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과학교육

제32권 제4호, pp. 515～526 (2013)

515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과학 관련 활동에 대한 조사

양찬호․배유진․김찬종․최승언․김희백․유준희․이경우․계영희†․노태희
서울대학교)․(고신대학교)†

(

An Investigation of Science-related Activitie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

․

․

․

․

Yang, Chanho Bae, Yujin Kim, Chan-Jong Choe, Seung-Urn Kim, Heui-Baik
Yoo, Junehee Yi, Kyung-Woo Kye, Young Hee† Noh, Teahee

․

․

․

․

(Seoul National University) (Kosin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science-related activities in everyday lif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reference and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We also analyzed the differences by student's
gender and interest in science. We developed a questionnaire of what activities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daily experiences and how they perceived the connections of the activities with science. The
questionnaire that was asked to rate the degrees of science-relatedness, preference, and participation of 35
activities was administered to fifth graders. The analysis of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y perceived various everyday
activities in their home and community as well as school were related to science. They generally preferred and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Boys perceived some activities, such as building things with magnets, Legos, or
other toy and tools, more closely related to science, and the degrees of their preference and participation in these
activities were higher than those of girls. It was also found that the students who were more interested in science
not only perceived more activities related to science but also preferred and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mor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Key words : science-related activity, preference, participation, interest, elementary school student

I.

서론

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의 중요성
이 강조됨에 따라 학생들이 과학 관련 진로를 선택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으며,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교육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윤진, 2002, 2007; Dewitt et al., 2010;
Wang & Staver, 2001). 윤진(2007)의 연구에서는 과
학에 대한 흥미나 과학 활동 참여 등의 개인적 요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는 일반적으로 학년
이 올라가면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곽영순 등, 2006; Vedder-Weiss & Fortus, 2011). 이
러한 경향은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과학 관
련 진로의 선택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서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장수명
과 서혜애, 2005).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로 교육과 함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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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학생들이 과학 관련 진로를 선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과학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는 관련 직업에 대한 흥
미나 진로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Dabney
et al., 2012; Packard & Nguyen, 2003), 과학 학습에
대한 선호나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인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윤진, 2002). 이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 관련 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
관련 진로의 선택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특히, 14세 이전의 경험은 학생들이
향후 과학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는데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Chetwynd, 2006;
Tai et al., 2006),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교 안팎
의 다양한 과학 관련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생활 속 활동과 과학
을 연결 짓지 못하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들은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학교
밖에서도 과학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정화와 조부경,
2002). 이에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속 활동들과 과
학과의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따
라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식 교육
과 가정이나 지역공동체 안에서 일상적으로 이루
어지는 비형식 교육을 통한 과학 학습 간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과학 학습은 집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Bell et
al., 2009; Dierking et al., 2003), 학생들의 실제 생활
속 활동들을 과학 학습의 자원으로 고려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학
생들의 과학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조사한 연
구(권난주, 2005; 이호연, 2012)가 일부 이루어졌을
뿐,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어떤 활동들을 과학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지 조사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속
활동 중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활동이 무
엇인지, 이러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나 선
호도는 어떠한지 조사한다면 형식 과학교육과 비
형식 과학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수행하는 활동들, 특히, 학교 밖 활동
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맥락화되어 있어(Dierking et
al., 2003), 동일한 활동이라도 학생에 따라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클 수 있다.
또한, 활동에 대한 참여는 학생 개인의 선택에 의
해 이루어지므로 학생마다 각 활동에 대한 참여도
나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학생의 성
별에 따라 학교 과학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Miller et al., 2006; Osborne
et al., 2003),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과학
관련 활동들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참여도 및
선호도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이상의 호기심과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에 대한 흥미는 학생
들이 향후 과학 관련 활동을 추구하고 참여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idi &
Renninger, 2006). 즉, 초등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
미는 그들의 생활 속 과학 관련 활동에 대한 인식이
나 참여도 및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생
활 속에서 수행하는 활동 중 실제로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알아보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와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또
한, 학생들의 성별과 과학에 대한 흥미에 따른 차
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5개 지역구에 소재한 5
개 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
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수
행하는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 대상 학교 중 4
개 초등학교에서 총 9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설문지는 선행연구
(Zimmerman & Bell, 2012)에서 사용한 SAT(science
activity task)의 36개 활동을 번역하고, 예비연구에서
학생들의 이해도와 가독성의 점검을 통해 수정․보
완하여 만들었다.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이
제시된 활동 각각에 대한 자신의 참여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가끔 했다’, ‘자주 했다’의 3단계 척
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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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통해 제시된 활동 이외에 학생들이 일상에
서 자주하는 활동 및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
는 활동을 직접 쓰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활동별 참여도와 과학과의 관련성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설문을 위
표 1.

활동
번호

설문지에 포함된 활동의 목록

활동 내용
1 학교나 다른 장소에서 관찰을 한다.
2 학교에서 과학 관련 영상 자료를 보거나 과학에 대해 이
야기 한다.
3 학교에서 실험을 한다.
4 수학과 관련된 공부를 한다.
5 물건을 분해, 조립하거나 고장 난 물건을 고친다.
6 학교에서 교과서를 사용한다.
7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제작한다.
8 비소설 책(실제 사건에 대한 책)을 읽는다.
9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다.
10 요리를 한다.
11 컴퓨터나 핸드폰 등을 통해 게임을 한다.
12 동물이나 식물을 기른다.
13 전기를 사용한다(건전지, 전구, 전자제품 사용 등).
14 자석, 레고 등 장난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기를 한다.
15 그림 그리기, 뜨개질 등을 한다.
16 종이접기를 한다.
17 보드게임을 한다.
18 여러 가지 물질(음식 재료 등)을 섞는다.
19 집에서 직접 실험을 한다.
20 집에서 공부를 한다(숙제, 문제집 풀기, 예습복습 등).
21 잡지나 신문을 읽는다.
22 범죄를 다룬 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23 동물을 다룬 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24 만화 또는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25 박물관, 동물원, 과학관, 수족관 등에 간다.
26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계발활동 등에 참여한다.
27 학원(과외 포함)을 간다.
28 낚시, 캠핑, 하이킹, 천체 관측 등 야외활동을 한다.
29 축구, 야구, 자전거 타기 등 운동을 한다.
30 친구들과 놀이를 한다(운동장, 놀이터, 놀이공원 등에서).
31 과학 관련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한다.
32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한다.
33 소설책이나 만화책을 읽는다.
34 집이나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35 라디오, 컴퓨터, MP3 등을 통해 음악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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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5개의 활동을 선정하였다(표 1). 먼저, 학생들
의 참여도가 매우 낮거나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
각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5개 활동
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즉, ‘사회와 관련된
공부를 한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한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다’, ‘성당, 교회, 절 등에 간다’의 경우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매
우 낮아 제외하였다. 그리고 ‘방학 중 실시되는 캠
프에 참여한다’는 설문에 참여한 학생의 약 40%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을 뿐 아니라, 과학
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도 낮아 제
외하였다. 또한, 서술형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SAT에 제시된 활동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으며, 학생들의 응답을 범주화하여 25%
이상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서술한 활동들을 추
가하였다. 추가한 활동은 ‘물건을 분해, 조립하거나
고장 난 물건을 고친다’, ‘전기를 사용한다(건전지,
전구, 전자제품 사용 등)’, ‘학원(과외 포함)을 간
다’, ‘과학 관련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한다’였다.
완성된 활동 목록을 사용하여 본 설문을 위한 설
문지를 제작하였으며, 과학교육 전문가, 과학교육
전공 대학원생, 현직 교사들의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연구 대상인 5개 초등학교의 5학년 학
생 중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보호자와
본인이 연구 참여에 동의한 245명을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문항에서
중복 또는 무응답을 하는 등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
답한 경우를 제외한 237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2. 검사 도구

설문지는 학생의 배경 변인, 활동에 대한 과학과
의 관련성, 참여도, 선호도의 네 가지 범주로 구성하
였다. 학생의 배경 변인으로는 성별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사용하였다. 과학에 대한 흥미 검사는 곽영
순 등(2006)이 PISA의 관련 문항을 과학교육의 맥락
에 맞게 수정한 5단계 척도의 5문항을 사용하였으
며, 이 연구에서 구한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다. 활동에 대한 과학과의 관련성, 참여
도,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활동 목록을 제
시하고, 각 활동별로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모두 응답
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3단계 척도로 구성하
였다. 즉, 과학과의 관련성의 경우, ‘전혀 관련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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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간 관련되어 있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로, 참여도의 경우,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
다’, ‘자주 한다’로, 선호도의 경우, ‘좋아하지 않는
다’, ‘보통이다’, ‘매우 좋아한다’로 구성하였다. 또
한, 과학과의 관련성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과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활동 중 5가지 이상
선택하여 그 이유를 직접 서술하도록 하였다.

3. 분석 방법

활동에 대한 과학과의 관련성, 참여도, 선호도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각 활동별로 응답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3단계 척도를 0점, 1점, 2점
으로 환산하여 각 활동별 평균 점수를 구하였다.
또한, 70% 이상의 학생들이 과학과 약간 또는 밀접
하게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활동(총 35개 활동 중
16개)을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과학 관련 활동으
로 선정하고, 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
석하였다. 배경 변인에서 학생의 성별의 경우, 응답
에 따라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과학에
대한 흥미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
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환산하여 학생별 평균 점
수를 구하고, 중앙값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상위와
하위로 나누었다. 배경 변인에 따라 각 활동이 과
학과 관련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활동에 대한 참
여도 및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교
차분석(χ 검증)을 실시하였다. 한편, 특정 활동이
과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
해 서술형 문항에 응답한 결과는 활동별로 학생들
의 응답을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를 결과의 해석 과정에 활용하였다.
결과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통계적 결과의 의미를
10여명의 연구자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생성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또한, 다수의 과학교육 전문가,
과학교육전공 대학원생, 현직 교사들과의 수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결과 해석 및 논의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2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초등학생들이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
한 활동

이상의 학생들이 과학과 약간 또는 밀접하
게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활동은 총 35개 활동 중
16개 활동이었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과학과 밀
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활동은 ‘학교에서 실
험을 한다’와 ‘전기를 사용한다’, ‘과학 관련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한다’, ‘동물이나 식물을 기른다’, ‘집
에서 직접 실험을 한다’, ‘박물관, 동물원, 과학관,
수족관 등에 간다’, ‘학교에서 과학 관련 영상 자료
를 보거나 과학에 대해 이야기 한다’의 7개 활동이
었다. 또한, 과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50%보다는 적지만, 전체 학생의 70%
이상이 약간 또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활동은 ‘동물을 다룬 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물
건을 분해, 조립하거나 고장 난 물건을 고친다’, ‘자
석, 레고 등 장난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기를
한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사용한다’, ‘컴퓨터를 사
용하거나 인터넷을 한다’, ‘학교나 다른 장소에서
관찰을 한다’, ‘낚시, 캠핑, 하이킹, 천체 관측 등 야
외활동을 한다’, ‘수학과 관련된 공부를 한다’, ‘요
리를 한다’의 9개였다. 이 중 ‘학교나 다른 장소에
서 관찰을 한다’, ‘수학과 관련된 공부를 한다’, ‘요
리를 한다’의 경우, 과학과 약간 관련이 있다고 응
답한 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한 활동들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실험이나 관찰과 같
은 활동이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생들은 그 이유로 실험이나 관찰
이 학교 과학 수업에서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이
라고 응답하였는데(예: “실험을 과학시간에 가장 많
이 하기 때문이다.”, “관찰은 과학시간에도 하는 것
이고, 과학자들도 관찰을 하고 실험할 때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 과학 수업에서 수행
하는 활동들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수학과 관련된 공부를 한다’ 활동이 과학과 관
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과학
에 수학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예: “수를 곱하고
더하고 빼는 것도 과학에 해당한다.”, “과학에서도
수학용어를 쓰기 때문에”), 수학이 과학을 더 잘 하
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예: “과
학에도 수학이 필요하고, 수학을 잘 알면 과학에
도움이 된다.”).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
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과학 교과뿐 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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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수학 교과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이수영, 2011), 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이 일
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Zimmerman과 Bell(2012)의 연구와 달리 ‘요
리를 한다’ 활동이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였
다. 그 이유로는 요리하는 과정이 실험을 하는 과
정과 유사하다거나(예: “적당한 시간과 어림 정도
를 맞춰 하는 것이므로”, “요리에 들어가는 양을 체
크하며 요리하면 과학과 관련되어 있다.”, “요리를
할 때 과학적으로 음식을 섞어서 새 요리를 만들기
때문”), 요리 과정에 과학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예: “대류, 전도 같은 과학 원리를 이용하므로
과학과 관련 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을
넣고 불로 끓일 때 수증기, 증발 등의 현상이 일어
나므로”)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유아교육 분야에서
는 이미 요리 활동을 과학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는
데(문미옥 등, 2000), 이는 요리 재료라는 구체물을
활용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개념을 익힐
수 있으며,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물리적, 화학
적 변화를 관찰 및 측정하는 경험이 과학적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Walsh, 1980).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응답으로 미루어볼 때 이러한 요리 활동
은 초등학생의 과학 학습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물건 수리 및 만들
기 등의 활동도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는
데, 주로 활동에서 다루는 대상이 과학기술을 사용
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학과 관련이 있다
고 인식하였다. 이때,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교 과학
수업에서 다뤘기 때문이라는 이유(예: “5학년 과학
에서 전기회로를 배운다”, “과학으로 전기실험을 해
봤기 때문”)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과학과 관련
있는 활동이라고 응답하여, 학교 과학 수업 내용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만들기 활동의
경우 발명과 비슷하다거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과학과 관련이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였다(예: “만들기를 하면 발명해 낼 수 있으
므로”, “뭔가를 발명해 보고 창의력을 키운다.”, “자
신의 생각을 상상해서 창의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또한, 학생들은 자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이나 동식물을 기르는 활동이 과학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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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이 과학과 관련이 있
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활동을 통해 동물의 습성 및
특징, 별자리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
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즉, 학생들은 자연 환경이
나 동식물을 관찰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을 얻는 활
동을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과학 콘텐트
를 포함하고 있는 활동들을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과학 관련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한다’
나 ‘학교에서 과학 관련 영상 자료를 보거나 과학
에 대해 이야기 한다’의 경우 이미 ‘과학 관련’이라
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과 관련된 활동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예: “과
학대회나 행사에 참여하면 과학에 대해서 더 잘 이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자료로 과학을 더 쉽게
알 수 있어서”). ‘박물관, 동물원, 과학관, 수족관 등
에 간다’ 활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대상이 과학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예: “박물관, 동물원에 가면
동식물, 과학에 관련된 것을 보기 때문에”, “박물관
에 가서 과학에 관련된 물건을 볼 수 있기 때문”).
이상의 결과는 선행연구(김정화와 조부경, 2002)
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는 과학 관련 활동
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했던 것과 달리, 초등학
생들이 학교에서 수행하는 과학 활동 외에도 가정
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
이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이는 과학교육에서 학교 밖의 다양한 활동들을
학습의 자원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학생들은 과학에 대한 인식에 따라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 관련 내용이나 활동을 그 의
도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Zimmerman
& Bell, 2012), 이 경우 학생들은 교과서 내용을 통
해 과학 개념이나 원리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느
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이 실
제로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한 생활 속 활동들
을 학교 과학 수업에서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과학
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 지어 인식하고 친숙하게 느
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지
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에 내재된 과학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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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교에서 실험을 한다’는 대다수(77.2%)의
학생들이 과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활동으로, Zimmerman과 Bell(2012)의 연구에서도 많
은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성이 높은 활동이라고 응
답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Zimmerman & Bell, 2012)
에서는 ‘학교에서 실험을 한다’보다 ‘집에서 직접
실험을 한다’를 과학과 관련된 활동으로 인식하는
학생이 더 많았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은 집에서 하는 실험이 과학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20% 이상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의 많은 초등학생들이 ‘실험 활동으로서의 과학’의
이미지(윤진 등, 2006)를 가지고 있으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활동에 비해 학교 밖의 비형식 환
경에서 수행되는 실험 활동은 상대적으로 과학과
관련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
준다. 즉,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상황의존적 관점을
지니고 있어 학교 과학과 일상생활에서의 과학을
분리하여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집에서
직접 실험을 한다’의 경우 ‘학교에서 실험을 한다’
와 달리 선호도와 참여도도 매우 낮았는데, 이는
표 2.

생활 속에서 다양한 실험 관련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학생들이 실험 활동은 주로 학교에서
만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
교 과학이 학생들의 일상적인 경험과 적절히 연결되
지 못하는 경우 학생들은 과학이 비실용적이고 자
신의 일상적인 신념이나 활동과 이질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보고되었다(Boullion & Gomez,
2001).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 과학과 일상에서의 과
학을 적절히 연결시켜 과학에 대한 보다 확장되고
정교화된 관점을 지닐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2. 초등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선호도

초등학생들이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한 활
동에 대한 참여도와 선호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과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 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과학 관련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한다’와 ‘집에서 직접 실험을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들은 ‘가끔 한다’ 또는 ‘자주 한다’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참여도가 비
교적 높은 편이었다. 특히, 학생들이 과학과 밀접하
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7개 활동 중에서 ‘학

초등학생들이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한 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선호도

범주
과학적
과정과
관련된
활동

활동
번호
1
2
3
4
5
6

과학기술과
관련된 활동
자연환경과
관련된 활동
과학
콘텐트를
포함한
활동

7
8
9
10
11
12
13
14
15
16

활동 내용
학교에서 실험을 한다.
집에서 직접 실험을 한다.
학교나 다른 장소에서 관찰을 한다.
수학과 관련된 공부를 한다.
요리를 한다.
전기를 사용한다.
물건을 분해, 조립하거나 고장 난 물건을 고친다.
자석, 레고 등 장난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기
를 한다.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한다.
동물이나 식물을 기른다.
낚시, 캠핑, 하이킹, 천체 관측 등 야외활동을 한다.
과학 관련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한다.
박물관, 동물원, 과학관, 수족관 등에 간다.
학교에서 과학 관련 영상 자료를 보거나 과학에 대
해 이야기 한다.
동물을 다룬 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사용한다.

참여도(%)
선호도(%)
전혀 하지 가끔 자주 좋아하지 보통이다 매우
않는다 한다 한다 않는다
좋아한다
2.5

43.5

54.0

3.4

17.3

79.3

50.4

36.0

13.6

33.5

32.2

34.3

13.1

67.4

19.5

14.7

55.3

30.0

9.4

35.7

54.9

17.4

48.3

34.3

17.7

48.9

33.4

11.4

27.2

61.4

4.7

30.5

64.8

3.0

38.4

58.6

25.0

50.0

25.0

15.7

31.3

53.0

19.0

40.9

40.1

11.4

26.2

62.4

6.4

43.6

50.0

25.8

41.1

33.1

12.7

29.2

58.1

7.2

24.2

68.6

21.2

51.7

27.1

11.8

30.8

57.4

37.6

42.6

19.8

25.8

41.1

33.1

12.3

67.9

19.8

8.4

39.7

51.9

13.5

55.1

31.4

13.5

51.1

35.4

17.9

41.7

40.4

13.1

30.8

56.1

2.2

15.1

82.7

7.6

42.4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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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실험을 한다’와 ‘전기를 사용한다’, ‘동물이
나 식물을 기른다’의 경우에는 자주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절반 이상으로 참여도도 높았다. 반면,
‘과학 관련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한다’나 ‘학교에서
과학 관련 영상 자료를 보거나 과학에 대해 이야기
한다’, ‘박물관, 동물원, 과학관, 수족관 등에 간다’
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가끔 수행한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집에서 직접 실험을 한다’의 경우에
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절반 이상으
로 참여도가 매우 낮았다.
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16개 활동
중 10개 활동에 대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과학 관련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한다’와 ‘집에서 직접 실험을 한다’, ‘컴
퓨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한다’를 제외한 활동
들은 80% 이상의 학생이 ‘보통이다’ 또는 ‘매우 좋
아한다’로 응답하여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대체로
높았다. 특히, ‘박물관, 동물원, 과학관, 수족관 등에
간다’, ‘물건을 분해, 조립하거나 고장 난 물건을 고
친다’, ‘낚시, 캠핑, 하이킹, 천체 관측 등 야외활동
을 한다’의 경우, 참여도는 높지 않았으나, 선호도
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활동들은 선호도가
높은데 비해 참여도는 낮으므로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한다면 과학 학습
의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
를 들어, 세 활동 모두 주로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활동이지만, 학교에서 방과 후 또는 동아리 활동이
나 과학 관련 행사를 통해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과학 수업에서 소재로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형식적 활동들을 학교 교육과 연계하
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과학 관련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한다’는 직
접적으로 과학을 다루는 활동이며, 매년 학교에서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에게 친숙한 활동임에도 참여
도와 선호도가 모두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
교 학생들이 과학 대회에 참여한 것을 재미있어 하
고, 이를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다는
결과(안광호와 박일우, 2009)와 차이가 있다. 과학
경시대회나 과학탐구대회 등의 과학 관련 대회는
과학 지식이나 탐구 능력을 필요로 하므로, 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많
은 학생들은 참여 기회가 적고, 이를 어려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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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하므로 참여도와 선호도가 낮았을 수 있
다. 과학 행사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학의 달 행사가 대표적인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상위 대회인 교육청 과학탐
구대회의 종목 위주로 활동을 선정하며,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과학 활동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
을 운영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양윤경과 최도성,
2012). 또한, 매년 같은 종목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은 과학의 달 행사를 의례적인 행사로
인식하므로(이정아 등, 2007), 과학 행사에 대한 흥
미가 낮아 참여도와 선호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과학 관련 대회나 행
사는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 관련 활동의 기
회를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므
로, 이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와 참여를 높일 수 있
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학생들의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
1) 성별에 따른 차이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 활동 중
성별(남학생: 119명, 여학생: 117명)에 따른 차이가
있었던 활동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때, χ 값뿐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 0~2점 척
도의 평균값을 함께 제시하였다.
16개 활동 중 3개 활동에서 학생들의 성별에 따
라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
들보다 ‘물건을 분해, 조립하거나 고장 난 물건을
고친다’, ‘자석, 레고 등 장난감이나 도구를 이용하
여 만들기를 한다’, ‘수학과 관련된 공부를 한다’
활동이 과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였
다. 참여도에서는 16개 활동 중 5개, 선호도에서는
7개 활동에서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요리를 한다’를 제외한
모든 활동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참여도와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차
이가 있었던 활동 중 ‘물건을 분해, 조립하거나 고
장 난 물건을 고친다’, ‘자석, 레고 등 장난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기를 한다’ 의 경우 여학생들
보다 남학생들의 참여도와 선호도가 모두 높았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다양한 도구와 물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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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별에 따른 활동별 과학 관련성에 대한 인식, 참여도, 선호도의 차이
활동 내용

전기를 사용한다(건전지, 전구, 전자제품 사용 등).
과학 관련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한다.
학교에서 과학 관련 영상 자료를 보거나 과학에 대해
이야기 한다.
집에서 직접 실험을 한다.
물건을 분해, 조립하거나 고장 난 물건을 고친다.
자석, 레고 등 장난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기를 한다.
수학과 관련된 공부를 한다.
요리를 한다.

과학 관련성
평균
남 여 χ

2

참여도
평균
남 여

χ2

선호도
평균
남 여

χ2

1.63

1.61

1.074

1.61

1.59

.158

1.66

1.45

11.893**

1.50

1.45

.669

.94

.69

6.846*

1.18

.95

6.484*

1.39

1.47

2.289

1.19

1.15

.633

1.32

1.11

9.466**

1.27

1.41

3.256

.75

.50

7.444*

1.09

.91

3.540

1.45

1.18

19.936** 1.13

.86 12.927**

1.47

1.27

12.452**

1.37

1.06

13.409** 1.43

.99 21.968**

1.67

1.34

18.498**

1.18

.95

8.407*

1.49

1.27

1.06

8.722*

.93

1.03

4.150

.97

1.23

1.79

41.755**

1.42

3.671

1.35 17.846**

*p<.05, **p<.01

을 이용하는 기술․물상과 관련된 경험이 많고 관
련 주제에 보다 높은 흥미를 지니고 있으며(정영란
과 권혜영, 2002; Jones et al., 2000), 과학 키트나 모
형을 만드는 활동에 대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Uitto et al., 2006)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한다’ 활동의 경우 성별에 따라 참여도나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Busch,
1996; Jones et al., 2000), 이 연구에서는 두 측면에
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수학과 관련된 공부를 한다’ 활동의 경우,
남학생들의 선호도가 여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
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수
학이나 과학을 보다 잘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
는 경향이 있으며(Murphy & Whitelegg, 2006; Simpkins
et al., 2006), 남학생의 수학에 대한 선호도가 여학
생보다 높다는 이수영(2011)의 연구와 일관된다.
반면, 선행연구(정영란과 권혜영, 2002; Jones et al.,
2000)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생물과 관련된 주
제에 흥미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것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동물이나 식물을 기른다’, ‘동물을 다
룬 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등의 활동에서 성별
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Maltese와 Tai(2010)의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의해 촉진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남학생의 경우
에는 비형식적 활동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는다고
한다. 또한, 비형식적 활동 중에서도 박물관 관람이
나 프로그램 참여, 과학 동아리나 캠프, 과학 관련

대회 참여 등과 같은 구조화된 활동보다 대화, 물
건 수리, 과학 관련 취미 등과 같이 비구조화된 활
동에 대해 남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Dabney et al., 2012; Maltese & Tai, 2010;
Nazier, 2010). 이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선호도에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
다. 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비형식적 활동임에도
‘과학 관련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한다’와 같이 남학
생의 참여도와 선호도가 모두 높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과학 관련 행사에서 전자,
기계 과학 등 기술․물상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흥미가 낮은 여학생들의 참
여도와 선호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따
라서 학교에서 시행되는 과학 관련 대회 및 행사에
서 기술․물상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여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뿐 아니라, 여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더 많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 과학에 대한 흥미 수준에 따른 차이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한 활동 중
과학에 대한 흥미 수준(상위: 133명, 하위: 102명)에
따른 차이가 있었던 활동은 표 4와 같다.
과학에 대한 흥미가 높은 학생들이 흥미가 낮은
학생들보다 16개 활동 중 13개 활동에 대해 과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에 대
한 흥미가 학생들의 과학 관련 활동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과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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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흥미 수준에 따른 활동별 과학 관련성에 대한 인식, 참여도, 선호도의 차이
활동 내용

학교에서 실험을 한다.
전기를 사용한다(건전지, 전구, 전자제품 사용 등).
과학 관련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한다.
동물이나 식물을 기른다.
학교에서 과학 관련 영상 자료를 보거나 과학에 대해 이야기 한다.
박물관, 동물원, 과학관, 수족관 등에 간다.
집에서 직접 실험을 한다.
물건을 분해, 조립하거나 고장 난 물건을 고친다.
학교나 다른 장소에서 관찰을 한다.
동물을 다룬 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자석, 레고 등 장난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기를 한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사용한다.
낚시, 캠핑, 하이킹, 천체 관측 등 야외활동을 한다.
수학과 관련된 공부를 한다.
요리를 한다.

과학 관련성
평균
상 하 χ

2

참여도
평균
상 하

6.240*

1.61

1.38

1.59

.430

1.65

1.55

1.36

7.637*

1.02

.56

9.183

1.55

1.34

12.875** 1.35

.97

χ2

1.81

1.65

1.64
1.56
1.59

1.31

1.56

1.27

1.50

1.25

1.45

1.19

1.46

1.13

1.45

1.13

16.467** 1.17

1.36

1.08

7.022*

1.30

1.13

1.33

1.07

7.598*

1.39

.97

1.24

1.16

1.613

1.86

1.73

5.051

1.29

.89

16.616** 1.17

.93

8.255*

1.18

.92

7.966*

1.54

1.36

1.09

.83

8.876*

1.19

1.11

선호도
평균
상 하

11.282**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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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1.57

29.411**

1.68

1.42

12.814**

24.066** 1.39

.66

54.037**

2.162

1.69

1.52

4.534

20.737** 1.41

6.993*

.97

27.352**

1.33

5.580

7.381*

1.14

1.00

3.836

6.852*

.78

.44

14.448** 1.26

.67

30.330**

14.356** 1.14

.82

15.839** 1.53

1.19

12.089**

.92

11.751** 1.32

.94

19.895**

3.385

1.51

1.50

1.33

3.452

18.801** 1.65

1.32

16.223**

1.53

1.27

10.990**

1.55

1.33

8.209*

7.241*

1.29

1.03

7.955*

.771

1.49

1.50

4.978

*p<.05, **p<.01

흥미가 높은 학생들이 과학을 더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13
개 활동 중 ‘동물이나 식물을 기른다’와 ‘박물관,
동물원, 과학관, 수족관 등에 간다’, ‘동물을 다룬
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요리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활동에 대해서는 흥미가 높은 학생들의
참여도와 선호도도 유의미하게 높았다. 특히, ‘과학
관련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한다’와 ‘집에서 직접 실
험을 한다’ 활동에 대해 과학에 대한 흥미가 높은
학생들은 절반 가량이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반
면, 흥미가 낮은 학생들의 절반은 좋아하지 않는다
고 응답하였다. 참여도에서도 흥미가 낮은 학생들
은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절반
이상이었다. 즉,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성이 높은 활
동으로 인식하더라도 과학에 대한 흥미에 따라 활
동에 대한 참여도와 선호도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가
관련 활동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가 높을수록 다양한
활동이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뿐 아
니라, 참여도와 선호도가 높았던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흥미는 특정 주제나

대상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관련 활동에 대한 것
이기도 하므로, 학생들의 활동 참여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Alexander et al., 2012). 실제로 과학에 대
한 흥미가 학생들의 과학 관련 활동에 대한 선호와
참여를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Hidi & Renninger,
2006)의 결과로 미루어볼 때, 과학에 대한 흥미가
높은 학생들은 과학 관련 활동을 더 선호하고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 상대
적으로 풍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학생들이
생활 속 다양한 활동에 내재된 과학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의 증가로 이어졌을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학교 과학의 맥락에서 벗어나 과학의 여러 가지
측면을 인식하게 되었을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생활 속
에서 수행하는 활동 중 실제로 과학과 관련이 있다
고 생각하는 활동을 조사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와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학
생들의 성별과 과학에 대한 흥미 수준에 따른 차이
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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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과학 활동뿐 아니라,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과학과 관련
있다고 인식하였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과학과 밀
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활동은 ‘학교에서 실
험을 한다’로, 학생들은 ‘실험 활동으로서의 과학’
의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수행하는 실험 활동은 상대적으로 과학과
관련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과학과 일상생활에서의 과학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한 활동
에 대한 참여도와 선호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으
나, ‘과학 관련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한다’와 ‘집에
서 직접 실험을 한다’ 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선호
도는 낮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
부 활동에 대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과학
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였고, 특히, ‘물
건을 분해, 조립하거나 고장 난 물건을 고친다’, ‘자
석, 레고 등 장난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기를
한다’ 활동의 경우 남학생의 참여도와 선호도도 높
았다. 한편,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가 높을수록
다양한 활동이 과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인
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선
호도도 높았다.
그동안 학생들이 과학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
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
어 있다. 그러나 정작 과학 학습의 주체인 학생의
관점에서 그들이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생활 속 활동이 무엇인지, 그 중 어떤 활동을 선호
하고 주로 참여하는지 조사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
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초등 과학교육
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제
안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초등학생들은 직접
체험하는 활동에 대한 흥미가 높으므로 효과적인
과학 학습을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활용하는 것
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이 있다
고 인식하면서 선호도나 참여도가 높은 활동들을
학교 안팎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학적 원리나 실험 과정 등을 설명
할 때 많은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한
요리나 다양한 전자기기를 소재로 활용한다면 보
다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물건을 분해, 조립하거
나, 고장 난 물건을 고치는 것과 같은 기술 관련 활

동들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과학과 기술의
연관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동식물을 다루는
활동의 경우, 학생들이 주로 관찰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학생들에
게 동식물을 실제로 보여주거나, 야외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과학 학습을 자연스럽게 이끌
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생들이 인
식하는 다양한 과학 관련 활동들을 활용한 탐구 활
동을 구성하여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 관련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한다’와 같이 학
생들이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활동임에
도 선호도와 참여도가 낮은 경우,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이 흥미를 갖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 동물원, 과학관,
수족관 등에 간다’와 같은 활동은 선호도는 높은
반면, 참여도는 낮아 학생들의 관련 경험이 비교적
적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들을 정규수업 외에 학
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
다. 이때, 단순한 흥미 위주의 일회성 활동에 그치
지 않도록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
이 활동을 과학과 적절히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기술․물상,
수학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도나 선호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도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
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 과학 수
업에서 여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주제에 기술․
물상과 관련된 활동을 연결시켜 이러한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학에 대한 흥미 수준에 따라 많은 활동에
대해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나 선호
도 및 참여도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과학에 대
한 흥미가 높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참여하는 활동
에 대한 정보는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향상
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마련하는데 유용하
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연구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현실에 근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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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얻었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학생들이 특정 활
동을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이유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이
에 대해 조사한다면 학생들의 과학 관련 활동에 대
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성
별이나 과학에 대한 흥미 외의 다른 배경 변인들에
따라 참여하고 선호하는 활동에 차이가 있는지 추
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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