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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테크
놀로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에 접목되면서
교수․학습 과정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매 순간 다량의 지식들이 생산되는 디지털 시대에
는 지식의 습득보다는, 나에게 적합한 정보들을 의
미있게재구성하는역량과경험이중요하다(Simens, 
2004). 이 때, 테크놀로지는 학습자가 여러 매체를

통해 주변의 현상을 폭넓게 탐색하고, 풍부한 정보
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Collins & 
Halverson, 2018).
이는 과학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학탐구

와 실험 활동에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시도는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테크놀로
지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자들의 적
극적인 참여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 실험에서 ‘모바일 기반’ 시뮬레이션 앱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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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높은 접근성과 친숙함으로 인지적, 정서적 발
달에 효과적임이 보고되었으며(Lee et al., 2018), 기
존 PC 기반 가상실험(Virtual Experiment) 활동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
을 접목한 탐구 활동들은 학습자들이 탐구할 수 있
는 경험의 폭을 넓혀왔다(Mintz et al., 2001).
중요한 점은 탐구 활동에 접목된 테크놀로지들

이 학생들이 ‘어떤’ 현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Rutten et al., 
2012). 예를 들어, 인터렉티브 시뮬레이션인 Physics 
Education Technology(PhET)와 같은 가상실험 활동
에서 학생들은 실제 현상을 디지털 공간에서 재구
성한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게 된다. 이처
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탐구 활동에서 학생들은
실물이 아닌 디지털 공간에서 가공된 현상들과 상
호작용하기 때문에(Leem, 2010) 어떤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현상을 재구성할 것인가
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상을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재구성하는가는

학습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Winn et al. 
(2006)은 과학 학습에 활용되는 시뮬레이션을 모델
기반 시뮬레이션(model-based simulation)과 물리적
시뮬레이션(physical simulation)으로 나누어 설명하
였다. ‘모델 기반 시뮬레이션’에서는 학생이 핵심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상을 최대한 단순화, 
추상화시키는 반면, ‘물리적 시뮬레이션’에서는 실
제 현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다. 한편, 국내
디지털교과서에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실감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
조하여 ‘실감형’ 콘텐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Ministry of Education & Korea Education and Re-
search Information Service, 2019). 이처럼 디지털 공
간에서 재구성된 활동에서는 목적에 따라 때론 단
순하고 추상적인 모습이, 때론 현상 그대로의 모습
이 강조된다(Lindgren & Schwartz, 2009).
이러한 활동의 대표적인 예로서 가상실험, 증강

현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탐구 활동을 개발하
고,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Mintz et al., 2001; Rutten et al., 2012). 가상실험은
디지털 상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콘텐
츠로서, 학생들이 정제된 데이터를 다루면서 즉각
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변수들 사이의 관계

를 효과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Rutten et al., 2012; 
Wieman et al., 2008). 가상현실은 3차원 공간에서
현실과 유사한 체험으로 학습자의 경험을 확장하
고, 공간 감각을 토대로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효
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Beier, 2004; Kozhevnikov, 
Gurlitt, & Kozhevnikov, 2013). 비슷하게 증강현실도
공간 감각을 익히는데 효과적이며, 실제 세계와 가
상 요소를 사용자가 동시에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는 강점이 보고되었다(Nunez et al., 2008; Salmi, 
Thuneberg, & Vainikainen, 2017).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

습이 항상 효과적인 것만은 아님이 보고되기도 하
였다. 제공되는 시각 정보의 내용이나 형태, 구성된
학습의 맥락, 제공되는 시나리오 등에 따라 학습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Yu & Ryu, 2017).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된 탐구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물론, 기존에 개발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탐구
활동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지긴 했
으나, 대부분이 특정 주제나 특정 테크놀로지 사례
에 국한되어 국소적으로 연구되어온 경향이 있다. 
즉,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단편적인 사례들을 중심
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과학의 다양한 영역이나
서로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 테크놀로지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인 양상과 특징
을 점검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한편, 최근에 여러 교과와 영역에 걸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디지털교
과서는 테크놀로지 활용의 전반적인 양상과 특징
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 기반 과학 디지털교과서에서는 가상실험, 증
강현실, 가상현실 기술들이 과학탐구 과정에 접목
되어 다양한 활동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 디지털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활동들은 처음부
터 디지털 환경을 고려해서 개발되었기보다는, 서
책형교과서에서 제시된 탐구 활동들에 적합한 테
크놀로지를 접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교과서는 초등학교 3~6학년 과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전 영
역의 활동들에 대해 테크놀로지를 적용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즉,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습
의 실재성을 높여주고, 학생들이 경험하는 폭을 넓
혀주며, 학습 동기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과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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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노력한 결실이라는 점에
서(Ministry of Education &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19),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탐구 활동의 여러 단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과학 디지털교과

서에서 개발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탐구 활동들
이 과학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테크놀
로지들을 접목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여러 테크놀로지들 중에서도 2015 개정 과학
디지털교과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술로
서 가상실험,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탐
구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Ministry of Education &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19). 즉, 가상실험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탐구 활동들에서 구성된 탐구맥
락과 탐구방법, 추론 유형에서 나타나는 실태를 파
악하고, 이들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와 한계점, 가
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디지털교과서에서 테크놀로지를 활

용한 탐구 활동들의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탐구 활동에서 제시

하는 탐구맥락의 특징은 어떠한가?
셋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탐구 활동에서 제시

하는 탐구과정의 특징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 4, 5, 6학년 과학 디

지털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활동들 중 가상실험, 가
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탐구 사례들을 중
심으로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Table 1). 가상실험
은 디지털교과서에 제시된 실험 도구를 클릭하거

나, 드래그 등을 이용해 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며 탐구를 수행하는 활동
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때, 컴퓨터 조작을 통
해서 변인 통제에 대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실험 활동들을 포함하
였으며, 단순한 동영상 재생을 통해서 실험활동과
결과를 확인하는 자료들은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경우에는 현 디지
털교과서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별도의 프로
그램으로 실행하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두 기술을 활용하여
현상을 관찰하거나 조작하며, 탐구를 수행하는 활
동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총 77건의 탐구 활동으로서 3, 4학

년에서의 탐구 활동은 각각 25건, 5학년은 12건, 6
학년은 15건이었다. 학년별로 탐구 활동 개수의 차
이가 나는 것은 디지털교과서 및 가상현실, 증강현
실 활용 자료들의 개발 진행 정도가 달랐기 때문이
다.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3, 4학년은 1학기, 2학
기 교과서와 가상현실, 증강현실 활동 자료들의 개
발이 완료된 상태이나, 5, 6학년의 경우에는 1학기
교과서는 개발이 완료되었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활동은 3건의 실감형 활동이 심의 중으로서 탑재되
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5, 6학년의 2학기 자료들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년에
따라 분석 대상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분석 과정에
서도 테크놀로지 활용의 특징을 학년별로 분석하
기 보다는 과학 영역별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초점
을 두었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디지털 기반 탐구 활동의 일

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가상실험,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탐구 활동의 분포를 조사
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활동의 세부 특징들을 탐

Table 1. Technology-based inquiry activities analyzed in this study

학년(학기)
유형

3
(1학기, 2학기)

4 
(1학기, 2학기)

5 
(1학기)

6 
(1학기) 계

가상실험 15 16 8 10 49

가상현실(VR) 5 5 3 4 17

증강현실(AR) 5 4 1 1 11

계 25 25 12 15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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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맥락과 탐구 과정이라는 두 가지 범주를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하위 범주와 세부 특징
은 Table 2와 같다.
먼저, 탐구맥락의 특징은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디지털 공간에서 현상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에 따라 ‘실감형’ 탐구와 ‘추상형’ 탐구의 맥락으로
조사하였다. 실감형 탐구맥락은 디지털 공간에서
최대한 실제 현상과 비슷하게, 보다 실감나게 구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추상형 탐구맥락은 
현상을 최대한 단순화, 추상화하여 학생들이 핵심
변인과 개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지향한다. 
활동에 따라 실제 현상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함
과 동시에 이를 단순화하거나, 추상적인 상징이나
기호를 함께 제시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실감
형과 추상형의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실
감-추상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탐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탐구

방법과 추론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
지 과학 교육에서 강조해온 이상적인 과학탐구 과
정은 인지적(cognitive), 인식론적(epistemic), 사회적
(social) 측면이 융합되어 나타난다(Duschl & Grandy, 

2008). 하지만 본 연구는 교과서 분석 연구이기 때
문에,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 소통하고 정
당화하는 인식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까지 살펴보
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연구진은 교과
서에서 ‘의도된’ 탐구 과정으로서 탐구방법적인 측
면과 인지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탐구방법에 대한 분석틀로서, Brandon (1994)이

제안하고 Erduran and Dagher (2014)가 과학적 방법
의 대표적인 범주로서 소개했던 분석틀을 활용하
였다(Table 2). 이 분석틀은 탐구 과정의 방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대상을 조작하는지 여부와 가
설 검증 과정을 거치는지 여부에 따라 과학적 방법
을 Table 2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연
구진은 이 유형들이 탐구 과정의 인식론적, 사회적
측면보다는 탐구방법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교
과서에서 계획된 탐구 과정을 드러내기에 적절하
다고 판단하였다.
탐구 과정의 인지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하여

탐구의 추론 유형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틀로서
Driver et al. (1996)의 세 가지 추론 유형을 활용하
였다(Table 2). 탐구 활동에서의 추론 유형을 조사

Table 2. The analysis framework of this study

분석 범주 하위 범주 세부 특징

탐구맥락

실감형
(realistic type)

실제 현상의 역동적인 모습을 가능한 실감나고, 생생하게 나
타내려고 구성한 맥락

실감-추상형
(realistic-abstract type)

실제 현상의 모습을 단순화하거나, 추상적인 상징이나 기호를
함께 제시한 맥락

추상형
(abstract type)

현상을 최대한 단순화, 추상화하여 핵심 변인과 개념을 중심
으로 구성한 맥락

탐구
과정

탐구방법
(Brandon, 1994)

조작적 가설검증
(manipulative hypothesis test)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변인을 조작함으로써 가설을 검
증하는 탐구방법

조작적 기술 또는 측정
(manipulative description or measure)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변인을 조작하면서 그 현상을 자세하게
기술하거나 측정하는 탐구방법

비조작적 가설검증
(nonmanipulative hypothesis test) 

가설을 설정하고 대상을 자세하게 살펴보며 가설을 검증하는
탐구방법

비조작적 기술 또는 측정
(nonmanipulative description or measure)

가설을 설정하거나 대상을 조작하지 않고 대상 현상을 자세하
게 기술하거나 측정하는 탐구방법

추론 유형
(Driver et al., 1996)

현상 기반 추론
(phenomenon-based reasoning)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하
는 추론

관계 기반 추론
(relation-based reasoning) 두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추론

모형 기반 추론
(model-based reasoning)

정신 모형이나 이론에 결합하여 설명을 구성하고, 평가, 수정
하는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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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탐구 과정에서 얻은 자료와 과학적 설명
을 어떻게 연결하는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탐구
과정의 인지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였다. 물론 이는 실제 교실에서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되는 실제 추론 과정과는 다
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교과서에 제시된
탐구의 목적과 질문 텍스트들을 고려하여 교과서
에서 의도한 탐구 활동의 추론 유형을 조사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탐구 활동들의 현황
초등학교 과학 디지털교과서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탐구 활동의 영역별 분포는 Table 3과 같다. 
총 77건의 탐구 활동 중, 가상현실(17건)이나 증강
현실(11건)에 비해 가상실험(49건)을 활용한 탐구 
활동이 디지털교과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이는 세 기술의 개발 및 접근 방식과 관련되는데, 
학생들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교과서와는 별개로 PC가 아닌 스
마트 기기를 통해 다운로드를 해야 하는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반면, 가상실험은 디지털교과서
내에 삽입된 형태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영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운동과 에너지 영역이

30건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탐구 활동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이어서 지
구 영역이 18건, 생명 영역이 15건, 물질 영역이 14
건이었다. 이처럼 운동과 에너지 영역에서 테크놀
로지 활용 빈도가 높은 것은 가상실험 활용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운동과 에너지 영역
30건 중 24건이 가상실험에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각 테크놀로지별 분포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

지 테크놀로지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가상
실험 기반 탐구 활동에서는 운동과 에너지 영역에

서 24건으로 전체 가상실험 활동 총 49건 중에서
4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물질
영역의 가상실험 활용 빈도가 13건으로 많았으며, 
생명 영역과 지구 영역은 각 6건으로 활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가상현실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한 영역은

지구 영역으로 총 17건 중에 52.9%인 9건이 지구
영역에서 활용되었다. 가상현실 기술은 주로 태양
계, 우주, 공룡 발자국, 화산 등과 같이 학생들이 직
접 체험하기 어려운 주제들에서 활용되었는데, 지
구 영역에서 높은 활용 빈도를 보인 것은 이러한
주제들 대부분이 지구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생명 영역과 운동과 에너지 영역에서는
각각 4건, 3건을 활용했으며, 물질 영역에서는 가상
현실 기술이 1건 활용되었다.
증강현실 기술의 경우에는 생물 영역에서의 활

용 빈도가 총 11건 중 5건(45.5%)으로 가장 높았다. 
생물 영역에서는 동물이나 식물의 한살이, 동물의
암수 관찰, 핀치새의 부리 모양과 먹이 관계 등과
같이 생물을 자세히 관찰하는 탐구 활동에서 증강
현실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이어서 지구와
운동과 에너지 영역에서 각 3건씩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던 반면, 물질 영역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가상현실 기술에서
와 같은 결과로서,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물질 영역
의 내용이 가상실험 기술로 구현하기에는 용이하
나,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과는 접목되지 않
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탐구 활동에서 제시

하는 탐구맥락의 특징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활동에서 제시하는 탐구맥

락은 학생들의 활동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탐구 활동들의 탐구
맥락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3. The status of technology-based inquiry activities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계

가상실험 24 (49.0%) 13 (26.6%)  6 (12.2%)  6 (12.2%) 49 (100.0%)

가상현실  3 (17.7%)  1 ( 5.9%)  4 (23.5%)  9 (52.9%) 17 (100.0%)

증강현실  3 (27.2%)  0 ( 0.0%)  5 (45.5%)  3 (27.3%) 11 (100.0%)

계 30 (39.0%) 14 (18.1%) 15 (19.5%) 18 (23.4%) 7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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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77건의 활동 중
에서 Fig. 1과 같이 실제 현상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자 한 ‘실감형(38건)’과 Fig. 2와 같이 실제 실험 상
황이나 탐구할 현상을 나타내면서도 추상적인 상
징이나 개념들이 함께 표현된 ‘실감-추상형(39건)’
만 나타났다. 현상을 최대한 단순화, 추상화하여 핵
심 개념만을 표현한 ‘추상형’ 탐구맥락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초등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현상을 기반으로 하는 
초등학교 과학탐구 활동의 특징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각 테크놀로지별로 나타나는 특징은 전

체 양상과 조금씩 달랐다. 가상실험을 기반으로 한 
탐구 활동의 경우, 총 49건의 활동 중에서 실감-추
상형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감형이 21건이
었다. 반면, 가상현실 기반 활동에서는 총 17건의
활동 중 실감형 9건, 실감-추상형 8건이었고, 증강
현실 기반 활동에서는 총 11건의 활동 중 실감형이
8건, 실감-추상형이 3건이었다. 이처럼 가상실험 기

반 활동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표상들이 실제
실험 장면에 추가되어 구성된 실감-추상형 탐구맥
락이 많은 반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활
동에서는 실제 현상을 실감나게 표현하고자 한 실
감형 탐구맥락이 주를 이뤘다.
각 영역별로 나타나는 분포도 조금씩 달랐다. 운

동과 에너지 영역에서는 실감-추상형 22건, 실감형
이 8건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구성된 탐구맥락이 추
상적인 개념과 함께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물
질 영역에서도 실감-추상형이 9건, 실감형이 5건으
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지구 영역에서는
실감형 10건, 실감-추상형 7건으로 추상적인 개념
들을 함께 제시하기보다는, 실제 현상을 중심으로
탐구맥락이 구성된 경우가 더 많았으며, 생명 영역
에서는 15건의 탐구 활동 모두 실감형 탐구맥락으
로 구성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이 테크놀로지별로, 영역별로 구성된 탐

구맥락의 분포가 다른 이유는 각 테크놀로지들이
가진 특징들이 과학의 각 영역에서 집중하는 탐구

Table 4. The features of inquiry context presented in technology-based inquiry activities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계

실감형
실감-
추상형

추상형 실감형
실감-
추상형

추상형 실감형
실감-
추상형

추상형 실감형
실감-
추상형

추상형 실감형
실감-
추상형

추상형

가상
실험

7 17 0 5 8 0  6 0 0  3 3 0 21 28 0

가상
현실

0  3 0 0 1 0  4 0 0   5 4 0  9  8 0

증강
현실

1  2 0 0 0 0  5 0 0  2 1 0  8  3 0

소계 8 22 0 5 9 0 15 0 0 10 7 0 38 39 0

Fig. 1. An example of realistic type inquiry context using virtual 
reality (4-1, p. 18).

Fig. 2. An example of realistic-abstract type inquiry context using 
augmented reality (5-1,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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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점에 맞게 접목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가상실험 활동에서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핵심 개
념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강점
이 있다. 운동과 에너지 영역과 물질 영역에서 가
상실험 활동을 활용한 실감-추상형 탐구맥락이 더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두 영역이 이상적인 상황
에서의 탐구를 자주 강조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은 실제
현상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준다는 강점이 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지닌 이러한 특징은 학생
들이 교실에서 관찰하기 힘든 생명 및 지구 영역에
서의 주제(예: 다양한 생물, 천체, 화산 등)들에 대
해서 실감형 탐구맥락으로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
겠다.

3.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탐구 활동에서 제시

하는 탐구 과정의 특징
교과서에서 특정 탐구 주제에 대해 어떤 탐구방

법과추론과정을구성하느냐는교실에서의탐구활
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테크놀로지
를 활용한 탐구 활동들의 탐구 과정을 탐구방법적
측면과 추론 과정의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탐구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전체 77건의 탐구
활동 중에서 조작적 기술/측정 방법이 44건으로 가
장 많았고, 비조작적 기술/측정 방법이 29건으로 뒤
를 이었다. 조작적 가설검증 방법이 2건, 비조작적
가설검증 방법이 2건으로 매우 적었다. 전반적으로
가설검증 방법(4건)보다는 현상이나 실험 결과를
관찰하거나 측정해서 기술하는 방법(73건)이 많이

제시되고 있었으며, 이는 초등학생들의 발달 수준
과 연결된 초등학교 탐구 활동의 특성을 반영한다
고 볼 수 있겠다. 즉,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
하여 가설을 세우고, 이에 따른 변인 통제를 정밀
하게 하기 보다는, 실험 결과에 대한 예상을 가볍
게 묻거나, 실험 결과에 대한 관찰과 측정을 통해
서 현상을 자세히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둔 활동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각 테크놀로지별로 활용된 탐구방법의

특징은 조금씩 달랐다. 가상실험 기반 활동에서는
49건의 활동 중, ‘조작적 기술/측정 방법’이 40건으
로 절대적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반면, 가상현실 기
반 활동에서는 17건 중 13건이, 증강현실 활동에서
는 11건 중 9건이 ‘비조작적 기술/측정 방법’을 활
용했다. 이러한 결과는 각 테크놀로지들이 지닌 특
징에 따라 활용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예를 들어, 가상실험 활동에서는 Fig. 3과 같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변인을 조작
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가상현실과 증
강현실을 활용한 활동들은 Fig. 4와 같이 제시된 현
상에 대해 조작을 하기 보다는 비조작적인 방법으
로 탐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디지털교과서에서 활용하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제시된 현상에 대한
시청각적 표상을 중심으로 관찰하는 수준이기 때
문일 것이다. 만약,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내에서
시청각적 표상 이외에도 다양한 표상으로 직접 대
상을 조작할 수 있다거나, 가상현실 내에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발전된다면 다양한 탐
구방법들이 접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5. The features of inquiry methods presented in technology-based inquiry activities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계

조작
가설

조작
기술
측정

비
조작
가설

비
조작
기술
측정

조작
가설

조작
기술
측정

비
조작
가설

비
조작
기술
측정

조작
가설

조작
기술
측정

비
조작
가설

비
조작
기술
측정

조작
가설

조작
기술
측정

비
조작
가설

비
조작
기술
측정

조작
가설

조작
기술
측정

비
조작
가설

비
조작
기술
측정

가상
실험

1 23 0 0 1 12 0 0 0 5 0  1 0 0 0  6 2 40 0  7

가상
현실

0  1 2 0 0  1 0 0 0 0 0  4 0 0 0  9 0  2 2 13

증강
현실

0  2 0 1 0 0 0 0 0 0 0  5 0 0 0  3 0  2 0  9

소계 1 26 2 1 1 13 0 0 0 5 0 10 0 0 0 18 2 4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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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역별로 나타나는 탐구방법적 특징도 달
랐다. 운동과 에너지 영역과 물질 영역에서는 조작
적인 기술/측정 방법이 각각 26건, 13건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반면, 생명과 지구 영역에서는 비조작
적인 기술/측정 방법이 각각 10건, 18건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운동과 에너지
및 물질 영역에서는 Fig. 3과 같이 특정 변인을 조
작하면서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는 반면, 생명 및 지구 영역에서는 Fig. 
4와 같이 제시된 현상을 관찰하거나 측정하는 활동
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었다. 영역별로 이러한 차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관찰과 측정을 토대로 한 ‘기술/측정’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관찰이나 측정은 탐구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특히, 초등학교 과학 탐구 활동에 있
어서 이 탐구 방법들은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의 가
장 기초적인 탐구 방법을 익히는 목적에서 더 강조
될 필요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탐구를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가설 설
정’이나 ‘예상’을 해보게 하는 방법도 더욱 강조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
할 때, 엄밀한 의미의 가설 설정은 어렵겠지만 과

학적 현상에 대한 예상(predict)과 이에 대한 관찰
(observation),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explanation)의
순서로 진행되는 학교 과학 탐구에서 오랫동안 강
조되어온 POE 탐구 모형과 같은 방법은 충분히 고
려될 수 있다. 총 77건의 탐구 활동 중에서 단 4건
만이 가설에 대한 확인을 하는 탐구방법으로 제시
된 결과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탐구 활동에서 학
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탐구 맥락
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테크놀로지
를 활용한 탐구 활동 내에서 학생들이 사고를 촉진
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이나 맥락 구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탐구 활동들의 추론 유형에서 나타나

는 특징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
하고 기술하는 데에 초점을 둔 ‘현상 기반 추론’이
40건,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관계 기반 추
론’이 28건, 모델이나 이론에 기반하여 현상을 설명
하는 ‘모델 기반 추론’이 9건이었다.
테크놀로지별 분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

상실험 활동에서는 총 49건의 활동 중에서 Fig. 3이
나 Fig. 6과 같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관
계 기반 추론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상 기반

Fig. 3. An example of manipulative description or measure 
using virtual experiment (4-2, p. 65).

Fig. 4. An example of nonmanipulative description or measure 
using virtual reality (6-1, p. 32).

Table 6. The types of reasoning presented in technology-based inquiry activities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계

현상 관계 모델 현상 관계 모델 현상 관계 모델 현상 관계 모델 현상 관계 모델

가상실험  9 15 0 2 11 0  6 0 0  4 0 2 21 26 2

가상현실  1 0 2 0  1 0  4 0 0  6 0 3 11  1 5

증강현실  3 0 0 0 0 0  4 1 0  1 0 2  8  1 2

소계 13 15 2 2 12 0 14 1 0 11 0 7 40 2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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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이 21건이 뒤를 이었다. 모델 기반 추론은 2건
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가상현실 기반 활동에서는
17건의 활동 중, Fig. 5와 같은 현상 기반 추론이 11
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델 기반 추론이 5건이었으
며, 관계 기반 추론은 1건 발견되었다. 증강현실 기
반 추론에서도 가상현실에서와 비슷하게 현상 기
반 추론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델 기반 추론
이 2건, 관계 기반 추론이 1건으로 보고되었다.
과학 영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운동과 에너지 및

물질 영역에서의 분포와 생명 및 지구 영역에서의
분포의 두드러진 차이가 보고되었다. 운동과 에너
지 영역과 물질 영역에서는 관계 기반 추론이 각각
15건, 12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반면, 생명
영역과 지구 영역에서는 현상 기반 추론이 각각 14
건, 11건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구 영역에서
는 다른 영역과 다르게 모델 기반 추론이 상대적으
로 많았는데, Fig. 4와 같이 지구와 달의 운동 단원
과 같이 천체 운동과 관련한 탐구 활동이 모델 기
반 추론의 주를 이뤘다.
이처럼 영역에 따라 제시된 추론 유형이 다른 것

은 각 과학 영역별 탐구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는 점을 반영할 뿐 아니라(Erduran & Dagher, 2014), 
이러한 차이로 인해 테크놀로지가 접목되는 방식
도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운동과 에너지 영
역과 물질 영역에서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
기 위해 가상실험 기술을 통해 특정 변인을 조작하

면서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탐구를 수행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생명 영역과 지구 영역에
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현상을
조작하기 보다는 제시된 현상을 세밀히 기술하는
관찰 중심형 탐구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끝으로 추론 유형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근본

적으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탐구 활동에서 학생
들에게 ‘어떠한 상호작용과 추론’을 제시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가
령, 현재 디지털교과서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해 구성된 탐구 활동에서는 관계 기반 추론 유
형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각 1건), 모델기반추
론 유형도 매우 적게 나타났다(5건, 2건). 이 두 가
지 테크놀로지에서 현상 기반 추론 유형이 주로 나
타난 것(19건)은 현상 기반 추론이 초등학생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테크놀로지가 활용
되는 맥락에서 학생들의 사고를 어떻게 촉진할 것
인지에 대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서 대
상 개념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관
련 개념에 대한 의미 있는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
도록 구성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개발된 5학년 1

학기의 ‘에너지’ 단원에서 ‘주택의 단열상태 비교
하기’ 탐구 활동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활

Fig. 5. An example of phenomenon-based reasoning using 
virtual reality (3-1, p. 18).

Fig. 6. An example of relation-based reasoning using 
virtual experiment (4-2, p. 36).



초등과학교육 제38권 제2호, pp. 275∼286 (2019)284

동에서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단열이 잘되는 집
과 단열이 잘되지 않는 집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까요?’와 같은 발문을 통해 주택의 단열상태를 단
지 ‘보여’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변인이 이
차이를 만들어 냈는지를 사고하도록 ‘촉진’하는 질
문과 안내문을 함께 던지고 있다(Fig. 7 및 Fig. 8 참
고). 이처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테크놀로지를 통
해실재감(sensibility)을높이면서도동시에탐구과정
에서 적절한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사고를 
촉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가장 적극
적인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의미 있는 탐구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를 탐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초등학교 과학
디지털교과서에서 제시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탐
구 활동의 탐구맥락과 탐구방법의 특징을 살펴보
았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초등학교에서 테크놀로
지를 활용하여 탐구 활동을 구성함에 있어 두 가지
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현 디지털교과서에 제시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탐구 활동에서는 실제 현상을 기반으로, 관
찰과 측정을 활용하여 현상을 기술하는 탐구방법
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실감형
또는 실감-추상형 탐구맥락에서(Table 4 참고), 가
설을 검증하기 보다는 주어진 현상을 기술하고 측
정하는 탐구들이 대부분이었다(Table 5 참고). 관찰
이나 측정은 과학의 가장 기초적인 탐구방법을 익
힌다는 측면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
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서 테크놀로지

의 활용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보다는 초등학교 탐
구 활동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관찰 중심의 탐구 활동에서 간과하지 말

아야 할 것은, 학생을 수동적인 ‘관찰자’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나치게 정제된
가상실험 활동에서 학생들이 폭넓은 탐구 경험을
하지못할수있다는우려와상통한다(Balamuralithara 
& Woods, 2009). 현상에 대한 관찰이나 측정을 토
대로 한 탐구에서도 학생의 사고를 촉진하는 안내
가 탐구 활동 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과학탐구에서 오랫동
안 강조되어온 POE 모형을 활용한 사고 촉진 방안
을 논의하였다. 가령, 디지털교과서 3학년 2학기
‘소리의 성질’ 단원의 실 전화기에 대한 가상실험
에서는 ‘실 전화기의 소리를 더 잘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발문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테크놀로지의 활용에 있어서 학생들
이 제시된 현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미리 예상하고 생각해보게 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테크놀로지들은 각기

다른 특성과 방식으로 탐구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
었다. 가상실험 기술은 실감-추상형 탐구맥락에서
조작적 방법으로 현상에 대해 기술하거나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활동에 많이 활용되는 경향
을 보였다. 반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은 실감
형 탐구맥락에서 많이 활용되었으며, 현상을 조작
하기보다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거나 기술하는
탐구 활동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특히 이러한 특성
들은 과학의 하위 영역별 특징과 접목되어 영역별
활용 방식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즉, 운동과 에
너지 및 물질 영역에서는 가상실험 기술을 활용하
여 현상이나 변인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추론하는

Fig. 7. An example of good questions in inquiry activities using 
virtual reality.

Fig. 8. An example of good guidance in inquiry activities using 
virtual reality.

김하형
스티커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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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이 많은 반면, 생명 및 지구 영역에서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현상 기반
추론 활동이 많았으며, 특히 지구 영역에서는 모델
기반 추론도 많이 제시되었다.
물론, 본 연구에서 보고한 각 테크놀로지와 과학

영역별 특징과 양상은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에 따
라 변화할 수 있다. 앞으로 테크놀로지들은 더욱
발달할 것이며, 이미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이 교육
적 목적으로 적극 도입되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Simens, 2014). 가령, 본 연구에서 다룬 세 가
지 테크놀로지뿐 아니라, 온라인과 빅 데이터를 활
용한 탐구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을
접목한 탐구를 들 수 있다(Penuel & Mean, 2004).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조사한 탐구 활동들은
‘자연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 과학 탐구
활동만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을 수 있
다. 최근에는 STE(A)M 교육 및 공학적 설계에 대
한 관심과 함께 자연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인
공물 및 생활 속에서 접하는 문제들에 대한 탐구까
지 폭넓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NGSS 
Lead States, 2013). 이에 인공물이나 빅 데이터, 온
라인을 활용한 탐구의 특징에 대한 추후 연구들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테

크놀로지를 활용한 탐구 활동을 폭넓게 개발, 적용
함에 있어서 여러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먼
저,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특정 주
제에 대한 단편적인 탐구 활동이 아닌 여러 학년에
걸쳐서 다양한 내용을 다룬 탐구 활동들에서의 테
크놀로지 활용 실태를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
한 디지털교과서 및 탐구 활동의 개발이 확장되는
시점에서, 교육적 활용도가 높은 세 가지 테크놀로
지의 특징과 활용 양상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
로 미루어볼 때,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탐구 활동
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과학 영역이나 주제별 탐
구방법에 대한 이해, 여러 테크놀로지들의 차별적
인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탐구와 테
크놀로지와의 조화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
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양질의 학습 활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이 교육적 관점에서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학습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점검과 확인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본 연구가 이러한 시도의 중요한 출발점
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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