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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MBL experiments in the Korean secondary science textbooks and chemistry 
textbooks under the 2007 and the 2009 curriculum revision were analyzed in terms of curriculum 
revision era, grade, context of experiment in the textbook, field of science, topic, sensor, and publisher. 
As a result, 25 MBL  experiments were found in the science textbooks under the 2007 revision, and 29 
experiments under the 2009 revision (19 for middle school textbook and 10 for high school textbook). 
MBL experiments in middle school textbooks were not increased after curriculum revision while those in 
high school textbooks appeared for the first time. Most of them were in the textbooks for grade 7 and 
presented as an essential experiment rather than optional one. Motion sensor and temperature sensor 
were used most frequently, and oxygen sensor and carbon dioxide sensor were followed. In aspect of 
publishers, a frequency of MBL experiment was decreased in most textbook and some publishers didn’t 
include MBL experiment at all. Based on these results, education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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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터가 교육 현장에서 보급되고 컴퓨터 보조 수업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이란 이름으로 과학 
수업에 활용되던 70년대 후반, 과학 실험에 컴퓨터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처음으로 소개되었다(Tinker & 
Stringer, 1978). MBL은 Microcomputer Based 
Laboratory의 약어로서 컴퓨터 기반 실험을 의미

한다. 전통적 실험이 실험값의 정확한 측정과 기록, 
그리고 표 및 그래프 작성 등의 결과처리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했다면 MBL은 이 과정을 센서에 연
결된 컴퓨터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실험자가 보다 
편하게 결과 해석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MBL 실험 수업은 컴퓨터가 정확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하여 그래프로 변환시켜 분
석을 도와주기 때문에 실험시간의 단축과 토론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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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험수업이 가능하며 빠른 피드백을 통한 인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전통
적인 과학실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실험 
수업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Choi et al., 2016). 
아날로그 측정값을 디지털 수치로 변환해주는 컴퓨
터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동안 측정
값을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MBL 장치는 학업 성
취도나 과학 개념(Kim & Kwon, 1995; Park, 
Park & Yeo, 2006)은 물론, 과학 탐구능력(Choi, 
2008; Jo & Kim, 2010; Lim et al., 2010; Yeo, 
Lee & Shin, 2008)이나 그래프 해석 능력(Choi, 
2008; Jo & Kim, 2010; Park et al., 2005), 학습
동기(Lim et al., 2010)나 과학적 태도(Park, Park 
& Yeo, 2006)와 같은 정의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MBL 실험을 
통해 실험시간을 줄어드는 대신(Park et al., 
2005), 학생간 상호작용이 증가(Ryu, Lee & 
Kang, 2007; Ryu et al., 2008)되는 등의 결과로 
뒷받침 될 수 있다. 그간의 연구 결과들은 1990년
대 초반부터 세 차례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Han, 
2003; Nakhkeh, 1994; Wang et al., 2014).

국내의 MBL 연구는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
다. 1993년에 구혜원은 온도 센서를 활용하여 열과 
태양 에너지 및 대기와 해수의 운동에 적용하였고
(Koo, 1993), 1995년에 김형수와 권재술은 거리감
지 센서를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속력 개념 학습에 
적용한 바 있다(Kim & Kwon, 1995). 두 연구 모
두 MBL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론을 
얻었는데, 그 뒤로 한동안은 관련 연구가 보고되지 
않았다. 이후 2002년과 2003년에 MBL 실험의 장
점에 대한 이론적 연구(Han, 2002)와 그때까지 진
행된 관련 외국의 MBL 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결
과(Han, 2003)가 보고되었는데, 이후 2005년을 시
작으로 초중등학교 및 예비교사 교육과정에 적용하
여 교수 효과를 조사한 연구(Choi, 2008; Heo & 
Yoo, 2010; Jo & Kim 2010; Lee & Lim, 2004; 
Lim et al., 2010; Oh, Lee & Kim, 2008; Park, 
Park & Yeo, 2006; Ree, Park & Lee, 2011; 
Ryu et al., 2008; Yeo, Lee & Shin, 2008; Yoo, 
2006), MBL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Hwang, Yun & Park, 2012; Lim et al., 2010; 
Park et al., 2007; Seo et al., 2007), MBL 실험
을 위한 도구 개발 연구(Kim & Kim, 2007; Kim, 
Son & Kim, 2010; Moon & Kim, 2009) 등 최근 
10년 동안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관심은 과학과 교육과정 개편에도 영
향을 미쳐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MEHRD, 
2007)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실험과 인터넷과 멀
티미디어 등을 적절히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육과정 해설서(MEST, 2009a)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제 실험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등의 경우”로 한정하여 부연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해설서
(MEST, 2009a, 2009b)의 앞 부분에 제시된 일본
의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 글에서 “실험 관찰의 과
정에서 정보의 검색 실험 자료의 처리 실험의 계측 
등에 컴퓨터와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언급된 컴퓨터 활용 실험에 
MBL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
이다. 실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MEST, 
2009a)에서는 물리 교과의 물체의 운동 단원 지도
를 위한 탐구 활동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 기록계나 컴퓨터 실험 장치, 비디오 분석 등
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로
부터 가속도를 계산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운동 센서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MBL 활용에 대해 보
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비록 전문 교과
이긴 하지만, 물리실험,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교
과의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로 컴퓨터 활용 실험
(MBL) 장치의 활용을 명시하고 있다(MEST, 2011). 
뿐만 아니라 물리실험 교과에서는 측정의 기본 단
원의 학습 내용으로 “온도센서, 압력센서, 운동센서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컴퓨터와 센서를 이
용 하여 측정한 자료를 처리”하고, “측정 결과를 
컴퓨터를 활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 및 자
료의 처리방법을 설명”하는 등, MBL 장치의 사용
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연습에 대한 내용까지 포
함하고 있다. 현재 교과서 집필중인 2015 개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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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 교과서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1 17 9

과학2 10 9

과학3 9 9

고등학교

과학 - 7

화학I - 4

화학II - 4

계 36 42

Table 1. Textbooks analyzed

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MBL 실험 활용을 권
장하고 있다(MOE, 2015). 

이상의 흐름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
의 개정 취지가 과학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
라에서 교과서는 교육 정책의 흐름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는 통로가 된다. 즉, 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개발된 기본적인 학습 자료인 과학 교과서는 교사
가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Kang & Koh, 2014; Kim & 
Kim, 2009). 우리나라에 MBL 관련 연구가 처음 
보고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간 MBL 장치의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것에 비
해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의 검토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 교과
서에 제시된 MBL 실험 관련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과학교과서에 나타난 MBL 실험 활용의 실태에 대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및 절차

1. 분석 대상

이 연구에서는 MBL 관련 내용이 처음 언급되기 
시작한  2007 개정 교육과정 및 2009 개정 교육과
정에 따라 개발된 중학교 과학 교과서를 분석 대상

으로 하였다. 고등학교 과학 및 화학 I, II 교과서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MBL 관련 내용이 처음 
포함된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 15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한 중학교 과학 교과서 36권,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과학교과서 27권과 고등학
교 과학 교과서 7권 및 고등학교 화학 I, II 교과서 
8권을 분석하였다. 교육과정 시기와 학년별 분석대
상 교과서 수는 Table 1과 같다.

2. 분석 방법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별로 
MBL 관련 내용이 중등 과학 및 화학 교과서에 어
느 정도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 시기, 학년, 교과서에서 실험이 제시된 맥락, 
내용 영역, 실험 주제, 실험 센서, 그리고 출판사 
측면에서 분석틀을 개발하여 교과서에 제시된 MBL 
관련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
석틀(Table 2)은 과학교육 전문가 2인과 과학교육 
전공 대학원생 1명이 MBL 관련 선행연구와 교과
서 관련 선행연구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개발하였
고, 교과서 일부 내용으로 예비 분석을 하면서 수
정·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우선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각 학년별 과학 교과서에 MBL 실험에 제시된 
빈도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교과서 내에 실험이 
제시된 맥락을 필수탐구, 선택탐구, 참고자료,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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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2007 개정 2009 개정

교과서
2009 개정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과학1 18  72% 12  63% 과학 1  10%
과학2 6  24% 7  37% 화학I 3  30%
과학3 1   4% 0   0% 화학II 6  60%

계 25 100% 19 100% 계 10 100%

Table 3. Mean frequencies of MBL related contents by grade and curriculum era

분석 항목 세부 내용

교육과정 시기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과학, 화학I, 화학II

MBL이 제시된 맥락 필수탐구, 선택탐구, 참고자료, 부록

내용 
영역별 
실험 
주제

물리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속력, 힘과 운동

화학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 끓는점, 온도의 변화, 전기전도도, 어는점, 중화적정

생물 광합성, 들숨과 날숨의 과정, 코속의 온도 변화, 심박동의 원리

지구과학 자기장의 원리, 복사 평형, 거리에 따른 빛의 밝기 변화

기타 MBL에 대한 소개

실험에 사용된 센서 운동, 온도, 이산화탄소, 산소, 기체압력, 조도(빛), 자기장, 심박, pH 등

출판사 11개 출판사별 분석

Table 2. Analysis framework 

고 부록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내용 영역은 
과학 교과의 세부 구분을 따라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구분하였고, 영역 구분없이 모든 교
과에 적용가능한 경우 기타로 구분하였다. 실험 주
제는 과학 교과서의 중단원 및 소단원 수준에서 역
학적 에너지, 속력,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 끓
는점, 온도의 변화, 광합성, 심박동의 원리, 들숨과 
날숨의 과정, 자기장의 원리, MBL에 대한 소개 등
으로 구분하였다. MBL 실험에 사용되는 센서는 운
동 센서, 기체의 압력 센서, 온도 센서, 심박 센서, 

산소 센서, 이산화탄소 센서, 조도 센서, 자기장 센
서, pH 센서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교과
서를 출판사별로 분석하여 출판사별 MBL 실험 제
시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틀을 근거로 과학교육 전공 대학원생이 
전체 MBL 실험들(54개)을 일차적으로 분석하였고, 
과학교육 전문가 1명이 분석내용을 검토하며 확정
하였다. 대부분의 분석 항목이 직관적이고 분명한 
것들이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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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맥락 중학교(2007 개정) 중학교(2009 개정) 고등학교(2009 개정)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필수탐구 5  20% 9  47% 8  80% 22  41%
선택탐구 7  28% 1   5% 0   0% 8  15%
참고자료 6  24% 8  42% 0   0% 14  26%

부록 7  28% 1   5% 2  20% 10  19%
계 25 100% 19 100% 10 100% 54 100%

Table 4. Frequencies of MBL related contents by context in the textbook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교육과정 시기 및 학년별 분석

교육과정 시기와 학년에 따른 MBL 실험의 빈도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중학교 과학 교
과서의 경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MBL 실험이 
25회 제시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9회 
제시되었다. 즉, 전체 빈도만 놓고 보면 2009 개정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는 이전의 교육과정 시기에 
비해 MBL 실험이 약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
인다. 분석대상 교과서 수(2007 개정 과학 교과서 
36권, 2009 개정 과학 교과서 27권)를 고려하여 
교과서 한 권당 평균 빈도를 계산하면 2007 개정 
및 2009 개정 시기 모두 0.7회로, 교과서 한 권당 
평균 빈도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고등학교 과
학 및 화학 I, II 교과서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
정 시기의 교과서에서 MBL 실험 관련 내용이 처음
으로 10회 포함되었다(교과서 한 권당 0.6회). 이러
한 결과는 고등학교의 경우 MBL 실험의 활용에 대
한 관심이 미약하게나마 현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학년별 분석에서는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그리고 중학교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에서 빈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2007 개
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각각 18회와 12회
로 10회 이상 제시된 반면, 중학교 2학년에서는 6
회와 7회로 상당히 감소되었고, 중학교 3학년에서
는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 단 1회만 제시된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 교과서에서 

MBL 실험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교육과정 개편 
이후에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전체적으로 MBL 실험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교과서 내 
MBL 실험으로 제시되고는 있지만, 의미 있는 변화
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과서 한 권당 
1회 안팎으로 제시되는 수준에서 증가와 감소를 논
하기에는 여전히 MBL 실험의 제시 정도가 절대적
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2. 실험의 제시 맥락별 분석

과학 교과서에 MBL 실험이 제시된 맥락을 필수
탐구, 선택탐구, 참고자료, 부록으로 구분하여 분석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MBL 실험이 과학 교과서의 필수탐구로 제시된 
경우가 22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참고자료가 
14회, 부록이 10회로 뒤를 이었고, 선택탐구로는 8
회 제시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필수탐구(5회)보다는 선택탐구(7회), 
참고자료(6회), 부록(7회)과 같이 학생들이 반드시 
학습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제시된 경우가 더 많
았다. 반면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경우 전체 
19회 중 9회(47%)가 필수탐구로 제시되었고, 고등
학교 교과서에서도 전체 10회 중 8회가 필수탐구
로 제시되었다. 즉, MBL 실험의 실질적인 활용정
도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007 개정 과학 교과서에는 MBL 활용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반영하듯 그 제시 
빈도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장비 구비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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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역 및 실험 주제
중학교

(2007 개정)
중학교

(2009 개정)
고등학교

(2009 개정)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물리

역학적 에너지 1   4% 3  16% 0   0% 4   7%
운동 에너지 0   0% 1   5% 0   0% 1   2%

속력 4  16% 4  21% 0   0% 8  15%
힘과 운동 0   0% 1   5% 0   0% 1   2%

소계 5  20% 9  47% 0   0% 14  26%

화학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 4  16% 0   0% 2  20% 6  11%
끓는점 2   8% 1   5% 0   0% 3   6%

온도의 변화 1   4% 2  11% 0   0% 3   6%
전기전도도 0   0% 0   0% 2  20% 2   4%

어는점 0   0% 0   0% 1  10% 1   2%
중화적정 0   0% 0   0% 2  20% 2   4%

소계 7  28% 3  16% 7  70% 17  31%

생물

광합성 4  16% 4  21% 1  10% 9  17%
들숨과 날숨의 과정 1   4% 1   5% 0   0% 2   4%
코속의 온도 변화 1   4% 0   0% 0   0% 1   2%

심박동의 원리 2   8% 0   0% 0   0% 2   4%
소계 8  32% 5  26% 1  10% 14  26%

지구
과학

자기장의 원리 2   8% 0   0% 0   0% 2   4%
복사 평형 0   0% 1   5% 0   0% 1   2%

거리에 따른 빛의 밝기 변화 1   4% 0   0% 0   0% 1   2%
소계 3  12% 1   5% 0   0% 4   7%

기타 MBL에 대한 소개 2   8% 1   5% 2  20% 5  9%
계 25 100% 19 100% 10 100% 54 100%

Table 5. Frequencies of MBL related contents by contents area and topic

과 같은 현장 활용에의 제약(Hwang, Yun & 
Park, 2012)에 대한 염려가 교과서 집필 시 선택
탐구로 제시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들에 대한 검토와 적
용을 어느 정도 거친 후인 2009 개정 과학 교과서
에서는 활용 가능성이 검토된 실험들이 필수탐구로 
제시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절대적인 활용도 측면에서는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실질적인 활용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
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내용 영역 및 주제별 분석

MBL 실험의 과학 내용 영역과 실험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를 각각 Table 5에 나타내었다. 교과서
에 제시된 MBL 실험들은 내용 영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중학교 과학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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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종류 중학교(2007 개정) 중학교(2009 개정) 고등학교(2009 개정)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운동 5  16% 9  43% 0   0% 14  22%
온도 5  16% 4  19% 2  18% 11  17%

이산화탄소 4  13% 2  10% 1   9% 7  11%
산소 3  10% 4  19% 0   0% 7  11%

기체압력 4  13% 0   0% 2  18% 6  10%
조도(빛) 4  13% 1   5% 0   0% 5   8%
자기장 2   6% 0   0% 2  18% 4   6%
심박 2   6% 0   0% 0   0% 2   3%
pH 0   0% 0   0% 2  18% 2   3%

해당 없음 2   6% 1   5% 2  18% 5   8%
계 31 100% 21 100% 11 100% 63 100%

한 실험당 여러 센서가 사용된 경우 중복으로 계수되었음

Table 6. Frequencies of MBL related contents by sensors

물리 영역의 경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MBL 
관련 내용이 5회,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9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주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속력(8회)과 역학적 에너지(4회)에 관한 실험이었
다. 운동 에너지나 힘과 운동을 주제로 한 실험도 
1회씩 제시되었는데,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 
새롭게 도입된 주제들이다. 반면 중학교 과학 교과
서의 다른 영역에서는 대체로 MBL 실험의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영역의 경우 7회에
서 3회로, 생물 영역의 경우 8회에서 5회로 감소하
였다. 

구체적인 내용과 연계하여 분석해보면, 화학 영
역에서는 ‘끓는점’과 ‘온도의 변화’는 유지된 반면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 실험이 사라졌고, 생
물 영역에서는 ‘광합성’과 ‘들숨과 날숨의 과정’은 
유지된 반면 ‘코속의 온도 변화’와 ‘심박동의 원리’
는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제외되었다. 지구과학 영
역의 경우, 2007 개정 과학 교과서에서는 ‘자기장
의 원리’와 ‘거리에 따른 빛의 밝기 변화’에 MBL 
실험이 사용된 반면, 교육과정 개편 후에는 전혀 
새로운 주제인 ‘복사 평형’에 MBL이 사용되었다. 

교육과정 개정 후에도 대부분의 내용이 교육과정에 
계속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2007 개정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MBL 실험들 중 활용도가 낮
은 실험들은 개편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MBL 실험이 제시
된 고등학교 과학과 화학 I, II 교과서에서는 아직
까지는 MBL 실험이 다양하게 제시되지는 못하였
다.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경우 생물 영역에서 
광합성 관련 실험에서 MBL 장치가 사용되었다. 화
학 I, II 교과서에는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 
‘전기전도도’, ‘어는점’, ‘중화적정’과 관련하여 
MBL 실험이 7회 제시되었고, MBL에 대한 소개 자
료가 2회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과학 교사들이 접하는 MBL 실험이 
생물이나 지구과학 영역 보다는 물리나 화학 영역
이 많다는 점(Seo et al., 2007)과 이 연구에서의 
중학교 과학 교과서 분석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인식이 교과서 집필에도 일정 
정도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사 연수에서는 다양한 센서들이 활용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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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중학교(2007 개정) 중학교(2009 개정) 고등학교(2009 개정)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A 8  32% 1   5% 0   0% 9  17%
B 3  12% 2  11% 0   0% 5   9%
C 1   4% 6  32% 0   0% 7  13%
D 2  8% 3  16% 5  50% 10  19%
E 3  12% 0   0% 0   0% 3   6%
F 6  24% 0   0% 0   0% 6  11%
G 2   8% 0   0% 2  20% 4   7%
H 0   0% 2  11% 0   0% 2   4%
I 0   0% 0   0% 1  10% 1   2%
J 0   0% 0   0% 2  20% 2   4%
K 0   0% 5  26% 0   0% 5   9%
계 25 100% 19 100% 10 100% 54 100%

Table 7. Frequencies of MBL related contents by publishers

연수를 수강한 교사들이 MBL 장비가 사용되지 않
은 실험도 MBL 실험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으므로(Hwang, Yun & Park, 2012), 향
후 교과서 집필시 MBL 실험의 채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실험 센서별 분석

Table 6에 교과서의 MBL 실험에 사용된 센서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두 교육과정 시기를 통
틀어 총 9종의 센서가 사용되었는데, 가장 많이 사
용된 것은 운동 센서(14회)와 온도 센서(11회)였으
며, 그 뒤를 이산화탄소 센서(7회), 산소 센서(7회), 
그리고 기체압력 센서(6회)가 뒤따랐다. 국내의 
MBL 장비 제조사의 웹사이트에는 2016년 9월 현
재 총 70여종의 센서가 소개되고 있다. 이에 비하
면 교과서의 실험에 사용된 것은 극히 일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MBL 실험의 활용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정 센서를 선택하고 이것을 이용해 MBL 실험
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운동 센서는 중
학교의 힘과 운동 단원과 관련하여 활용되었고, 온
도 센서는 중학교의 끓는점이나 중화반응과 같이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단원에서 주로 활용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센서나 산소 센서는 광합성
과 호흡과 관련된 내용에서 사용되었으며, 자기장
이나 pH 센서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만 사
용되었다. 이처럼 실험 내용이 교육과정에 크게 의
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MBL 실험의 장점이 크다
고 해서 교과서 실험으로 제시되기까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종 MBL 실험에 대한 교사 연수에서 
Table 5에 제시된 센서를 포함한 다양한 센서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예: Hwang, Yun 
& Park, 2012),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
서 집필시 이러한 현장의 움직임들을 좀 더 적극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MBL 
실험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보급 정도가 미비한 
이유로 다양한 장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
이 지적되고 있으므로(Seo et al., 2007), 국가 차
원의 정책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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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판사별 분석

출판사 별로 MBL 실험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전체 11개 출판사별로 최소한 1
회 이상은 MBL 실험이 포함된 가운데, 출판사별로 
편차는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A, B, C, D 출판사는 
2007 개정 교육과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
서에서 모두 MBL 실험을 다루었다. 그러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출판사 C와 D의 경우 MBL 실험
이 증가한 반면, 출판사 A와 B의 경우에는 감소하
였다. 출판사 E와 F의 경우에는 2007 개정 교육과
정에서만 MBL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출
판사 H, I, J, 그리고 K의 경우에는 2009 개정 과
학교과서 MBL 실험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고등학
교 교과서의 경우는 D출판사가 5개로 가장 많고 
G, I, J 출판사에서 1~2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
다. 나머지 출판사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교과서 집필 방향은 출판사의 집필 방향보다는 
집필진 구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MBL 관련 실
험을 포함시키는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일차적
으로는 저자의 몫이지만, 집필진과 편집진과의 협
의 과정을 통해 변경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
다. MBL 실험 관련 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이 연구
의 결과는, 교과서 저자를 포함한 집필진과 출판사
를 대표하는 편집진이 MBL 관련 내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MBL 실험을 도입하는 데 따르는 여러 제약
을 크게 보기 때문일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MBL 관련 내용이 과학 교육 전반
에 얼마나 뿌리내리고 있는지 교육과정 시기, 학년, 
실험 이 제시된 맥락, 내용 영역과 실험 주제, 실험 
센서, 그리고 출판사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과정 시기에 관계없이 MBL 실험
의 활용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 개정 
교육과정기로 넘어가면서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MBL 실험이 새롭게 포함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저조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내용 영역 및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각 영역별
로 특정 주제에 MBL 실험이 도입되는 경향을 보였
고, 이에 따라 사용되는 실험 센서도 함께 결정될 
수 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물리 영역의 경우 역학
적 에너지 부분에서 MBL 실험이 도입됨으로써 운
동 센서의 활용도가 높아졌고, 화학 영역에서는 보
일의 법칙이나 끓는점과 관련된 내용에 도입됨으로
써 기체 압력 센서와 온도 센서의 활용도가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생물 영역에서는 광합성 관련 내용
에서 MBL 실험이 도입됨으로써 이산화탄소 센서와 
산소 센서의 활용도가 높았다. 출판사별로 MBL 실
험 활용 정도에 큰 편차가 있었는데, 일정한 경향성
은 찾을 수 없었다. 즉, 출판사별로 MBL 실험 활용
에 대한 특정한 입장이 있다기 보다는 집필진 구성
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과학 심화 교과로 물리 
I, II, 생물 I, II, 지구과학 I, II 교과서의 MBL 실험 
내용은 분석하지 않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전체를 
포함하는 경향성은 논하는 데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는 MBL 실험이 여러 가지 장
점이 있다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교
육과정 상에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
다. 전통적 실험의 우세 속에 부분적으로 MBL 실
험이 도입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MBL과 관련된 내용은 과학 수
업 장면에서 부족하다고 하겠다. MBL 실험에 대한 
초중등 교사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MBL 실험에 대
한 교사의 인식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음을 
긍정적으로 보고하면서도, 비싼 장비 가격이나 교
사 안내서 및 연수 부족 등을 MBL 활용의 제약 
요인으로 제시된 바 있다(Hwang, Yun & Park, 
2012).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제약
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를 집필
하는 저자들에게도 MBL 실험을 교과서 내용에 포
함시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MBL 실험을 교과서에 포함하려는 두 차
례의 시도(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를 
통해 우리 과학교육계에는 교과서 실험으로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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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L 실험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많은 교사연수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MBL 실험을 다루고 있고(Hwang, Yun & Park, 
2012),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MBL 실험이 활발하
게 사용되고 있다(예: Im, 2012). 이에 더해 현장에
서는 일반 실험을 MBL 장비를 이용한 실험으로 변
경하고자 하는 의욕까지 보이고 있으므로(Hwang, 
Yun & Park, 2012), 교과서에 MBL 실험을 포함
시키는 것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현재 처해있는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
한 방안으로 MBL 실험 장비가 스마트 기기와 통합
되는 최근의 흐름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인
터페이스와 센서가 소형화되면서 장비 가격이 예전
에 비해 낮아지고 사용의 용이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 기기에 장착된 여러 센서들
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실험 기기로 사용될 잠재력
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MBL 실험과 스마트 기기
를 적절히 접목하는 방안을 개발한다면, 장비 가격
의 문제나 활용의 어려움 정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과정 상에서 다
양한 학습 맥락에서 학습자가 보다 편리한 실험을 
하고 데이터의 해석과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경험
을 제공하기 위해 MBL 실험을 좀 더 폭넓게 개발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센서를 도입함으로써 활용 
가능 주제 영역을 확장한다면, MBL 실험이 보다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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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2007 개정 및 2009 개정 중등 
과학 교과서 및 화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
에 수록된 MBL(microcomputer-based 
laboratory) 실험을 교육과정 시기, 대상 학년, 
실험이 제시된 맥락, 내용 영역, 주제, 사용된 센
서, 그리고 출판사 등의 측면에서 분류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MBL 실험은 
2007 개정 교육과정기의 경우에는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서만 25번 제시되었고, 2009 개정 교육
과정기의 경우에는 과학 및 화학 I, II 교과서를 
통틀어 29회(중학교 19회, 고등학교 10회) 제시
되었다. 전체적으로는 교육과정 개정 이후 중학
교 과학 교과서에 MBL 실험은 증가하지 않은 
반면,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처음으로 제시되었
다. MBL 실험은 중학교 1학년에 가장 많이 제시
되었고, 선택탐구보다는 필수탐구에 주로 포함
되었다. 센서 중에서는 운동 센서와 온도 센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산소와 이
산화탄소 센서가 많이 사용되었다. 출판사별 분
석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사용 빈도가 감소하였
고, 일부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는 MBL 실험이 단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MBL, 중학교 과학 교과서, 고등학교 과
학 및 화학 교과서, 내용 분석, 실험 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