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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학 교과에서 실험활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실험은 과학이 타 교과와 차별화되는 가장
특징적인 영역이라고할 수 있다(Hofstein & Lunetta, 
2004). 또한 실험은 대개 과학 지식 형성, 과학적
탐구능력 신장, 과학 태도 함양, 과학의 본성 이해
의 네 측면에서 그 목적을 지닌다(Yang & Cho, 
2005). 실험기구및실험방법들은분산인지(distributed 
cognition) 중 외적 인지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다
(Oh, 2017). 즉, 실험기구와 실험방법은 학생들의 인
지 발달과 상호작용적 및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이처럼 실험활동이 가지는 의미들이 다양하므로
실험활동 개선을 위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
다(Kang et al., 2017; Kwon, 2013; Lee & Park, 2012).
그러나 이와 달리 실험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입

장을 취하는 연구들도 많이 나타난다(Abrahams & 

Reiss, 2012; Hodson, 1996a; Osborne, 2015; Stroupe, 
2015; Tobin, 1990; Wellington, 2001). 이 연구들을
살펴보면 실험활동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활동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실
험활동의 의미를 평가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음
을 비판하고 있다(Osborne, 2015). 특히 학교에서 실
시하는 실험활동은 과학자가 실시하는 실험활동과
는 역할을 다소 달리 하는데(Hodson, 1985),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실험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그 역할
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과학 교과에서 실험활동의 역할은 명확

하게 정의되어야 하며(Hofstrein & Lunetta, 2004; 
Stroupe, 2015; Wellington, 2001), 이런 요구들에 비
추어 여러 연구에서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에 대해
정의하고자 하였다(Hodson, 1985; Osborne, 2015; 
Wellington, 2001). 그러나 연구자마다 실험의 역할
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Yang & Cho, 2005),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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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활동의 역할을 보편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실험활동의 역할

에 대한 문헌들을 특정 특징을 나타내는 시기별로
나누어 각 시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문제는 문헌에 나타난 실험의 역할을
도출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실험활동의
역할을 명확하게 도출하여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
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함의를 발견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의 모집단은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
관련 문헌’이다. 이 중 1960~2017년 사이에 출간된
국내외 문헌으로서 ‘CI급 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100회 이상 인용된 문헌’을 표집대상으로 하였
다. 실험실에 대한 연구가 1960년 이후에 많이 이
루어졌으므로(Lunetta et al., 2005) 문헌조사 범위를 
1960년대 이후로 설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두 가지의 절차를 거쳤는데, 먼저

기본 키워드를 ‘실험 and 역할’, ‘학교 and 실험’, 
‘실험 and 인식’, ‘role and laboratory work’, ‘role and 
prectical work’, ‘role and experimental activities’로 설
정한 후 검색하여 관련 문헌 13편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1차 수집 과정에서 수집된 문헌 고찰 과
정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 경
우 해당 문헌 8편을 수집하여 총 21편의 문헌이 선
정되었다(Table 1).
자료 수집 절차를 거쳐 선정한 문헌은 총 21편이

다. 각 문헌의 세부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이 중
‘CI급 학술지 게재 논문’ 기준과 ‘100회 이상 인용
된 문헌’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문헌은 9편이며, 한
가지 기준만 해당되는 문헌은 12편이다.
국내 문헌에서는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다룬 문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국내 실
험활동 관련 연구들은 대개 실험활동 수행 과정에
초점을두고분석하고있었다(Kang et al., 2017; Park 
& Kim, 1996; Yun et al., 2015; Lee et al., 2007; Lee 
& Park, 2012; Choi et al., 2000). 따라서 최종적으로
국외문헌들만 선정되었다.
수집한 자료는 먼저 각 문헌별로 제시하는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을 추출한 후, 양상이 특정되어지

는 시대를 기준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그러한 양
상을 보이는 까닭을 시대별 연구 동향과 관련 지어
분석하였다. 시대별로 범주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은
시대별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기인한
다(Hofstein & Lunetta, 2004). 이후 2개 이상의 문헌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
을 추출하여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을 도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선정된 21편의 학교 실험 활동의 역할에 관한 문
헌을 특정 특징에 따라 시기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서술하고, 문헌에 나타난 일곱 가지의 학교 실험의

Table 1. Literature related to the role of laboratory work in 
school

Author (year) Criteria

Abrahams and Millar (2008) ⓐ, ⓑ

Abrahams and Reiss (2012) ⓐ, ⓑ

Charen (1966) ⓐ

Cruz-Guzmán et al. (2017) ⓐ

Freedman (1997) ⓐ, ⓑ

Hodson (1985) ⓐ, ⓑ

Hodson (1990) ⓑ

Hodson (1996a) ⓐ, ⓑ

Hodson (1996b) ⓐ, ⓑ

Hofstein and Lunetta (2004) ⓐ, ⓑ

Johnson et al. (1974) ⓐ

Lunetta et al. (2005) ⓑ

Okebukola (1986) ⓐ

Ottander and Grelsson (2006) ⓐ

Pekmez et al. (2005) ⓐ

Raghubir (1979) ⓐ

Reid and Shah (2007) ⓐ, ⓑ

Stroupe (2015) ⓐ

Thompson and Soyibo (2002) ⓐ

Tobin (1990) ⓑ

Wickman (2004) ⓐ, ⓑ

ⓐ Literature on CI-level academic journals.
ⓑ Literature cited more than 100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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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설명하였다.

1. 학교 실험의 역할에 대한 시기별 분류
논문들이 강조하는 실험활동의 역할에 대한 특

징을 고려하여 범주화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세
범주(①1960~1989년, ②1990~2003년, ③2004~2017
년)로 나누어졌다. 첫 번째 범주에 속한 문헌은 5
편, 두 번째 범주에 속한 문헌은 6편, 세 번째 범주
에 속한 문헌은 10편이다. 첫 번째 범주는 범위가
30년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는 범위가 14년
이어서 첫 번째 범주 범위가 전체 범위의 반 정도
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첫 번째 범주에서 문헌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최근 범주에 이를수록 문헌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 관련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더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1) 1960~1989년 시기의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

이 범주의 문헌들이 강조하는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 관련 내용은 Table 3과 같다.

1960~1989년 시기에 출간된 문헌들은 대부분
과학에 대한 태도 증진을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로
제시하고 있었다. 다른 시기의 문헌들에서 나타나
는 과학적 탐구 방법 학습, 과학의 본성 이해 등의
역할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처럼 실험활동의
역할로 태도 증진이나 지식 학습 영역에서만 연구
가 이루어진 까닭은 이 당시의 연구가 보편적으로
단순한 관찰이나 실험기구 조작에 의한 자료 수집
과 정리와 같은 학교 실험활동에 대하여 연구하였
으며, 이로 인해 연구 결과도 단순한 교수 기능이
나 교사와 학생 특성과 학습 산출물에만 적용할 수
있었다는 것(Lunetta et al., 2005)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학교 실험활동에 대한 연구는
실험 기능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실험활동을 통하
여과학에대한흥미가증진되었다는연구가많았다.

Charen (1966)은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로 과학에
대한 태도 증진과 과학적 태도 증진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과학에 대한 태도는 관심, 호기심 및 흥
미와 같은 감정적 반응에 관한 것이며, 과학적 태
도는 비판적 추론과 같은 과학적 절차 및 방법과
관련된 행동에 관한 것이다. 과학 관련 태도는 이
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 태도들은 지필평가를 통해서는 평가가 이
루어지기 어려우나, 실험활동을 통해서는 이상적으
로 평가할 수 있으며, 태도 증진이 잘 일어날 수 있
다고 하였다. 과학 관련 태도를 이처럼 세분화하여
나타냄으로써 두 측면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Johnson et al. (1974)은 과학에 대한 태도 증진 측
면을 언급하였는데, 실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과학에 대해 더 긍정적
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 연구 내용 중 강조

Table 2. List of literature about the role of laboratory work by 
period (year & author)

1960-1989 1990-2003 2004-2017

1966
Charen

1990
Hodson

2004
Hofstein and Lunetta

1974
Johnson et al.

1990
Tobin

2004
Wickman

1979
Raghubir

1996a
Hodson

2005
Pekmez et al.

1985
Hodson

1996b
Hodson

2005
Lunetta et al.

1986
Okebukola

1997
Freedman

2006
Ottander and Grelsson

2002
Thompson and Soyibo

2007
Reid and Shah

2008
Abrahams and Millar

2012
Abrahams and Reiss

2015
Stroupe

2017
Cruz-Guzmán et al.

Table 3. The role of laboratory work in school on 1960-1989 
literature

Author (year) Role of laboratory work 

Charen (1966) ∙ Enhancing attitude toward science 
and enhancing scientific attitude

Johnson et al. (1974) ∙ Enhancing attitude toward science

Raghubir (1979) ∙ Enhancing attitude toward science 
and enhancing scientific attitude

Hodson (1985) ∙ Learning scientific knowledge

Okebukola (1985) ∙ Enhancing attitude towar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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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실험활동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이
러한 태도 증진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
에 대한 태도 증진 측면에 관심을 가지는 교사가
적절한 발문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때 과학에 대한 태도가
증진된다고 하였다. 이는 대개 구체적 조작기에 해
당하는 초등학생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Raghubir (1979)는 Charen (1966)과 같이 과학에
대한 태도 증진 및 과학적 태도 증진 측면을 제시
하였는데, 특히 학생 주도적인 방식을 통해 학생들
이 과학자와 같이 실험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때 두 가지 태도가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
다. 보통 교사들은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교사 주도적인 방식으로 실험을 진
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성공적으로 실험
을 수행하더라도 실험에서 얻게 되는 과학적 지식
을오래기억하지못하며, 그지식의중요함을이해하
는 정도가 낮다고 하였다. 이는 태도 증진 측면에서
는 학생 주도적인 방식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Hodson (1985)은 실험활동의 역할 관련 선행 연
구를 제시하며, 학교 실험활동은 과학적 지식의 학
습 역할에 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구
체적으로 학생들은 현재 공인된 이론을 학습하여
적용하는 것에 우선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과학적
지식은 학생들이 발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사
의 중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교사의 중재
를 통해 학생들의 기존 지식과 실험에서 학습하게
되는 지식이 잘 연결 지어져야 함을 언급하였다. 
과학적 지식 학습 측면에서는 교사가 개입하는 형
태의 실험활동이 더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이는
Raghubir (1979)가 이상적인 실험활동이라고 제안
하는 형태와 대비되며, 과학적 지식 학습 측면에서
는 교사가 개입하는 형태의 실험활동이 더 효과적
임을 나타낸다. 즉,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로 어떤
측면을 고려하는가에 따라 실험활동의 형태도 달
라지게 됨을 시사한다.

Okebukola (1986)는 실험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실험활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하였
다. 따라서 학교 여건에 따라 실험 기구 및 재료들
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실험활동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으며, 실험활동에 학
생들이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실험활동에 대한 태도 증진
이 과학에 대한 태도 증진과도 상관관계가 높다
(Okebukola, 1986)는 점에서 과학과 교육과정 내에
실험활동 차시 배정이 일정량 주어져야 한다는 당
위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다섯 편의 논문들은 과학에 대한 태도

증진을 주요한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로 보았다.

2) 1990~2003년 시기의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

이 범주의 문헌들이 강조하는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 관련 내용은 Table 4와 같다.

1990~2003년 시기에 출간된 문헌들은 주로 과
학적 지식의 학습을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로 제시
하고 있었다. 1990년대 과학 교육 분야 문헌의 연
구 동향은 개념 변화에 특히 중점을 두어 정의적
영역에서 인지적 영역으로 전환되었는데(Lunetta et 
al., 2007), 이러한 동향에 영향을 받아 학교 실험활
동의 역할도 인지적 측면인 과학적 지식 학습을 강
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전 시기에서 중점을
두었던 태도 증진 측면을 여전히 제시하는 문헌들
도 나타났는데, 이를 볼 때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시대별 연구 동향과 다른 형태의 연구들도 다소 진
행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Hodson (1990)은 실습의 역할로 동기 유발, 실험
기술 습득, 과학적 지식 학습, 과학적 탐구 방법 학
습, 과학적 태도 증진의 다섯 가지 범주를 언급하
였는데, 이 중 과학적 지식 학습과 실험 기술 습득

Table 4. The role of laboratory work in school on 1990-2003 
literature

Author (year) Role of laboratory work in school

Hodson (1990)
∙ Learning scientific knowledge and 

acquiring skills to use specific 
laboratory instruments

Tobin (1990) ∙ Learning scientific knowledge

Hodson (1996a) ∙ Learning scientific inquiry methods

Hodson (1996b)

∙ Learning scientific knowledge, learn-
ing scientific inquiry methods, and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cience 
(NOS)

Freedman (1997) ∙ Learning scientific knowledge and 
enhancing attitude toward science

Thompson and Soyibo
(2002)

∙ Learning scientific knowledge and 
enhancing attitude towar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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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이 두 측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는데, 과
학적 지식 학습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실험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 지식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은 불가
능하고 교사의 중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실험 기술 습득 측면에서는 실습과 기술 습득의 선
후 관계를 따지자면 실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
였다. 이 연구는 Hodson (1985)과 비교할 때 과학적
지식 학습 역할에 대한 관점은 이전 연구와 유사하
며, 기술 습득 측면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었다. 따
라서 이전 연구보다 폭넓게 진행된 연구라고 해석
할 수 있다.

Tobin (1990) 역시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로서 과
학적 지식 학습 측면을 중점적으로 언급하였다. 이
전 연구와 차별화되는 이 연구의 내용은 학생들의
오개념을 정확한 개념으로 변환시키는 데 실험활
동이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에 따르면 학생들이 실험 결과를 확인 및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나 동료 학생의 오개념을 발견
하고, 이를 교과서, 교사 및 동료 학생 등 여러 물
적․인적 자료를 활용하여 정확한 개념으로 변환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실태
를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여 학습의 촉진
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사의 개입을 언급한
점에서 선행연구(Hodson, 1985, 1990)와 유사한 부
분이 있으나, 학생 주도적인 측면을 강조한 점이
차별화된다. 특히 결과 해석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
고 과정을 주목한 점은 실험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보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더 중
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Hodson (1996a)은 발견 학습, 과정 중심 과학, 구
성주의가 중점이었던 각 시기별로 실험활동을 어
떤 역할로 바라보았는지 고찰하였으며, 세 시기에
서의 관점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
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
가 잘 설계한 실험활동들을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
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경험한 여
러 방법 중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방법적 측면을 강
조했다는 점에서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로 과학적
탐구 방법 학습에 중점을 두었다고 해석된다. 이전
연구(Hodson, 1990)에서는 과학적 탐구 방법 학습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는데, Hodson 

(1996a)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변하였다. 
또한 탐구 방법 학습을 학생 주도적인 입장으로 보
지 않고, 교사가 제공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경험하
는 형태로 제시한 점은 교사 주도적 과정으로 실험
활동을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Hodson (1996b)은 실습이 과학적 지식 습득, 과
학의 본성 이해, 과학적 탐구 방법 학습 역할을 수
행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한 이 세 가지 역할은 서로 다른 역할들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각 실험활동에 따라 어떤
역할을 중점으로 수행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찰한 문헌 중 이 문헌에서
처음으로 과학의 본성 이해 역할이 언급되었으며, 
각 역할들을 실험활동마다 모두 수행할 필요가 없
다고 한 것은 실험활동의 역할의 다양성과 개별성
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Hodson 
(1996b)의 주장은 10여 년 동안 동일 영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적인 사고가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주장
으로 생각된다.

Freedman (1997)은 학교 실험활동이 과학에 대한
태도 증진 및 과학적 지식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위해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과학 수업에 정기적인 실험활
동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고 한 이 연구는 선행연구
들에서 나타난 역할 간의 영향도 보고자 한 점에서
차별화된다. 과학에 대한 태도가 증진되었을 때 과
학적 지식 학습도 증진됨을 볼 때, 학교 실험활동
의 역할들은 유기적으로 연관된 부분들이 있음을
시사한다.

Thompson and Soyibo (2002) 역시 소그룹에서의
실습과 토론이 학생들의 전기 분해에 대한 이해와
화학에 대한 태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확
인하였고, 학교 실험활동이 과학적 지식 학습 및
과학에 대한 태도 증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소그룹 형태로 실
험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다루었으며, 추상적
인 개념이 실험활동을 통해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 지식 학습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이
는 Hodson의 연구보다 학생 중심적인 시각에서 실
험활동의 역할을 분석하였다고 해석된다.
위의 여섯 편의 논문들은 주요한 학교 실험활동

의 역할로 과학 지식의 학습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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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4~2017년 시기의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

이 범주의 문헌들이 강조하는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 관련 내용은 Table 5와 같다.

2004~2017년 시기에 출간된 문헌들은 다양한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
었다. 또한 이전 시기들에 비해 과학적 탐구 방법
학습 역할에 중점을 두는 문헌 비중이 높아졌고, 
실험활동의 일반표면적 측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과학의 본성 이해 역할을 언급하는 문헌들도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이전 연구들을 바탕으로 학
교 실험활동의 역할이 다각도로 고려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로

서 과학의 본성 이해 측면을 다루는 연구의 비중은
낮은 상황이며, 특정 학자들의 연구에서만 나타나
는 것으로 보아,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에 대한 연
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분석된다. 과학의 본성
이해는 단순히 실험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교사가 논쟁 또는 성찰적 접
근법을 통해 명확히 지도해야 하므로(Lunetta et al., 
2005), 관련 연구가 더욱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편, 다른 범주와 차별화되는 이 범주의 특징은 학
교 실험활동의 역할에 대한 교사의 역할이 많이 언
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이 실제 현장에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
인 형태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Hofstein and Lunetta (2004)는 학교 실험활동이
과학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 탐구
방법을 학습할 수 있고,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함을 언급하였다. 과학 개
념 이해를 위해 실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
험 기구 조작뿐만 아니라, 사고의 조작이 이루어져
야 하며, 탐구 방법 학습 시에는 특정 방법 학습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탐색한 후 인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Hodson (1996b)의 연구 내용과 유
사하나, 조금 더 발전된 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학의 본성 이해 역할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제시한 다른 두 역할에 비해 구체적인 내용이 다루
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의 본성 이해 측면
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Wickman (2004)은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 중 특
정 실험기구 활용 기술 습득과 과학적 지식 학습
역할을 중점으로 실제 학교 실험활동에서 학생들
의 실천적 인식을 분석하여 의미를 도출하였다. 연
구 결과, 학생들이 실험활동 수행 후 관찰 결과, 자
신과 다른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 교
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교사와의 대화를 종합
하여 과학적 지식을 학습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과학적 지식 학습 측면에서는 실험이 수
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 이후 실험 결
과와 여러 자료들을 통해 지식을 정립하는 것이 중
요하다.

Lunetta et al. (2005)은 학교 실험활동이 학생들
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과학적 지식 및 탐구 방법
학습을 일으키며, 이를 위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

Table 5. The role of laboratory work in school on 2004-2017 
literature

Author (year) Role of laboratory work in school

Hofstein and Lunetta 
(2004)

∙ Learning scientific knowledge, learn-
ing scientific inquiry methods, and 
understanding the NOS

Wickman (2004)
∙ Learning scientific knowledge and ac-

quiring skills to use specific laboratory 
instruments

Lunetta et al.
(2005)

∙ Learning scientific knowledge, enhan-
cing attitude toward science, learning 
scientific inquiry methods, acquiring 
skills to use specific laboratory instru-
ments, enhancing scientific attitude, 
and understanding the NOS

Pekmez et al.
(2005)

∙ Learning scientific inquiry method and 
providing opportunities to experience 
natural or scientific phenomena

Ottander and Grelsson 
(2006)

∙ Learning scientific knowledge, enhan-
cing attitude toward science, learning 
scientific inquiry methods, and acquir-
ing skills to use specific laboratory 
instruments

Reid and Shah
(2007)

∙ Providing opportunities to experience 
natural or scientific phenomena

Abrahams and Millar 
(2008)

∙ Learning scientific knowledge and pro-
viding opportunities to experience na-
tural or scientific phenomena

Abrahams and Reiss 
(2012) ∙ Learning scientific knowledge

Stroupe (2015)
∙ Learning scientific knowledge, learning 

scientific inquiry methods, and under-
standing the NOS 

Cruz-Guzmán et al. 
(2017) ∙ Learning scientific inquiry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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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특히 학교 실험활동
은 과학적 지식 이해에 매우 중요한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도록 한다고 언급하였다. 실험활동은 학생들
이 과학적 사고 및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며, 실험활동 중 과학의 본성 관련 내
용을 제공하며, 이에 대해 토론을 하는 등 실험활
동을 정교하게 계획하고 적용하면 매우 효과적이
라고 하였다. Lunetta et al. (2005)의 연구는 과학의
본성에 대해 이전 연구(Hofstein & Lunetta, 2004)보
다 더 깊이 있게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찰
한 문헌 중 이 문헌이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에 대
해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 이는 이 문헌이 여
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각도에서 실험활동을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볼 때, 관련 문헌들을
종합하여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도출하는 연구 방
법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Pekmez et al. (2005)은 실습의 성격과 목적에 대
한 교사의 이해 정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참
여한 교사들은 모두 실습을 좋은 활동으로 인식하
였으며, 실습의 목적으로 크게 자연 또는 과학적
현상 경험 기회 제공, 동기 부여, 과학적 탐구 방법
학습, 의사소통의 네 범주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교
사들은 실제 실험활동 사례에서 대부분 자연 또는
과학적 현상 경험 기회 제공에 중점을 두었으며, 
과학적 탐구 방법 학습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 실험활동에서 과학적
탐구 방법 학습 역할에 더욱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
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사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
는 내용과 실제 상황에서 인식하는 내용의 차이에
관심을 두었다. 보편적 인식과 실천적 인식을 고려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편적 인식은
실천적 인식으로 전환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으
므로(Sandoval, 2005), 이를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Ottander and Grelsson (2006)의 연구에 따르면 학
교 실험활동의 주요 역할은 과학적 지식을 학습하
고, 흥미와 즐거움을 자극하며, 실험 기술을 가르치
고, 과학적 탐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연구
에서는 과학적 지식 학습 역할 측면으로 Tobin 
(1990)과 같이 오개념 수정에 주목하였고, Wickman 
(2004)과 같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통해
지식이 통합되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과학적 탐
구 방법 학습 측면을 강조한 점은 Pekmez et al. 

(2005)의 연구와 유사하다.
Reid and Shah (2007)는 학교 실험활동이 없어지

면 나타날 현상들을 유추하며 실험활동의 독자적
인 역할이 무엇인지 정의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실험활동이 없어지면 학생들은 과학에 대해 추상
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실험활동은 학생
들에게 많은 경험을 제공하여 실제적인 인식을 증
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과학 교과에서 실험활
동이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brahams and Millar (2008) 역시 Reid and Shah 
(2007)와 같이 학교 실습의 역할로 현상 경험 측면
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경험한 것과 과학적 지식을
연결하는 것이 학교 실습의 근본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자연현상이나 과학적 현상을 학생들
이 경험한다는 것은 과학적 탐구, 과학에 대한 긍
정적 태도 함양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Abrahams and Millar (2008)는 실습만으로는 학생들
이 과학적 지식을 생성하기 어려우며, 교사의 중재
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Hodson의 연구 전반
에서도 다루어진 내용들이다. 특히 실습수업을 계
획하는 과정부터 교사의 중재가 준비되어야 한다
는 점은 Hodson (1996b)의 연구에서 교사의 설계를
중요시한 점과 유사하다.

Abrahams and Reiss (2012)는 학교 실험활동의 역
할 중 과학적 지식 학습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다
루었다. 과학적 지식 학습 측면에서 실험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단순히 실험활동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에만 집
중하면 과학적 지식 학습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 실습이 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인지적 과제를 설계하
여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전 연구들이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 중 과학적 지식 학습 역할을
가장 많이 다룬 점에서, 과연 실험활동이 과학적
지식 학습에 효과적일지를 분석한 이 연구는 기존
의 연구 결과들을 재조명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Stroupe (2015) 또한 Abrahams and Reiss (2012)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학교 실험활동이 성공적인 수
행에 치중하여 역할이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로 과학적
지식 학습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과학적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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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경험 및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 및 그 심화를
언급하였다. 즉,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로 여러 측
면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Stroupe는 NGSS의 science 
practice를 disciplinary work로 설명하려 하였는데, 
disciplinary work를 개념적, 사회적, 인식적, 그리고
물질적 차원으로 나누었다. 개념적 차원은 과학 지
식 학습, 개념적, 사회적, 인식적, 물질적 차원은 과
학적 탐구 방법 학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과학
적 탐구는 물질적 차원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수
집하고, 개념적, 사회적, 인식적 차원이 관련된 수
집한 자료를 해석하는 단계를 거쳐, 개념적 차원과
인식적 차원이 관련된 결론도출과 일반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사회적 차원은 과학 실천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규범적인 행동을 하는
가이다. 자료를 해석하는 단계에 과학 지식이 활용
된다는 점에서 개념적 차원이 관련된다. 인식적 차
원은 과학의 본성 이해와 관련된다.

Cruz-Guzmán et al. (2017)은 과학적 탐구 방법 학
습 측면에서의 실험활동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
한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질문들과 학생들
의 탐구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
라서 이 역할이 잘 수행되지 않는 까닭으로 적절한
질문을 제시하지 못하는 교사의 인식 및 실행 부족
을 중점으로 다루며, 교사의 역량으로 이를 중요하
게 언급하였다. 이는 실험활동의 역할에 대한 교사
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의 열 편의 논문들은 다양한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학교 실험 활동의 역할을 시기별로 나타내면 다

음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
이 1960~1989년 시기에는 과학에 대한 태도 증진
이 학교 실험 활동의 역할로 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0~2003년 시기의 학교 실험 활동 관
련 문헌에서는 과학적 지식 학습이 대체로 많이 나
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4~2017년 시기의
문헌에서는 다양한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이 중요
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과학적 탐구 방법 학
습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다.

2.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들
문헌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2개 이상의 문헌에

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범주화하였을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실험활동의 역할은 크게 Table 
7과 같이 일곱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과학적 지식 학습

이 역할에서의 기본 관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실험활동은 과학자가 실시하는 실험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Hodson, 1985). 대개 과학자가 실시
하는 실험은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
라면, 대개 학교에서의 실험에서 교사가 요구하는
발견은 이미 확립된 과학적 지식을 ‘재발견’하는
것이다(Hodson, 1990). 학교 실험은 학생들이 공인
된 개념적 및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개발하게 한
다(Hodson, 1996b). 따라서 학교 실험과 과학자 실
험을 같게 보는 인식은 학교 실험 결과를 너무 과
장되게 믿게 하는 위험을 초래하고, 둘을 같게 만
들려고 하기 보다는 구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Hodson, 1985). 학교 실험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의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나, 검증된
지식 또는 가설은 몇 번의 부정적인 실험 결과로
인해 기각되지는 않는다(Hodson, 1985).
따라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실험활동은 실험을

통해 관찰하는 실제 현상과 그와 관련된 추상적 사
고 및 지식 영역을 연결해야 한다(Abrahams & 
Millar, 2008). 즉, 학교 실험활동은 실험에서 나타나
는 일시적 지식과 검증된 명제적 지식 사이의 관계
를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Hodson, 1996b). 이를 위
해 학교 실험에서는 의도한 현상을 일으키고, 자료
를 수집하여 이를 과학 개념과 연결시켜야 한다

Table 6. Frequency of specific role of laboratory work by 
period

Roles of laboratory work 1960-1989 1990-2003 2004-2017

Learning scientific knowledge 1 5 7

Enhancing attitude toward science 4 3 2

Learning scientific inquiry methods 0 1 6

Acquiring skills to use specific 
laboratory instruments 0 1 3

Enhancing scientific attitude 2 0 1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ci-
ence 0 1 2

Providing opportunity to experi-
ence natural or scientific pheno-
mena

0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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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hams & Reiss, 2012). 학교 실험은 과학 개념과
이론을 현상 관측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기회를 제
공한다(Hofstein & Lunetta, 2004).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도 실험을 통해 경험하면 개념
에대한이해가심화된다(Thompson & Soyibo, 2002).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실험 활동을 잘 구조화하여
적용하면 학생들의 과학적 지식 개발에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Freedman, 1997; Lunetta et al., 2005).
또한 학생들의 기존 지식에도 새로운 개념이 잘

연결지어져야 한다(Hodson, 1985). 한 차시의 실험
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과학 개념만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전 지
식과 실험을 통해 학습하게 된 새로운 지식 간의
연결 또한 이루어져야 개념 간의 관계망이 구축된
다. 이렇게 되면 지식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해당

개념에 대한 이해가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Stroupe, 2015).
특히 학생의 기존 지식이 오개념이라면 이를 수

정하여 정확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게 하는데 실험
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실험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오개념에 직면하고 오개념을 수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때 논의를 통해 지식의 통합이 이
루어진다(Ottander & Grelsson, 2006). 즉, 실험을 하
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오개념이 실험에서 발견되면
자신이 직접 실험을 통해 느낀 것이기 때문에 학생
은 오개념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진다. 그
리고 오개념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논의의 기회가
제공되면 다른 사람의 발언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개념들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즉, 자신
의 오개념과 실제 개념과의 차이를 알게 되어, 논
의를 통해 정당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과학적 지식
이 견고해진다. 이처럼 실험은 각 학생들이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오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때 다른 학생 및 교사들과 논의하고
서적 및 다양한 자료를 참조하게 해야 한다(Tobin, 
1990; Wickman, 2004).
이처럼 확립된 과학적 지식의 학습을 위해 실험

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6가지 조건 충족이
필요하다(Hodson, 1985). 첫째, 중심 개념과 개념 간
의 관계에 실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둘째, 실험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사의 안내
주도의 실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실험이 학생
들의 실질적인 능력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다섯
째, 실험 자료로부터 단 하나, 또는 제한된 수의 결
론만 도출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사는 실험을 해석
하기위한개념적틀(구조)을제공해야한다(Hodson, 
1985).

2) 과학에 대한 태도 증진

과학에 대한 태도란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말한다(Charen, 1966). 학습 환경의 한 요소로서의
실험실은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
는 한 변수로서 태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Freedman, 1997; Lunetta et al., 2005; Ottander & 
Grelsson, 2006; Thompson & Soyibo, 2002). 특히 태
도와 같은 정의적 영역은 그 특성상 지필평가로 검
사하기가 쉽지 않으나, 실험활동은 교사가 관찰을

Table 7. A definition of the role of laboratory work in school

Roles of laboratory work in school
(related literature)

# of
literature 

∙ Learning scientific knowledge
(Abrahams & Millar, 2008; Abrahams & Reiss, 2012; 
Freedman, 1997; Hodson, 1985, 1990, 1996b; Hofstein 
& Lunetta, 2004; Lunetta et al., 2005; Ottander & 
Grelsson, 2006; Stroupe, 2015; Thompson & Soyibo, 
2002; Tobin, 1990; Wickman, 2004)

13

∙Enhancing attitude toward science
(Charen, 1966; Freedman, 1997; Johnson et al., 1974; 
Lunetta et al., 2005; Okebukola, 1985; Ottander & 
Grelsson, 2006; Raghubir, 1979; Thompson & Soyibo, 
2002)

 8

∙Learning scientific inquiry methods
(Cruz-Guzmán et al., 2017; Hodson, 1996a, 1996b; 
Hofstein & Lunetta, 2004; Lunetta et al., 2005; 
Ottander & Grelsson, 2006; Pekmez et al., 2005; 
Stroupe, 2015)

 8

∙Acquiring skills to use specific laboratory instru-
ments
(Hodson, 1990; Lunetta et al., 2005; Ottander & 
Grelsson, 2006; Wickman, 2004)

 4

∙Enhancing scientific attitude
(Charen, 1966; Lunetta et al., 2005; Raghubir, 1979)  3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cience
(Hodson, 1996b; Hofstein & Lunetta, 2004; Lunetta et 
al., 2005)

 3

∙Providing opportunity to experience natural or 
scientific phenomena

(Abrahams & Millar, 2008; Reid & Shah, 2007; 
Pekmez et al., 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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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를 평가하기에 이상적이다(Charen, 1966).
실험 자료나 기기, 실험실 시설 등이 다소 부족

하더라도 실험 경험 자체가 의미가 있으므로, 실험
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
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Okebukola, 1986). 그러나 실
험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출
수 없으며,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에
관심이 있는 교사의 발문과 학생들이 함께 실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Johnson et 
al., 1974). 또한 교사 주도적인 실험보다 학생에게
보다 주도권을 제공하는 실험의 형태가 태도 증진
에 더 효과적이다(Raghubir, 1979).

3) 과학적 탐구 방법 학습

과학적 탐구 방법이란 자연 현상에 대한 의문 갖
기, 문제 인식, 탐구계획, 탐구 수행, 자료해석, 결
론 도출 및 일반화에 이르는 각각의 또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학적 탐구 방법을 학습
하는 것을 학교 실험 활동의 역할로 본 것이다. 이
관점은 과학 탐구 및 문제 해결 방법을 익혀, 이를
바탕으로 전문 지식을 개발할 역량을 기르는 것을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로 간주한다(Hodson, 1996b; 
Lunetta et al., 2005). 또한 Stroupe (2015)는 과학자
가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생성하기까지의 과정을
개념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인식적 차원과 물질적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과학적 탐구 방법 학
습으로 Stroupe를 분류한 것은 Stroupe의 개념적, 사
회적, 인식적, 물질적 차원에서 과학적 탐구 방법이
표상되기 때문이다. 즉, 과학자와 같이 학생들이 실
험실에서 물질적 차원에서 실험기구를 조작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개념적 차원이 동원되어 수집한
자료를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될 때
학생들은 동료들과 서로 논의하게 되는데, 이 때
사회적 차원이 고려된다. 또한 자료를 해석하여 새
로운 지식을 얻게 될 때 학생들은 인식적 차원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개발되고 사용되

는지에 대한 실험의 측면을 학교에서 다뤄야 한다
(Hofstein & Lunetta, 2004). 이를 위해 학교에서의
실험은 전체 계획과 실험 설계를 포함한 더 많은
탐구 과정을 요구해야 한다(Ottander & Grelsson, 
2006; Pekmez et al., 2005). 이 때 학생들에게 흥미
롭고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활용하면 탐구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실험활동을 촉진할 수 있으
며(Cruz-Guzmán et al., 2017), 학생들은 교사의 안내
를 바탕으로 각 상황에 적합한 과학적 탐구 방법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Hodson, 1996a).

4) 특정 실험기구 활용 기술 습득

학교에서의 실험의 역할 중 하나는 특정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Hodson, 1990; Ottander & Grelsson, 
2006). 여기서의 특정 기술이란 새로운 개념 또는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거나(Lunetta et al., 
2005) 다른 학습에도 가치 있는 기술이며, 이 기술
은 적정 수준의 역량으로 개발되어야 한다(Hodson, 
1990). 이 역할에서 인과 관계를 따지자면 기술 습
득을 위해 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기술 습득이 필요하여 실험
에서 기술 습득을 하는 것이다. Wickman (2004)의
실험에서의 기술 습득 또한 관찰을 통해 자료를 발
견해야 과학적 지식 확립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로 세워졌던 것이었다. 따라서 특정 실험에서
만 일회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다른
실험에도 활용하는 가치 있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현재 학생의 수준에서는 적정 수준의 역량으로 개
발되기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실험의 경우 교사 시
범,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등 학생 실험을 대신하
는 대안 자료 제공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과학적 태도 증진

과학적 태도란 비판적 추론, 과학적 사고 등과
같은 과학적 절차 및 방법을 수행할 때 관여되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Charen, 1966). 실험
활동은 이러한 태도를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Charen, 1966; Lunetta et al., 2007; Raghubir, 
1979). 특히 학생 주도적인 실험 형태를 적용하면
실험 과정에서 학생들은 과학자의 전략과 유사한
형태의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과학적
태도 증진이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Raghubir, 1979).

6) 과학의 본성 이해

이 관점에서 학교 실험은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
해와 과학․기술․사회 및 환경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에 대한 인식을 개발한다(Hodson, 1996b). 실험
은 학생들이 과학 공동체의 성격과 과학의 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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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생각을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다(Hofstein 
& Lunetta, 2004). 구체적으로 과학의 잠정성, 논리
와 창의성의 중요성, 다양성, 사회문화적 측면 등의
과학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특히 과학이 여러 영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실험을 통해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다. 이
러한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기존의 과학 지
식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학교
실험 활동 경험을 통해 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야 한다(Lunetta et al., 2005).

7) 자연 또는 과학적 현상 경험 기회 제공

학교에서의 실험은 의도한 현상을 일으켜 현상
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Abrahams & 
Millar, 2008). 자연 또는 과학적 현상 경험 기회 제
공은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현상을 실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
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과학의 여러 영역
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Reid & Shah, 2007). Pekmez et al. (2005)은 실험 활
동의 목적 중 하나로 자연 또는 과학적 현상 경험
의 기회 제공을 고려하였다.
위와 같이 문헌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일곱 가지

의 학교 실험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V. 결론 및 제언

어떤 활동을 진행할 때는 그 활동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그 활동의 의미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
는지를 파악하며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이
다. 실험활동 또한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였을 때, 
그 의미에 맞게 방향을 조정하고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국외 연구들이 학
교 실험활동의 역할에 대해 다루었으나, 연구자에
따라 제시하는 방향이 다르다. 이 연구에서 1960~
2017년 동안 출판된 학교 실험의 역할에 대한 21편
의 문헌 고찰을 하여 실험의 역할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시기별로범주화하여각시기별특징을서
술하였고, 일곱 가지의 실험의 역할을 도출하였다.

1960~1989년 시기에는 실험의 역할로 과학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였고, 1990~2003년 시기에는
실험의역할로과학지식학습을강조하였고, 2004~

2017년 시기에는 과학의 본성을 포함하여 과학 지
식의 학습, 과학적 탐구 방법 학습, 과학에 대한 태
도 증진 등 다양한 실험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학교 실험활동에 대한 연구들은
시대별로 그 당시의 교육사조의 영향을 받으며, 대
개 비슷한 동향을 보였다. 또한 최근에 이를수록
새로운 역할들이 제시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
구가 진행되고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의 실험활동
관련 연구들도 실험활동의 현상학적인 측면에 중
점을 두기에 앞서 실험활동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인 물음과 해답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1960~2017년에 걸쳐 발표된 문헌에 나타난 학
교에서의 실험활동의 역할은 과학적 지식 학습, 과
학에 대한 태도 증진, 과학적 탐구 방법 학습, 특정
실험기구 활용 기술 습득, 과학적 태도 증진, 과학
의 본성 이해, 자연 또는 과학적 현상 경험의 기회
제공으로 파악되었다.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은 과
학자의 실험활동의 역할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띠
며, 그 자체로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한다. 특히 일
부 역할들은 실험활동을 단순히 수행하는 것만으
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교사의 계획적인 지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교에서 실험활동
을 지도하는 교사는 여러 상황 변인 속에서 실험활
동이 그 역할에 부합하도록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도
출한 학교 실험활동의 역할은 실제 교사의 인식을
점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실험활동의 역할에 대해 교사
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면 실제 인식의
어느 영역을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 실험

활동의 역할이라는 보편적 인식을 상황에 따라 실
천적 인식으로 적절하게 변환시켜 적용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보편적 인식과 실천적 인식과의 전환
은 매우 중요하나, 실제로 이 둘의 전환이 원활하
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 도움
이 필요하다(Sandoval, 2005). 따라서 실험활동의 역
할에 대한 실천적 인식이 구체화된다면 실험활동
이 현장에서 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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