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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Nature-Study의 형성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교육의 방향
과 의미를 재고하여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Nature-Study의 사상은 실물 교육을 강조한 캄파넬라, 라트케, 코메니우스, 페스
탈로치 등의 사상에 기초하고 쉘던의 사물학습, 아가시의 자연사, 파커의 진보주의에 의해 형성되었다. Nature-Study는 방법
적 측면에서는 사물학습의 ‘실물 주제 중심의 학습’, 내용적 측면에서는 자연사의 ‘자연에 대한 학습’, 철학적 측면에서는 진
보주의의 ‘학습자 중심의 학습’에 영향을 받아 발전해 나갔다. 아가시의 제자로 쉘던의 오스위고 사범학교와 파커의 쿡 카
운티 사범학교에서 근무한 스트레이트는 이 세 영역을 종합화하여 Nature-Study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어 쿡 카운티
사범학교의 잭만은 Nature-Study를 교과로서 확립시켰으며 코넬 대학의 베일리와 콤스톡은 미국 Nature-Study 협회를 구성하
여 대중화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교육자들이 점차 통합적인 Nature-Study를 거부하고 직접 경험보다 교과서를 중요하게 여기
면서 1920년대 이후 Nature-Study가 쇠퇴하게 되었다. 과학교육에서 Nature-Study 정신은 통합과 실제적 학습을 강조하는 오
늘날 과학교육에 있어 자연을 주제로 한 통합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자연과의 교감, 학습자의 인격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
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Nature-Study, 사물학습, 자연사, 진보주의, 통합교육

ABSTRACT. This study purposes to historical approach the formation process of Nature-Study, and to re-evaluate its definition and direction at present. The idea of Nature-Study originated from Campanella, Ratke and Comenius, who emphasized
real things. The idea developed through Object Lessons of Sheldon, the Natural History of Agassiz, and Progressivism of
Parker. They acted as the main contributors who evolved the idea of Nature-Study and its core fields that involve: ‘studying
with real things’ in Object Lessons which brought the methodical aspects to the idea, ‘studying with nature’ from Natural
History that enhanced the content characteristics and ‘learner-centered education’ from Progressivism, which impacted the
philosophical aspects. Straight (a fellow student of Agassiz) was a teacher for Sheldon Oswego normal school and Parker’s
Cook County normal school, who synthesized the fields together and paved the way for the formation of Nature-Study. Jackman of
Cook Country normal school established Nature-Study as a school curriculum and Bailey and Comstock of Cornell University
formed the American Nature-Study Society and as a result, Nature-Study started to gain popularity. However, many educators
increasingly rejected Nature-Study as a unifying topic, and preferred the use of textbooks rather than firsthand experiences.
This hindered the nature-study movement and it declined since the 1920s. But today, the Nature-study idea can play a huge
role in developing science education, inclusive education centered nature, self-initiated retrieval, sympathy with nature and
character building of students.
Key words: Nature-Study, Object Lessons, Natural History, Progressivism, Inclusive education

서

론

학이 학교 정규과목으로 인정받은 데에는 산업혁명 이후
일반 대중도 과학적 지식을 알아야했던 당시 사회 변화가
큰 몫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과학을 교과로 받아들일 것
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과학이 실용 학문일 뿐 아니라 인격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과학은 17세기 르네상스 이후 학문적 발전에도 불구하
고 과학 교육에 대한 교육계의 거부감으로 인해 19세기 말
에 이르러 초중등학교의 정규과목으로 받아들여졌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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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요구와 교육학적 주장에 의해 과학이라는 교과는

연은 현재 과학 교육에서 대두되고 있는 융합 교육 측면에서

지식 전수와 학습자들의 인격 형성 및 인간 도야를 위한
역할을 부여받으며 인문학과 동등한 하나의 교과로 인정

좋은 소재가 된다. 자연은 인위적으로 통합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써 융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직접 경험이라는

받게 된 것이다.1

Nature-Study의 방법적 특징은 체험과 경험 위주의 초등학

이와 같이 초기 과학 교과는 학습자들의 지식 전수와 인

교 1, 2학년 통합 교과와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

격 형성을 위한 교과였지만 현재는 과학 지식을 습득하고
시험을 치르는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

다. 뿐만 아니라 Nature-Study를 통해 형성한 학습자와 자
연 사이의 교감은 교육의 기초인 인성 교육과도 연결된다.

회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지만 교과로서 과학을 바
라보던 초기의 철학적 관점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 데도 원

Study for the Common School6」
을 시작으로 증가하여 1900

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이 시기에는 수업을 위한

Nature-Study 관련 서적의 출판은 1891년 잭만의 「Nature

학문 분야로서의 과학과 교과로서의 과학은 다르게 인

안내서와 교육과정이 주를 이루었다. 이후 1930−1950년대

식되어야 한다. 학문으로서 과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현상과 인간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記述) 설명하
고, 혹은 예언 통제하려는 방법론적 특색을 지닌 지식 체

에는 Nature-Study의 퇴조로 인해 관련 연구와 서적의 수
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1960년대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는
데 이 시기 연구는 Nature-Study를 교육사적 관점에서 연

계이다.2 교과로서의 과학은 이러한 지식체계를 학습자에

구한 것들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다시 과거의 Nature-Study
정신을 살려 현재 과학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증

게 전수함은 물론 학습자의 인격 도야에 대한 역할도 수행
해야 한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와 인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3

있다.

따라서 교과로서의 과학을 재고하기 위해서 과학이 교
육되었던 초창기 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NatureStudy 정신을 살펴보면 가능하다. Nature-Study는 직접적인
경험, 자연과의 교감, 학습의 비형식성 및 자발성을 바탕
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에서 유행했
던 과학 교육의 한 흐름으로 자연을 학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Nature-Study는 교육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개념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을 직접 관찰하며 학습
자 중심으로 자연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식물을
학습하는 데 있어 Nature-Study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줄기,
잎, 뿌리로 구성되어 있고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합성한다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7−15
이에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19세기 후반에서 20세
기 초반 Nature-Study의 형성 과정 및 Nature-Study가 오늘
날의 과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유럽에서 Nature-Study의 사상적 배경
자연교육은 소크라테스(Socrates)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캄파넬라(Campanella)와 라트케
(Ratke)를 거쳐 교육 개혁자인 코메니우스(Comenius), 페
스탈로치(Pestalozzi), 루소(Rousseau)의 연구를 통해 구체
적으로 표현되었다.16 특히 유럽에서의 자연교육은 실물
교수의 형태로 나타나 발전해나갔다.

는 식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개념적 식물”
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민들레, 단풍, 할미꽃”과 같은
실제적 식물을 직접 관찰·분류하고 경험하여 식물에 대한

실제적인 실물교수의 시작은 1602년 이탈리아 철학자
인 캄파넬라의 ‘태양의 도시(Civitas Solis)’에서 찾을 수 있
다. 이 도시는 전체가 교육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활용
가능한 공간 대부분에 모든 종류의 사물을 영구 전시하고

개념을 스스로 갖추어 나가게 된다. 이때 “민들레, 단풍,

있다. 천문학, 지리학,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기계학 등과

할미꽃”은 학습자와 개별적 관계 즉 일대일의 친밀한 관
계를 맺게 되고 이를 통해 학습자와 자연의 교감이 이루어
진다.
Nature-Study는 분명 새로운 교육 이론은 아니다. 그러나

관련된 실제 사물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학습자들이−단순
한 그림이나 모형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실물과 대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17 태양의 도시에서

단지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는 점이 타당하지 않거나 중요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4 교육사를 포함한 모든
역사 연구가 과거회귀성이라기 보다는 현재를 통과하는
미래지향성의 특성을 띤다5는 점에서 Nature-Study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과학교육사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과학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Nature-Study의 중심 소재인 자
2014, Vol. 58, No. 1

캄파넬라가 모색했던 구상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와 마찬가지로 플라톤의「국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캄파넬라의 경우에는 공중누각식의 이상국가
를 논한 것이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
는 굳은 신념 아래 현실적인 입장에서 글을 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8 실제 사물을 이용한 학습을 강조하는 캄파
넬라의 주장은 실물교수를 교육의 일반원리로 주장한 코
메니우스의 「대교수학」보다 30년 가량 앞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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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을 활용한 직관교수의 원리를 코메니우스보다 먼저

나라들과 비슷했다.22 메이요는 페스탈로치의 교육 모습을

주장한 사람으로는 라트케도 있다. 라트케는 “모든 것은

참관한 뒤 허용적이고 부드러운 그의 수업 태도에 감동을

귀납과 경험을 통해서”라는 표어 아래 실물을 활용한 경

받았다.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1836년 ‘Home and Colonial

험을 교육에 있어 강조하였고 수업은 형식 이전에 내용을
다루어야 하며 사물의 법칙 이전에 사물 그 자체를 가르쳐

Training College’를 세운다.
Home and Colonial Training College는 초창기부터 자연

야 한다고 주장했다.19 이와 같은 그의 연구는 코메니우스

사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Home and Colonial Training

의 연구에 출발점을 제공하였다.20

College의 실험학교에서는 시각적 사물과 질문으로 학생

코메니우스는 문법학교에서 라틴어를 공부하며 교과서

들의 감각을 기르려고 노력했으며 학생들이 습득한 모든

없이 암기하는 학습 방법에 불만을 가졌다. 1612년 독일

것에 실천성을 부여하려고 했다.23

의회에서 학교 교육방법의 개혁을 주장하는 라트케의 연
설은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20 이를 계기로 교육 혁신에

한다는 점, 자연을 학습한다는 점, 허용적이고 부드러운

이와 같이 페스탈로치의 교육 이론은 직접 경험을 강조

힘쓰기 시작하였다. 이후 30년 전쟁의 여파로 1628년 폴란
드로 추방당한 뒤 체코어로 「대교수학」을 완성하였다.
「대교수학」‘어머니 학교’ 편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잘 가

분위기를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미국 Nature-Study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책을 제시함으로써 시각 교육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냈다.
「대교수학」
에 나타난 그의 교육 철학을 실현한 책이 바로

미국에서 Nature-Study의 형성

「어학입문」과 「세계도회」이다. 「어학입문」은 당시 암

Nature-Study는 학습자의 흥미에 따라 자연을 직접 경험
함으로써 자연과의 교감을 형성하고 관찰력을 향상시키

기에만 의존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모국어 및 실생활을 접
목시킨 새로운 라틴어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세계도
회」는 학습자들의 감각적·직관적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삽화가 삽입된 세계 최초의 교과서였다. 이는 교육에 실생

는 학습 방법이다. 이 학습 방법의 본질은 ‘직접 경험, 자
연, 학습자의 흥미’라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직접 경험’
은 방법적 측면으로 사물학습, ‘자연’은 내용적 측면으로
자연사, ‘학습자의 흥미’는 철학적인 측면으로 퀸시 제도

활을 접목했고 시각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NatureStudy의 교육 방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코메니우스는 자연

에서 비롯된 진보주의에 기초한다.

적, 초자연적 지식을 망라하는 전반적 지식의 체계를 수립
하고자 하였다20는 점에서 Nature-Study의 내용과는 거리

쉘던(Sheldon)의 사물학습(Object Lessons)

가 있는 상태였다.
유럽에서 Nature-Study의 형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페스탈로치의 사상이다. 페스탈로치는 루소의
「에밀」을 본 따 아들 야곱을 데리고 산으로 들로 산책하
며 새롭고 자연스러운 교육 방법을 모색했고 이 결과를 일
기의 형식으로 기록하여「육아일기」라는 책을 썼다.21 이
와 같이 아들이 자연을 직접 경험하도록 지도한 페스탈로
치의 교육 방법은 Nature-Study의 방법 및 일부 내용과 유
사하다.
페스탈로치의 교육 철학은 이베르동(Yverdon) 학원(1805−
1825)의 번창으로 전 유럽에 전해졌다. 특히 1807−1810년
사이에 교육개혁가로서 그의 명성은 세계에 떨쳐졌다. 그의
학원은 교육입국의 길을 모색하는 온 유럽의 군주 및 지식
인들의 순례지가 되었고 제자들은 그의 교육학을 이론적
으로 규명하고 체계화하기 시작했다.21
이런 페스탈로치의 교육 사상을 영국에 소개한 사람은
메이요(Mayo)였다. 19세기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번창하
고 부유한 나라로 예술, 과학, 문화가 가장 높은 수준에 있
었으나 교육 수준은 국민의 반이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Home and Colonial Training College의 사물학습 사상은
영국이 아닌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간접적으로 소개되었
고 오스위고 운동의 시작에 영향을 미쳤다. 캐나다 온타리
오 주에서 효과적인 공공 교육 시스템 설립을 주도했던 라
이어슨(Ryerson)은 교육 박람회 설립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여러 번 유럽을 방문한 뒤 영국의 Home and Colonial
Training College에서 다양한 그림, 모형, 사물과 같은 교육
자료를 토론토로 가지고 왔다.24
1859년 토론토의 교육박람회에는 오스위고 빈민 교육에
힘쓰던 쉘던도 참석하였다. 그는 1853년 30세가 되었을 때
오스위고 최초의 학교 장학관이 된 사람이었다.25 1860년
쉘던은 오스위고에 교사 연수원을 세웠는데 그는 이곳을
사물교수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교사
연수원을 운영할 만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는 없다
고 생각했다.26
이에 런던의 Home and Colonial Training College에서
18년 간 일한 존스(Jones)를 교장으로 초빙하여 학교를 개
설하였다. 이후 1863년에는 뉴욕 주의 교육청장이었던 라
이스(Rice)가 오스위고 운동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주정부
로부터 3,000달러의 연간 보조금을 2년간 확보해 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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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1866년 오스위고는 뉴욕의 일반적인 주립 사범학교 중

알리기 위하여 1873년 7월 6일, 아가시와 여러 교사들의

하나가 되었다. 이 학교는 쉘던의 사물학습을 실현하는 학

노력으로 자연사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시설

교로 다음과 같은 사상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 모든

인 앤더슨 자연사 학교(Anderson School)가 개교하게 된다.

교육은 인간능력의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에 따라야 한다.
(2) 모든 지식은 우선적으로 감각을 통한 지각에서 사례를

이 개교식에 참여한 손님 중에서는 매사추세츠 주의 정부

이끌어 내야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교수는 실제 사물과 존

교사들은 페니키스 섬의 장점을 활용하여 자연을 학습 소

재에 근거해야만 한다. (3) 초등 교육의 목적은 기술적 지

재로 관찰하고 탐구하면서 학습할 수 있었다.7

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정신력을 함양시키
는 것이다.24
쉘던의 사물학습은 실물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감각을

관리, 주 의회와 교육위원회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앤더슨 자연사 학교를 설
립한 1873년 12월, 아가시가 숨을 거둔다. 결국 1874년 두

이용한 학습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Nature-Study의 학습 방

번째 여름을 끝으로 앤더슨 학교는 문을 닫았다. 그러나
아가시가 생전에 남긴 격언은 Nature-Study의 철학에 큰

법인 학생들이 소재를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다는 점과 유
사한 면을 보인다.

영향을 미쳐 이후 Nature-Study 연구자의 저서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16,29,30

아가시(Agassiz)의 자연사(Natural History)
사물학습은 직접 경험을 통해 학습한다는 점에서는
Nature-Study와 한층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자연을 소재로
하는 Nature-Study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책이 아닌 자연을 탐구하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실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실험실은 불경한 어떤 것도 반입될 수 없는 안전한 곳이다.28

또한 Calkins(1898)의 사물학습 안내서는 학습 내용으로
도형, 수, 색, 그림, 측정, 시간, 소리, 물질의 특성, 신체, 기
초 독해, 윤리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교과목에 비
추어보면 수학(도형, 수), 미술(색, 그림), 과학(측정, 시간,

이 격언을 통해서 아가시는 책 속에서 학습의 내용을 찾
기보다 자연을 주 대상으로 학습해야 함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가시의 자연사는 ‘자연을 학습한다.’

소리, 물질의 특성, 신체, 기체), 국어(독해), 도덕(윤리 교
육)의 전 교과를 포괄하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27 즉

는 점에서 Nature-Study의 내용적 측면과 유사한 점을 보
인다.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사물학습은 자연을 중심으로 통합을
추구하는 Nature-Study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Nature-Study
의 내용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상은 사물학습이
아닌 아가시의 자연사였다.
아가시의 사상은 스위스 뇌샤텔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뇌샤텔 근처 이베르동은 페스탈로치가 1805−1825년에 이
베르동 학원을 운영한 곳이다. 아가시는 이곳에서 1832−
1846년, 뇌샤텔대학교 자연사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그는
페스탈로치의 정신을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도입하였다.24
아가시의 연구 대상은 바로 ‘자연’ 이었다. 그의 자연사
연구에서 이루어진 동물의 계통 분류나 화석 연구는 학문
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Nature-Study가 지니는 초
등 교육의 특징과는 다르지만 ‘자연’을 소재로 한다는 점
은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이 동물에 대한 깊은 지식은 자
연사 교육으로 이어진다.
이에 아가시는 자연사 교육을 일반 학생들에게 전달하
고자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연수에 힘쓰기 시작한
다.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교
사 연수를 자원하거나 사범학교에서 교사들과 함께 일했
으나 그의 자연과학 교육 방법은 쉽게 정착되지 않았다.1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아가시의 자연사 교육을 널리
2014, Vol. 58, No. 1

파커(Parker)의 진보주의(Progressivism)
Nature-Study가 사물학습을 통해 ‘하나의 사물을 소재’
로 학습하는 방법적 측면을, 자연사를 통해 ‘자연을 직접
경험한다.’는 내용적 측면을 이어 받았다면 ‘학습자의 흥
미’라는 철학적 측면은 파커로부터 시작된 진보주의에서
이어받았다.
1872년, 파커는 페스탈로치의 새로운 교육을 공부하고
철학과 교육을 연구하기 위해 독일로 유학을 갔다.25 그는
2년 반 동안 베를린에 있는 킹 윌리엄 대학에서 강의를 수
강한 것 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열정적
으로 관찰하면서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독
일 등을 폭넓게 여행했다.31
이후 파커는 매사추세츠 퀸시의 장학관이 되었다. 당시
퀸시의 학생들은 문법을 암기하거나 교과서의 글을 쓰고
읽는 것은 가능했지만 이를 벗어난 것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파커는 퀸시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자 노력했다. 파커가 퀸시에서 강조한 것은 학생 중심의
교육이었다.32
파커는 학교란 교과를 학습하는 논리적이고 체계화된
곳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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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파커의 학습자 중심 교육 방법은 성공을 거두었

이 시기 이루어진 잭만의 연구에서 나타난 Nature-Study

고 “퀸시 제도(Quincy System)”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계절의 변천이 학생들의 삶에

관심을 끌었다. 이후 듀이(Dewey)가 파커를 가리켜 “진보

가져다주는 모든 재료를 학습에 사용했다. (2) 활동하지

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등 파커의 ‘학습자 중심 학습’은

않거나 죽어있는 것에 대한 세밀하고 특화된 학습을 배제

진보주의 사상으로 발전해 나갔다.

하고 학생들이 살아있는 자연을 탐구할 수 있도록 들과

그러나 파커의 열정과 교육적 성과에도 퀸시 제도는 보
수적인 교육자들에 의해 비난받게 되고 그는 1883년 퀸시

등의 다른 교과의 부차적인 학습결과물로 보기 보다는

숲에 가볼 수 있도록 했다. (3) Nature-Study를 읽기, 쓰기

를 떠나 시카고의 쿡 카운티 사범학교의 교장이 된다. 이

Nature-Study 그 자체로 읽기, 쓰기 등의 교과를 가르쳐야

곳에서 파커는 스트레이트(Straight)를 만나게 되고 그와

만 한다는 요구를 이끌어내게 되었다.16

함께 Nature-Study 형성의 기반을 다졌다.

이후 잭만은 「Number work in nature study(1893)35」,
「Field work in nature study: a hand-book for teachers and

Nature-Study의 번영과 퇴조

pupils(1894)36」, 「Nature study for grammar grades(1899)37」

아가시의 제자였던 스트레이트는 1876년부터 오스위고

와 같은 단행본과 다수의 학술지 논문을 통해 Nature-Study를
연구하고 일반 학교에 보급하였다.

에서, 1883년부터 1886년까지는 쿡 카운티 사범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사물학습, 자연사, 진보주의에 모두 영향을 받
아 Nature-Study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그는 오
스위고의 실험학교의 교장으로서 자연 교과와 지리 교과

Tufts(1907)는 Nature-Study에 대한 잭만의 연구가 성공
한 이유를 세 가지 언급하였다. 첫째, 그는 자연을 매우 사
랑했으며 자연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방법을 찾는데 재
주가 있었다. 둘째, 그는 아이들을 사랑했다. 셋째, 자연을

의 상호관련성을 중요시 했다.16

탐구하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 즉 이는 무엇보다도 어린이

스트레이트는 실험실에서 공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는 사실과 학생들은 자연의 일부만을 학습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성장하도록 새로운 재료와 이미지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8
이를 통해 잭만이 형식적이고 이론적이었던 당시 교육

곧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서 전체적인 모습을 직접 관찰해
야 자연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다고 여겼고 이때 자연이
속한 전체를 지리와 연관시켜 생각하였다. 이후 스트레이
트는 열정을 가지고 1883년 쿡 카운티 사범학교에서 일하기

방법에서 벗어나 자연이라는 소재(자연사)를 아이들의 본
성을 존중하며(진보주의) 실제로 경험하고 체득하도록(사
물학습) 교육을 개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NatureStudy는 내용적, 방법적, 철학적 체계를 갖추어 공립학교

시작했으나 1886년 세상을 떠났다.33 스트레이트의 죽음
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였던 쿡 카운티 사범학교의 NatureStudy는 1889년 잭만(Jackman)의 등장으로 본격적으로 시

의 교육과정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30

작되어 절정을 맞이한다.
잭만은 어린 시절을 캘리포니아의 농장에서 보내며 시
골의 학교를 다녔다. 시골 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는 농장
에서 일하면서 식물과 동물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키웠
다.34 이후 하버드를 졸업한 그는 1884년부터 5년 동안 피
츠버그 고등학교에서 생물 교사로 일하게 되면서 학생들
이 자연의 간단한 현상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
었다. 이에 1889년 봄 Nature-Study를 계획하였고 같은 해
파커의 초대를 받아들여 쿡 카운티 사범학교에서 일하게
되었다.16 그는 쿡 카운티에 도착하자마자 미국 초등학교를
위한 Nature-Study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였으며
이를 첫 단행본(Nature Study for the Common Schools,
1891)으로 출판하였다.8

스트레이트가 실물교수, 자연사, 진보주의의 세 분야를
종합화하고 잭만이 Nature-Study를 학교 교육과정으로 체
계화했다면 「Nature-Study Leaflets1)」를 출판하고 미국
Nature-Study 협회를 구성하여 Nature-Study를 교사들에게
보급하는 데에는 코넬 대학의 베일리(Bailey)와 콤스톡
(Comstock)이 큰 역할을 했다.
베일리는 1888년부터 코넬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뒤
1903년에는 농과대학부의 학장이 되었다. 잭만에 의해 완
성된 Nature-Study는 베일리가 당시 가지고 있던 NatureStudy 철학과 매우 일치했다. 이에 베일리는 뉴욕의 농업
인과 농업협회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NatureStudy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실질적인 연구를 시작했
다. 코넬 대학에서 Nature-Study 연구는 농업 증진을 목적
으로 시작되었다. 베일리와 코넬의 동료들은 이를 해결하
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농촌의 젊은이와 그들이 태어난 시

1)
Nature-Study 교육을 위해 코넬 대학에서 1896년부터 출판된 소책자로 1899년부터 1901년까지는 「Cornell Nature-Study Quarterly」
의 계간지 형태로
출판하여 1899년에는 뉴욕 주의 25,000명이 이 책을 구독하였다. 이 수는 그 당시 뉴욕 주에 교사가 29,000명임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교사가 구독자
였다고 할 수 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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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지역 사이에 ‘애정’ 또는 ‘교감’을 불러일으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8 뉴욕 농업 증진을 위한 협회
의 첫 회의에서 회장인 파웰(Powell)은 미국 어린이들의 학
력 미달을 보충하는 수단은 농사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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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로서의 Nature-Study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초등 과학 교육의 기초를 마련한 NatureStudy는 1890−1920년대까지 미국 전역에서 유행하다가
1920년대 순수한 과학만을 강조하는 교육 풍조의 등장으
로 그 유행이 끝나게 된다. 일례로 컬럼비아 교육대학의

이고 이 흥미를 유지하는 첫 단계가 Nature-Study 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29

교육자들이 교육에 과학적인 학습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이렇게 시작된 코넬 대학의 Nature-Study 연구에서 베일

통합 주제의 교육과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났다.15 본

리는 이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했고 1903년, Nature-Study에

격적인 진보주의 시대가 시작된 1920년대에는 분과적인

대한 자신의 생각이 담긴 다양한 글과 연설을 엮어 「The
Nature-Study Idea: Being an Interpretation of the New School

과학이 강조되면서 사회, 지리, 역사, 예술 등과 통합된 형

Movement to Put the Child in Sympathy with Nature 」라는

태의 Nature-Study를 거부하게 된 것이다.
또한 Nature-Study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아가시의 표어,

단행본을 출판했다. 이 책은 Nature-Study의 형성 과정과
Nature-Study 운동의 의미, 질의와 응답 형태의 교사를 위
한 구체적인 안내로 구성되었다.

“Study nature, not book.”도 오히려 Nature-Study를 쇠퇴시
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이전에 교과서를 거부하고 야
외에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던 풍토가 새롭게 교과서를

코넬 대학의 콤스톡은 Anna Botsford Comstock와 John
Henry Comstock 두 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1878년 결혼한
부부였으며 코넬 대학을 졸업한 코넬대 교수였다. 남편 콤
스톡은 곤충학자로서 명성이 높았으며 콤스톡 부인은 곤

강조하는 풍토로 점차 변하였고 1930년대 교육 출판사에
의해 초등 과학을 위한 새로운 교과서가 생산되었으며 이
후 수십 년간 많은 학교에 과학 교과서의 출판 및 보급이
막대하게 증가하였다.15

충학자인 남편을 위해 삽화를 그리면서 Nature-Study에 관
심을 갖게 되었지만 Nature-Study에서 만큼은 콤스톡 부인
의 역할이 컸다. 그녀는 남편 책의 삽화 뿐 아니라 스스로
많은 곤충이나 자연에 관련된 책을 쓰기도 하였는데 그녀가

이와 같이 Nature-Study는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고 교과
서 보다는 실물을 통해 학습하던 특징 덕분에 1890−1920
년대 큰 유행을 했지만 그 이후 오히려 이와 같은 특징 때
문에 쇠퇴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

쓴 책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은 「Handbook of Nature-Study
(1912)29」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도 Nature-Study를 실행하

교육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Nature-Study의 특징이 NatureStudy를 다시 한 번 주목받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해 온 Nature-Study 형성과 그에 영향을 미

40

는 교사들에게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콤스톡은
이 책에서 Nature-Study의 배경, 특징, 다른 학문과의 상관

친 인물들은 Fig. 1과 같다.

관계와 같은 이론적 내용은 물론 Nature-Study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교재의 활용, 수업의 진행과 같은 실제적
수업 방법도 제시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동물, 식물, 지구와
하늘을 주제로 방대한 양의 교사 지도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코넬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던 NatureStudy는 1908년 1월 2일, 베일리를 회장으로 미국 NatureStudy 협회가 조직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
1908년 3월에 발행된「Science」에 미국 Nature-Study 협
회의 발족 소식이 실렸으며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41
(1) 학교에서 기술적 과학과 구별되는 Nature-Study의 모
든 측면에 대한 비판적 탐구를 증진시킬 것, 특히 초등학
교에서 자연에 대한 모든 연구를 증진시킬 것
(2) 초등 교육에서 가치 있고 실질적이라고 증명되어온
Nature-Study를 학교에서 공고히 하는 작업을 할 것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Nature-Study 협회와 더불어
「The Nature-Study Review2)」가 지속적으로 출판되면서
2)

Figure 1. Related figures in the formation of Nature-Study.

「 The Nature-Study Review」
는 1905년 1월부터 발간되어 Nature-Study의 이론적 개념과 실제적 학습방법을 꾸준히 게재하였으며 미국 Nature-Study
협회가 구성된 뒤에는 협회의 기관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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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Nature-Study는 학습자의 직접 경험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책이 아닌 자연 그 자체에서 배워야한다. 이와 같

“Nature-Study는 과학이 아니며 교사는 가르치면 안 되
고 학생이 무엇인가 하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42” “책이

은 주장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학습자들의 야외학습을 의

아닌 자연을 공부해라.28”와 같은 주장들은 교과로서 Nature-

도했다는 점이다.12 Nature-Study 지지자들은 자연에서 과

Study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으나 Nature-Study의 성

학적 진실을 발견하고 어린이들의 자연 사랑을 발전시키

격을 가장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며 산업사회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어 자

먼저 Nature-Study는 자연을 중심으로 한 통합교육의 성
격을 지니고 있으며 분과적인 의미로서의 과학이라고 할

연보호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지역적
으로 학습해야한다고 믿었다.4 따라서 학생들이 책이 아닌

수는 없다. “Nature-Study는 식물, 새, 곤충, 돌, 구름, 냇물

자연에서 직접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등과 관련 있지만 식물학, 조류학, 곤충학, 지질학, 기상학,

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지리학은 아니다.43”라는 주장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식물
을 배운다고 해서 식물학에서 나오는 식물의 명칭과 구조
등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실제 수업에서는 식물의

한편 Nature-Study는 학습자들의 직접 경험을 통해 학습
자들로 하여금 자연과의 교감을 형성하게 한다. Comstock
(1912)은 Nature-Study는 집 밖의 생명과 교류하고 자연에

한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학습하게 된다.)이라는 주제
를 중심으로 관찰하기, 시 짓기, 이야기 만들기, 그림 그리
기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교육학적으로 이는 여러 교과들
의 통합을 의미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단지 자연에서 배우

대한 사랑을 지속시켜 주어야 하며 만약 학생들이 자연과

는 하나의 학습이다. 따라서 “자연”은 처음부터 통합되어
있는 주제이며 Nature-Study는 서로 다른 교과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통합교육”인 것이다. 또한 자
연에 대한 궁금증과 그 해결을 위해 시작된 과학이라는 학

해 생명 존중 정신과 올바른 인격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고
자 한 것이다. Nature-Study가 인격 형성 측면에서 가장 중
요시 하는 가치는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실제를 다룬다
는 것이다.46 따라서 직접 생명을 다루고 학습하는 Nature-

문의 기본 정신과 부합하므로 Nature-Study는 과학이 아니
라는 주장 그 이면에는 가장 과학다운 철학이 담겨있다고

Study는 인성을 다루기에 적합한 학습 방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 교육은 자연을 객관적 탐구의 대상으
로 여길 뿐 교감의 상대로 보지 않으며 과학을 인성 교육
의 주요 교과로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Nature-Study를 통

하겠다. 이와 같이 Nature-Study는 오늘날 과학 교육에서
추구해 온 지식 위주의 학습과 분과 지향적인 교육과정 구
성에서 벗어나 자연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의 통합교육을
지향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다음으로 Nature-Study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

야외 학습을 사랑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Nature-Study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9 이는 Nature-Study에서 자
연과의 교감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며 더 나아가 이를 통

한 자연과의 교감 및 인격 형성의 측면은 오늘날 과학 교
육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였기 때문에 교사가 앞장서서 지식을 가르치거나 교사의

결론적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통합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의 모든

의도대로 수업을 이끌어나가서는 안 된다. 교사가 적절한
관찰 방법을 보여주고 학습자들이 이를 모방하는 것이 지

교육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요구한다3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Nature-

금까지의 과학 교육의 한 부분이었다면 Nature-Study는 반
복 학습이나 주입식 교육은 포함하지 않는다.44 왜냐하면

Study가 지향하고 있는 내용적, 방법적, 철학적 사상을 토
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하는

자연은 항상 변화하고 학습자는 그러한 자연을 자기 주도
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Nature-Study에서 교사는
학생을 가이드해 주고, 소재를 제안하고, 관찰 및 사고를
격려하고 지도해준다.45 이와 같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으

통합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을 것
이다.

로 인해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과학적 지식의 절대량은 감
소하지만 체득적 지식 습득과 탐구 능력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상위 학교로 가면서 점차 더 체계적으
로 발전해 나아가서 학문적인 과학 분야로 넘어간다.43 따
라서 Nature-Study는 오늘날 과학 교육과정에서 유사한 주
제가 반복되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지식 습득과
반복 학습 보다는 자연을 중심으로 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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