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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 of science drama participation experience on
students’ science-related affective domain and to suggest implication of science drama in school science education by describing the difficulty of science drama. For this, we investigated the changes
in students’ cognition, interest, and attitudes before and after applying science drama by using
questionnaires and by analyzing students’ reflective journals, interviews, teachers’ field notes, and
descriptive survey results. We foun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cognition about science, sciencerelated careers, and importance related to STS problems in the cognition dimension; in interests
toward science, science learning, science activities, and anxiety in the interest dimension; and curiosity and critical-mindedness in the attitude dimension. Those who participated in science drama
described problems with implementing science drama in school such as lack of prior experience
with or expertise on science drama, heavy load for academic achievement, negative expectation for
science drama, and requirement for resources to implement science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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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연극 참여 경험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성유리 · 임성민∗
대구대학교 물리교육과, 경산 38453, 대한민국
(2018년 12월 12일 받음, 2018년 12월 21일 게재 확정)

이 연구에서는 과학연극 참여 경험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과학연극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조사하여 학교 과학교육에서 과학연극의
실천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을 과학에 대한 인식,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적 태도로 구분하고 과학연극 전과 후의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반성일지와 면담, 연구자와 동아리 교사의 관찰일지, 서술형 설문과 면담 등을 통하여 과학연극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인식
차원에서 과학에 대한 인식, 과학자와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인식, 과학-기술-사회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며, 흥미 차원에서는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과학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흥미, 과학 불안의 영역에서, 태도 차원에서는 호기심과 비판성 영역에서 유의한 향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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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과학연극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들은 연극에 대한 사전 경험이나 전문성의 부족, 학업 성취에 대한
부담과 인식의 한계, 연극 실행을 위한 자원의 소요 등을 과학연극의 실천에 대한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PACS numbers: 01.40.ek, 01.40.gb
Keywords: 과학연극, 정의적 특성, 과학에 대한 인식,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적 태도

I. 서 론
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갖는 흥미나 호
기심, 과학적 태도 등과 같은 정의적 특성은 과학 개념 이
해와 같은 인지적 성취의 중재 요인이자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있어 중요한 예측 인자이다 [1]. 뿐만 아니라 과
학 학습과 관련된 학습자의 정의적 성취는 그 자체로서
인지적 성취 못지않게 중요한 과학 교수학습의 목적이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학교육의 목표로서 5
가지 하위 목표 중 첫 번째를 ‘자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
는 것’ 으로 명시하면서, 학교 과학교육의 목표로서 정의적
영역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갖는 정의적 특성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으
며 특히 학생의 과학에 대한 또는 과학학습에 대한 흥미
와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 이에 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와 같은 국제비교 연구에서도
수학 및 과학 영역의 인지적 성취와 함께, 수학�과학 성취와
관련된 정의적 특성을 중요하게 다룬다. 그러나, TIMSS
나 PISA 등과 같은 국제비교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인지적 성취는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이지만 정의적 영역에서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3,
4]. 이에 교육부는 ‘과학교육 종합계획’ 을 통하여 과학에
대한 정의적 성취 개선을 과학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
하면서, 학생들의 ‘과학 긍정 경험 (Positive Experiences
about Science)’ 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5]. 또,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과학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통한 학습의 질을 개선’ 하기 위하여
학생참여형 과학 교수학습을 제시하면서 [6], 교실 수준에서
과학에 대한 정의적 성취를 함양하기 위한 노력들도 시도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교육의 매체로서 연극을 활용하는
것은 과학에 대한 정의적 성취를 함양하는데 하나의 수단
이 될 수 있다. 연극을 매체로 활용한 교육은 학생들이 주
체가 되어 연극 대본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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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한
지식을 대사로 옮기면서 상상력과 창의성을 유도할 수 있다
[7,8]. 그중에서도 과학을 소재로 하는 과학연극은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활동으로서, 과학의 개념과 본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방법이다 [9]. 과학교육에서 연극은
다른 매체와 교수방법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학습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과학연극은 과학을 주요 소재로 연극으
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학생들은 연극 대본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과학 지식을 습득하고,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
고, 연극을 기획하고 연습하고 공연하는 등 여러 상황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되는 등
일반적인 교과 학습 상황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역량을 함
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학연극은 과학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학습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학 학습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인
과학에 대한 인식, 흥미, 태도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과학연극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이유는 지루하고 어려운 수업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을 재개념화 (reconceptualizing)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0].
하지만 연극을 과학수업에 적용한 경우는 유아나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9,11–14]. 중고등학교에서
는 담임교사가 교육을 전담하지 않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의
지도가 필요한 연극을 활용한 수업은 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연극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연극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연극을 매체로 한 교육은 실행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대학 입시나 성적에 효과적
인 방법이 아니기에 활용도가 떨어지며, 과학연극 실행에는
정규 수업시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규시간 외에 시
간을 할애해야한다는 어려움도 따른다. 이처럼 과학연극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뿐 아니라 다른 정의적 특성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 유아와 초등학생 수준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일 뿐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천 사례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연극을
적용하여, 과학연극이 고등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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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과학연극을 창작하고 무대를 제작하고
공연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이러한 경험 전후에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과 흥미, 과학적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과학연극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여, 학교 과학교육에서 과학연
극을 적용하는 데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연극 참여 경험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Fig. 1. (Color online) The scenes of scientific drama: (a)
Preparing meeting and (b) Performing drama.

둘째, 과학연극 참여 경험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과학연극 참여 경험이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과학연극 실행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가 느끼는 어
려움은 무엇인가?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참여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계 형성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한 주에 한
번씩 연구자가 과학연극 관련 수업을 하고, 연극 연습에
참여하였다.
둘째, 설계 단계에서는 연극의 과정을 학생들과 구성하였
다. 관람 대상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면서 학생들과 연극의

II. 연구 방법
1. 연구의 대상
이 연구는 강원도 소재 모 고등학교 과학동아리에 속한

주제를 정하고, 대본의 방향, 연극에서 다루는 과학 개념,
만나는 날짜 등 구체적인 연극 실행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
구자와 교사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참여하여 도와주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2학년생 8명을 대상으로 2017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

셋째, 진행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학생들이 정한 개념을

지 21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과학연극을 준비하고 공연을

토대로 대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때, 교사와 연구자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과학연극 지도교사로서 참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개념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여하면서 동아리 담당교사 1명과 과학교사 1명의 도움을

역할을 하였고, 대본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토론해서 작

받아 수행하였다. 2017년 6월 동아리 담당교사와 더불어

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학생

연구의 목적과 기간, 참여 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상의

들이 공부해온 개념으로 서로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나눌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고, 학생들에게는 과학연극 연습 시작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는 잘못된 개념이나 개념을 설명할

전에 연구의 목적과 기간, 참여 과정 등에 관하여 충분히

때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만 수정해 주었다. 더불어 연극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공연에 앞서 필요한 연출, 무대, 연기 등 공연 준비 과정을

하였다.

지도하였다.
넷째, 공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준비한 과학연극을 무
대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였다. 공연은 지역의 과학축전과

2. 과학연극의 준비와 실행

연계하여 2곳에 공연장에서 각각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Fig. 1(b)).

이 연구는 과학연극을 준비하고 공연하는 과정을 포함

다섯째, 평가 단계에서는 과학연극이 끝나고 과학연극에

한다. 학생과 연구자, 동아리 담당교사는 과학연극을 준

참여한 학생들이 서술형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

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모임이

과학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학생들과 교사, 연

끝나면 함께 모여 연습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논의하고

구자가 작성한 일지를 분석하고, 교사와 연구자가 대화를

개선을 위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Fig. 1(a)). 이러한

통해 앞서 실시한 연습과 준비과정에 대한 상황을 비판적

과정을 포함하는 연구의 전체적인 진행 절차는 준비, 설계,

으로 검토 및 토론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진행, 공연, 평가의 5단계로 이루어졌다.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준비 단계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 과학수업에서의

이러한 과정을 거쳐 21주 동안 학생들과 준비하여 공연

연극이라는 매체에 대해 설명하고, 연극과 과학 수업이

한 과학연극은 총 2편이다. 첫 번째는 ‘신기한 스쿨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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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글빙글 자기장 이글이글 태양 뚝! 통신이 끊긴 날’ 이라는
제목의 과학연극으로서, 댈린저 현상과 지구 자기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연극의 줄거리는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로 가는 중 태양폭풍으로 통신이 두절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비행기는 우주여행을 하는 스쿨버스
로 변신하고, 우주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태양의 플레어 현상
(solar flare) 과 밴앨런대 현상 (Van Allen Belt) 과 자기장
을 설명한다. 하지만 곧 스쿨버스는 태양의 활발한 활동으
로 통신장애를 겪게 되는데, 이때 태양을 진정시킴으로써
해결하고 다시 비행기로 돌아오는 줄거리이다. 학생들은
지역과학축전에 참여하여 전문 공연장에서 총 3회에 걸쳐
공연하였다.
두 번째는 ‘아렌델의 에너지를 찾아라!’ 라는 제목의 과
학연극으로서, 에너지 자원 고갈과 대체 에너지를 주요 주
제로 삼고 있다. 학생들은 디즈니 만화영화 ‘겨울왕국’ 을
패러디하여 과학연극 대본을 창작했다. 얼음 왕국 아렌델의
에너지 공급원이 멈추면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겪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나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기술을
수입하기로 의논하고 각국의 대표 대체에너지를 소개하는
에너지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것을 주요 줄거리로 한다. 이
과학연극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토요과학체험마당에서 총
3회에 걸쳐 공연되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1) 정량적 자료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김효남 등 [15]이 수행한 ‘국가 수준의 과학과 관련
된 정의적 특성 평가 체제 개발’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 도
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에 따르면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은 인식, 흥미, 태도의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총
16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있다. 첫째, 인식 차원은
과학에 대한 인식 (cognition of science), 과학교육에 대한
인식 (cognition of science learning and teaching), 과학자
와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인식 (cognition of science related careers), 과학-기술-사회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인식
(cognition of importance related to STS problems) 등 4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둘째, 흥미 차원은 과학에 대
한 흥미 (interests toward science),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interests toward science learning), 과학과 관련된 활동
에 대한 흥미 (interests toward science activities),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흥미 (interests toward science related
careers), 과학 불안 (interests/anxiety) 등 5개의 하위 영
역으로 구성된다. 셋째, 태도 차원은 호기심 (curi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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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figuration of measurement tools.
Dimension

Construct

- Cognition of science
- Cognition of science learning
and teaching
Cognition
- Cognition of science related careers
- Cognition of importance related
to STS problems
- Interests toward science
- Interests toward science learning
- Interests toward science activities
Interest
- Interests toward science related
careers
- Interests/anxiety
- Curiosity
- Open-mindedness
- Critical-mindedness
Attitude - Cooperation
- Voluntariness
- Endurance
- Creativity

Reliability
(α)

0.83

0.83

0.87

개방성 (open-mindedness), 비판성 (critical-mindedness),
협동성 (cooperation), 자진성 (voluntariness), 인내성 (endurance), 창의성 (creativity) 등 7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
성된다.
검사도구는 각 하위 영역별로 3문항씩 총 48개의 5단계
리커트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Cronbach-alpha 계
수로 나타낸 각 차원별 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0.83, 0.83,
0.87이다 (Table 1).
이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과학연극 참여 전후의 과
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0.0
Version을 이용해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을 하였다. 즉, 과
학연극에 참여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 변화
로서 사전-사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정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하였다. 한편,
사전-사후 비교를 위한 t-검정 대상의 수가 8명으로 제약이
있어 정규 집단이라는 가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일표본 문제에서 널리 사용되는 비모수적
검정법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Wilcoxon’s signed-ranks
test)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보완하였다. 윌
콕슨 부호-순위 검정은 데이터의 사전-사후 값의 차이를
양과 음의 값과 순위를 고려하여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특수교육 대상학생 연구와 같이 연구 대상의
수가 적은 연구에서 신뢰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
용되었다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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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hange of students’ cognition about science:
t-test.
Area
Cognition of science
Cognition of science
learning and teaching
Cognition of science
related careers
Cognition of importance
related to STS problems

Average
Pre
Post
3.83
4.13

t

p

-2.290

.032*

3.83

4.17

-1.881

.073

3.58

3.92

-2.563

.017*

3.58

3.75

-2.145

.043*

N = 8, ∗p < .05

2) 정성적 자료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한 정량적 자료가 주는 결과와
더불어 학생들이 과학연극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에 대
한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사례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사례 연구는 하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연구 사실을 깊게 파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배경 등 전체적인 맥락
에서 연관 지어 파악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의 5단계 절차에 따라 정성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왜 사례 연구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자료 수집 준비
단계에서는 학생과 교사, 연구자가 참석하는 면담자리에서
연구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학생들과의 규약을 정하였다.
학생이 연극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와 연구
자는 오개념을 바로 잡는 과정이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에서만 도움을 주도록 약속하고, 참여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또한, 연습과정의 시간
약속과 진행 계획에 대해 서로 약속을 하였다. 한편 연구
자는 연구 과정의 모든 상황들을 녹화와 녹음할 것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과정에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앞으로 전체적인 과정에서 일지 작성과 사전, 사후
검사에 대해 설명하였다. 세 번째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과학연극을 준비하기 전과 과학연극을 마무리한 이후에
각각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 검사지를 투입하여 총 16장
의 응답 결과를 얻었다. 또 과학연극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날의 활동 내용을 되돌아보고
느낀 점을 기록하게 하는 반성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의 과학연극을 지도한 동아리 담당교사와 연구자
역시 주요 일정을 중심으로 과학연극 지도에서 있었던 내용
을 회상하는 반성일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과학연극 이후

Table 3. The change of students’ cognition about science:
Wilcoxon’s signed-ranks test.
Area
Cognition of science
Cognition of science
learning and teaching
Cognition of science
related careers
Cognition of importance
related to STS problems

Average rank
(−)
.00
(+)
3.00
(−)
.00
(+)
2.50
(−)
.00
(+)
3.50
(−)
.00
(+)
2.50

z

p

-2.070

0.038*

-1.857

0.063

-2.271

0.023*

-2.000

0.046*

N = 8, ∗p < .05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 및 과학학습과 관련된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고 과학연극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과 개선점을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학생의 반성일지 40장,
교사 관찰일지 7장, 연구자 관찰일지 5장, 과학연극 이후에
작성한 학생의 서술형 설문지 8장을 정성적 분석에 활용할
문서 자료로서 수집하였다. 또한 연습 이후 교사와 연구자를
포함하여 연극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과 집단 성찰활동을
하고 이를 녹화하였으며, 총 175분에 달하는 녹화 자료 중
녹음 내용은 전사하고 녹화 동영상은 추후 정성적 분석 시
필요한 부분만 추려내어 상황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로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들을 세부적으
로 기술하고 주제에 대한 분석과 사례에 대해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 도출 단계에서는 현재까지 분석한 모든
자료들에 대해 설득력 있도록 설명하고 주요 개념과 연구
목적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과학연극에 참여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
변화
1) 정량적 분석
과학연극에 참여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과학연극을 준비하기 전과 과학연극 공연과
평가를 모두 마치고 난 후 각각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투입하였으며,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대
응표본 t-검정을 통해 과학연극 전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Table 2). 또한 대상자 수가 8명이라는 제약이 있어 사전사후 평균 차에 대해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통하여 t검정의 신뢰도를 보완하였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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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Qualitative analysis of students’ cognition about science.
Area
•
•
•
•
•
•
•
•
•

Cognition of science

Cognition of science
learning and teaching
Cognition of science
related careers
Cognition of importance
related to STS problems

Results of qualitative analysis
Familiarity with science
The love for science by explaining to others and writing scripts.
Science makes real life convenient, and everything around it is related to science.
The importance and usefulness of science in the various field.
It’s fun to study science and learn in new ways.
They felt science more friendly while debating and studying.
They felt it is helpful to understand scientific knowledge through preparing science drama.
They experienced to be science teachers indirectly.
They came to recognize that science teacher can easily communicate science to the public,
and not a static job.

• They recogn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Table 5. The change of students’ interest about science:
t-test.
Area
Interests toward science
Interests toward science
learning
Interests toward science
activities
Interests toward science
related careers
Interests/anxiety

Average
Pre
Post
4.00
4.17

t

p

-2.145

0.043*

3.67

3.92

-2.304

0.031*

3.88

4.13

-2.304

0.031*

4.04

4.13

-1.446

0.162

2.92

3.33

-2.632

0.015*

Table 6. The change of students’ interest about science:
Wilcoxon’s signed-ranks test.
Area
Interests toward
science
Interests toward
science learning
Interests toward
science activities
Interests toward
science related careers
Interests/anxiety

N = 8, ∗p < .05

Average rank
(−)
.00
(+)
2.50
(−)
.00
(+)
3.00
(−)
.00
(+)
3.00
(−)
.00
(+)
1.50
(−)
.00
(+)
4.00

z

p

-2.000

0.046*

-2.121

0.034*

-2.121

0.034*

-1.414

0.157

-2.456

0.014*

N = 8, ∗p < .05

인식 차원의 4가지 하위 영역 중에서 과학에 대한 인식
(cognition of science), 과학자와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인

극 이후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 변화를 하위 영역별로

식 (cognition of science related careers), 과학-기술-사회의

정리하여 기술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상호관련성에 대한 인식 (cognition of importance related

학생들은 과학연극에 참여하면서 과학연극이 과학에 대한

to STS problems) 영역에서는 t-검정과 윌콕슨 부호-순위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검정 모두에서 유의하게 (p < .05)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학교육에 대한 인식
(cognition of science learning and teaching) 영역에서는
사전에 비해 사후 점수의 향상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즉, 학생들은 대본을 작성하고 타인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을 보다 친근하게 느끼며 애정도 깊어졌다고 이
야기하였다. 또한 생활 주변의 모든 것들이 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과학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함을 알게 되었다. 과학연극에 참여하기 전 학생들은 과학을
이론적인 학문으로 인식하였으나, 과학 공부도 재미있게 할

2) 정성적 분석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해 중심으로 토론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통해 과학을 더 친근하게 느꼈으며 준비하

학생들의 반성일지와 서술형 응답, 교사와 연구자의 관찰
일지와 집단 성찰 내용 등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연

는 과정에서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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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Qualitative analysis of students’ interest about science.
Division

Qualitative analysis results
• They enjoyed science through experiments and theater activities.
Interests toward science
• They felt the lack of learning and need for learning science.
• They learned deeply one subject to make it easier and more funny to communicate
Interests toward science learning
with the audiences.
• They were interested in active learning.
• They could study science more interestingly with new experience of science drama.
Interests toward science activities
• They wanted to know that scientific theories applied to their lives.
Interests toward science
• It was an opportunity for them to be a science teacher while explaining to the audience.
related careers
• After the science drama they learned how to understand the difficult concepts and
Interests/anxiety
summarize them.
• They gained confidence that knowledge can be expanded and achieved.

2. 과학연극에 참여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변화
1) 정량적 분석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연
극에 참여 전후의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의 변화를 t검정과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써서 확인한 결과는 각각
Table 5 및 Table 6과 같다.
분석 결과, 흥미 차원의 5개 영역 중 과학에 대한 흥미
(interests toward science),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interests toward science learning), 과학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흥미 (interests toward science activities), 과학 불안 (in-

학생들은 과학연극에 포함되는 실험과 연극 활동을 통해
과학에 재미를 느꼈으며, 스스로 학습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
고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관객에게
주제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선정한 주제에
대하여 깊게 학습하게 되었으며, 활동적 학습 방식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과학연극이라
는 새로운 경험을 접하면서 과학을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으며, 배운 이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하였다. 연극을 통해 관객에 설명하면서 과학 교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고, 이론을
쉽게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이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요약
해서 정리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으며, 연극 후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이 확장되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terests/anxiety) 등 4개 영역에서 t-검정과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모두에서 유의하게 (p < .05)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3. 과학연극에 참여한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 변화

대한 흥미 (interests toward science related careers) 영역
에서도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 결과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2) 정성적 분석
학생들의 반성일지와 서술형 응답, 교사와 연구자의 관찰
일지와 집단 성찰 내용 등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연
극 이후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변화를 하위 영역별로
정리하여 기술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참여 학생들은 연극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으며, 자신이 공부했던 것에 대해
부족함을 깨달고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스스로 느꼈다. 즉,

1) 정량적 분석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연
극에 참여 전후의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의 변화를 t-검정과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써서 확인한 결과는 각각 Table 8
및 Table 9와 같다.
태도 차원의 7 개 영역 중 호기심 (curiosity) 과 비판성
(critical-mindedness) 영역에서 t-검정과 윌콕슨 부호-순
위 검정 모두에서 유의하게 (p < .05)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머지 영역인
개방성 (open-mindedness), 협동성 (cooperation), 자진성
(voluntariness), 인내성 (endurance), 창의성 (creativity)
에서도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 결과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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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change of students’ scientific attitudes: ttest.
Area
Curiosity
Open-mindedness
Critical-mindedness
Cooperation
Voluntariness
Endurance
Creativity

Average
Pre
Post
4.13
4.33
4.00
4.08
3.58
3.75
4.38
4.42
3.83
3.92
4.00
4.13
3.67
3.83

t

p

-2.460
-1.000
-2.145
-1.000
-1.446
-1.366
-1.072

0.022*
0.328
0.043*
0.328
0.162
0.185
0.295

N = 8, ∗p < .05

Table 9. The change of students’ scientific attitudes:
Wilcoxon’s signed-ranks test.
Area
Curiosity
Open-mindedness
Critical-mindedness
Cooperation
Voluntariness
Endurance

2) 정성적 분석
Creativity

학생들의 반성일지와 서술형 응답, 교사와 연구자의 관찰
일지와 집단 성찰 내용 등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연극
이후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 변화를 하위 영역별로 정리하여
기술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정성적 분석을 통해 정량적인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던 범주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즉, 학생들은 과학연극 참여 경험이
알고 있는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 호기심을 갖고 교과서와
책으로 공부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했으며, 도전
하고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을 통해 서로의 비판을 수
용하고 보완하기 위해 고민하고, 자신이 준비하는 과정을
스스로 돌이켜보며 비판하고 반성하였다. 과학연극은 모
든 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으며 협동심의 결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였다. 또, 관객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자료를 찾고 소품을 만들며,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습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서로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준비하
였다. 연극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소품을 직접 구상하고
만들며,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 창의적으로 태양을 진정시
키는 결말을 만들었다.

4. 과학연극 적용의 어려움
과학연극은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들에게 과학 주제를 쉽
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방법이며, 앞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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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rank
(−)
.00
(+)
3.00
(−)
2.50
(+)
2.50
(−)
.00
(+)
2.50
(−)
.00
(+)
1.00
(−)
.00
(+)
1.50
(−)
.00
(+)
1.50
(−)
4.00
(+)
2.75

z

p

-2.236

0.025*

-1.000

0.317

-2.000

0.046*

-1.000

0.317

-1.414

0.157

-1.342

0.180

-0.966

0.334

N = 8, ∗p < .05

그동안 대부분의 과학연극은 전문 극단의 공연이었거나,
간혹 과학연극을 활용한 수업 사례가 있더라도 유아나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는 학교 과학교육 맥락
에서 과학연극을 실천하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21주간 과학연극을
직접 준비하고 실행한 활동 주체인 학생들과 교사의 피드백
(면담 및 설문 응답) 을 통하여 과학연극을 학교 과학교육에
적용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1) 연극에 대한 사전 경험이나 전문성의 부족
과학교육에서 연극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도하는
과학교사나 연극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연극 관련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교 교사나 연극을
지도한 연구자의 경우는 예비교사교육 과정에서 과학연극
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연극
경험은 매우 드물다. 특히나 과학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 매체나 수단으로서 연극을 다루는 것도 드물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연극 경험의 부족함도 한계로 작
용할 수 있다. 연극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많은
학생들은 과학연극이라는 활동에 대해 도전적으로 받아들
인다. 이 연구에서도 과학연극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에게
과학연극을 제시하였을 때 “과학연극이 뭐예요?”, “왜 연극
해요...” 등 부담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학생들이
교육 연극을 접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연극이라는 매체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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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Qualitative analysis of students’ scientific attitudes.
Area
Curiosity

Open-mindedness

Critical-mindedness

Cooperation

Voluntariness

Endurance
Creativity

Results of qualitative analysis
• They developed creative ideas to express what they know as a form of drama.
• They had the curiosity of the subject while preparing science drama so as to study science
related books.
• They improved ability to deal with conflicts and to coordinate opinions.
• They learned to respect and understand other students.
• They accepted new media.
• They got the feeling of achievement as they challenged and performed the science drama.
• They broke the prejudice that only experts can play the drama.
• They were willing to accept other people’s criticism and complements.
• They criticized themselves during the preparation.
• They could find the problems to be improved through discussion.
• The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involving all members to activities.
• They considerate and valuable to others.
• They think they create good result as a result of cooperation
• They made properties by themselves to explain science to audiences.
• They prepared harder to avoid inconvenience for other students.
• It became the process of reflecting on their activities.
• They tried to solve the problem without giving up until the end.
• They got responsibilities to keep promises.
• They brought up problems and solved ithem.
• They built and created properties for effective delivery.
• They controlled the difficulty of scientific contents in consideration of audiences.

2) 학업 성취에 대한 부담과 인식의 한계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외적인
요인은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는 학업 성취도 이외의 동아리 활동이나 특별 활동도 입학
사정의 한 요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여전히 학생들에게
는 학업 성취에 대한 부담이 크다. 과학연극은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다른 활동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
요된다. 과학연극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사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은 대학 입시 또는 내신 성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과학연극을 실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큰
부담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편, 과학연극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사에 따르면 아직
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연극은 과학교육의 방법으로서
인식이 좋지 않다. 일부 교사들은 과학 교수학습을 위한
다른 매체와 새로운 방법들도 많은데 굳이 연극이라는
낯선 활동을 택하게 된 이유를 직접적으로 묻기도 하였고
심지어 준비한 연극을 공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교사도
있었다. 교육 수단으로서 연극의 활용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부족한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다.

3) 연극 실행을 위한 자원의 소요
연극은 짧은 시간동안 개념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지도하는 교사나 준비하는 학생의 시간 소요가
많을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 수업 시간 외의 야간 자율학습, 동아
리 활동 시간, 주말 등을 이용해 연습을 하였다.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이 심한 고등학교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시간에
대한 부담은 과학연극 실천을 고려할 때 중요한 변인이다.
또한 연극은 준비하고 공연하는 과정에서 교실 외의 공간
이 필요하다. 학교 내 상황에서 마음껏 소리치고, 움직이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한계가 있다. 연극을 준비하면서도
학생들은 연극 연습할 공간을 찾기 위해 연극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공간을 찾았고, 연습하는
공간에서도 큰 소리로 연습하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하였다.
뿐만 아니라 과학연극은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는 소품,
조명, 의상 등이 필요하므로 예산이 소요된다. 특별한 지원
을 받지 않는 한 일반적인 학교 교육 상황에서 과학연극만을
위해 이러한 예산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전문 공연극이 아닌 과학 수업에서의 연극은
소품이 없고 장소가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연극의 종류에서 학교에서 간단하게 실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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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연극으로 공연의 과정은 생략하고 교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교육연극 (drama in education, DIE) 형태가 있다.
학교 교육활동으로 과학연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과 부족한 자원을 고려하여 교실에서 실천가능한 과학
연극의 형태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17].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과학연극이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되었다. 과학연극은 과학
개념 이해와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함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흥미와 호기심과 같은 과학에 대
한 정의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학교 과학교육의 방법으로서
과학연극의 효과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
서는 학생들이 직접 과학연극 대본을 준비하고 실행하도록
지도하고, 학생들의 이러한 과학연극 경험이 그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과 흥미, 과학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과학연극을 수행한 학생과
교사의 피드백을 통하여 학교 과학교육에서 과학연극을
실천하는 데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을 과학
에 대한 인식,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적 태도로 구분하고,
선행연구에 따라 인식, 흥미, 태도의 3개 차원과 16개의
하위 영역, 총 48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 설문지를
활용하여 과학연극 전과 후의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조사
하였다. 또한 과학연극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서 학생들의 반성일지와 면담, 연구자와 동아리 교사의
관찰일지, 과학연극이 종료된 이후에 과학연극 경험을 회상
하는 서술형 설문과 면담 등을 통하여 과학연극이 학생들
의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을 과학연극 전과 후에 각각 조사
하고, 이 결과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과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통해 과학연극에 참여한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인식 차원에서 과학에 대한 인식,
과학자와 과학 관련 직업에 대한 인식, 과학-기술-사회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
하였다. 흥미 차원에서는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 과학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흥미, 과학 불안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고,
태도 차원에서는 호기심과 비판성 영역에서 유의한 향상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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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자료 분석 결과 역시 정량적 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하였다. 즉, 학생들은 과학연극을 준비하고 실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학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과학연극 대본을 준비하고
이를 연극의 형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으며, 자신이 공부했던 것에 대
해 부족함을 깨달고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스스로 느꼈다.
또한, 학생들은 과학연극이라는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총 2개의 연극을 완성하고 공연하는
과정에서 인내성과 자진성을,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이 필수
적인 연극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개방성과 협동성을, 과학 주제를 연극으로 꾸미고
연출하는 과정에서 호기심과 창의성을, 연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인 반성일지를 작성하고 집단 성찰하는
과정에서 비판성을 익힐 수 있었다. 한편, 과학연극에 참여
한 교사와 학생들은 연극에 대한 사전 경험이나 전문성의
부족, 학업 성취에 대한 부담과 인식의 한계, 연극 실행을
위한 자원의 소요 등을 과학연극의 실천에 대한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과학연극은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과 흥
미, 과학적 태도 등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학교 과학교육 맥락에
서 과학연극을 실행하는 데에 따르는 구조적인 어려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연극이 학교
과학교육에서 의미있게 적용되기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연극은 교사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교 과학교육
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활동으로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학생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동기와 자원이 된다.
따라서, 예비교사교육이나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
학교사들에게 과학연극에 대한 안내나 연수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에게도 과학연극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연극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업 성취를 강조하는 입시 제도로 인해 교육 수단
으로서 연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과학연극의 실천을 저
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고등학교 교육 및
대학 입시의 방향은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역량 위주의
교육이고, 지식과 이해 위주의 학업 성취도로만 평가하기
보다는 창의적이고 학생 주도적인 다양한 활동과 경험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과학연극은
학생 주도적인 창의적 활동으로서 현재의 교육 정책과 부
합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 또한 과학과 예술 등 다른 여러
학문 영역에 대한 융합을 강조하는 융합인재교육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STEAM) 정
책하고도 부합한다. 따라서 과학연극을 보다 활성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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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과학연극 참여 경험이 단지 정의적 성취에만 긍정
적일 뿐 아니라 현재의 입시 제도에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학연극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과 공간 및 물리적 자원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

[3] Y. R. Lee, J. K. Park, B. Lee, S. K. Park and Y. K.
Jung, Report on Appropriateness of Science Curriculum, RRC 2004-1-6 (Seoul: KICE, 2004).
[4] S. Choe, J. Kim, S. Park, E. Og and J. Kim et
al.,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Affective Charac-

학교 교육 현실에서 이러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과학연극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공연극이 될

teristics of Korean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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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자원의 제한을 적게 받는 교실 수준에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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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KICE, 2013).

PISA and TIMSS, Research Report RRE 2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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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MOE (2016. 2).

것은 과학연극을 과학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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