬레이션에
대해 제각기 현장 과학교사를 포함하는 집단으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였
다. 그 결과로서, 두 과학 시뮬레이션이 평가에 참여한 과학교사에 의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됨으로 인해, 제각기 ‘실제적 관찰’을 지원하는 시뮬레이션 교
구로, ‘중등 과학교육’을 위한 교육콘텐츠로서 타당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한, 면담에서 후자의 과학 시뮬레이션이 실제적 조작에 관한 교육적 어포던스와
연관성이 있음을 제기할만한 단서들도 포착되었다.
전술한 평가 결과를 귀추적 논리로 바라보게 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은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의 요구를 반영하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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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라 말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실제적 관찰을 지원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은
학생들에게 좀 더 사실적인 관찰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콘텐츠로서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에서 탐구활동을 대신하는 대안적 옵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적 조
작을 지원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은 학생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연계적·암묵적으로
배울 수 있는 조작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콘텐츠로서,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에
서 과학적 개념이나 모델의 이해를 돕는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두 과학 시뮬레이션에 대해 제기된 과학교사들의 긍정적 평가내용은 과학 시뮬레
이션이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새로운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잠정적 소재로서, 그
리고 중등 과학교육의 진흥을 이끄는 교육적 도구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음을 시
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상기한 해석은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했던
디자인 특성 및 이를 반영한 개발물의 평가 결과로부터 귀추적으로 도출된 것이
므로, 그와 관련된 결론은 약한 확증(weak confirmation)에 근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무길, 2010). 따라서,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의 맥락에서 본 과학
시뮬레이션이 유용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정교한 방식으로 확증하려면, 후속연구
가 필요하다. 후속연구에 관한 내용은 이어서 ‘제언’에서 다룰 것이다.

4. 연구의 결론
첫 번째 개발사례에서는 중학교 과학2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활동 내용으로서
‘앙금생성반응 실험’에 관한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및 평가를 통해, 탐구실험
에서 강조되어야 할 요소로서 관찰 경험을 유발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을 논의하였다. 세부적으로, 개발과정에서 (1) 마스크 기능을 통해 실험결과
에 관한 동영상 클립을 도입하고 기존 과학 시뮬레이션의 이점으로 알려진 (2) 상
호작용적 정보 제시방식과 (3) 단순화된 모델 표현방식을 일부 승계함으로써, 학
생들에게 더 나은 관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요건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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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개발사례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화학I 교과서에 제시
된 학습 내용으로서 ‘전자배치 모델’에 관한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중등 과학교육의 맥락에서 과학개념 및 과학 모델에 관한 학습을 돕기 위
해 요구되는 요소로서 조작 경험을 유발하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을
논의하였다. 세부적으로, 개발과정에서 (1) 3D프린팅 기반 텐저블 모델 교구 및
(2) 모델 타겟 방식의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이들로부터 학생들에게 더
나은 조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디자인 요건을 시사하였다.
이로써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에게 더 나은 관찰과 조작의 경험을 제공하는 과
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요건을 도출하여 ‘실제적 관찰’과 ‘실제적 조작’에 관한
교육적 어포던스를 갖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디자인 특성을 상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디자인 특성에 관한 제안은 비록 일종의 추론적 가설로서 약한 확증을
근거로 하므로 아직 확정하기엔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안은
프래그머티즘에 기반한 사례연구의 산출물로서 후속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에
서 관찰 경험과 조작 경험을 위해 반영해볼 만한 디자인 및 개발 방법에 관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중등 과학
교육의 문제에 직접 접근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색한 새로운 처방이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참여적 디자인의 디자이너로서 참여하거
나, 또는 ‘1인 크리에이터’로서 이들이 ‘바텀-업’의 방식으로 교육콘텐츠 생태계의
조성 및 발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전망하였고, 이에, 그들을 위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개발 경험 및 실천적 논리를 자세하게 기술하였던 것임을 밝힌다.

5. 연구의 한계점
본 논문에서의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첫째, 본 논문은 ‘이론적 민감성’이라 불리는 연구 주체의 경험과 믿음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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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물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출된 연구의 산출물들은 단지 본 연구자의
지평 한도 내에서 최선인 것이었다. 이론적 민감성이란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
인 근거 이론(grounded theory)의 체계를 구축한 Strauss & Corbin (1998)
이 소개한 용어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연구의 도구를 연구자 자체라 가정할 때,
결국 타당한 연구 결과로 이끄는 도구가 연구자의 학술적, 경험적 지평 그 자체
임을 강조하는 용어라 말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이 본 논문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밝히는 이유는 본 논문의 연구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본 논문에서의 연구방법이
전통적인 연구에서처럼 합리적·합의된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무엇
보다도, 연구의 초점이 지식 주장이 아닌, 후속 연구의 지평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현상과 정황적 단서를 드러내는 데 있었기 때문에, 종래의 연
구 전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관점
에서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은 결국 연구 주체(주 연구자) 이외의 연구 참여자들
이 제공한 평가내용과 지금 이 논문을 읽고 있는 독자의 ‘공감’ 여부로부터 획득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 연구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를 후대까지 열어두는
이유는 본 논문이 이와 관련된 학문영역에서 지식의 진화론적 발전을 위한 통찰
을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기 때문이다.
둘째, 전통적인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본 논문의 연구 과정에서는 부분적으로
편향(bias)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고려하여, 본 논
문에서는 관련 경험을 지닌 과학교사나 전문가들로부터 ‘상호주관적’ 견해를 빌
려옴으로써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디자인 세미나’와 더불어, ‘타당성 평가’, ‘평
가자 간 일치도 평정’을 통해 연구 과정에서의 편향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 본 논문에서는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에 주목한 연구임에도 ‘학생’을 대
상으로 ‘교육적 효과’에 관한 구인을 검증하는 데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
미 본 연구자의 ‘석사학위’ 연구에서 동종의 과학 시뮬레이션들을 ‘우리나라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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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입해본 바가 있어, 그 결과로서 ‘과학 시뮬레이션을 적
용한 반에서 학생들이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유의하게 향상될 수 있음’을 확
인했기 때문이다(이창윤, 2015). 그 밖에도, 본 논문의 과학 시뮬레이션과 동종
이라 볼 수 있는 과학 시뮬레이션에 대해, 교육적으로 효과적임을 지지하는 선행
연구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Plass et al., 2012; Quintana et al., 2009;
Rutten et al., 2012; Smetana & Bell, 2012; Van Joolingen, et al.,
2007). 따라서, 본 논문의 영역 안에서는 과학 시뮬레이션에 관하여, 선행연구들
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명제를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디
자인 특성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 경험의 제시에 더 높은 비
중을 두고자 한 것이다.

6. 후속연구에 관한 제언
최근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인한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를 전망하는 보
고서들에는 인간의 직업과 삶의 변화를 암시하는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김세움, 2017). 그에 반해, 우리나라 교육계는 여전히 지필 시험 중심의 평가 체
계를 고수하고 있으며, ‘암기’를 넘어 미래사회의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체험’
의 기회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생들에게 부족하게 제공되고 있다. 세계경제포
럼이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사회에서는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
가 더는 중요하지 않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주도할 기업들도 그러한 역량을 원
하지 않는다고 한다(WEF, 2016). 공교육의 목적 중 하나가 국가 경쟁력의 제고
라 한다면, 교육계는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교
육부, 2017).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수차례 개정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공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왔다(교육부, 2015a). 여기서 공교육이 추구
해야 할 ‘교육 목표’, ‘성취기준’,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식’, ‘평가 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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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향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왔으나, 그것을 실현하는 새로운 ‘학습자원’에 대한
안내는 다소 모호한 편이었다(교육부, 2017). 이처럼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드러
나는 상반된 명료성과 추상성은 교사가 ‘학습자원’을 보수적으로 채택하게 할 것
으로 예상된다. 대안적으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학습자원을 지향하도록 명문화하려면, 그 전에 교육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학습자원의 종류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과정에서는 시대
의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학습자원의 방향은 제시하지 않은 채, 주된 학습자
원으로서 오직 ‘종이로 된 교과서’를 암묵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게다가, ‘디지털
교과서’를 비롯한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자원의 도입은 더디게 진행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 계열 국가들보다 ‘인재 양성’에 더
욱 집중해야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수준은 우
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의 후발주자로 만들고 있는 듯하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를 이끄는 선진국들에서 기술 관련 산업이 수백 배 성
장하는 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마치 과거제도처럼 여겨지는 ‘대학입시’와 그
것을 위한 ‘공정성’에만 몰두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새로운 역량’으로 사람들의 예술적 감성을 자극하여
과학기술계 문화에 혁신을 일으킨 이후,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가 세상에 SNS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그들의 모범사례로부터 국가 경쟁
력을 쌓기 위해, 새로운 학습자원을 사용하는 ‘SMART 교육’, ‘STEAM 교육’ 등
미래지향적인 교육체계의 도입을 고려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체계는
세상이 또 다른 대변화를 시도하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공교육의 주류는
되지 못했다. 결국, 지금까지 교육계는 변화의 주체는 누구인지, 무엇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 없이, 반복되는 논의 속에 쳇바퀴 형태의 진
보만을 거듭해온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학습자원을 도입하는 미래지향적 교육체계가 여전히 공교육의
형태로 정착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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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래전부터 교육계에서 주목해 온 ‘열린 교육’과 ‘블렌디드 러닝’이 확산에
실패했던 것에 반해, 그것과 유사한 교수학습의 형태인 ‘플립러닝’이 성공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플립러닝은 공중파
에서 방영된 이래로 현장교사들의 ‘공감대’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하였는데, 국
가나 공공기관의 주도가 아닌, 현장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교수학습 사례를 전파
하는 ‘바텀-업’ 방식이었다는 점이 특이점으로 알려졌다(이창윤 외, 2019b). 여
기에서 중요한 것은 플립러닝에는 교사가 ‘매력’을 느낄만한 학습방식 및 학습
도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플립러닝의 사례는 교사가 느끼는 ‘매력’이
‘공감대’로 발전하게 된다면, 교육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교육 자원은 언제든 교육계의 진보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계에는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나아
가는 데 있어서 ‘공감대’를 수렴시킬 수 있는 교육적 소재는 드문 편이다. 곧
‘초인공지능’이 도래할 것만 같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교육계는 누구
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 교육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개발사례의 생성을 통해
새로운 교육체계로 채택될만한 ‘학습자원’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연구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 참여한 교사들의 ‘공감대’로부터 ‘과학 시뮬레이션’
이 향후 우리나라 교육계 및 ‘중등 과학교육’의 진흥을 이끄는 교육적 소재로 나
아갈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과학 시뮬레이션이 우리나라의
미래지향적 교육체계에서 주된 학습자원으로 자리를 확고히 잡으려면, 현재 교
육 실천의 주체인 ‘교사’와 향후 교육 실천의 주체인 ‘학생’ 모두의 ‘공감대’를
이끌 수 있는 ‘디자인 특성’에 관한 지속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 현장교사, 학생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적 디자인’에 기반하여, 좀 더 현장 친화적인 과학 시뮬레
이션의 개발사례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이 과학 시뮬레이션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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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또는 ‘디자이너’로서 참여하였을 때, 그들의 ‘과학적 오개념 생성’, ‘컴퓨팅
역량’, ‘테크놀로지 리터러시’ 측면을 동시에 주목하는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
다. 셋째,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과학 시뮬레이션의 ‘교육적 어포던스’를 확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학교 단위로 학생 참여자를 모집하여 ‘질적 연구방
법’과 ‘양적 연구방법’에 기반을 둔 연구가 제각기 시도될 필요가 있다. 넷째,
‘과학의 본성’, ‘탐구 기능’,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과학 교과에 특화된’ 새로운
디자인 특성 또는 또 다른 교육적 어포던스의 탐색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다섯
째, 이번 연구에서는 ‘모델 타겟’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자유도와
편의성을 갖춘 인터페이스를 도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이번 사례에서 제공된 과학
시뮬레이션을 좀 더 학습자-친화적인 방향으로 개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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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Development of Science Simulations for
Authentic Observation and Authentic Manipulation

Chang Youn LEE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Major in Chem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design characteristics of
science simulation that provides students with learning experience of
observation and manipulation. To this end, we paid attention to two
kinds of science simulation development cases which support the
observation and manipulation experience respectively by placing the
proposed design as a unit of analysis as case study methods. In the
first development case, we discussed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science simulation that provide the observation experience as an
element to be emphasized in the science inquiry experiment through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science simulation related to
the ‘Precipitation Experiment’. In detail, design requirements for the
science

simulation

that

can

provide

students

with

a

better

observation experience were suggested by (1) introducing video clips
related to experimental results through mask function, (2) using the
interactive information presentation method, which is known as
advantage of existing science simulation, and (3) partially inheriting
the simplified model expression method. In the second development
cas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science simulation which provide

- 142 -

manipulative experiences that help learn about scientific concepts
and scientific models in the context of secondary science education
were discussed through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cientific
simulation

on

requirements

the
to

‘Electron

provide

Configuration’.

students

with

a

Specifically,
better

design

manipulation

experience were suggested by introducing (1) 3D printing-based
tangible

model,

and

(2)

the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of

‘Model-Target’ in the development process. As such, this paper
postulated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science simulations as
educational affordances on ‘Authentic Observation’ and ‘Authentic
Manipulation’ by inducing the design requirements of the scientific
simulation

that

provide

learners

with

better

observation

and

manipulation experience. Such suggestions for design characteristic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are new prescriptions searching for the
solution by directly approaching the problem of secondary science
education

in

Korea

although

they

are

a

kind

of

speculative

hypotheses with the weak confirmation. Moreover, this paper may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research about science education and
educational

technology

as

cases

of

expanding

the

value

of

educational use of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and 3D printing
technology, which increasingly attract people’s attention in realizing
the learning environment for understanding scientific concepts and
scientific models.

keywords : science simulation, authentic observation, authentic
manipulation, augmented reality, secondary schoo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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