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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및 발표장 안내
●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맵

●

진수당
제1과학관

정문

진수당

개회식⋅폐회식 (1층 가인홀)

제 1 과학관 접수대 (1층 로비)
발표장

기조강연 (1층 가인홀)

∙ 구두발표 (401호, 404호, 408호)

포스터발표장 (1층 가인홀)

∙ 워크숍 (401호, 411호)

심포지움 2 (2층 바오로홀)

심포지움 1,3 (415호)

점심식사 (2층 교수식당)

휴게실 (409호)
전시업체 (405호)
총회 (415호)

제 1 과학관

4F
401호
401

(워크숍)

415호
415

(심포지움)

402

UP

414

416

413

417

412

UP

410

==== |S

411

DN

DN

DN

UP

411호

(워크숍)

X00

409호
409

(휴게실)

408호
408

407

406

405호
(전시)
405

404호
404

403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진수당

1F

UP

UP
T01

X 02

156 -1

PD

AD

UP

T0 2

PD

UP

AD

AD

가인홀
(포스터발표)
UP
UP
EL.+36.2

AD
AD

X 03

T0 3

UP

UP

T04

DA
상부외벽선

DA

E202

AD225

UP
DN
254

바오로홀

228

PD

(심포지움)
227

X03
AD226

230

DN

UP
DN

DN
AD

UP

233

AD

DN
239

DN
DN

DN

CANOPY선

DN
UP

UP

250

PD

249
X04

교수 식당

SLO PE DN

25 6

245

242

255

243

244

246

2400 x60 0

2F

PD

과학교사교육의 재조명 | T

2016 한국과학교육학회 제70차 정기총회 및 하계학술대회

학술대회 일정표 및 장소
●

제1일 2016년 7월 28일(목)

시간

●

발 표 및 내 용

09:00~10:00

등 록

제1과학관 로비 접수처

구두발표(Session 1)
1-1

1-2

401호
좌장 : 이선경

제1과학관
1-3

404호
좌장 : 하민수

심포지움 1

408호
좌장 : 권난주

제1과학관
415호

교수학습

진로/문화/교사

과학철학/교육과정/교사

(10:00~12:20)

하희수
김진희
이주현
남일균
강태린
이건호

김소임
김재덕
이현주
Arif
임성민

이영희
조헌국
정용욱
오준영
송은정
박미미

한국과학창의재단

10:00~12:20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개발

12:20~13:20

점

심

13:20~13:30

개 회 사 (김희백 / 한국과학교육학회 회장)

13:30~13:40

축

사 (이남호 / 전북대학교 총장)

사회: 남정희

13:40~14:10

기조강연 1 (박종석 / 경북대학교 화학교육과)

진수당 가인홀

14:10~14:40

기조강연 2 (신명경 / 경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14:40~15:00

휴 식
포스터발표(Session 1)

15:00~16:00

과학교수학습

손연아 권정인 심규철 신세인 박영관 박동화 최연희 박세희

과학교사교육

박지훈 고연주 반경표

과학영재교육

노현아 김아름

(15:00~17:20)

하민수 김미영 김홍기

과학진로교육

안주영

통합과학교육

이은주 박상우 박지은 김지영 박은미

과학창의교육

권혁재

과학문화교육

이솔희

대학과학교육

남윤경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후속
연구와 국가⋅국제
학업성취도평가 연구

김윤미 이선경
휴 식
구두발표(Session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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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당 바오로홀

과학학습평가

16:00~16:10

18:10~18:50

심포지움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타

16:10~18:10

진수당 가인홀

워크숍1

심포지움 3

408호
좌장 : 조헌국

제1과학관

제1과학관

401호

415호

교수학습/교사

교수학습/과학철학/영재

(16:10~17:10)

(16:10~18:10)

김영현
김효남
이수민
최재혁
안주현(박사)
홍은정(박사)

최승언
강유진
이인선
박시현(박사)
윤선미(박사)

조은호

한국과학창의재단

거꾸로 교실의
실제

융합인재교육
(STEAM)과
교사의 역할

404호
좌장 : 이동원

2-2

제1과학관

정기총회

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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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일 2016년 7월 29일(금)

시간

발 표 및 내 용

09:00~09:30

등 록

제1과학관 로비 접수처

구두발표(Session 3)
3-1

401호
좌장 : 이현주

09:30~11:30

●

3-2

404호
좌장 : 차희영

제1과학관

워크숍2

심포지움4

408호
좌장 : 이영희

제1과학관

제1과학관

411호

415호

(09:30~10:30)

(09:30~11:30)

이봉우

한국발명진흥회

전기회로
교수학습방법 탐색

발명영재교육
콜로키움

3-3

교육과정

영재/문화

교수학습/교사

정행남
조아라
윤은정

전병억
이인숙
송인옥

정찬미
장진아
심재호

최윤성
이경란
정준형

천만석
김영환
배유라

강은주
강은희
이은선
포스터발표(Session 2)

11:30~12:30

12:30~13:10

진수당 가인홀

과학교수학습

박지윤 변태진 박경미 신다인 이현정 유경환 이윤희

과학교사교육

김유정

과학영재교육

성민진

과학학습평가

이상의

과학교육과정

박율리 차희영 Gantumur 심규철 이현정

통합과학교육

양지혜 김덕호

기 타

김수경

폐 회 식

(사회 : 심규철)

진수당 가인홀

과학교사교육의 재조명 | V

2016 한국과학교육학회 제70차 정기총회 및 하계학술대회 | 연구논문 목록표

연구논문 목록표
심포지움
심포지움 1

(p. 45) 10:00~12:20, 7월 28일(목) / 제1과학관 415호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개발 추진 계획
김기상, 정원선
한국과학창의재단

2045 미래 인재상과 핵심과학역량 마일스톤 연구
김도훈1, 한경희2, 장덕호3
1

2

3

아르스 프락시아, 연세대학교, 상명대학교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개발
전승준1, 고훈영2, 곽영순3, 이영식4, 최성연5
1

2

3

4

5

고려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김희백1, 강남화2, 김명화3, 맹승호4, 박종석5, 백윤수6, 손정우7, 심규철8, 오필석9, 이기영10, 이봉우11, 한인식3
1

2

3

4

9

10

5

6

7

서울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경북대학교, 연세대학교, 경상대학교,

8

공주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강원대학교,

11

단국대학교

심포지움 2

(p. 47) 15:00~17:20, 7월 28일(목) / 진수당 바오로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도입에 따른 중등 과학과 현직교사 역량 제고 방안:
현직교사 재교육 내용 구안
이양락, 곽영순, 동효관, 이인호, 이재봉, 김현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과학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김현경1, 이미경1, 이재봉1, 이신영1, 이양락1, 곽영순1, 신영준2, 김재우3,
박상희4, 김경은5, 황인신6, 김경화7, 김승환8
1

2

3

4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인교육대학교, 서운중학교, 인천연수초등학교, 동작중학교,

6

7

8

신도중학교, 창덕여자중학교, 교육부

PISA 2015 과학 공개문항을 이용한 PISA 과학 평가의 변화 분석
구자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과학과 생명 영역 서답형 문항 심층 분석
동효관1, 배영혜2, 박혜민1
1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아주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과학과 서답형 문항 심층 분석:
중학교 학생들의 물리 오개념 유형화와 과학과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최윤희1, 권경필2, 이인호3
1

= = = = | NM

2

3

숭문중학교, 경인교육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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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과학 평가의 화학 서답형 문항 심층 분석
김현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심포지움 3

(p. 50)

16:10~18:10, 7월 28일(목) / 제1과학관 415호

STEAM R&E 과제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 분석
임성민, 김학범
대구대학교

STEAM 교사교육: 첨단 과학교사연수센터를 중심으로
이영주, 김영민
한국과학기술원

STEAM 교사연구회 지원사업단 운영 성과 및 제언
김영민1, 박현주2, 권혁수3, 백윤수4, 한혜숙5, 최유현6, 현동걸7, 이범규2, 정순신8, 이승우9, 이지애10
1

2

3

4

5

6

7

2

부산대학교 , 조선대학교 , 공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단국대학교 , 충남대학교 , 제주대학교 , 조선대학교 ,
8

9

10

한국전기연구원 , 동서대학교 , 울산대학교

학생의 과학 긍정경험 지표 개발 연구
신영준1, 강훈식2, 곽영순3, 김희경4, 이수영5, 이성희6
1

2

3

4

5

6

경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원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신남초등학교

심포지움 4

(p. 52)

09:30~11:30, 7월 29일(금) / 제1과학관 415호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발명교육 연계성 분석
손정우
경상대학교

발명영재교육 전략 탐색을 위한 과학영재와 발명영재의 특성 비교 연구
문공주, 황요한
이화여자대학교

발명영재 학생들의 무한상상실(Makerspace)에서의 학습경험 탐색
변문경
성균관대학교

과학영재 고등학생의 과학분야 문제발견과정 분석
조대기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메이커 활동에 활용 가능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실험 장치 개발
이승택1, 강남화2
1

2

천안동성중학교, 한국교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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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Session 1

10:00-12:20, 7월 28일(목)

❚ Session 1-1 교수학습

좌장 : 이선경

(p. 65)

제1과학관 401호

소집단 논변 활동에서 교사의 반응적 교수에 따른 학생들의 인식론적 자원 활성화
하희수, 김희백
서울대학교

과학교과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미세먼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김진희, 이현주
이화여자대학교

이원자분자의 내부에너지에 대한 고전통계학적, 양자통계학적 설명 비교
이주현
서울중경고등학교

태양광에너지 학습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흥미 특성 분석
남일균1, 권성기2, 임성민1
1

2

대구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시민 과학 활동에 근거한 소리 관련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강태린1, 전영석2
1

2

서울남사초등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스포츠과학을 활용한 초등학교 과학수업 전략의 개발 및 적용
이건호1, 권난주2
1

2

현화초등학교, 경인교육대학교

❚ Session 1-2 진로/문화/교사

좌장 : 하민수

(p. 68)

제1과학관 404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과학에 대한 인식 및 과학 관련 진로 특성
김소임1, 권난주2
1

2

한빛초등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과학관련 사회쟁점 수업이 초등학생의 인성 및 가치관 함양에 미치는 영향
김재덕, 고연주, 이현주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 관련 사회쟁점 교육을 위한 교과교육학적 지식(SSI-PCK)에 대한 논의
이현주
이화여자대학교

Pre-Service Science Teacher’s Ecological Value Orientations:
Comparative study between Indonesia and Korea
1

1

2

Arif Rachmatullah , Minsu Ha , Junki Lee
1

2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반성적 실천 중심의 수업행동분석 활동과 예비물리교사들의 학습 성향 및 반성적 사고 능력의 관계 분석
임성민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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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1-3 과학철학/교육과정/교사

좌장 : 권난주

(p. 70)

제1과학관 408호

탐구적 과학 글쓰기(SWH)를 이용한 실험활동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과학교사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 탐구
이영희, 김상호
단국대학교

실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나? 중력 가속도 측정 사례를 중심으로
조헌국
단국대학교

과학교육론 교재에서 나타나는 귀납, 연역, 가설연역, 귀추의 의미 혼선
정용욱
서울대학교

유추과정에서 제안된 새로운 개념의 인식론적인 그럴듯함
오준영1, 손연아2
1

2

한양대학교, 단국대학교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사용된 서술어 분석: TIMSS 인지적 영역 평가틀을 중심으로
송은정, 유준희
서울대학교

자유학기제를 위한 주제선택 활동 소개
백성혜1, 김찬국1, 김용진2, 한재영3, 홍준의4, 박미미5
1

2

3

4

5

한국교원대학교, 경상대학교, 충북대학교, 서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 Session 2

16:10-18:10, 7월 28일(목)

❚ Session 2-1 교수학습/교사

좌장 : 이동원

(p. 72)

제1과학관 404호

과학과 관련된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가치판단과 의사결정 변화 양상 분석
김영현, 이은항, 정영란
이화여자대학교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구성 체제 및 내용분석
김효남
한국교원대학교

과학 선호도가 높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선호 요인의 질적 분석: 인문계 여자 고등학생 사례 연구
이수민
이화여자대학교

탐색, 갈등, 도전 그리고 변화: 물리교과교육 수업에 관한 한 교사교육자의 셀프스터디
최재혁1, 조광희2, 정용재3, 김희경4
1

2

3

4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강원대학교

‘생명의 연속성’의 통합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과학관 콘텐츠 개발
안주현 (박사)
서울대학교

집단 과학창의성 영향요인 선정과 과학영재학생들의 물리 창의 과제 해결 과정에 나타나는 집단
과학창의성 영향요인 분석
홍은정 (박사)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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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2-2 교수학습/과학철학/영재

좌장 : 조헌국

(p. 75)

제1과학관 408호

빅뱅부터의 빅 히스토리 학습을 위한 인터랙티브 유니버스 채임버의 개발
최승언1, 원종우2, 윤성철1, 정덕영3, 김수경1, 김찬종1, 박원미2, 박은지1, 유준희1, 이강환4,
이동욱1, 최종림1, 최진영2, 황호성5
1

2

3

4

5

서울대학교, 과학과사람들, 클릭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고등과학원

19세기 해저 케이블 건설과 전기장
강유진, 김지나
부산대학교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변인간의 관계를 찾는 자료변환과정 분석
이인선1, 김익균1, 박종원2
1

2

충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과학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정영란, 박시현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생산적 과학 논변활동에서 나타난 소집단 규범의 형성 과정 이해
윤선미 (박사)
서울대학교

• Session 3

09:30-11:30, 7월 29일(금)

❚ Session 3-1 교육과정

좌장 : 이현주

(p. 76)

제1과학관 401호

SSI 주제를 다루는 경험교사들과 초보교사들의 경험 탐색: 가치를 꿈꾸는 과학 교사 모임 중심으로
정행남1, 유선아2
1

2

당산서중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중학교 과학 교사의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실행에서 나타나는 교수내용지식(PCK) 분석
조아라, 김찬종, 최승언
서울대학교

과학교과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어휘 군집 추출
윤은정, 박윤배
경북대학교

흥미 발달 단계별 과학에 대한 흥미 변화와 활동의 특징에 관한 사례연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최윤성, 최종림, 김찬종, 최승언
서울대학교

초등학생의 과학학습동기, 과학 성취도, 가정환경, 심리적 학습 환경과의 구조적 관계 분석
이경란, 김지나
부산대학교

미국 차세대 과학 표준(NGSS) 수행 기대와 우리나라 2015 과학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비교 분석:
물리 영역
정준형, 강남화
한국교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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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3-2 영재/문화

좌장 : 차희영

(p. 80)

제1과학관 404호

(p. 83)

제1과학관 408호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의 물리교과 적용사례에 대한 현상론적 해석
전병억, 이종림
한국과학영재학교

FCI와 MBT를 활용한 과학영재들의 역학 기초개념 조사
이인숙
한국과학영재학교

예습형 토론/협동학습 수업모형인 RTM의 적용
송인옥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의 화학 수업에서 Guided Inquiry Learning 수업 사례
천만석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의 탐구물리수업 사례
김영환, 송인옥
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기술 전시에 대한 참여자의 흥미와 이미지 분석
배유라, 김홍정, 탁현수, 정석훈
국립중앙과학관

❚ Session 3-3 교수학습/교사

좌장 : 이영희

연구 기반 과학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탐구 과정: 과학의 본성 학습 접근 방법에 따른 비교
정찬미, 신동희
이화여자대학교

에너지 학습을 위한 초등학생의 단계적 발판 탐색: 학습발달 과정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장진아1, 맹승호2
1

2

서울성일초등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중학생의 자연 선택 개념의 이해에 대한 개념 변화 수업 모형의 적용 효과
이진영, 심재호
부산대학교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과학 수업 활동이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강은주1, 박강은2, 백남권2, 조태호2, 박종호2
1

2

국산초등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스마트 지원 환경에서 학습자-시스템-컨텐츠 간 상호작용 탐색
강은희, 이차은, 김희백
서울대학교

중등 예비 과학 교사의 자유 탐구 수행 능력 및 인식 조사
이은선, 정은영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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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 Session 1

15:00-16:00, 7월 28일(목)

❚ 1-1 과학교수학습

(p. 89)

진수당 가인홀

고등학교 과학수업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과학협동학습모형 개발
손연아1, 김유연1, 정울이1, 나유빈1, 박소율1, 김동렬2
1

2

단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과학 교육에서의 인성 역량 함양을 위한 협력적 문제해결 중심 교수모델
권정인, 박지연, 이은령, 남정희
부산대학교

과학중점학교 고등학생 해외탐방 프로그램 사례 분석
김남희p1, 심규철c1, 박종석2, 손정우3, 이기영4, 이봉우5, 차정호6, 김종희7, 최재혁7, 서혜애8, 한재영9, 조헌국5
1

2

3

4

5

6

7

8

9

공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강원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충북대학교

현미경 관찰 실험에 대한 예비 생물 교사들의 가치지향점 탐색: 객관성을 중심으로
신세인1, 이준기1, 하민수2
1

2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e-PBL을 활용한 과학수업이 초등학생의 집단창의력 및 21세기 학습자 역량에 미치는 영향
박영관, 박경미, 박상우
경북대학교

Flipped Learning 기반 SSI 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역량 함양에 미치는 효과
박동화, 고연주, 이현주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Ⅰ 교육과정 관련 SSI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가치관 분석
최연희, 윤진아, 서혜애
부산대학교

디지털스토리텔링 기반 SSI 수업의 교육적 효과 연구
박세희, 고연주, 이현주
이화여자대학교

❚ 1-2 과학교사교육

(p. 94)

협력적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멘토 교사와 멘티 교사의 갈등 요소 분석
박지훈, 이임일, 정도준, 남정희
부산대학교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과학교육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고연주, 김영주, 임규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실습에서 관찰된 과학 예비교사들의 수업 활동 특징
반경표1, 송진웅2
1

2

신상중학교,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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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과학영재교육

(p. 95)

진수당 가인홀

과학영재학교 조기입학제도에 대한 추천교사의 인식
노현아, 최재혁
전남대학교

과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에 대한 완벽주의적 성향 검사도구의 타당도 검증 및 집단 간 차이 분석
김아름1, 이준기1, 하민수2, 신세인1
1

2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 1-4 과학학습평가

(p. 96)

진수당 가인홀

과학사에 근거한 진화개념검사도구의 타당도 확인 및 맥락에 따른 진화개념 개념발달 탐색
하민수
강원대학교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생명 과학 과목의 문항 특성 및 난이도 변화 분석
김미영, 이신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물리 성취도와 전공과의 상관관계 분석
김홍기, 김현태, 최재혁
전남대학교

❚ 1-5 과학진로교육

(p. 98)

진수당 가인홀

(p. 98)

진수당 가인홀

일반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과학관련 진로 선택의 특징
안주영, 김찬종, 최승언
서울대학교

❚ 1-6 통합과학교육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초⋅중등학교 교사의 인식조사
이은주1, 손연아1, 방담이2
1

2

단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과학사 활용 STEAM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박상우, 박영관, 박경미
경북대학교

통합개념을 활용한 수업의 설계와 적용 및 효과분석
박지은1, 방담이2, 윤회정3
1

2

3

대구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초등통합교육이 창의성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방담이1, 김지영2, 윤회정3
1

2

3

가톨릭대학교, 둔촌중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통합교육의 평가틀 개발을 위한 성취변인의 탐색
윤회정1, 박은미2, 김지영3
1

2

3

이화여자대학교, 광남고등학교, 둔촌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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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과학창의교육

(p. 101)

진수당 가인홀

‘과학 체험학습’ 실태조사를 통한 과학 체험학습의 활동집단, 장소, 내용에 따른 유형 분석
권혁재1, 권난주2
1

2

파주법원초등학교¹, 경인교육대학교

❚ 1-8 과학문화교육

(p. 102)

진수당 가인홀

(p. 103)

진수당 가인홀

중학교 과학 동아리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습 활동 분석
이솔희, 정영란
이화여자대학교

❚ 1-9 대학과학교육

지구시스템 수업이 도시공학과 학생들의 지구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학습 역량에 미치는 효과
남윤경, 신진몽, 김민희
부산대학교

❚ 1-10 기타

(p. 103)

진수당 가인홀

실험 중심의 과학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김윤미, 정은영
전남대학교

소집단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 탐구 경험의 속성 탐색
이선경
서울대학교

• Session 2
❚ 2-1 과학교수학습

11:30-12:30, 7월 29일(금)

(p. 104)

문제중심학습(PBL)을 활용한 수업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박지윤, 우애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의 물리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
변태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적용한 수업이 한국천문학 개념의 이해도에 미치는 효과
박경미, 박상우, 박영관
경북대학교

과학관련 사회쟁점(SSI)에 대한 고등학생의 글쓰기 특성 분석
신다인, 권수희, 이현주
이화여자대학교

초등 과학과 ‘소리의 성질’ 단원 융합인재교육(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이현정, 백남권, 박강은, 조태호, 박종호
진주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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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힘 개념은 얼마나 변하였는가?
안준호, 유경환, 최혁준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물리실험에서 반성적 사고를 강조한 실험보고서 적용
이윤희, 최혁준
한국교원대학교

❚ 2-2 과학교사교육

(p. 107)

진수당 가인홀

예비과학교사의 교사 정체성 발달과정의 분석 : 실천공동체(CoP)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김유정, 홍훈기
서울대학교

❚ 2-3 과학영재교육

(p. 108)

진수당 가인홀

(p. 109)

진수당 가인홀

소외영재를 배려한 과학영재교육프로그램의 평가준거 개발
성민진, 신동희
이화여자대학교

❚ 2-4 과학학습평가

Messick의 타당도 관점과 3차원평정척도 라쉬모델을 활용한 환경태도 및 생태행동 검사도구
번역본의 타당도 탐색
이상의1, Arif Rachmatullah1, 이준기2, 하민수1
1

2

강원대학교, 전북대학교

❚ 2-5 과학교육과정

(p. 109)

진수당 가인홀

2009 개정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에 반영된 과학의 본성 분석
박율리, 우애자
이화여자대학교

생물 종 복원을 테마로 한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차희영1, 박혜민2, 박시룡1, 박세근3, 정선영1, 간치맥1
1

2

3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호서고등학교

몽골과 한국의 과학교육과정 중 지구과학과 지리학(geography)의 내용 비교
Ganchimeg Gantumur, 차희영, 임미리
한국교원대학교

우리나라와 영국의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비교 분석
김남희, 심규철
공주대학교

초등학교 과학교과서에 제시된 읽기자료 텍스트의 의미 구조적 특성 분석
이현정, 박강은, 백남권, 조태호, 박종호
진주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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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통합과학교육

(p. 112)

진수당 가인홀

새의 부리와 식충식물의 생김새를 융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양지혜1, 김덕호2, 홍승호3
1

2

3

중문초등학교, 제주중앙초등학교, 제주대학교

동물과 식물의 생김새를 융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어류의 부레와 물배추의 생김새를 중심으로
양지혜1, 김덕호2, 홍승호3
1

2

3

중문초등학교, 제주중앙초등학교, 제주대학교

내진 설계 STEAM 프로그램 개발 적용 효과
김덕호1, 김맹범2, 홍승호3
1

2

3

제주중앙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제주대학교

❚ 2-7 기타

(p. 113)

진수당 가인홀

국제 과학관의 천체 전시물 비교 연구: 전시특성 및 전시내용에 반영된 지구과학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김수경, 최승언, 김찬종
서울대학교

워크숍
• Workshop 1

(p. 117)

16:10-17:10, 7월 28일(목) / 제1과학관 401호

(p. 126)

09:30-10:30, 7월 29일(금) / 제1과학관 411호

나의 거꾸로 교실
조은호
광주월계중학교

• Workshop 2

카드 게임과 SSEC(Small Scale Electric Circuit)를 활용한 전기회로 교수학습방안 탐색
이봉우1, 한정욱2
1

2

단국대학교, (주)소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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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기조 강연

PLENARY
• Plenary 1

13:40-14:10, 7월 28일(목) / 진수당 가인홀

교사 교육의 재조명:
우리는 과학교사 양성을 잘 하고 있는가?
박종 석
(경북대학교 화학교육과)

1. 들어가기

응, 생식과 발생 등을 배운다. ‘과학이란’ 영역에서 과학
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을 학습하려는 태도

2017학년도 신규 과학교사로 임용되는 박교사의 지난
날을 돌아보자.

도 기른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소위 빅뱅부터 시작하
는 융합과학을 배우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I, II

초등학교 시설 로봇을 만드는 박사가 되고 싶어서, 과

중 자신의 관심과는 별개로 수능시험에서 점수가 잘 나

학자를 꿈꾸었다. 그 꿈은 그저 꿈이었고, 좋아하는 과

올 2과목을 선택해서 열심히 암기한다. 운 좋게 사범대

목은 체육이었다. 초등학교 과학은 물질과 에너지, 생명

학에 합격했다. 박교사의 꿈은 로봇 만드는 박사가 되는

과 지구의 2개 분야 내용을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것에서 로봇을 만드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다른 교과와 관련지어 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전환되었다.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행

대학은 시작부터 피곤했다. 1학년 1학기는 새로배움

히 스팀 교육을 통해서 로봇과 친해질 수 있었다. 그나마

터, 오티, 전티, 동학년 MT, 학년 엮음 MT 그리고 주막.

학교 여건이 좋아서 로봇의 팔과 다리를 만질 수가 있었

아이돌 음악에 맞춰 군무를 배우고, 공연하고. 밤이 새

다. 그런데, 배우는 내용을 보면 무게, 자석, 물체와 물

도록 주막을 지키고, 술을 마시고. 피곤하지 않을 수 없

질, 혼합물, 액체, 기체, 소리, 거울, 온도와 열, 전기,

었다. 정신 차리자고 군 입대. 군 입대도 만만치 않다.

산과 염기, 연소와 소화, 지구와 달, 동물, 식물, 화산,

사나이답게 해병대에 지원했지만, 경쟁이 임용시험 버

지진, 물체의 빠르기, 태양계와 별, 생물과 환경, 계절

금간다. 해군, 공군 다 떨어지고. 운전병도 어렵고, 관심

등이다. 참으로 많은 과학 개념들을 배운다. 과학 내용

사병으로 분류되지 않고 보병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어

및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과학 글쓰기도 하

서 다행이다. 돌아온 대학은 여전히 임용 불안감이 먹구

고 토론도 해야 한다. 자유탐구도 해야 한다. 중학생이

름처럼 학과를 휘감고 있다. 몇 명의 여자 동기들은 약학

되어서 과학은 여전히 물질과 에너지, 생명과 지구의 2

대학 준비로 방황하고, 임용 준비를 위해 마련된 양현재

개 분야에서 초등학교와 똑같이 다른 교과와 관련지어

는 가뭄에 콩 나듯이 자리가 채워졌다. 전공 공부는 중고

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

등학교에서 가르칠 내용과 멀게만 느껴진다. 사범대학

킨다. 그리고 기본 개념으로 힘과 운동, 열과 우리 생활,

에 들어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줄 교생실습 시기가 되

분자운동과 상태변화, 물질의 구성, 빛과 파동, 전기와

었다. 현장 실습으로 교직을 체감한다. 우려 반 기대 반

자기, 물질의 특성, 여러 가지 화학반응, 지구계와 지권

의 한달이 지났다. 대표수업도 하면서 교직에 대한 강한

의 변화, 광합성, 기권과 우리 생활, 태양계, 자극과 반

신념을 가졌다. 이제 조급해진 마음으로 임용고시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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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다. 마치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 수능을 준비했듯이.

하는데, 시험을 치루기 위해서는 중등 과학교사 자격을

EBS에 익숙해진 박교사는 비싼 인강비 때문에 팀을 꾸

갖춰야 한다. 중등 과학교사 자격은 1급 정교사 자격과

려 인강을 듣는다. 그나마 인강을 듣고 나면 뭔가 뿌듯함

2급 정교사 자격이 있다. 양성기관을 졸업한 학부생 및

이 가슴에 가득 찬다. 한 번에 임용에 합격한다는 것은

대학원생은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중등학교 과

욕심이다. 재수는 필수요, 3수도 필수고, 4수는 선택이

학과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은 <표 1>과 같다.

며, 될 때까지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기간제 교사
자리가 많아서 임용 준비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다. 임용

<표 1>

고시는 교직 논술 1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학개

공통과학

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예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화학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
영, 생활지도 및 상담까지 공부해야 한다. 1차 지필을 전

1급 정교사 자격은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현장 경력

공 시험과 같이 보고, 합격하면 이제 2차 실기를 준비해

4~5년 뒤에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이수한 후에 취득하

야 한다. 추운 날씨에 썰렁한 실험실에서 학부 때는 신경

게 된다. 중등 1, 2급 정교사의 자격 기준은 <표 2>와 같다.

도 쓰지 않았던 비커와 뷰렛으로 실험을 한다. 면접도 준

이들은 무시험 검정기준을 만족할 경우 자격증을 부
여받게 된다. 사범대학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

비한다. 영어 시험이 없어 그나마 다행이다.

시험 검정 합격 기준은 2013학년도 입학자를 기준으로
그 전과 약간 다른 점이 있으나, 모두 전공과목을 50학

2. 중등 과학교사 자격 취득 요건

점 이상,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자세
신규 과학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한 무시험 검정 합격 기준은 <표 3>과 같다.

<표 2>
자격
학교별

중등학교

= = = = | OQ

정교사(2급)

정교사(1급)

1. 사범대학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5. 대학 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준교사자격증은 82학번부터 폐지)
7. 초등학교의 준교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9.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전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1.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4.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6조)
1. 서울대학교 대학원
2.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3.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설치・승인 받은 교육대학의
대학원

PLENARY(기조강연)

<표 3>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교육봉사 2학점 포함)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교육봉사 2학점 포함) 이상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기타

<표 4>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교육봉사 2학점 포함)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교육봉사 2학점 포함) 이상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기타

<표 5>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직이론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및 상담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및 상담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소양

• 4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 교직실무(2학점 이상)

•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 교직실무(2학점 이상)
-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이상)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합계

총 2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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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 검정 합격 기준은 과목

자들로부터 교직이론은 12학점, 교직소양은 6학점, 교육

별 이수 학점은 학부생들과 동일하지만 기본이수과목과

실습은 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교과교육영역 학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을 위한 교직과목과 세부 이수 기준은 앞의 <표 5>와 같다.

교육대학원생의 경우 학부에서 기이수한 과목이 있기

이 중 교육실습과 교육봉사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살

때문이다.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 검정 합격기준

펴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중등학교 과학과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은 공통과학,

은 앞의 <표 4>와 같다.
2급 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은 교직이론과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구분된다. 2013학년도 이후 입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며 각 표시과목별 전공과
목 세부 이수기준은 <표 7>과 같다.

<표 6>
교과목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학점

내용

2학점

• 학점 당 기준시간
- 전일제로 실시 → 1학점당 2주(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도 상관없음)
(단,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교육실습 실시 시기
-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은 대학에서 자율 결정 → 4학년 1학기
- 학교 급에 맞는 학교만 가능(중등교원자격취득예정인자 → 중⋅고등학교)

2학점

• 교육봉사활동의 의미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등)으로 봉사하는 것
• 학점 당 기준시간
-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 학교현장 실습 가능 기관 전체
-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표 7>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공통과학
(Common
Science)

과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공통과학교육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물리
(Physics)

과학교육, 물리교육, 물리학 물리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역학, 양자역학,
및 관련되는
전자기학, 열 및 통계물리, 파동 및 광학, 전산물리,
학부(전공⋅학과)
현대물리학, 물리교육실험

화학
(Chemistry)

과학교육, 화학교육, 화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1)
(2)
(3)
(4)
(5)

공통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일반물리학 및 실험, 전자기학, 현대물리학
일반화학 및 실험, 무기화학, 유기화학
일반생물학 및 실험, 세포학, 분자생물학
지구과학 및 실험, 지질학, 대기과학

화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물리화학, 물리화학
실험, 유기화학, 유기화학 실험, 무기화학,
무기화학 실험, 분석화학, 분석화학 실험

생물
(Biology)

과학교육, 생물교육, 생물학 생명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세포학,
및 관련되는
발생학, 식물생리학, 동물생리학, 유전학, 분류학,
학부(전공⋅학과)
생태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물화학

지구과학
(Earth
Science)

과학교육, 지구과학교육,
지구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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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지질학,
천문학, 대기과학, 해양학, 지구물리학,
지구환경과학, 자연재해와 에너지자원

비고
(1)분야에서 1과목,
(2)～(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과목 이상
이수(주전공 표시과목
해당 분야 제외)

PLENARY(기조강연)

10% 내에서 선발 인원이 결정된다(표 9 참조).

3. 교사 양성 시스템

교육대학원은 50개 기관이 있는데, 재교육과정과 양
중등 과학교사로 양성은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직과

성과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양성되는 학생 수를 정

정 그리고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확히 파악하기 힘들며, 해마다 입학하는 학생 수가 다르

한 시스템은 다른 교과에서도 똑같다. 2013년 현재 한국

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교육대학

에서 중등 과학교사 양성 기관 수 및 정원은 <표 8>과

원의 입학자격은 학사 학위 소지자이며 교육대학원에서

같다.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어서 교

사범대학은 전국에 19개가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 양

육대학원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

성되는 학생 수는 1,130명이다.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

(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

이 개설된 곳은 54개가 있으며, 여기서 양성되는 학생

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수는 641명이다.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

있다. 교육대학원 입학 전 자격에 따른 졸업 후 취득 가

생의 선발은 2학년 종료 시까지 이루어지며, 입학정원

능 자격을 <표 10>과 같다.

<표 8>
학부

기관
구분

사범대학
양성
기관
현황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이수

국⋅공립

12(721)

국⋅공립

15(205)

국⋅공립

20(-)

사립

7(409)

사립

39(436)

사립

30(-)

소계

19(1,130)

소계

54(641)

소계

50(-)

* 출처 : 교육부, 2013학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 )안의 숫자는 중등 과학교과 교사 양성기관 이수자 수를 나타냄.

<표 9>
대상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구분
선발시기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자를 기준으로 2학년 종료 시까지 선발

선발인원

• 교육부 승인을 받은 승인 인원의 범위 안에서만 선발가능
• 교직과정 설치승인 당시의 입학정원을 기준
→ 일반적으로 10%내에서 선발

선발방법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포함
• 학교 자체 선발기준, 절차 등 마련 → 성적과 면접을 통해 선발
<표 10>

구분

양성과정

재교육
과정

교육대학원 입학 전 자격에 따른 졸업 후 취득 가능 자격
입학 전 자격

졸업 후 자격증 취득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정교사자격증 및 석사학위 취득 가능

중등학교 현직교사

부전공 자격 및 석사학위 취득 가능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석사학위 취득 가능

중등학교 현직교사

부전공 자격 및 석사학위 취득 가능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석사학위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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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으로 수업지도안 작성 및 수업 실연에 합격한 자를

4. 중등 과학 교사의 학교 임용과정

임용한다.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임용 시험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그리고 교육대학원에

또는 시도교육청과 연합으로 실시하는 임용 시험, 즉 1

서 과학교사 자격을 취득해도 결국은 임용고시(중등교

차 시험으로 전공 관련 기초 지식 평가, 2차 시험으로 수

원임용경쟁시험)에 합격해야 중등 과학교사로 임용될

업지도안 작성 및 수업 실연에 합격한 자를 임용한다.
1차 시험은 국가시험으로 같은 날 전국에서 동시에 치

수 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과학교사 임용하는 절차
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룬다. 1차 시험의 문항수, 배점, 출제범위 및 내용은 <표
11>과 같다.

실시하는 임용시험을 통해서 합격자를 선발하여 임용을

2차 시험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독립적으로 실시하

한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

는데, 각 시도교육청별 시험 영역은 <표 12>와 같이 구분

시험, 즉 1차 시험으로 전공 관련 기초 지식 평가, 2차

할 수 있다.

<표 11>
시험과목 및 유형

교육학

전공
A

1교시
(60분)

문항수

논술형

1문항

기입형

10문항

배점
※모든과목동일

출제 범위(비율) 및 내용

20점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20점

2교시
(90분)

40점
서술형

4문항

20점

서술형

4문항

20점

전
공

전공
B

3교시
(90분)

40점
논술형

2문항

○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27
호에 제시된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중
- 교과교육학(25~35%)
교과교육학(론)과 임용시험 공고일 현재까지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등
- 교과내용학(65~75%)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특수학교 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20점
○ 비교수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소계

80점

계

100점
<표 12>

영역

실험평가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 실연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서울

○

○

○

○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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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정신소양평가항목 신설
: 논어, 에밀, 명심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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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역

실험평가

울산

×

경기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 실연

교직 적성
심층 면접

○

○

○

×

○

2016학년도부터 신설 및 변경사항

○

- 집단 토의면접 신설
- 수업 나눔영역 신설
(수업실연과 연계하여 묻고답하는
형식)
- 위탁출제가 아닌 2차시험 자체출제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폐지
- 수업실연 20분 → 15분
- 구술형 면접과 함께 강원도교육청이
출제하는 즉답형 심층면접 신설

강원

×

○

○

○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

○

○

○

전남

×

○

○

○

경북

○

○

○

○

경남

×

○

○

○

제주

×

○

○

○

세종

×

○

○

○
<표 13>

학과명

대학수

2013년도 입학정원

2017학년도 사전예고 인원

경쟁률

과학교육(과/학부)

4

214

-

-

물리교육(과/전공)

14

247

124

1.99

화학교육(과/전공)

13

240

106

2.26

생물교육(과/전공)

13

261

142

1.84

지구과학교육(과/전공)

9

168

133

1.26

합계

53

1,130

505

2.24

641 / 1,771

505

3.51

교직과정

임용시험의 2017학년도 사전예고에 따른 경쟁률은
<표 13>과 같다.

대한 선호도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수보다는 안
정적 직업에 대한 선호가 크다. 2012년 한국직업능력개

2015년 공립 중등임용시험 경쟁률은 물리 7.9:1, 화학

발원에서 고1～고2학생 6,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

8.5:1, 생물 10.3:1, 지구과학 7.2:1이었던 것을 볼 때,

생들의 선호 직업을 조사한 결과 전체 희망 직업 순위를

현실적 경쟁률은 8:1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살펴보면 교사, 의사, 공무원 순으로 안정적인 직업의
선호를 보이고 있다(표 14 참조).

5. 과학교사 교육 현실과 지향점
우리 사회는 IMF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이후 직업에

2001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희망직업 순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안정적인 직업 선호 경향이 증가한다(표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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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구분

전체

남학생

여학생

1

초등학교 교사

공무원

초등학교 교사

2

의사

운동선수

간호사

3

공무원

의사

중고등학교 교사

4

중고등학교 교사

경찰

의사

5

요리사

회사원

요리사

6

간호사

요리사

연예인

7

경찰

초등학교 교사

공무원

8

운동선수

중고등학교 교사

비행기승무원

9

연예인

직업군인

디자이너

10

회사원

건축가

연기자

<표 15>
순위

2001년 조사 결과

2012년 조사 결과

1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2

의사

중고등학교 교사

3

공무원

간호사

4

사업가

의사

5

초등학교 교사

공무원

6

컴퓨터프로그래머

경찰

7

건축설계사

비행기승무원

8

인테리어디자이너

건축가

9

유치원 교사

요리사

10

회사원

약사

이와같이 (과학)교사에 대한 직업 선호도는 매우 높은
데 반해, 실제로 교사가 된 후 만족도 조사결과는 비관적
이다.

잘 양성하는 것일까?
교육환경도 바뀌고, 직업관도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디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OECD의 ‘2013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TALIS⋅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13)’를
바탕으로 회원국 중학교 교사 10만 5000여 명을 분석한

우리가 양성하는 과학교사 즉 교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살펴보자.

결과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교사 비율은 한국이

우리는 교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교사

20.1%로 가장 높고, ‘다시 직업을 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에 대한 오해와 편견 즉 교사에 대한 우상이 있다. 이런

싶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에서도 한국은 36.6%로 회원국

우상 때문에 교직에 대한 잘못된 신념체계가, 즉 괴물 같

평균(2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 거짓된 교사상이 만들어지고, 이로부터 비롯된 교사
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사회 전체를 오염시킨다. 그 결과

선호 직업 중 상위 그러나 된 후에 후회하는 직업, 과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교사를 희망하기도 하고

학교사, 되는 과정도 어려운데, 된 후에도 어려운 것이

꼭 교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 교직을 멀리하기도 한다

과학교사의 현실인 것 같다.

(권재원, 2015).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는 과학교사를 잘 양성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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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상은 교사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
라의 특수한 실정이 만들어낸 한국 교사 일반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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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다. 권재원(2015)의 글을 정리하면서 교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스승으로 불리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스승이 되기
란 쉽기도 하며 어렵기도 하다. 가르침의 의지에 앞서 배

교사 vs 스승

움의 의지가 선행되어야만 스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의 많은 스승들은 배울 의지가 없는 제자들

스승이라는 교사상은 교사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
로막는 우상이다.
교사와 스승은 결코 동의어가 아니다. 교사는 스승의
부분 집합도 아니다.

을 파문하고 쫓아내었다.
전혀 가르친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스승으로 여
길 수도 있고,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나를 스승으로 인정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교사가 스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교사

교사는 교육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전문적인

가 스승이 될 필요는 없다. 더욱이 교사가 다른 직종에

직업을 삼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 결과와 무관하게

비해 스승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도 아니며 스승이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교육에 임했느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냐 하는 것이 교사의 기준이다.

스승이라는 말은 군사부일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
아서, 뛰어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 좋은 책

스승과 교사의 또다른 차이는 배우는 사람의 특성에
있다.

은 훌륭한 스승이다, 그는 덕이 높은 어른을 스승으로 삼

스승은 모든 연령,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을 수

았다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이러한 스승은 교사들

있다. 배움은 공식적일 수도 비공식적일 수도 있다. 스

의 뇌리에 아주 선명한 흔적이 남으며 일반인들의 교사

승은 일단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배

상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존재한다. 반면 교사는 어린이와

스승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네이버 사전).

청소년 즉 미성숙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전문 직업인이
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다.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명시되어

심지어 어른 중에서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있지 않다. 무엇이든 간에 가르치고 이끌 수 있으면 누구

이 흔하지 않다. 따라서 교사는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배

나 스승이라 불린 자격이 있다.

우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일까지 해야 한다. 교

《논어(論語)》의 〈술이편(述而篇)〉에 나오는 "세
사람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좋은

사는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
워야 할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살펴 스스로 고쳐야 한다[三人行

그러므로 교사의 일에는 학생에게나 교사 본인에게나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不善者而改之]." 삼인행

다소 강합적인 면이 있다. 강합적이지 않다면 좋겠지만,

필유아사는 좋은 것은 좇고 나쁜 것은 고치니 좋은 것도

예컨대 학생들 스스로 배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나의 스승이 될 수

뒤 그들이 스스로 배우게 한다면 좋겠지만 이는 이상적

있다는 뜻이다.

인 생각이다. 교사는 학생이 배울 마음이 전혀 없어도 어

그렇다면 스승이라는 말이 꼭 교사에게 적용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떻게 해서든 주어진 시간 안에 결과적으로 배우게 만들
어 주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교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학술, 기예를 가르치는 사

로 해서 교사가 스승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학

람, 주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교급이 내려갈수록 스승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사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네이버 사전).

는 스승이 아니다. 학생이 아주 먼 훗날 되돌아 볼 때 문

교사는 학술과 기예를 가르쳐야한다. 그리고 학술과
기예를 가르치기 위한 공인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득 교사를 스승으로 느낄 수도 있을 뿐이다.
교사는 미래에 스승으로 회사될 가능성을 보상으로

즉 교사는 가르칠 내용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

기대할 수 없다. 먼 훗날 스승으로 기억되건 말건 일단

을 가르칠 자격을 공인 받았고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지금 눈앞의 학생들에게 우선 교사가 되어야 한다. 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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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배움의 유무에 의해 가름하는 개념이지만 교사는 가

도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에 맞

르치는 전문성과 직업윤리에 의해 가름하는 개념이다.

춰, 교원양성 대학에서 여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임용

그러므로 요즘 세상에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라

고시에 맞춰진다. 임용고시의 거대한 벽은 대수능이라

는 말은 결코 교사를 비판하는 말, 혹은 세태를 한탄하는

는 벽보다 더 높을 수 있다. 평균 8:1의 경쟁률. 탈락자

말로 쓰일 수 없다.

의 누적. 그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가 과학교사를 잘 양성

전통사회에서는 교육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지

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않았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가르치는 일을 전문으로

학령인구의 감소의 직격탄을 받을 곳 중의 하나는 교

하는 직업인 교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서당이나 서원,

원양성기관이다. 교육부가 주기적 평가로 교원양성기관

향교나 성균관의 선생들은 교사가 아니라 스승이었다.

의 정원 등을 조정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학자이며 관료였다. 그래서 이들은

변화하는 사회,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로 중요한 것

언제든지 가르치는 일에서 관료의 자리로 옮겨 다닐 수

중 하나가 교사의 임무와 역할이다. 사회를 이끌어갈 주

있었다. 이곳에는 가르치는 것 자체가 업은 아니지만 젊

역을 키우는 교사의 임무와 역할은 그들의 열정이나 사

은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가르침

명감으로 국한해서는 안된다. 스승이라는 캡으로부터

을 주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이들이 바로 스승이다. 학

벗어나, 전문인으로 양성되어야 한다.

생들은 특정한 기능이나 지식 뿐만 아니라 스승의 삶의

토드 휘태커(2004, 송형호 외, 2010)는

방식, 가치관까지 배운다. 물론 스승이 의도한 바는 아

‘나는 38년간이나 줄곧 5학년만 가르친 어느 초등교사

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에게 자신의 삶 자체

를 알고 있다. 그녀는 정말 경이적인 사람으로, 바로 내

를 전수한다. 얼핏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이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 조카들이 그 사람에게 배웠으면

는 어디까지나 스승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훌륭한

하는 그런 교사이다. 그녀의 생기와 열정은 결코 고갈되

사람들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를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전

지 않는다. 어느 날 그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늘 열정적일

제가 충족될 때의 이야기이다.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가 답했다. “올해로 제가 38년째

스승은 없고 교사만 있다는 말은 교사들에게 어쩌다

5학년을 가르치지만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올해가

한 번 운이 좋아야 만날 수 있는 훌륭한 스승의 역할까지
담당하라는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지나

처음이거든요”.
한 분야의 전문가는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축적된 경

친 요구이다. 이미 근대사회가 스승의 권위를 해체하고

험으로부터 배출된다고 할 때, 우리 교육제도에서도 30

교사라는 직업인을 배치한 이상, 스승은 없고 교사만 있

년간 줄곤 같은 학년을 가르친다면 누구보다도 뛰어난

다라는 말은 당연한 현실이다. 사실 스승의 상은 오늘날

전문가가 속출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학교사

과학적 소양인을 양성하는데 썩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

를 잘 양성하고 있는가라는 반성은 교원 양성 시스템에

다. 의사결정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이 요구되는 이때에

대한 재고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전인격적인 스승의 인도를 받아서는 도리어 압살될 가
능성이 크다. 너무 큰 스승의 그림자는 학생들의 비판적
인 의식 성장에 방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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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nary 2

14:10-14:40, 7월 28일(목) / 진수당 가인홀

초등교원양성을 위한 글로벌 교사 교육:
경인교육대학교의 사례 중심으로
신명경
(경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1. 초등교사교육의 새로운 국면

경계 밖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 기아, 생태 등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관점은

∎ 글로벌 교사 교육의 수요와 현황

postmodern trans-nationalism이다. 이는 자유주의와

Grimmett(2012)는 글로벌 교사교육(Global Teacher

세계주의가 불완전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

Education)을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무는 신자유주의적 시

하고 세계주의의 탈맥락적 측면을 거부하면서 국가를

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교

다민족적 속성을 지는 것으로 보는 후기식민주의적 관

사교육측면에서 국가가 장악하기 보다는 규제를 완화하

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국제화에 대한 설명은 문화적,

며 교사교육전문위원회의 전문 정책에 더 의존하는 등

정치적, 경제적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과정이 세계

국가의 하위 기관의 역할로부터 국가 간으로 확대됨을

화(internationalization)을 경제적 경쟁력과 개인의 수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현재의 정책들이 사회에서의 대학

행의 형태로 바꾸어가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의 경

의 역할에 영향을 미쳤는가도 논의하고 있다. 신자유주

계선 상에서의 근대주의적 노력 그 너머에 있는 것으로

의자들의 힘은 대학이 이전의 자유주의 하에서 담당했

본다. 그러한 경제적 합리주의적 왜곡은 파괴되어야하

던 중요한 역할인 국가 수준 및 지위 발전을 깎아먹고

고 고전적 자유주의적 입장이나 세계화로 회귀하는 것

있다. 국가의 지위나 위상은 규준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을 제안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체되고 비판되어야한

초국가적 존재에 의해 자리를 내어주는 형국이 되어가

다. 오히려 경제에 지나친 무게를 두는 신자유주의적 입

고 있다. 대학의 사회에서의 역할은 경제발전과 글로벌

장은 국제 교사교육에서 문화적 정치적 글로벌화가 주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문가가 포

는 이점을 거부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주

진된 집단으로서의 대표성을 띠는 권위를 기반으로 자

의해야한다.

율성을 구가했던 그리고 전문가적 책무와 자율성을 보
장받는 대학이란 이미 400년 전의 이야기인 셈이다.

글로벌 교사교육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이
다. 교사양성 기관의 교육자들은 세계의 딜레마나 사건

그러므로 교사교육이 현재 처해 있는 정책 맥락을 고

들에 대한 깊이 있는 수준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시간,

려해보면서 글로벌 교사 교육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

에너지, 경제적 지원을 구하고 걸맞은 구조와 활동을 만

어지는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정책 맥락은

들어 내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국제화 교육과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고전적 자유주

심각성은 충분히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 국제화 교사

의적 지적 입장으로 급진적 자유주의적 국제 관계를 중

교육의 지속적인 성공은 관련 교수진의 비전에 달려 있

시하여 국가주의를 거부한다. 두 번째는 세계주의

다. 그러나 글로벌 교사 교육의 수요자에게 걸맞는 ‘세

(cosmopolitanism)로 국가주의의 허점을 비판하며 세

계 딜레마와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어떻게 구

계주의적 입장을 갖는 것이다. 이는 평등과 정의를 추

성해야하는지, 그리고 관련 교수진의 비전에 달려있다

구하며 국제법과 합의를 지향한다. 세계시민은 국가의

고 하는 학습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 깊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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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능이 더욱 강화된 점이다. 즉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

의미 있는 학습은 teaching과 learning을 상정하는 우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효율성을 배

리의 관습으로부터 부정될 수 있다. 인간의 발달을 설명

가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의 규제가 완화되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라면 수동적 학습

어 탈규제화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시에

자로 인지되기 쉬운 teaching에 대비되는 단어로서의

공공의 역할이 민영의 차원에 개입하여 더 고도의 규제

learning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미래의 보다

를 이루어 내는 셈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

나은 인류의 존속을 위한 전제가 교육이고 양질의 교육

의가 탈규제와 규제를 동시에 이루어 낸다는 평가를 받

에 대한 논의선상에 글로벌 교육이 있다면 그 의미는 비

는 것이다.

로소 참의미의 교육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Grimmett

결국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의 신자유주의는 공공이

교수의 대안은 “study”이다. 스스로 깨치는 과정으로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주도권을 민간이 가지면서

의 교육은 적어도 경쟁 지향의 교육풍토에서는 가능하

공공기관이 이를 지원하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행태로

지 않을 것이다. study로 제안한 것의 배경에는 교육이

나타난 것이다. 국가 기관이 글로벌 교육을 온전히 이끌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근본적으로 학습자의 내재적

고 주도하는 것 보다는 개인과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 수

인 활동이지 학교 및 교사의 행위에 수반되는 것은 아니

요에 걸맞도록 자생의 길을 열어주고 제도를 개선해 주

라는 주장이다. 결국 세계가 논의하는바 학문의 본질에

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가까운 경험 및 지식을 만들어 가는 경험을 통한 학습은

글로벌 교육을 둘러싼 또 하나의 사회적 특징은

본연의 타고난 바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소양교육의 형

trans-nationalism의 대두이다. 하나의 국가에서 살아

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가던 시민들이 국가의 경계를 가볍게 넘나드는 글로벌 시

교사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1960~80년대는 교사교

민들로 나타나고 있고 그 숫자가 증폭하고 있다. 이렇듯

육연구와 정책 마련이 이뤄진 시기이고, 1980~2000년

국가 경계에 제한받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변화는 SNS 및

대는 교사교육이 정식기관의 감독 하에 ‘가르치는 것을

네트워크의 증대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세계 어느

학습하는’ 것으로 비쳐지던 시기였다. 1990~2010년대에

곳에서도 공유하는 바가 증폭한 시대상과 맞물려있다.

이르러서는 교사교육은 전문적 규제와 탈규제의 정부맥

우리나라의 해외여행객 수가 많아지고 해외파견 등이 많

락에서의 정책으로 여겨졌다. 마지막 시기 직전에 교사

아지는 이유는 이러한 세계적 시대상과 유사하다.

교육이 학생이 학습에 변화를 가져왔는가라는 근본적인

교육이나 공공의 복지부분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게

질문이 쏟아졌고 이에 대한 반성과 회의로부터 교사교

되어 이에 대한 강점 및 약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육을 정책 이슈로 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결과적으

중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대학의 입장은 오

로 다수의 연구는 기존의 교사교육프로그램을 비판하면

히려 모호하다. 기존의 상아탑이나 국가의 위상을 세우

서 교사의 질과 대중의 책무성에 초점을 맞춘 교사교육

는 역할, 학문의 세계는 오래전부터 국가에 국한되지 않

을 제안한다. 관리는 탈규제를 강조한 정책들 속에서의

았으므로 국가 경쟁력과 위상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전문성 있는 규제로 규정되어 진다. 이런 시대가 현대이

에 적합하였다. 그러나 글로벌의 시대를 맞으면서 그 역

며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시대이다. 이는 국가지위를 누

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전문성

그러뜨리는 경향이 있다. 이전의 자유주의시대 하에서

(professionality)’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

는 개인은 자율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어 자유를 만끽

가 ‘good life’를 표방했다면 신자유주의는 ‘goods life’를

하였다. 정부의 역할은 개인이 자유를 지키는 것이었다.

표방한다. 즉 상품의 획득과 소비를 미덕으로 본다. 이

대학들은 국가지위 개발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는 전문가 기반의 중산층에 대한 수요가 더 이상 나타나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에서 한걸음 더 나간 형태이

지 않음을 의미한다. 전문성도 하나의 국가차원의 대시

다. 1990년에서 2010년에 극명하게 양상을 드러낸 신자

민 서비스 관점에서 보여지게 된다. 대학에 대해서 미래

유주의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측면에서 더 발전된 형태

노동시장의 인력을 양성할 것을 주문하는 현대의 수요

이다. 다만 자유주의와 차이가 있다면 공공의 역할 및

는 이를 매우 잘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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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교사 교육은 postmodern

벌 교육의 수요와 이에 대한 해법은 국가 및 공공 그리

trans-nationalism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될 필요가 있

고 민간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하며 다민족성의 이

다. 앞서 언급한대로 trans-nationalism은 Bourne(1916)

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는 공유와 공존의 의미이지

이 처음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현대적 양상으로 최근에

하나의 국가가 전 세계로 확장되거나 세계가 하나의 틀

늘어난 이민자들의 추이가 새롭게 재조명 받게 된다. 이

과 시스템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민이란 일반적으로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주를 의

점에서 우리의 글로벌 교육과정의 개발은 획일화 단일

미한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는 것은 두 개나 혹은 그

화 혹은 선진국의 교육과정을 들여오는 방식이 아니다.

이상의 공간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가 가진 내재적 민족적 틀과 문화부터 이질적인 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주가 아니라 두세 곳을 공유

존의 교육과정 내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드러낼 필요가

하며 살아가는 행태인 셈이다. 현대주의적 trans-

있는 것이다.

nationalism은 국가의 위상과 지위가 흔들린다는 점에
서 세계주의와 매우 유사하다.

￭ 지역사회의 글로벌.다문화 교육 요구

포스트모던의 도래와 함께, 이러한 trans-nationalist

2012년도부터 경인교육대학교는 Global Teachers

들은 국가주의와 세계주의 모두를 혼합된 형태 내지 미완

University(GTU) 사업을 통하여 글로벌 교사 양성의 다

성의 형태로 보고 있으며 국가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한

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다. 대학원에 GTU 전공

다양한 견해를 사회적 다민족성의 형태를 근간으로 만들

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미국) 공인 교사 자격증을

어내고 있다. 다민족성(poly-ethnicity)은 역사적 규준

취득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해외교육실습 및 다문화 교

으로 이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즉 국가위상의 도래를

육 코티칭에 이르는 새로운 글로벌.다문화 교사역량 프로

정면으로 거스르는 형태이다.

그램을 개발 적용한 바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활동의 배경

Marginson(2007)은 고등교육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

에는 새로운 교사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을 구분지어 이해하는 일상적인 틀을 비판하고 있다. 그

법무부와 경인교육대학교는 2015년 12월 상호 협약을

러나 국가차원의 경쟁과 시장의 증대, 개인과 공공의 선

통해 난민 인정자 및 난민 신청자의 학령기 자녀를 대상

에 대한 새로운 잠재성이 기존의 공공, 민간이라는 이분

으로 하는 난민적응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법적 사고에서는 취약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은

이와 관련된 교육부 발표를 보면 2010년에서 2015년까

항상 대중의 선을 따라야하고 학생을 위한 개인적 수준

지 꾸준히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6세

의 선을 이끌어 내야한다는 국가차원의 명목을 내세우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12만명에 이르러 다문화학생의 비

거나, 글로벌 국가라는 개념은 없으므로 국가주의와 신

율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실환경

자유주의 모두 글로벌 공공을 위한 잠재력을 무시해야

의 변화로 이어지며 이에 대응가능한 교원의 양성이 시

한다는, 즉 교육측면에서의 글로벌 공공의 선을 주장할

급하다. 즉, 글로벌 교수역량을 갖춘 교원의 양성의 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Marginson에 따르

요성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 대중의 선과 개인의 선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상
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쪽의 긍정적 생산이
다른 쪽의 생산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것이다. 한 국가의
고등교육에서 다른 국가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외부요
인들을 창출해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모든 고등
교육시스템과 기관들이 집합적 시스템에 의해 상당한
이익을 볼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
앞서의 논의를 종합하면 글로벌 교육에 대한 이해와
요구는 시대적 명제가 된 셈이고, 단어가 주는 의미로
만 해석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가 아니다. 최소한 글로
= = = = |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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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성 수용 능력 제고란 글로벌 역량의 중요한 측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국·내외 교육

면은 개방적인 마음을 갖고, 자신의 편견에 대해 이해하

관련 기관들은 예비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프

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글로벌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

로그램을 앞 다투어 개발․실시하고 있다. 글로벌 교원 양

서 캄보디아 등의 개도국 국가와의 협력과 교류, 다문화

성 프로그램은 나라별 상황이나 그 대상에 따라 양적·질

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 가정 자녀 프로그램, 그리고 난

적인 면의 다소 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 프로그램의 형태

민 아동 적응 교육을 실시하여 예비교원의 다양성 수용

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학이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교원 양성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예비교원을 위한

∘ 의사소통 능력 제고는 글로벌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은 대학이 해외에서의 교

서 외국어 소통 능력 더 나아가 외국어로 가르치는 능력

육 실습 및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을 키울 필요가 대두되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국제 공통
어인 영어로 수업하는 능력은 현행 초등교원 임용과정

∎ 대학에서의 글로벌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유형 및 성격

에서도 평가되는 항목이다. 글로벌 교원 양성 선진화 과

국제 교육실습 및 해외 교육봉사 프로그램

정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능력을 키우고, 발휘

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장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형태는 해외 교육기관에서 교육실

∘ 국제 이해 능력 제고에서는 글로벌 교원 선진화를

습을 제공하는 국제교육실습 프로그램이다. 국제교육실

통해 길러지는 초등교원은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

습을 통해 국제화․세계화된 시대의 교사로서 갖추어야할

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기초 지식을 함양할 기회를 갖도

안목과 전문적 교직 능력을 계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록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국제 사회의 이슈, 이에

른 문화를 가진 교실 현장에서 발생되는 예견치 못한 상

대한 문제해결의 논의 등을 다루는 국제이해 등의 교과

황에 대처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을 함

목 개발은 이러한 능력 배양과 연관된다.

양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사범대학은 교직과정에 있는 예
비교사들에게 국제교육실습 프로그램을 별도로 또는 종

2. 국내외 글로벌 교원 양성 프로그램 및
사례 분석

합적인 글로벌 교사 인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하
고 있다.

세계화나 다문화 사회 진전 등의 교육환경 변화는 글

해외 일부 대학들은 대학 간 협력을 통하여 회원 또는

로벌 인재 양성의 필요성과 더불어 교원의 글로벌 역량

비회원 대학의 예비교사를 해외 협력학교로 교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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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고 있다. Consortium for Overseas Student

량을 신장 시킬 수 있다. 많은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Teaching(COST)은 미국 내 15개 대학이 참가하는 협업

이 대부분 대학본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나, 일부 대학에

단체로 참가 대학 학생들을 약 20개국의 해외 협력학교

서는 글로벌 교원 양성이라는 측면에 특화된 프로그램

로 교육실습을 보내고 있다. University of Northern

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미국 Elon University의 North

Iowa(UNI)의 International Student Teaching 본부는

Carolina Teaching Fellows 프로그램은 사범대 학생들

Out of State and International Student Teaching

에게 런던이나 코스타리카에서 수학하며, 지역 공립학

Program을 통하여 미국 내 20개 대학의 지원 학생들을

교에서의 세미나와 교육실습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세계의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로 파견하여 교

글로벌 교원 양성에 특화된 과정을 제공하며, The

육실습을 제공하는 등 대학 간 협력을 통한 국제 교육실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는 우수한

습 프로그램의 좋은 본보기를 제공한다.

사범대 학생을 선발하여 중국 Shanghai Normal
University에서 수학하며 중국 학교에서의 교육 실습 경

단기 해외 체험⋅학습 프로그램

험을 제공한다.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의 교직 경험을 보완하기 위하
여 많은 글로벌 교원 양성 프로그램들은 방학을 이용한

지역 내 국제화 프로그램

단기 해외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잘 계획

우리나라와 세계의 많은 학교와 교실을 비롯한 지역

된 단기 해외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

공동체가 점점 더 국제화․세계화 되어가고 있다. 해외에

공하고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노력과 외국어 학습에

가지 않고서도 국제적 이해를 넓히고 글로벌 교실환경

대한 동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에서 교육실습과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늘고

과의 관계 형성의 시발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나 지

가 있다. 국․내외 대학은 예비교사들에게 단순 체험 프로

역 사회 내에서 다른 국가나 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램부터 교직과정 학생들을 위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과 어울릴 기회를 가지는 것은 글로벌 소양 함양을 위한

해외에서 이수할 수 있는 계절학기 코스까지 다양한 프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대학들은 예비교사와 국제학

로그램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생(international students), 교환 교수, 이민자들 서로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사범대학은 대학 본부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서로간

해외 교육 사무국(the Office of Study Abroad)과 협약

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것을 돕고 있다. 미국의

을 맺고 사범대생을 위해 특화된 해외 교과목을 개발하

Appalachian State University는 Appalachian Com-

여, South Africa에서 “Education, Society and

munity of Education Scholars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범

Learning”, Netherlands에서 “Learning, Technology

대 학생들이 생활-학습 센터(living-learning center)에

and Culture in Europe” 등과 같은 과목을 계절학기를

서 국제학생이나 교환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어울리고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West Virginia University는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The Ohio State

이태리 Reggio Children 대학과 협약을 맺고 유아교육

University는 사범대 석사과정에 있는 현직교사에게 해

전공 학생들과 현직 교사에게 Reggio Emilia 교수법을

외연수가 곤란하다면, 반드시 지역의 국제기구에서 난

현지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의 정착과 문맹퇴치, 건강관리를 돕는 인턴십 프로그
램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대학교육의 국제화 필요성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해

글로벌 인재 교직유인 프로그램

외 대학들과 협약체결을 통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

해외에서의 국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확장

영하고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비교사

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대학에 오는 학생들의 수

들은 학업을 지속하면서 해외의 교육현장과 외국어 ․ 문

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인재들이 사범대

화에 대한 몰입 경험을 통하여 글로벌 교원으로서의 역

학으로 진학하도록 독려하여 교직으로 유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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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원 양성과정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 줄 수

들과 동일한 이수요건을 충족시키며 추가적으로 동료들

있을 것이다. 높은 수준의 국제 이해를 지닌 학생들이 교

과 소집단을 이뤄 연구하고 어울리며 실제적인 학습 활

원 양성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

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교수, 현장 교사, 글

공하는 것은 교원의 글로벌 소양과 경험이 높이 평가된

로벌 교육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도교수들로부터 개별

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 Indiana

멘토링, 특별 세미나 참여, 대학생 연구 기회, GECP을

University는 글로벌 인재 선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국

위한 특별 과목을 수강, 2주간 중국의 수업 참관 등의 특

제적인 이해와 학업성적이 뛰어난 사범대 학생에게

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 교직 준비 과

$4,000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University of San Diego

정의 국제화를 목표하는 과정의 실험적 역할도 담당하

는 the School of Leadership and Education Sciences

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 중 개발․사용된 수업 자

(SOLES) 프로그램 모든 참가 학생들에게 졸업자격요건

료, 교육 과정, 시범 수업안, 도구 등은 모든 교원과 지

으로 국제 경험을 요구하는데, 입학 전 해외에서의 국제

도교수들을 위해 공유된다.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요청할 수 있다.

GECP 인증을 위해서는 필수 4개 교과목을 2년간 이
수하여야 한다.

글로벌 인증 프로그램(Global Certificate Programs)
일부 대학과 대학 협력체들은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

Global Gate Way for Teachers: 미국 Indiana

의 글로벌 소양 함량을 위한 종합 패키지 과정의 글로벌

University at Bloomington/ 국제교육실습(8주~1학기)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다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실습과 다양한

양한 형태의 글로벌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대부분 포함

문화에 대한 몰입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

하며, 국제적 지식, 지도 기술, 국제적 의식 함량에 중점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에서는 Global

을 둔 체계적인 코스웍과 각종 세미나, 소규모 워크샵,

Gateway for Teachers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멘토링, 해외 체험, 장학금 혜택 등을 프로그램 참가자

은 월별 수업, 읽기, 워크숍, 실습을 포함하는 준비 단계

들에게 제공하고 과정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참가

와 실제의 교육실습 단계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준비에

자는 인증기관의 글로벌 인증을 받게 된다. 이러한 프로

서 실습까지 2년 정도의 노력을 투자하여야 한다. 실습

그램들은 교사의 글로벌 역량 함량을 위한 교육과정과

참가자는 학위 코스웍을 모두 마쳐야 하고, 자격분야 학

수업자료 개발을 위한 연구소 역할을 함께 수행하며 글

점, 외국어 능력시험 합격(외국어 전공의 경우) 등 사범

로벌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확대 적용을 위한 발판을

대학이 교육실습을 위해 제시하는 자격 요건을 만족하

마련한다.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사범대학

여야 하고, 인디애나주의 교사 면허를 위한 준비과정에

은 예비교사를 위한 2년 과정의 Global Educators

서 요구하는 인디애나에서의 교육실습(최소 10주)은 별

Cohort Program(GECP)을 도입하고 있으며(교직이수

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과정 별도), Columbia University 사범대와 두 협력 기
관(World Savvy, Asia Society Partnership for Global

Global Student Teaching Program: 미국 College of

Learning)이 공동으로 개발한 현직교사의 글로벌 인증

New Jersey(이하 TCNJ)/ 해외 미국국제학교 교육실습

프로그램인 Global Competence Certificate(GCC)도 운

미국 The College of New Jersey의 Global Student

영 중에 있다.

Teaching program은 예비교사들에게 해외 미국 국제학
교에서 교육실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981년 이

∎ 글로벌 교원 양성 프로그램 사례

래 30년 이상 매년 25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해외 미국

Global Educators Cohort Pogram(이하 GECP): 미국

국제학교에서 교육실습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Michigan State University(이하 MSU)/ 글로벌 인증과정

Thailand, Croatia, Tanzania, Spain, Italy, The

GECP는 예비교사의 글로벌 소양 함량에 특화된 교사

Netherlands, Dubai, South Africa, France, Switzerland

준비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는 MSU의 다른 사범대 학생

등에 있는 미국 국제학교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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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과학교육학회 제70차 정기총회 및 하계학술대회 | 기조강연

국제학교는 우수한 교사진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 역량 프로그램의 다원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이 프

IB(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을 비롯

로그램은 유럽의 에라스무스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인

한 다양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예

교대와 덴마크(UCC)간 교수 및 학생 교류를 실시하는

비교사들에게 국제적 수준의 교육을 직접 경험하게 하

것이다.

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 경험를 통해 글로벌 의식을 함양
시킨다. 국제 교육실습은 현장경험(Field Experience)과

∘ 경인교육대학교 GTU 사업에서는 St.Cloud 대학교

목에 포함되어 매 학기 초 8주(실습 7주+여행 1주)간 진

와 복수학위과정을 통해 이미 양교의 석삭학위 및 미국

행이 되며, 참가 학생은 해외 실습 이후 남은 학기 동안

교원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한 바 있다. 1-3기 학생들 중

뉴저지 내의 지역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완료하야 이수할

admission을 받았던 학생은 21명이나 미국으로 최종 진

수 있다.

학한 학생 총수 18명 이었으며, 그 중에서 2016 봄학기
까지 학위를 완전히 마친 학생수는 11명이다. 11명 중에

NTU-NIE Teaching Scholars Program: 싱가포르

서 처음부터 미국취업을 원하지 않았던 학생이 3명이었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이하 NTU)/ 인증과정

고 나머지 9명은 전원 진학이나 취업을 원하였다. 그 9

Teaching Scholars Programme은 학문적 엄격함, 강

명 중 박사과정 진학생 (4명) 그리고 현지학교 취업은 (5

한 리더십 기술과 국제적인 안목을 갖춘 싱가포르의 교

명)이다. 학위취득자 전원을 기준치로 하면 박사 학위를

육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의 프로그램이다.

포함한 취업률 82%이고 취업을 원하던 9명 만을 기준치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이하 NIE)와 Nanyang

로 삼으면 취업률은 100%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참여한

Technological University에 의해 공동 운영되는 프로그

모든 학생들이 두 개정도의 미국 공립교사자격증을 취

램으로 NTU의 예술교육과 과학교육 전공을 희망하는

득하였다.

신입생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TSP 학생
들에게는 NIE의 우수한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우선적 기회가 주어지는데, 해외 협약 대학
(Cambridge University, Hong Kong Instiute of
Education, VIA College, PH Z rich, Stockholm
University and Link ping University)에서 1학기 동안
수학하며 글로벌 소양을 함양한다. 국제 실습 프로그램
을 통하여서 5 주간 해외 협력대학의 조교로 파견되어 그
기간 동안 California, Illinois, Aarhus, Copenhagen,
Zurich, Taipei, Waikato, Helsinki, Stockholm,
Linkoping 등의 지역 학교에 배정되어 교육실습의 경험
을 쌓을 수 있다.

∘ 캐나다 알버타대학교의 예비교원은 5월과 6월에 걸
쳐 8주간의 교육실습을 경인교대 및 인근 학교에서 진행

∎ 초등 교원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 :
경인교육대학교 GTU사업

하였다. 한편 경인교대 재학생이 팀을 이루어 인천 교육
국제화특구 자율정책 추진학교에서 글로벌 코티칭 교육
활동을 실시하여 현장 기반 및 체험을 통한 글로벌 교수

∘ 경인교육대학교는 덴마크의 UCC 대학교와의 협력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캐나다 알버타 대학교의 예

으로 유럽의 권위있는 에라스무스 재단의 지원을 받게

비교원이 경인교대 재학생과 팀을 이루어 글로벌 코티

되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티롤 교육대학교도 에라스

칭하도록 하였으며 사전교육과정을 통해 양교학생을 구

무스 재단의 지원을 받는다.(2016~2018학년도) 글로벌

성된 팀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개발된 프로그램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폭을 유럽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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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의 교육국제화 정책 추진학교 (초중고)에서 교
육실습을 진행함.

경인교대생이 캄보디아 씨엠립 교대생과 공동으로 수
업을 계획하여 현지 학교에서 수업 실시(Co-teaching))
이를 위해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사용되는 초등 교과서
를 구비하여 사전 워크숍을 통해 경인교육대학교 학생
들이 수업안을 미리 고안하였다.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
하여 캄보디아 씨엠립교대와 경인교대 학생이 팀을 이
루어 경인교대 학생이 준비한 수업안을 씨엠립 지역 초
등학교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수정작업 및 공동 워크숍
을 실시하고, 최종 완성된 수업안을 가지고 씨엠립 현지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에서 코티칭수업을 실시하였다.

2015년 글로벌교원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씨
엠립 지역에서 실시하였던 해외교육봉사와의 후속 사업
으로, 씨엠립교대 예비교원을 초청하여 2015년 씨엠립교
대 글로벌 코티칭에 참여하였던 씨엠립교대와 경인교대
예비교원들이 다시 팀을 함께 구성하여, 국내 교육 현장
(인천 지역 초등학교)에서 수업코티칭 실시할 예정이다.
∘ 국외에서 글로벌 교수 역량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캄보디아 씨엠립
교육대학의 예비교원들과 경인교대 예비교원들 간의 수
업 연구 및 교육 협력을 통해 수업안을 구상하고 실제
현지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클로벌 코티칭 프
로그램이 있다. 2016년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캄보디
아 현지학교 학생(Wat Khlaing학교 등 10개교, 3,311명)
에서 경인교대학생 32명과 캄보디아 씨엠립교대학생 64
명이 함께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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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Global Teaching Festival을 통하여 캄보디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은 과학교사교육도 예외일

예비교원과 경인교대 예비교원이 한 팀을 이루어 영어

수는 없을 것이며, 이미 교사교육프로그램의 중요한 요

로 수업경연을 펼치기도 하였다. 캄보디아 씨엠립 교대

소라 할 수 있다.

학생과 경인교대 학생이 팀을 이루어 교사와 학생의 역
할을 맡아 역할극의 형태로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메시
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업 공연(microteaching)을 실시
하였다.
∘ 난민 아동 문화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5년 12월 26일부터 2016년 2월 말까지 9주 동안
(주 5일 수업) 그리고 3월과 4월에 걸쳐서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난민 아동 17명을 대상으로 경인교대 학생(멘
토) 6명이 난민아동 적응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
램의 배경은 2015년 12월 23일 태국 난민 캠프로부터 미
얀마(버마) 카렌 족 인정 난민이 입국하였으며 이외 난
민 신청자의 자녀들까지 포함하여 약 17명 내외의 학생
들의 적응교육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5년 12월 28
일 월요일부터 31일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이들 학생들
을 분반하지 않고 통합 프로그램으로 지도하면서 학생
들의 성취도 수준과 인지적 수준을 관찰하였다. 교수진
및 경인교대 학생, 한국어 강사들이 공동으로 사전교육
을 진행하며 프로그램 모니터링 실시 이를 기반으로 난
민 아동 적응 교육의 모형을 개발하게 되었다. 한국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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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 Symposium 1

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개발

10:00-12:20, 7월 28일(목) / 제1과학관 415호

한 다양한 방법과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 각계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미래세대를 위한 과
학교육 혁신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 발표 1: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개발 추진 계획
- 김기상
(2) 발표 2: 2045 미래 인재상과 핵심과학역량 마일스톤

연구 - 김도훈
(3) 발표 3: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개발 - 전승준

발표 2.

2045 미래 인재상과 핵심과학역량
마일스톤 연구

(4) 발표 4: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김희백

김도훈1, 한경희2, 장덕호3
1

2

3

아르스 프락시아, 연세대학교, 상명대학교

과학기술이 점차 전문화, 고도화되고 경제성장과 사회
발표 1.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개발 추진 계획
김기상, 정원선
한국과학창의재단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미래지식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
가 심도 깊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 한국 과
학교육이 추구해 온 인재상을 회고하면서, 급변하는 미
래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재상을 정립하
고 과학기술의 핵심역량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미래 사회 전망 및 과학 핵심역량과 관련한 국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우리 사회

외의 문헌들을 살펴본 후, 질적 분석과 텍스트 데이터를

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

양적으로 구조화하는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

고 있다. 특히 최근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대

work analysis) 방법을 병행하여 지난 약 60년 동안의

결로 시작된 ‘알파고 쇼크’는 ‘스푸트니크 쇼크’에 맞먹

교육과정 변화 양태를 분석하고 또한 미래사회 전문가

는 충격으로 교육계에 다가오고 있다. 이에 한국과학창

및 학부모들과 각각 포커스 그룹 토의(Focus Group

의재단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미래 사회의

Discussion)를 진행하여 미래사회 인재상 및 역량을 키

변화에 대비하고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

워드로 도출하고 미래 인재상 및 과학 핵심역량 마일스

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교육의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톤을 정립하였다. 제시된 미래 인재상과 과학 핵심역량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래세대 과

마일스톤은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의 방향을

학교육표준 개발 추진을 위한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개발
은 2018년도까지 3년 동안 1단계 미래사회 조망을 통한
미래 인재상과 과학 역량 도출, 2단계 모든 한국인을 위
한 과학(Science for All Koreans) 개발, 3단계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개발의 과정을 거쳐 개발 할 예정이다. 또
과학교사교육의 재조명 |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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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발표 4.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개발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전승준1, 고훈영2, 곽영순3, 이영식4, 최성연5
1

2

3

4

고려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희대학교,

5

동국대학교

김희백1, 강남화2, 김명화3, 맹승호4, 박종석5, 백윤수6, 손정
우7, 심규철8, 오필석9, 이기영10, 이봉우11, 한인식3
1

2

3

서울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2030~2045년 미래사회 전망을 토대로
미래의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소양(Science for all

4

5

6

7

서울교육대학교, 경북대학교, 연세대학교, 경상대학교,

8

9

공주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10

강원대학교,

11

단국대학교

Koreans)을 정의하고 그 수준 및 범주를 설정하고자 한
다.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등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 개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과학소양 함양을 위한 국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가차원의 과학교육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

대한 탐색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적 접근 방법에 대한

구에서는 과학기술계, 교육계 및 산업계⋅경제계 등 사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 학문 중심의 초⋅중등 과학 교육

회 각계의 참여를 통해 한국형 미래 과학교육의 비전과

의 영역에 대한 적정성, 필수 과목화 검토 및 재설정에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대한 분석, 학생 발달에 따른 학년 및 학교급별 과학 소

추진동력 삼아 과학소양의 범주와 내용을 제안하고자

양의 단계별 학습 기준 설정, 미래 세대를 위한 학교 과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1) 2030~2045년 미래

학 교육 환경 모델, 새로운 교육방법론을 도출하고자 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과 과학교육에 관한 전망, 우

초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교육과정 및

리나라의 과학 역사와 문화적 관점 등을 포함한 국내외

교육 내용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물리학, 화

과학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2)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

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기초학문 중심의 초⋅중등

외 사례에서 다루어진 과학소양 관련 선행 연구를 조사

과학교육의 영역을 미래 사회의 변화 흐름에 맞춰 재설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3) 국제 사례와 범사

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들이 특정 학년 또는

회적으로 제안된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학교급별 과학의 본성, 지식, 태도 등을 포함한 과학적

토대로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Science for All

소양의 다양한 측면의 기준 설정에 대해 검토하며, 미래

Koreans)’을 제안하고자 한다. 각 분야에서 20명의 전문

세대의 과학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 환경 모델, 주제 중

가가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더불어 세부전문분

심의 교수⋅학습 및 과정 중심의 평가 방안 등을 포함한

야의 소그룹 모임, 그리고 타운미팅, 공청회 등을 통하

새로운 교육방법론을 발굴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초 연

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연구는 2017년 2월말까지

구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재설정된 영역, 과학 소양의

수행하며, 2016년 7월말 현재까지 도출된 과학소양의 정

단계별 학습 기준, 교육 방법론 등을 바탕으로 미래세대

의와 과학소양의 범주(안)를 제안하고, 일반인과 초중등

과학교육표준 문서 체제를 구안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

과학교육을 위한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로 하고 있다.

= = = = | QS

SYMPOSIUM(심포지움)

• Symposium 2

15:00-17:20, 7월 28일(목) / 진수당 바오로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후속 연구와
국가⋅국제 학업성취도평가 연구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 현장 적용
에 대비하여 학교 현장의 중등학교 과학교사 자격증 유
형별로 요구되는 현직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수
행하였다. 주요 연구 질문으로는 통합과학 교사 자격증
은 공통과학 교사자격증과 호환이 가능한가, 학교 현장
의 과학교사 자격증 유형별로 요청되는 통합과학 지도

본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역량은 무엇인가, 통합과학을 비롯한 융복합형 통합교

연구 및 시행되고 있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과 지도를 위한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은 무엇인가 등이

OECD 주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현황 등을 살

다. 통합과학과 2015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특징,

펴보고 각각의 평가 체제와 결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현

공통과학 교사자격증의 통용가능성, 학교 현장의 과학

행 우리나라 과학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교사 자격증 유형별로 요청되는 통합과학 지도 역량, 통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

합과학 지도를 위한 현직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 구

과 평가 기준 연구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합 과학

성(안) 도출 등을 위해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 심층면

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학 교

담, 과학교육 관련 학회 및 관계자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

사의 양성 및 전문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1) 2015 개정 통합과학의 이해
직무 연수(A형), 2) 통합과학 직무연수(B형), 3) 통합과

SessionⅠ

2015 개정 교육과정 후속 연구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학 부전공 자격연수(C형)으로 구분하여 통합과학 지도
를 위해 추가되어야 할 교사 전문성과 연수 프로그램(안)
을 제안하였다.

발표 2.
(1) 발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도입에 따른

중등 과학과 현직교사 역량 제고 방안: 현직교
사 재교육 내용 구안 - 이양락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과학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2) 발표 2: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과학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 김현경
(3) 발표 3: PISA 2015 과학 공개문항을 이용한 PISA 과학

평가의 변화 분석 - 구자옥

김현경1, 이미경1, 이재봉1, 이신영1, 이양락1, 곽영순1,
신영준2, 김재우3, 박상희4, 김경은5, 황인신6, 김경화7,
김승환8
1

2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인교육대학교, 서운중학교,

4

5

6

인천연수초등학교, 동작중학교, 신도중학교,

7

8

창덕여자중학교, 교육부

발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도입에
따른 중등 과학과 현직교사 역량 제고
방안: 현직교사 재교육 내용 구안

2015 개정 교육과정에(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따르
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
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다양한 평가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제공하

이양락, 곽영순, 동효관, 이인호, 이재봉, 김현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교과별로 성취기준에 따른 평
가 기준을 개발⋅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
과학교사교육의 재조명 |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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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PISA 2015에서 측정할 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과학과 교육

학 소양은 ‘교양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으

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서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의도한

며 평가틀은 기존의 ‘사회적’ 영역이 ‘지역적/국가적’으

바가 학교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방안을 제

로 바꾸는 등 하위 요소별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하

공해야 함에 따라 과학과 평가기준 역시 교육과정의 연

였다. 한편 과학 내용 지식에서 하위요소인 ‘기술계’를

차적 현장 적용에 맞추어 수정, 개발될 필요가 있다. 과

삭제하여 다른 하위요소에 포함시키는 등 평가틀의 구

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은 학교 현장에서의

성에 변화가 있었다. 또한 문항이 요구하는 인지적 요구

교실 수업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활동에 주안

수준을 구체화 하여 문항의 난이도를 ‘상’, ‘중’, ‘하’로 명

점을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평가 활동에 직접적으로

시하였다. 그밖에 컴퓨터 기반 평가 문항으로 전환되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적, 구체적이지는 못하다.

서 문항 유형에서 ‘드롭다운 메뉴’와 ‘드래그하여 놓기’

따라서 학교 현장 수준에서 평가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의 문항이 추가되었고 학생들이 실험을 통해 결과를 얻

있도록 학교 평가 상황에 적합하게 국가 수준 교육과정

을 수 있는 형태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평가 문항에 포

을 적용하는 데에는 새로운 관점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함시켰다. 8개의 공개문항에서 얻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연구에서는 2015 개정에 따른 초⋅중학교 과학과 교육

정답률에 대한 문항 분석 결과도 제시하였다.

과정에 근거하여 초⋅중학교 과학과 평가기준을 개발한
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 연구 및 2015 개정 교육과정 분

SessionⅡ

석과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평가기준의 개발에 대한 검토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지원의 일환으로 현장 적합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성과 활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초⋅중학교 과학과
평가준거로써의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안)과 예시 평가
도구를 제시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발표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과학과 생명 영역

서답형 문항 심층 분석 - 동효관
(2) 발표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과학과 서답형 문

항 심층 분석: 중학교 학생들의 물리 오개념 유
형화와 과학과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최윤희

발표 3.

PISA 2015 과학 공개문항을 이용한
PISA 과학 평가의 변화 분석

(3) 발표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과학 평가의 화학 서답형

문항 심층 분석 - 김현경

구자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표 1.

OECD가 주관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는 PISA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과학과
생명 영역 서답형 문항 심층 분석

2000부터 시작되어 지필평가 형태를 유지해왔으며 6주
기에 해당하는 PISA 2015부터는 컴퓨터 기반 평가로 전
환하였다. 또한 PISA 2015가 과학이 주영역이어서 과학

동효관1, 배영혜2, 박혜민1
1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아주중학교

소양에 대한 정의와 평가틀도 시대의 변화요구를 수용
하여 바꾸었다. 본 연구는 PISA 2015 예비평가 후 공개

선다형 문항과 달리 서답형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된 8개의 과학 공개문항을 분석하여 새롭게 변화된

내용이나 표현 방식은 상당히 다양하므로 서답형 문항

PISA 2015 과학 영역에서의 평가틀 및 평가 문항에 대한

에 대한 답안 내용을 분석하면 학생들의 학업성취 특성

구체적 변화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과학 교육 평가 개선

을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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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서답형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실제 답안 내용을 유

의 물리 영역에서의 오개념과 성취 수준별 동일 수준의

형화하고 이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점수별 부분점수

오개념을 파악하고 성취 수준별 응답 학생들의 사고 과

비율 분포 곡선을 산출하여 이를 해당 문항의 평가 내용,

정을 심도 깊게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채점기준 등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

학생들의 물리 오개념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수 학습 방

취 특성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안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다. 2015년 학업성취도 평가의 중학교 과학 생명 영역
서답형 문항 일부를 분석하였으며, 서답형 문항의 응답
유형별로 빈도수와 성취수준별 평균을 구하고 성취도
점수별 반응률 분포 곡선을 추출하였다. 성취수준별 학
생들의 응답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능
력 특성을 성취수준별로 분석하고 학생들이 가진 오개
념의 유형과 성취수준별 오개념의 차이 등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과학 교수학습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

발표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과학 평가의 화학
서답형 문항 심층 분석
김현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서답형
문항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업성
취 특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교육과정 및

발표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과학과
서답형 문항 심층 분석: 중학교 학생들의
물리 오개념 유형화와 과학과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2

해 본 연구에서는 2010～2014년 중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서답형 문항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직접 작성
한 답안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학
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답안
유형별 빈도 및 성취도 점수에 따른 비율 분포를 그래프

최윤희1, 권경필2, 이인호3
1

교수⋅학습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

3

숭문중학교, 경인교육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로 나타내어 분석함으로써 성취수준별 학업성취 특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었다. 과학 성취도의 물질 영역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과학과 서답

서 2014년 서답형 3번 문항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성

형 문항 분석을 통해서 중학생들의 물리 오개념 유형을

취수준에 따라 오개념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과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 방

초학력 수준의 학생들은 주로 열에너지에 대한 오개념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서답형 문항은 선다

과 열에너지의 양에 관련된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보

형에 비해 학생들의 반응과 표현 방식이 다양하므로 학

통학력 수준 이상의 학생들은 주로 끓는점에 대한 오개

생들의 서답형 답안 내용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

념과 열평형과 관련된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취 특성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

물질 영역에서 서답형 문항 분석 결과는 성취수준별 맞

의 분석 대상 문항은 2015년 학업 성취도 평가의 중학교

춤형 교수⋅학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수업을 계

과학과 서답형 문항으로 서답형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획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오개념을 파악

실제 답안을 유형화 한 후, 응답 유형별로 빈도수와 성취

하고 수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지만 매 수업마다 교사가

수준별 평균을 구하고 성취도 점수별 부분 점수 비율과

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서답형 문항 분석을 통

점수별 반응률 분포 곡선을 추출하였다. 성취 수준별 학

해 드러나는 학생들의 오개념 유형을 정리하여 학교 현

생들의 응답 특성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해 성취

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

수준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오개념 유형과 문제 해결

탕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서답형 문항의 개선 방향, 교육

과정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

과정 및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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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학생들의 성취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융합인재
교육 및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융합인재교육(STEAM)과 교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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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표 2: STEAM 교사교육: 첨단 과학교사연수센터를

중심으로 - 이영주
(3) 발표 3: STEAM 교사연구회 지원사업단 운영 성과 및

제언 -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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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교사교육: 첨단 과학교사연수센터를
중심으로
이영주, 김영민
한국과학기술원

ylee2@kaist.ac.kr

우리나라는 2011년 제 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
본계획과 과학기술⋅예술 융합 활성화 방안에 따라
발표 1.

STEAM R&E 과제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 분석
임성민, 김학범
대구대학교

ismphs@daegu.ac.kr

STEAM 교육이 부터 추진되었다. KAIST는 2011년 첨단
교사연수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이후 2012년부터 융합인
재교육(STEAM)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첨
단교사연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AIST
첨단교사연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STEAM 심화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연수프로그램의 운영결과를 설
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KAIST 첨단교사연수센터에서 2011년부터 STEAM

이 연구의 목적은 융합인재교육(STEAM) R&E 과제에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중등학교 교사 1000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교육적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

여명과 관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STEAM 교육의 필요

하여 융합인재교육 R&E 사업의 학생 수준의 성과를 평

성, 현장에서의 STEAM 교육운영, 현장적용의 어려움,

가하는 것이다. 융합인재교육 R&E에 참여한 학생들의

STEAM 교육의 활성화 방안, 교원연수의 필요성 및 운영

교육적 성과는 정의적 성취와 인지적 성취로 구분하여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사

평가하였다. 정의적 성취는 흥미, 배려와 소통, 이공계

151명, 관리자 121명의 설문응답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

진로 의향 및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등 4가지 구인으로

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

설정하였고, 인지적 성취는 융합적 문제해결력으로 설

과 교사 및 관리자 분들은 STEAM 교육의 필요성은 높게

정했다. 융합적 문제해결력은 다시 사고력, 설계 및 실

인식하고 있지만 현장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

행, 융합적 소양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

고 있으며, STEAM 교육의 현장적용에 있어서의 어려움

에서는 융합인재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한 선행연구에서

을 살펴보고 STEAM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2015년도 STEAM R&E 과제에

색하고자 한다.

참여한 120개 팀 중 총 247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

그리고 교사 및 관리자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사 전문

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STEAM R&E 사업에 참여한

성 교육의 필요성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정의적 및 인지적 성취를 융합인재교육을 받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 분들 또한

지 않은 학생 및 융합인재교육을 받지만 R&E에 참여하

STEAM 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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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 체제를 개발하였다(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5). 마지막으로, 교사연구회의 연구와 교육 효과성, 지

STEAM 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TEAM

원단의 지원 활동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향후 STEAM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교사연구회 지원사업의 지속적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
였다(과제6). 지원단 운영의 성과 및 각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TEAM
교사연구회의 운영 측면에서, 수요자인 학생과 교사 중

발표 3.

STEAM 교사연구회 지원사업단 운영 성과
및 제언

심의 사업 운영, 프로그램의 질적 수월성 제고를 위한 자
문(컨설팅) 활성화, 맞춤형 문제해결을 위한 온라인 자문
(컨설팅) 활성화, STEAM 교사연구회 교사공동체 활성

김영민1, 박현주2, 권혁수3, 백윤수4, 한혜숙5, 최유현6,

화, STEAM 교사연구회 자료 공유 및 활용도 향상 방안

현동걸7, 이범규2, 정순신8, 이승우9, 이지애10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연구회

1

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 등을 교과

2

3

4

6

7

2

부산대학교, 조선대학교, 공주대학교, 연세대학교,

5

단국대학교, 충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8

9

한국전기연구원, 동서대학교,

10

울산대학교

minkiyo@pusan.ac.kr

수업 및 창의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에 도입하고자 하
는 교사 및 연구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자료의 분류 기능과 검색 기능을 강화한다던가, 교사
연구회의 특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양질의 결과물이 도

융합인재교육(STEAM) 교사연구회(이하 STEAM 교사연
구회)는 STEAM 교육의 자발적 확산과 보급을 목적으로
현장 적용성이 용이한 STEAM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중
심의 협력 연구를 지원한다. 그러나 STEAM 교육의 이해
부족, 제공 자료 부족, 수업 재설계의 어려움, 체계적인
컨설팅과 전문가 자문 부족 등 운영상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지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STEAM 교사
연구회 지원단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와 관련 문제를 해결
하고 교사연구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돕기 위한 것으로,

출될 수 있도록 교사가 작성하는 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하
는 방법, 나아가 축적된 자료의 빅데이터(Big Data) 분석
하여 향후 교사연구회 선정과 운영에 반영하는 방법 등이
다. 둘째, STEAM 교사연구회 지원단 운영 측면에서, 지
원단 성격 및 정체성 명료화,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체제 구축, 연구 기반 교육 관점에서의 교사연구회
지원, 다양하고 창의적인 STEAM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하였다.

각 분야 전문가와 경험 있는 교사를 중심으로 지원 조직
을 구성하여 현장 교사의 STEAM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하여 1) 교사의 STEAM 관련 전문성 강화, 2) 교사연구회

발표 4.

학생의 과학 긍정경험 지표 개발 연구

우수사례 발굴·확산, 3) 교사연구회 지원의 지속성 확보
를 세부 목표로 정하고, 목표에 따라 총 6개의 과제를 수
행하였다. 먼저, 교사의 STEAM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
사연구회 워크숍 및 현장 요청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다(과제 1~3). 둘째, STEAM 우수사례 발굴과

신영준1, 강훈식2, 곽영순3, 김희경4, 이수영5, 이성희6
1

2

3

경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

5

6

강원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신남초등학교

yjshin@ginue.ac.kr

확산을 위해 교사연구회의 프로그램 및 수업 동영상을 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공통으로 측정하는 정의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STEAM 교수학습모형을 제안하

적 특성 변인으로는 수업준비 및 집중도, 수업참여도, 교

였다(과제4). 셋째, 교사연구회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지

우관계, 학업적 효능감, 수학교과 태도, 과학교과 태도

속성 확보를 위해서 그간 교사연구회 활동을 통해 개발된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다양한 프로그램을 분류하고, 관련 자료를 효과적으로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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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주관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론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 함양이 필요하다. 특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와

히 과학교육을 비롯한 학교교육은 물론 학교밖 교육과

1995년 이래로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평생학습의 차원에서도 행복한 삶과 과학경험 추구를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위해 과학학습과 경험에 대한 정의적 성취 및 긍정경험

Achievement: 이하 IEA)가 주관하는 수학. 과학 성취도

제고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평가할 평가

변화 추이 국제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기준 부재(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및 학생의 과학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이하 TIMSS)에 참여

긍정경험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

해오고 있으나, 인지적 영역(즉, 읽기, 수학, 과학 분야)

어야 하고(최승현 외, 2013), 과학 긍정경험에 영향을 미

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높은 학업성취를 보여준 반면

치는 정의적 영역과 요소를 규명하고 과학수업의 성과

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는 매우 낮은 수준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성 있고 타당한 측정 도

보여 왔다.

구와 지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학생 중심형 교육과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 긍정경험(Positive

정과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에서 과학에 대한 긍정 경험

Experiences about Science: PES)’ 개선을 위해 문헌

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의 일환

연구 분석, 델파이 조사기법, 워크숍 등 국내외 학업성

으로 ‘거꾸로 학습’, ‘게임 기반 학습’ 등으로 과학수업의

취도 평가 등을 반영하여 학생의 과학 긍정경험에 영향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는 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을 미치는 정의적 영역과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

과학 긍정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의적 특성은 학

으로 과학 긍정경험 지표 도출하고 이를 신뢰성 있고

업성취와 더불어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며,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개발 연구를 하

인간의 삶의 질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지적 성취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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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발명영재교육 콜로키움
(1) 발표 1: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발명교육

연계성 분석 - 손정우
(2) 발표 2: 발명영재교육 전략 탐색을 위한 과학영재와

발명영재의 특성 비교 연구 - 문공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발명교육
연계성 분석
손정우
경상대학교

cnbe@gnu.ac.kr

(3) 발표 3: 발명영재 학생들의 무한상상실(Makerspace)

에서의 학습경험 탐색 - 변문경
(4) 발표 4: 과학영재 고등학생의 과학분야 문제발견과정

분석 - 조대기
(5) 발표 5: 메이커 활동에 활용 가능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실험 장치 개발 - 이승택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
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하며 새로운 과학 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 학
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발명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성취기준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과학교사들의 인지 정도를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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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성취기준이 제대로 발명교육과 연계되었는지 확

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발명영재가 다른 영재들과

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

차별되는 특성을 중점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과학영재

실험 등 공통이수 과목들에 대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와 발명영재의 특성을 국내에서 이루어진 과학영재, 발

각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등에 발명교육 관

명영재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비교하였다. 이 같이 유사

련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

하게 보일 수 있는 두 영역 또는 개념을 비교하는 과정은

급별 과학교사들에게 관련 내용과 발명교육과의 연계성

각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두 개념의 특성을 명확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발명 교육이 과학과

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연구 대상의 수집은 한

교육과정에 연계된 점은 확인되었으나, 체계적인 연계

국한술정보와 뉴논문을 통해 주제어 ‘과학영재’, ‘발명영

성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주로 설계 및 장치 고안 등

재’를 통해 검색하였으며, 과학영재 58개, 발명영재 20

의 결과에 국한되어 문제점 착안, 발명기법, 지식재산권

개로 총 78개의 논문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과학영

등 다양한 과정 중심의 발명교육 관련성은 크게 드러나

재과 발명영재의 특성이 비교될 수 있도록 각 논문에서

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과학교육에서 발명교육 교수-

사용하는 과학영재과 발명영재에 대한 정의과 영재 선

학습법이나 관련 자료를 개발하고자 할 때는 과정 중심

발 기준을 비교 준거로 개발하였다. 과학 영재와 발명영

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재는 사고양식, 진로의식, 탐구주제 선정 등에서 차이점
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발명
영재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개념화 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발표 2.

발명영재교육 전략 탐색을 위한 과학영재와
발명영재의 특성 비교 연구

바탕으로 발명영재의 잠재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지도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
과를 통해 발명영재의 정체성 확립 및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공주, 황요한
이화여자대학교

munkongju@gmail.com

영재교육 분야를 다양화하고, 특정 분야의 영재들의 특
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재 분야에 따른
차별화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
다. 최근 창의융합인재 교육, 메이커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발명영재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

발표 3.

발명영재 학생들의 무한상상실(Makerspace)
에서의 학습경험 탐색
변문경
성균관대학교

ketosisi@skku.edu

다. 그러나 발명영재에 특화된 교육내용이나 지도전략
이 여전히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과학

상상력⋅창의력 기반의 아이디어 창출의 장을 만들고,

영재와 발명 영재를 구분하지 않고 교육하거나 필요에

이를 위해 발명가 정신(Inventorship)과 기업가 정신

따라 과학 및 발명과 관련된 대회에 참여시켜 학생의 특

(Entrepreneurship)을 함양한 인재를 키워내려는 교육

성과 재능에 적합한 교육적 지원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적인 혁신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 많다.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학습 환경이 주어질 때

2014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스스로 창의적인

학습의 효율성이 높고 학업성취 및 학업과 관련된 정의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아이디어를 실

적 영역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 이에 효과적인 발명

제로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취지로, 전국에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명영재의 특성에 대

‘무한상상실(The Makerspace)’을 보급하여 현재 58개소

하여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가 있으며, 점점 그 수를 늘려가고 있다. 무한상상실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명영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과 직접적으로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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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미래의 창의적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

제발견 과정에는 어떠한 개인차 유형이 있는가?’이다.

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무한상상실은 살아있는 발명영

심층면담 자료를 개방코딩과 축코딩으로 개념화하고 범

재교육의 장이 되며, 지역 발명교육센터에도 설치되어

주화한 결과 218개의 개념과 62개의 하위범주, 12개의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직 발명 영재들이

범주가 도출되었다. 과학영재 고등학생의 과학분야 문

무한상상실을 활용한 사례나 학생들의 학습적 경험과

제발견과정에서 중심현상은 ‘혼란하고 불완전하게 착상

유의미한 변화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

된 생각’이었다. 이를 발생시키는 인과적 조건은 ‘동기의

정이다.

작용’과 ‘소재 모으기’이며,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명영재반 학생들 100명에게 설문

상황으로 맥락적 조건은 ‘문제의 구조화 정도’, ‘전문가

을 진행하여, 무한상상실 활용 경험에 대해 데이터를 수

집단의 지원’이었다. 중심현상인 ‘혼란하고 불완전하게

집하였다. 이후 추가로 개인 인터뷰를 진행 한 후, 지오

착상된 생각’에 대한 작용/상호전략은 ‘혼란하고 불완전

르기(Giorgi)법을 활용하여 현상학적 방법론을 근거로

하게 착상된 생각의 발전 및 퇴행’, ‘생각을 한 단계 올려

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주는 비계’, ‘연결되는 개념간의 거리’로 나타났다. 이러

발견된 의미론적 관계를 토대로 무한상상실에서 일어나

한 작용/상호전략은 ’푹 빠져 생각하기’, ‘휴식과 창의적

는 발명 영재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 경

걱정’, ‘전문성과 수렴적 사고’라는 중재적 조건의 영향

험을 분석하여, 교육적 가치 및 유의미한 변화를 관찰하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기존의 발명 영재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와

이 연구에서 탐색된 과학분야 문제발견과정은 ‘준비단

어떻게 부합하는가에 탐색하여, 미래의 발명 영재교육

계’, ‘착상단계’, ‘발전 및 퇴행 단계’, ‘최종문제 제작단

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계’로 나타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핵심범주는 ‘혼란하고
불완전하게 착상된 생각의 발전 및 퇴행’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발견하기 전 ‘혼란하고 불완전하게 착상된 생각’

발표 4.

과학영재 고등학생의 과학분야 문제발견
과정 분석

은 생각의 구체화 정도, 참여자의 지식 및 수렴적 사고의
정도에 따라 검증과정을 거치며 발전되기도 하고 퇴행
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를 통해 과학분야의 문제발견
유형은 ‘소극적 문제발견유형’, ‘가치로운 문제발견유

조대기

형’, ‘평범한 문제발견유형’, ‘혼란한 문제발견유형’으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나타났다.

hotkirara@naver.com

본 연구는 과학영재 고등학생이 과학분야 문제발견과정
에서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이를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방법을 사
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과학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거
나 연구를 종료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수도권 소재 과학
고등학교 학생 20명을 표집하였고 심층면담을 실시하였
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3가지로 첫째, ‘과학영재 고등학
생들의 문제발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둘째,
‘과학영재 고등학생들이 문제발견 과정에서 경험하는 핵
심범주는 무엇인가?’ 셋째, ‘과학영재 고등학생들의 문

= = = = | RQ

이 연구의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엇갈린 결과를 내
었던 문제발견과 관련된 요인인 지식, 수렴적 사고, 확
산적 사고, 동기 등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심층면담과 개념화 및 범주화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식
과 경험 등의 전문성과 수렴적 사고는 문제발견 과정에
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동기 역시 문제발견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를 양산하는
능력인 확산적 사고는 문제발견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
다. 또한 연구의 분석결과로 나타난 범주와 패러다임 모
형, 4개의 문제발견유형은 과학영재 고등학생의 과학적
문제발견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과학영재 학생들의
연구활동에 중요한 부분인 문제발견 교육에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발견과정의 개인차 유형을 분석
함으로 향후 연구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문제 발

SYMPOSIUM(심포지움)

견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고 있다. 메이커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술 기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의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구상하고, 조립⋅개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 메이커 운동을 통해 일반 대중과 학
교 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맞추어 학교 현
장에서 창의적인 실험을 고안⋅적용 가능한 실험 장치

발표 5.

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주변에서 아두이노, 라즈베리파

메이커 활동에 활용 가능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실험 장치 개발
이승택1, 강남화2
1

2

천안동성중학교, 한국교원대학교

orangetree@hanmail.net

이와 같이 대중화된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도구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어려운 코딩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 실험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코딩
과정 없이 다양한 센서를 쉽게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실험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장치는 한 번에 8개의 물리 센서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

2016년 교육부의 과학교육 종합계획 발표에 따르면, 메

으며, 여러가지 센서를 조합하여 창의적인 실험 설계⋅

이커 활동을 학교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

탐구⋅발명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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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소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다. 연출면에서는 현생생

‘생명의 연속성’의 통합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과학관 콘텐츠 개발

물의 생육과 복합적인 매체의 도입을 통해 체험형 전시
물의 비중을 높여 기존 전시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였
으며, 전시와 관람자의 활발한 상호 소통을 유도하는

안주현
서울대학교

tokkist@snu.ac.kr

Open Lab을 배치하였다. 전시의 주요 소재들은 교육과
정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기 쉬운 것을 선정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친근하도록 하면서도 교육과정에서 확장

생명의 연속성은 지구의 역사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된 시각을 제공하여 생명의 연속성에 대한 통합적인 이

살아가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적인 과정을 담고

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한 전시 콘텐츠는 교사

있는 생물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생식과 발생부터 세포,

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거쳤으며, 그 결과 생명의 연속

유전, 발생, 진화 등 생명과학의 다양한 영역들에 관련

성 내용요소 반영정도, 교과내용 연계 가능성, 학습자의

되어 있으며, 내용요소 간 통합적 연계가 가능하므로 생

통합적 이해를 돕는 측면, 과학에 대한 흥미 고취 측면에

명과학 교육과정 내에서도 이러한 연계성을 살려 학습

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의 연속
성의 내용적 통합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와 과학관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 수준의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
과정을 분석하여 생명의 연속성 관련 내용요소들을 추
출하고, 요소 간 연계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형식교육과 연계하여 생명의 연속성을 통합적으로 다룰

집단 과학창의성 영향요인 선정과
과학영재학생들의 물리 창의 과제 해결
과정에 나타나는 집단 과학창의성
영향요인 분석

수 있도록 하는 과학관 전시 콘텐츠의 기획 및 평가를

홍은정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생명의 연속성 관련 내용요소들

단국대학교

은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지속적

prinhong@gmail.com

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시기에 따라 분절된 형태로 운영

집단창의성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되어 수평적 연계성 구현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교

있으나, 교육 분야에서는 창의성의 개인적 특성이나 창

육과정 내용요소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생물학적 내

의적 과정의 활발한 연구에 비해 집단창의성에 관한 연

용을 추가 및 보완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연계 전

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성과를 강조하는 기업체 대

시 콘텐츠의 기획 프로세스를 진행하였다. 내용면에서

상의 연구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강조되는 교육의

는 ‘생명은 어떻게 다양하게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를

본질(박병기, 2000)을 고려할 때, 교육적 상황에 적용하

핵심 질문으로 하여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현재의 생물

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과학 교육

들에 이르는 생명의 연속성을 구조화하는 전시 내러티

분야에서는 집단의 창의적 역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

브를 구성하였으며, 교육과정 연계 전시 스토리텔링을

상되는 집단 구성원의 특성이나, 교실환경과 보상효과

구체화하였다. 그 결과 ‘우리의 공통점’, ‘생명의 기원’,

등 외적요인의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

‘진화의 핵심사건’, ‘유전자와 변이’, ‘성과 유전적 조합’,

뤄지고 있으며, 다원적 관점으로 창의성을 바라보고, 창

‘환경과 자연선택’, ‘Open Lab’의 7개 중주제와 26개의

의성의 주체로서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념화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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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 교육적 맥락에서

학생들의 과제 수행과정을 분석하여 각 영향요인이 잘

드러나는 집단의 창의성을 다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드러나는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집단 과학창

‘집단 과학창의성(Group scientific-creativity)’이라는

의성’의 수준이 높은 2개 조의 과제 수행의 전 과정을 분

개념을 제안한다.

석하였다. ‘집단 과학창의성’영향요인이 ‘집단 과학창의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 과학창의성’의 영향요인을 선정

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보기는 어려웠

하고 이를 과학 영재학생들이 물리 창의 과제를 수행하

으나, 각각의 요인이 ‘집단 과학창의성’에 긍정적인 역할

는 실증적 상황에 도입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

을 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전체 과제 수행을 분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과학창의성’의 영향요인

석한 결과, G1, G2조의 창의적 과정의 특징은 차이가 있

을 선정하기 위해, 집단수준에서의 창의성과 과학교육

었는데, G1조는 많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개진하며 생

영역에서 강조되는 창의성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집

성하는 창의적인 과정이 강했고, G2조는 아이디어의 수

단 과학창의성’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으며, Rhodes의

는 적었으나 이를 정합화・정교화 하는 창의적인 과정

4P를 변형한 인적요인, 결합요인, 환경요인 등의 범주로

이 강했다. 또한 두 조 모두 과학적 탐구기술 및 탐구과

분류하였다. 1차로 추출된 영향요인에 대하여, 교육전문

정이 잘 나타났다.

가 38명을 대상으로 집단 과학창의성 영향요인에 대한

과학교육 맥락에서 집단의 창의적 산출물의 직접적인

중요도 및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3

평가를 기준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바탕으

개의 대범주 인적요인의 하위요인으로 9개의 요인(과학

로, 본 연구는 과학 분야에서의 집단의 창의적인 성취를

사고력, 과학지식, 과학정보처리역량, 동기, 도전정신,

의미하는 ‘집단 과학창의성’을 제안하였으며, 과학 영재

구성원의 다양성, 구성원이 선호하는 과목의 다양성, 창

학생들의 물리 창의 과제 해결 상황에서 드러난 창의적

의성교육의 경험, 집단응집성)이, 결합요인의 하위요인

산출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들의 특징을 분석하

으로 4개의 요인(과학적 의사소통역량, 과학적 탐구과

여 과학교육 맥락에 적합한 ‘집단 과학창의성 영향요인’

정, 자율성, 리더십)이, 환경요인의 하위요인으로 3개의

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집단 과학창의성’은 집단의 창의

요인(학습 환경, 교사유형, 외적보상)이 추출되었다.

적인 성취를 의미하는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의미하므

이렇게 추출된 ‘집단 과학창의성’의 영향요인을 검증하

로, 창의 인재 육성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다. 또한, 실

기 위해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과학영재학생 72명을

증적 연구를 토대로 제안한 ‘집단 과학창의성 영향요인’

14개조로 구성하여 물리 창의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은 과학 교육 현장에 적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Session 2-2

16:10-18:10, 7월 28일(목) / 제1과학관 408호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통 음식과 건강, 비만과 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과학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이어트, 생태 관광으로 구성된 30차시 분량의 디지털 스
토리텔링 과학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1, 2학년 여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정영란, 박시현
이화여자대학교

syparklaciel@naver.com

적용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이 과학에 대한 태도,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사고력, 메타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단일 집단 전후 검사 설계(One-Group Pre

본 연구의 목적은 내러티브 사고를 과학 교육에 활용할

test-Post test Design)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심층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의 적용을 통해 학생

면담을 실시한 후 근거이론(The Grounded Theory)에

들의 사고력 향상에 대한 효과 및 과학 학습에 대한 인식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의 변화를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 = = = |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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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총체적·맥락적

로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하여 정교화 한다면 정규 과학

이해를 돕고, 현대의 복잡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에서도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교육 현장에

내러티브 사고 활동이 강조된 디지털 스토리텔링 과학

서 융합교육이 실천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

고 본다.

자의 감성과 인지를 활성화하고, 여러 학문적 지식과 경
험을 통합하여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도
록 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과학적 소양을 함양시키
고, 기존의 강의식⋅실험식 수업 방법과 상호 보완적으

생산적 과학 논변활동에서 나타난
소집단 규범의 형성 과정 이해

로 과학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과학 교수⋅학습 프
로그램은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 및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메타인지 향상에 효과적이었다(p<.05).

윤선미
서울대학교

ysm00@snu.ac.kr

본 연구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토의 및 토론, 발표와 평

논변활동은 과학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

가, 피드백 등의 상호작용과 온라인 정보검색, 글쓰기,

할을 한다. 또한 학습이 실행 공동체에 참여하는 과정이

디지털 스토리 제작 등 학습자 주도의 다양한 학습 활동

라는 측면에서도 논변활동을 과학 수업에 도입하는 것

을 통해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은 과학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그런데 과학 교

있어 과학에 대한 태도가 향상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

실에서 이루어지는 논변활동은 소집단 내에 형성된 규

은 이야기 구성을 통해 내러티브적 상상과 창의적 잠재

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력을 표현할 수 있었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내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내에 형성된 ‘교실 사회 규범’과

러티브 사고와 패러다임 사고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논변활동 규범’을 탐색하고, 그 형성 과정을 분석함으로

수 있었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메타

써 학생들의 생산적 과학 논변활동을 조력하는 교수․학

인지 등 다양한 사고 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다.

습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수업의 경

연구Ⅰ에서는 과학 논변활동이 일어나는 동안, 소집단

험에 대한 학생들의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학에 대

내에 형성되어 있는 규범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한 긍정적 태도와 과학 학습에 능동적 참여라는 과학 학

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2학년 한 학급에서 ‘식물의 구조

습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

와 기능’을 주제로 12차시에 걸쳐 소집단 논변활동을 진

발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과학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행하였으며, 활발한 논변활동이 일어난 소집단 학생들

과학에 대해 흥미가 낮은 학생들에게 과학을 친근하게

의 담화, 논변,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고, 그들의 참여 양

느끼게 하고, 과학 학습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실

상과 집단 내에 형성된 규범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제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교사나 공부 잘 하는 소수의 학생이 주도하는 권위적 환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에서 다수의 학생들의 의견도 가치 있게 여겨지는 허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

용적인 환경으로 교실 사회 규범이 변화했다. 또한 논변

용한 과학 수업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

활동 규범은 교과서에서 정답을 찾는 것에서 점차 과학

키고 과학 학습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교육

지식과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자신의 논변을 지지하는

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패러다임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소집단 규범의 변화로

사고 중심의 과학 학습 활동에서 내러티브 사고가 어떻

학생들의 참여 양상도 변하였다. 학생들은 수업 초기에

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내

주변적 참여 양상을 보였으나 수업 후기에는 분명한 의

러티브 사고와 패러다임 사고의 상호보완적 활용에 대

견을 제시하면서 논변활동에 완전히 참여하는 모습으로

한 기초 자료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

변화하였다. 소집단 규범과 학생들의 참여 양상의 변화

로와 계열별 교육과정 특성에 맞게 다양한 내용과 주제

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제와 교사의 적절한 지원,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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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인식적, 인지적, 정서적 지원으로 인해 가능하게

다. 규칙을 수정하고, 논변활동을 수행하고, 실행 과정

되었다.

을 반성하는 동안 규범의 의미를 서로 협상할 수 있었다.

연구 Ⅱ에서는 교실 사회 규범과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

규범의 의미를 협상한 소집단에서는 협력적 교실 사회

되는 과정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소집단 규범 형성

규범과 생산적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었다. 반면, 의미

을 돕기 위해 연구Ⅰ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집단 규칙 만

협상 과정의 부재로 인해 객체화된 규범과 학생들의 실

들기’와 ‘활동 반성하기’를 포함한 논변활동 과제를 개발

행이 일치하지 않은 소집단에서는 비협력적 교실 사회

하였다. 중학교 1학년 방과 후 수업에 ‘식물의 영양’을 주

규범과 비생산적 논변활동 규범이 형성되었다. 두 소집

제로 한 논변 활동을 도입하고 상반된 규범이 형성된 두

단의 학생들은 활동에 대한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활성

소집단 학생들의 발화, 행동, 활동지를 분석하여 규범

화된 인식론적 자원들에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

형성 과정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협력적이고 생산적

는 반성 과정의 질적 차이를 유발하였고 결과적으로 상

인 소집단 규범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규범을

반된 규범이 형성되었다.

객체화하고 규범의 의미를 협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

본 연구는 생산적인 과학 논변활동이 일어나기 위해 어

공하는 것이 중요했다. 학생들은 소집단의 규칙을 만드

떻게 소집단의 규범 형성을 조력할 지에 대한 정보를 제

는 동안 교실 사회 규범을 객체화하였고, 일상 논변을 구

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성하는 경험을 통해 논변활동 규범을 객체화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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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형의 구조 파악으로 진행되었고, 교사가 모형을 기반

소집단 논변 활동에서 교사의 반응적
교수에 따른 학생들의 인식론적 자원
활성화

으로 한 근거 제시 지원 발화를 제시하였을 때에만 학생들
의 실행이 정당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주목
과 해석에 따라 교사의 반응이 변화함을 보여주며, 교사의
지원 발화는 맥락에 따라 학생들의 인식론적 자원 활성화

하희수, 김희백
서울대학교

snudunoy717@snu.ac.kr

와 실행을 다양하게 이끌어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논변 활동을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한 교사의
반응적 교수법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사의 반응적 교수가 어떻게 학생들의
인식론적 자원을 활성화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서울
소재의 중학교 2학년 학생 27명과 교사가 연구에 참여하였
고, 학생들은 7개의 소집단을 이루어 소집단의 주장을 구성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반 전체의 논변 활동을 진행하였

과학교과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미세먼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다. 자료 수집을 위해 교실 전체와 소집단의 논변 활동
과정을 녹화·녹음하였으며 교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사한 자료와 학생들의 활동지를 담화 분석
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는 먼저 소집단이 구성한

김진희, 이현주
이화여자대학교

kkjjeneb@naver.com

주장과 근거를 물으며 주장과 정당화를 제시하는 맥락을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교과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지

유도하였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반응에 교사가

역사회연계 ‘미세먼지’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

어떻게 주목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반응성이 크게 세

를 검증하기 위해 중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지역사회 속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째, 소집단이 근거를 제시하지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이해도와 이를 행동적 실천으로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집단이 과제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연결발판이 되는 인성적 태도와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

해석하여, 근거를 활용한 합의 도출 요청, 수업의 각 활동

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는 2015년 자유학기제

연결 요청 지원 발화를 제시하였다. 이 때 소집단의 합의

를 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중학교 2개교의 중학생 56명이

도출 과정에서 ‘구성, 형성, 이해’ 자원이 활성화되었다.

며, 프로그램의 적용은 2015년 8월 20일부터 2015년 12

둘째, 소집단이 제시한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교사

월 29일까지 16차시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적용 전과

는 소집단이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고 해석하였

후에 지역사회 속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이해도와 Lee

다. 이에 교사는 수업의 자료 수집 활동과의 연결을 요청하

et al.(2012)의 인성적 태도와 가치관 검사지를 수정보완

는 지원 발화를 제시하였다. 교사가 이와 함께 일상 경험

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자원 활성화 발화를 추가적으로 제공한 소집단에서는 ‘구

같다. 1) 지역사회 속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이해도는 통

성, 이해’ 자원이 활성화되었다. 셋째, 소집단이 모형의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5.868, p<.001).

구조로 답하거나 모형의 구조에 대해 질문한 경우, 교사는

2)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인성적 태도와 가치관은 적용

개념의 혼동이 소집단 실행의 어려움이라고 해석하였다.

전과 후에 전체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이에 교사는 개념 간 구분 요청, 관련 개념 제시, 개념

있었으며(t=3.174, p<.01) 과학관련 사회쟁점에 대한 책

설명 요청의 지원 발화를 제시하였다. 이 때 소집단의 실행

무성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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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생태학적 세계관과 사회ㆍ도덕적 공감 영역
에서 적용전과 후의 평균이 증가하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개

태양광에너지 학습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흥미 특성 분석

발된 지역사회연계 ‘미세먼지’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정
책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며 앞으로 과학이슈와 관련한
과학교과 자유학기제를 위한 새로운 수업의 방향 설정

남일균1, 권성기2, 임성민1
1

2

대구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nik2714@naver.com

과 교수-학습법에 대한 정보를 학교교사에게 제공할 것

교육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사회적

으로 기대한다.

담론의 등장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과학교육에서 직
접적인 과학적 소양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

이원자분자의 내부에너지에 대한
고전통계학적, 양자통계학적 설명 비교

히 태양광 에너지는 중학교에서 다루는 에너지 주제들
과 연결되면서도 초등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관련 개념
이 형성되어 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과학

이주현

교육의 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서울중경고등학교

맥락에서 태양광 에너지 학습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흥

ljhgumi1@snu.ac.kr

미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
이원자분자에 대한 개념은 일반물리학 과정에서 등장하

행연구에서 개발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초등학생의

며,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심화물리 및 고급물리 수업에

흥미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경북지역 3개 초등학교와 영

서 다루어진다. 본 연구는 온도가  인 이원자 이상기체

재교육원 1곳의 초등학생 총 299명을 대상으로 태양광


 몰의 내부에너지를   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


에너지 학습에 대한 흥미를 조사하였다. 응답 자료에 대

한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

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대로 태

크기를 유추하기 위해 주로 고전통계학적으로 유도된

양광 에너지에 대한 흥미는 주제, 동기, 활동의 하위 차

에너지 등분배 정리를 사용하는데, 에너지 등분배 정리
란 어떤 물체가 평형상태에 있을 때 각 자유도에 대해


분자 당   의 에너지가 배분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


원으로 구성되며, 주제 차원에는 별도의 하위 차원이 없
지만 동기 차원은 도구적 및 과정적 차원으로, 활동 차원
은 정보수용, 지식생산 및 체험활동의 하위 차원으로 분
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에서는 태양광 에너지 학

르면 병진운동에 의한 자유도 3개와 회전운동에 의한

습에 대한 흥미의 하위 차원별 분포를 기술하고, 응답 학

자유도 2개를 갖는 이원자 분자  몰의 내부에너지는

생의 성별, 관련 학습경험, 장래희망, 학교의 특성에 따


 가 된다. 하지만 양자통계학적 모형에 의한 이



른 흥미 분포의 차이를 논의한다.

원자분자의 등적몰비열을 살펴보면 이원자 이상기체의






경우 온도에 따라 비열의 값이   ,   ,   로 달라



지며, 등적몰비열의 정의가 부피가 일정한 기체 1몰을 1
K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임을 감안하면 이원자


분자의 내부에너지를   로 설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물리교재에서 이원자분자의 내
부에너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과학고 학생들은
이원자분자 내부에너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

시민 과학 활동에 근거한 소리 관련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강태린1, 전영석2
1

2

서울남사초등학교, 서울교육대학교

trkang85@naver.com

펴보고, 나아가 이원자분자 내부에너지를 어떻게 설명

오늘날 사회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상호협력을 강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조하고 있다. 과학 교육에서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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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대중의 참여를 반영하는 등 비전문가의 과학적 연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필수조건이 되어버린 ‘스포츠

구수행이나 과학적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에 시민 과학

과학의 이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과학이란 스

적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소리 단원은 초등학

포츠 현상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 법칙을 발견

교 교육과정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연구가

하고, 스포츠 활동과 관계있는 생리·심리·역학적 양상,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중심

나아가서는 스포츠 활동 자체에 유익한 과학적 지식의

이 되는 시민 과학 활동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획득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스포츠과학과 관련된 선행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스포츠과학 수업을 통한 학습자의 신체움직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임의 이해정도, 운동참여도, 동료학습자와의 관계 측면

관련 교과 및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

이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

음’이라는 주제로 6차시의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지 과학교과에 중점을 둔 스포츠과학 활용 수업과 관련

다. 3-4학년군 교육과정에 있는 ‘소리’라는 과학적 개념

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스포츠과학을

과 ‘소음’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학생들

활용한 초등학교 과학수업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

이 실제의 문제에 과학적으로 접근해보는 탐구활동을

하여 과학의 정의적 특성 변화연구 및 스포츠과학을 활

구안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은 학생용 활동지와 교

용한 과학 수업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

사용 지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학

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생들이 개별적인 소리 데이터를 수집하여 하나의 빅데

접목시킬만한 11개의 스포츠과학 수업 주제를 선정하여

이터인 ‘우리 동네 소음지도’를 제작해보는 활동을 통해

그 중 5가지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를 경기

시민 과학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도 P시에 위치한 H초등학교 5학년 2개 반을 대상으로 5

서울시 소재 2개의 초등학교에서 6명의 교사가 149명의

가지의 주제 총 9차시에 걸친 수업을 적용하였다. 스포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적용 결과 다음

츠과학을 과학수업에 활용하는 전략은 교수-학습 과정

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의 목적에 따른 스포츠과학 활용 전략, 내용제시 형태에

첫째, 학생들의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참여

따른 스포츠과학 활용전략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으며

도가 증가하였으며, 둘째, 문제해결력과 의사소통능력

수업 적용 결과는 김효남 등(1998)의 과학의 정의적 영

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역 평가틀을 이용한 인식, 흥미, 과학적 태도의 사전-사

※ 이 연구는 2015년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
구되었음.

후 검사결과 및 스포츠과학을 활용한 과학 수업에 대한
인식을 수업에 대한 반응분석, 수업의 전략에 대한 인식
분석, 스포츠과학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한 분석,
인터뷰 분석 결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스포츠과학

스포츠과학을 활용한 초등학교 과학수업
전략의 개발 및 적용
1

이건호 , 권난주
1

활용수업이 초등학교 과학수업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와 초등과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2

현화초등학교, 경인교육대학교

njkwon@hanmail.net

‘별들의 잔치’ 라고도 불리는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이
열리기 한 달 남짓 남았다. 언론에서는 서로가 앞 다투어
올림픽과 관련된 소식을 보도하는 데에 여념이 없다. 많
은 소식 가운데 빠지지 않는 내용 중 하나는 올림픽에서

과학교사교육의 재조명 | ST

2016 한국과학교육학회 제70차 정기총회 및 하계학술대회 | 구두발표

• Session 1-2

10:00-12:20, 7월 28일(목) / 제1과학관 404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과학에 대한
인식 및 과학 관련 진로 특성

과학관련 사회쟁점 수업이 초등학생의
인성 및 가치관 함양에 미치는 영향

김소임1, 권난주2

김재덕, 고연주, 이현주

1

이화여자대학교

2

한빛초등학교, 경인교육대학교

njkwon@hanmail.net

doctorkim33@hanmail.net

과학 교육의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모든 이들의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육과 인성교육의 통합적 방법 중

과학적 소양을 증진시키는 것과 유능한 과학기술인을

하나로 과학과 관련된 사회쟁점(SSI) 교육을 소개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80-90

이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 및 적용하여 인성함양에

년대에 100명 중 20명 이상이 꿈꾸던 ‘과학자’에 대한 아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서울 강북 소재의 공립초등학

이들의 꿈이 2016년에 와서는 불과 2명만이 꾸는 꿈이

교 6학년 2개 학급 50명을 실험반과 비교반으로 구성하고,

되었다는 기사나 그 외의 많은 논문에서 심각한 이공계

실험반에서는 총 18차시에 걸쳐 여덟 주제의 SSI 수업을

기피 현상이 보여 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래 사회에서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측정하기 위해 Lee

필요시 되는 과학기술인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et al.(2013)이 개발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인성 및 가치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기존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관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각 주제에 대한 모둠별 토의

그 이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미 과학자에 대한

내용, 포커스 그룹 면담(FGI) 등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정형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진로

연구 결과, 인성과 가치관 하위 영역 중 인간과 자연과의

선택에는 수많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

관계성, 다양한 관점의 수용, 공감적 이해 및 배려 영역에서

지만, 직업에 대한 피상적인 이미지 또한 직업 선택에 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기타 하위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개인이 선호하는 직업은 생후

도 참여 학생들의 SSI에 대한 토의나 면담 내용에서 SSI

6년간에 만들어지는 욕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교육이 인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찰되었다.

진로 인식 발달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시선을 낮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과학과 진로에 대
한 특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ㅎ초등학교 1학년 학생 260

과학기술 관련 사회쟁점 교육을 위한
교과교육학적 지식(SSI-PCK)에 대한 논의

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저학년 담임교사를 포함한
전문가 10인의 검토를 통해 기존 문헌 연구를 보완한 과
학과 과학 관련 진로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과학에 대한 흥미와 과학 관련 직업 희망 여부를 토대

이현주
이화여자대학교

hlee25@ewha.ac.kr

로 특징적인 응답을 한 학생 30명을 선정하여 반구조화

본 연구는 SSI 교수를 위한 PCK(SSI-PCK) 요소를 도출

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과학 관련 진

하고 요소간 역동적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SSI-PCK를

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생애적 관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PCK

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의 틀 내에서 SSI 교수와 관련된 문헌분석을 통해 SSI-

과학 관련 진로 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PCK의 요소를 도출하였고, 관련 선행 연구 자료의 재분
석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SSIPCK에는 5개 주요 요소, 즉 SSI 교수 오리엔테이션, SSI

= = = = | SU

ORAL PRESENTATION(구두발표)

교수 방법에 관한 지식,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학습 환

nomic background (e.g., culture, religion, GNP) can

경에 관한 지식, 학생의 SSI 학습에 관한 지식이 도출되

also affect one's view on the environment. This study

었다. 첫째, SSI 교수 오리엔테이션은 교사가 학생들에

aims to explore the difference of ecological value

게 SSI를 가르치는 목적 및 목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

orientations

생 중심 활동, 고차원적 사고능력, 과학의 응용, 과학 및

pre-service science teachers. Fifteen items of re-

기술의 본성, 시민역량, 사회적 실천의 6가지 하위 요소

vised New Ecological Paradigm (NEP) based on the

들이 있다. 둘째, SSI 교수 방법에 관한 지식은 SSI 수업

value orientations (biospheric, altruistic and ego-

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론적 지식을 의미

istic) is used as a research instrument. Total 273

하며, SSI 수업 설계, 진보적 교수전략, 협력적 수업 환

science pre-service teachers (n= 149 in Indonesia

경 조성의 3가지 하위 요소들이 있다. 셋째, 교육과정에

and n=124 in Ko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

관한 지식은 SSI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에

used Rasch analysis for tests of dimensionality, item

관한 지식을 의미하며, 과학교육과정과의 수평적/수직

fit, and differential item function and independent

적 연계성, 타교과와의 연계성, SSI 관련 리소스의 3가

sample t-tests and Pearson correlation tests to ex-

지 하위 요소들을 포함한다. 넷째, 학생의 SSI 학습에 관

plore our research questions. We found that

한 지식은 SSI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특성 및 학습

three-dimension model of NEP (biospheric, altruistic

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SSI 학습 시 겪는 어려움, SSI 추

and egoistic) is the best compared to other models.

론의 특성, SSI에 대한 태도 및 관심, 학습 동기의 3가지

We found no DIF between countries in most of the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 환경에

items. Moreover, item fit indices met the benchmark.

관한 지식은 SSI 교수를 위한 학습 환경에 관한 지식으

We found that Indonesian science teachers showed

로, 교실 환경, 학교 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의 3가지 하위

significantly higher altruistic value than Korean

요소들이 있다. 이 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가장

(p<0.01), while Korean science teachers showed sig-

많은 요소들과 상호작용 양상을 보이는 요소는 SSI 교수

nificantly higher egoistic value than Indonesian

오리엔테이션과 SSI 교수 방법에 관한 지식이었다.

(p<0.01). We also found that negatively high corre-

between

Indonesian

and

Korean

lation between altruistic and egoistic values in
Indonesian sample (r>0.8) but found no significant

Pre-Service Science Teacher’s
Ecological Value Orientations:
Comparative study between
Indonesia and Korea
1

1

correlation in Korean sample. Based on our finding,
we will discuss relationships between cultural/economic factors and environmental attitudes.

2

Arif Rachmatullah , Minsu Ha , Junki Lee
1

2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rifraach@gmail.com

반성적 실천 중심의 수업행동분석 활동과
예비물리교사들의 학습 성향 및 반성적
사고 능력의 관계 분석

In the last decades, environmental damage arising on
the earth is getting bigger and more happening. It
inspires researchers to explore human community’s
view

towards

physical

environment.

Science

임성민
대구대학교

ismphs@daegu.ac.kr

pre-service teachers could give a large effect on

교사를 반성적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로 보는 관

changes in society's view towards environment. In

점에서 자신의 교수 실천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이를

addition, it has been known that cultural and eco-

다시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과학교사가 갖추어야
과학교사교육의 재조명 | 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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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전문성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성적

리교사 33명을 대상으로 Korthagen(2001)이 제안한 반성

사고(reflective thinking: Dewey, 1933), 행위 중 반성

적 교사 교육의 원리에 기반하여 자신의 수업 계획 및

(reflection-in-action: Schon, 1987), 반성적 실천

수업 실천을 반성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을 구안하여 현장

(reflective practice: Gilroy, 1993) 등의 개념이 과학교사

교육 실습 직전 5주 기간 동안 적용하였으며, 현장 교육실

교육에서도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과

습 후에 반성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통하여 예비교

학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수업 행동에 대하여 의도적이고

사들의 반성적 사고 능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반성적 실천

조직적으로 반성하도록 하는 반성적 실천 활동 경험이

활동 전후에 이들의 학습 성향을 조사하여, 반성적 실천

예비교사들의 학습 성향과 반성적 사고와 어떻게 연관되는

활동이 예비교사의 학습성향 및 반성적 사고 능력과 어떻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에서는 예비물

게 서로 연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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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났으며 과학의 지식적 본성과 사고적 본성의 영

탐구적 과학 글쓰기(SWH)를 이용한
실험활동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과학교사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 탐구

역도 각각 23.9%와 22.8% 관찰되었으나 과학과 기술 및
사회와의 상호작용적인 본성은 8.1%로 다소 미흡하게
나타났다. 또한 참여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과학 글쓰기를 이용한 실험활동을 통하여
실제적인 탐구과정을 경험하면서 과학 지식의 형성과정

이영희, 김상호
단국대학교

yhlee2014@dankook.ac.kr

본 연구는 탐구적 과학글쓰기(SWH)를 이용한 생물교과

과 특징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기 보다는 기존 지식의 확
인이나 선행 지식 중심의 연역적인 추론에 의존하는 모
습을 보여줌으로 이론의존적인 탐구수행이라는 과학의
본성 측면을 보여 주었다.

실험활동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과학의 본성(NOS)에 대
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탐구적 과학글쓰기

실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나?
중력 가속도 측정 사례를 중심으로

의 유용성과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는
예비과학교사 3명과 현직과학교사 2명이 참여하였으며,
연구 수행을 위하여 탐구적 과학글쓰기(SWH) 기법을 적
용한 생물교과 실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 프로그

조헌국
단국대학교

hjho80@dankook.ac.kr

램은 12주간 대학원의 수업으로 시행되었다. 프로그램

과학에서의 실험은 과학 지식의 습득 뿐만 아니라 과학적

의 시행 후에는 과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4가지 영역

탐구 능력의 습득, 과학의 본성의 이해 등 매우 중요한

의 과학의 본성(Lee, 2013): 과학의 지식적 본성, 과학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실험은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탐구적 본성, 과학의 사고적 본성, 그리고 과학과 기술

에 다양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및 사회의 상호관계적인 본성 영역을 바탕으로 성찰 일

따르면 통합과학과 함께 과학탐구실험 교과의 신설을 통해

지를 작성하고 면담을 실시한 후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

학생들의 과학 탐구 능력 및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고

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의 형성 및 이해를 양적 및 질적

있다. 이러한 실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 연구

내용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과학글

에서 학생들은 실험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실험에 대해

쓰기(SWH)를 이용한 실험활동에서 나타나는 예비 과학

무엇을 측정하거나 관찰할지, 수집한 자료를 표현하고 어

교사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4가지 영역의 과학

떻게 추론해야 하는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의 본성 중에서 과학의 탐구적 본성이 45.2%로 가장 많

또한 과학 지식의 성격에 따라 실험에 의해 도출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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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험의

이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개념의 도입과정에서 사용되

성격과 목적을 혼동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

는 전략의 하나인, 유비추리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에 대

사, 과학철학 교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

한 인식론적인 가치판단인 그럴듯함에 대한 접근이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소개되는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을

적용은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우리는

수행하고, 각 조의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도록 하였다.

온실비유의 사용한다. 지구온난화 개념형성과정에서 인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인식하는 실험의 목적과 기능, 불일치

과관계를 통한 자연과학 이론체계의 역할과, 인위적인

사례에 대한 학생들의 해석 등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또한, 과학에서의 실험 및 탐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지구온난화 감소와 적응과정에서 공학과 경제학, 등등
의 학제 간 연구를 다룬다.
분석전략으로, 고전적인 개념변화이론(Strike & Posner,
1985, 1992)에서 (1) 하나의 개념을 수용하는 조건들에서

과학교육론 교재에서 나타나는 귀납, 연역,
가설연역, 귀추의 의미 혼선

개념생태와 개념변화 조건들 사이의 관계들에서 그럴듯
함은 모든 개념 생태를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변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제안이 그럴듯함에 대한 판단

정용욱

은 다른 승인된 기존개념과 조화, 인과관계, 동기, 등등이

서울대학교

zimusa@snu.ac.kr

다(Thorley, and Stofflett, 1966). (2) 기존이론의 불만족
은 새로운 개념 탐색의 시작이며, 새로운 개념의 유용성

귀납법, 연역법, 가설연역법, 귀추법은 과학적 방법, 혹

을 예견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개념의 그

은 그것의 토대를 이루는 논리로서 과학교육에서 주목

럴듯함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3) 체계계성 원

받아왔다. 그런데 가설연역법과 귀추법이 갖는 유사성

리(Genner, 1983)의 고차원의 관계들은 그럴듯함이 상승,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 용어들의 구분이 항상 명확
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귀납, 연역, 가설연역, 귀추
에 대한 과학교육론 교재들의 서술을 조사하여 과학의
방법, 혹은 학교 과학 탐구의 맥락에서 이들 용어들이 사
용되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7종의 과학교육학
교재들에서 관련된 서술을 추출하였고, 용어의 정의, 사
용된 예시, 다른 용어들과의 관계, 용어가 갖는 의미의

(4) 결정적 사건(Oh, 2011)을 통한 기존개념과 새로운 개
념간의 관계정립은 새 개념의 상대적 유용성을 직접적으
로 보여주어, 새로운 개념의 그럴듯함을 더욱 상승시키
며, (5) 긴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개념이 작동할 때 나타나
는 현상에 대하여 제안된 개념의 유용성으로, 자신의 연
구 혹은 학습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학습한다. 목

일관성, 용어간의 구별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

표영역으로 가는 중간과정을 강조한 설명적 모형의 진화

과 교재의 서술에서 용어가 갖는 의미가 일관성을 갖지

과정(Oh, 2016, submitted)을 개발하여, 온난화현상에 대

못하며, 관련용어의 구별이 어렵다는 문제를 발견할 수

한 융복합 학제간 연구의 타당성을 탐색한다.

있었다. 이러한 혼선의 원인, 그리고 과학교육의 맥락에
서 본 연구가 갖는 교육적 시사점도 논의될 것이다.

유추과정에서 제안된 새로운 개념의
인식론적인 그럴듯함
1

오준영 , 손연아
1

2

2

한양대학교,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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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사용된 서술어 분석: TIMSS 인지적 영역
평가틀을 중심으로
송은정, 유준희
서울대학교

sej0918@naver.com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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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서술어는 ‘안다(38%)’와 ‘이해한다(46%)’가 80% 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독자들은 ‘안다’, ‘이해한다’와
같이 포괄적 의미의 서술어로 진술된 문장의 의미를 해
석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다. 한편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에서는 인지적 영역을 다양
하고 구체적인 수준의 동사를 사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를 위한 주제선택 활동 소개
백성혜1, 김찬국1, 김용진2, 한재영3, 홍준의4, 박미미5
1

2

3

한국교원대학교, 경상대학교, 충북대학교,

4

5

서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shpaik@knue.ac.kr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TIMSS 인지적 영역 평가틀을 중심으로 분석하
여, 성취기준에 사용된 서술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방안과 독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해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았다.
교사 3인의 분석 결과 ‘안다’라는 서술어로 진술된 성취
기준은 ‘기술하기(Describe)(27%)’, ‘회상하기/인식하기
(Recall/Recognize)(25%)’, ‘관련 짓기(Relate)(17%)’ 등
으로 해석되었고, ‘이해한다’라는 서술어로 진술된 성취
기준은 ‘설명하기(Explain)(36.9%)’, ‘관련 짓기(Relate)
(26.6%)’, ‘기술하기(Describe)(20.5%)’ 등으로 해석되었다.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불일치
한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는 ‘안다’, ‘이해한다’와 같이 포
괄적인 서술어가 사용된 동시에 해당 학년에서 가르칠 개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의 해를 맞이하여 자
유학기 활동 중 주제선택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사례를
소개한다. 그동안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 프로그램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교육대학·사범대
학 등에서 다양하게 개발하였으나, 개발 이후 실제 현장
적용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
고,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에서 개발한 자유학
기제 주제선택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
개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
들의 특징과 달리, 교과를 배우는 이유와 학문의 시각으
로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
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와 직업 소개의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념의 수준과 범위를 모호하게 진술한 경우로 해석된다.

를 유발하고 자유학기제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과 활동에

성취기준이 뜻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성

대한 이해에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취기준 문장의 서술어 진술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Session 2-1

16:10-18:10, 7월 28일(목) / 제1과학관 404호

에 학생들의 의사결정이 변화하는 유형과 그 원인을 살

과학과 관련된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가치판단과 의사결정 변화
양상 분석

교 2학년 13명을 대상으로 네 가지 SSI 주제(생물복제,

김영현, 이은항, 정영란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전과 후에 학생들이 작성한 의

이화여자대학교

사결정에 대한 글쓰기 활동지, 개별 면담, 모둠 별 토론

teno91@naver.com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문계 남녀 공학 고등학
동물실험, 메르스 바이러스, 지구온난화)에 대한 토론

영상 자료를 수집하여 학생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학생들은 개인적 가치, 경제적

본 연구에서는 과학과 관련된 사회⋅윤리적 문제

가치, 과학적 가치, 권리의무적 가치, 사회적 가치, 윤리

(Socioscientific Issue, SSI)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의사

적 가치, 의학적 가치를 적용하여 SSI에 대한 의사결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치를 분석하고, 수업 후

을 하였다. 특히 권리의무적 가치는 네 가지 SSI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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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두 나타났으며, 개인적 가치

관찰의 구성 체제와 내용의 특징이다.

는 유일하게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분석 결과는 3, 4학년은 기초탐구활동 익히기, 발문으로

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생들이 의사결정

시작하는 단원 도입, 차시별 주제제시, 이야기 식 동기유

을 하는 데에 고려하는 가치들이 SSI 맥락에 따라 다르

발, 탐구활동, 과학이야기, 내용 설명, 부록으로 구성되어

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수업 후에 학생들

있었다. 과학이야기는 흥미로운 주제가 많았다. 내용 설명

의 의사결정이 변화하는 유형은 1) 일관된 가치를 적용

은 양적으로 더 많은 것이 나을 것 같다. 5, 6학년은 실험실

하고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 2) 다양한 가치를 적

안전수칙, 통합탐구활동 익히기, 놀이나 만들기와 같은

용하지만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 3) 다양한 가치

동기유발 자료, 차시주제제시, 탐구활동, 과학더하기, 탐

를 적용하여 입장이 약화되거나 강화된 경우, 4) 다양한

구가 쑥쑥, 창의가 반짝 같은 발전적 과제 제시, 과학이야기

가치를 적용하여 입장이 변경된 경우로 범주화할 수 있

와 자유탐구, 내용설명, 단원내용 정리, 과학글쓰기, 부록

었다. 이때 입장의 변화를 보인 학생들은 토론 후에 자신

으로 구성되었다. 단원 첫 부분에 만들기나 놀이 활동을

과 반대 입장의 근거를 이해하거나 SSI에 내재된 다양한

제시하여 동기유발을 시도하였다.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관점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토론을 통

를 기르기 위하여 과학이야기, 자유탐구, 과학글쓰기 활동

하여 자신과 반대인 입장을 공감하거나 다양한 관점을

이 더해지고, 과학적 사고력 향상을 위하여 탐구가 쑥쑥,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거나 바꾸는 형태로

창의가 반짝 같은 활동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의사결정의 유형이 나타났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정

있다. 실험 관찰은 3, 4학년에서 기초탐구활동 결과 기록,

답이 없고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SSI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활동 결과 기록, 기본 개념 확인 문항, 단원 정리,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SSI 토론 수업의 지

기초, 발전, 심화 단원 평가 문항, 학습자료 꾸러미로 구성

속적인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되어 있었다. 5, 6학년에서는 통합탐구활동 결과 기록,
탐구활동 결과 기록, 과학 글쓰기, 단원정리평가문항, 학
습자료 꾸러미로 구성되어 있다. 학문 중심주의적 과학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구성 체제 및
내용분석
김효남
한국교원대학교

교과서에서 구성주의적 과학 교과서로 바뀌어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STS, STEAM, 교과 융합적 내용이 다양하게
가미되었다. 또한 교수 전략면에서도 거꾸로 수업적 발상,
놀이나 게임활동을 과감하게 도입하였다고 본다.

hyonam@knue.ac.kr

초등학교 과학교육과정의 변천과 함께 과학 교과서 구성
체제와 내용이 변하여 왔다. 자연 현상과 사물을 탐구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길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의 목표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하여 개
발된 과학 교과서와 실험 관찰의 구성 체제와 내용은 어떠

과학 선호도가 높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선호 요인의 질적 분석:
인문계 여자 고등학생 사례 연구
이수민
이화여자대학교

bbjsm@naver.com

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과학교과서는 3,

본 연구는 과학 선호도가 높은 학생들에서 과학 선호 요인을

4, 5, 6학년 1, 2학기 과학 교과서 8권과 실험 관찰 8권으로

찾고, 각 요인이 과학 선호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2014년도에 출판되었다. 분석방법은 3, 4학년 군과 5, 6학

과학 선호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

년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교과서와 실험

므로,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과학 선호도가 높은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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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학 선호 요인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서울시 소재의 한 여자고등학교 2학년 211명 중 과학
선호도 설문지와 교사 추천을 통해 과학 선호도가 높은
6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지의 주관식 서술
형 문항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과학 선호 요인은 무엇이며, 과학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성

탐색, 갈등, 도전 그리고 변화:
물리교과교육 수업에 관한 한
교사교육자의 셀프스터디
최재혁1, 조광희2, 정용재3, 김희경4
1

2

3

4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강원대학교

choi@jnu.ac.kr

취도와 계열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부모요인,

본 연구에서는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사범

과학 경험, 과학의 내용, 교사요인이 학생들의 과학 선

대학 물리교육과에서, 수업 시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

호도에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개인에 따라

과 교육 강의를 진행하면서 교수자와 학생들의 인식이

각 요인이 미친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다양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셀프스터디 기법으로 분석하고자

한 형태의 과학 경험은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자신감

하였다. 연구대상은 C대학교에 근무하는 경력 8년 6개

과 유능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성

월의 대학 교수와 2016년 1학기에 해당 과목을 선택한

취도에 따라 과학실험, 부모요인, 과학 내용, 교사요인

물리교육과 4학년생 18명이었다.

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였다. 성취도가 낮은 학생은 부

이를 위해 2016년 3월부터 11주간의 강의, 약 40시간을

모와 교사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었고, 실험에서

모두 촬영하였고 교수자는 강의에 관한 반성적 일지를

의 수공적 활동, 과학 내용이 일상생활과 연관된다는 점

작성하였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전, 중, 후에 설

등이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라고 하였다. 반면 성취도가

문을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수업 참

높은 학생들은 실험의 탐구적 측면과 이론 적용, 과학의

여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4명을 포커스 그룹으

신비한 내용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 등을 과학을 좋아하

로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비판적 동료 3인은 강

는 이유로 답하였다. 셋째, 계열에 따라 같은 과학경험

의 시작 전에 연구의 방향과 분석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

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과학 선호도에 영향을 미쳤다. 실
생활에 응용된다는 점은 계열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선호요인이었다. 반면 과학의 논리성, 응용력, 표현의
간결함 등이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라고 한 점은 이공계
열 학생들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과학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흥미 뿐 아니
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학 경험을 제공하고, 이
를 위해 매 수업마다 유능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같은 교육활동이라도 성취도,
진로 등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였으며, 학기 중에는 매주 1회 해당 강의 녹화 자료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반응, 수업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교수자와 학습자간에는 교과 교육 강의의 목
적과 참여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름을 발견하였으며, 이
것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교수자는 학
생들과 논의를 통해 해당 수업모형이 가지는 시사점과 함
축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도출하는 방식으로 강의 방식을
바뀌었다. 학생들은 수업모형을 배우는 이유와 시사점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인식론적 차이를
줄이는 대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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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8:10, 7월 28일(목) / 제1과학관 408호

빅뱅부터의 빅 히스토리 학습을 위한
인터랙티브 유니버스 채임버의 개발
1

2

1

3

1

19세기 해저 케이블 건설과 전기장
강유진, 김지나
1

최승언 , 원종우 , 윤성철 , 정덕영 , 김수경 , 김찬종 ,

부산대학교

soc-none@hanmail.net

박원미2, 박은지1, 유준희1, 이강환4, 이동욱1, 최종림1,
최진영2, 황호성5
1

2

3

4

서울대학교, 과학과사람들, 클릭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5

고등과학원

tonuki@snu.ac.kr

전기 현상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부터 있었지만, 볼타가
화학 전지를 발표하기 이전까지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방
식은 마찰뿐이었다. 마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기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연구도 제한적일 수

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등장했던 빅뱅부터 시작되는 빅

밖에 없었다. 1800년에 볼타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많

히스토리 학습은 개념의 위계성,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은 과학자들이 손쉽게 전기를 생성하고 보관할 수 있었

인해 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내용이 많이 축소되었

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

다. 교육과정 분석 결과 대부분의 학생이 빅 히스토리와

다. 이후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보고되고 발전기가 만들

관련된 내용을 배우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는데, 과학관

어지면서 대용량의 전기를 생성하고 전달할 수 있었고,

등 평생 학습 차원에서 빅 히스토리와 관련된 학습을 고

19세기 후반부에 전기 관련 산업은 크게 발전하였다. 이

민해야 할 시점이다. 추상화된 현대천문학의 개념을 모

러한 발전의 과정에서 전기에 대한 연구는 더욱 깊게 진

형 등을 활용하여 구체화하고, 서사적 구조(내러티브)

행되었고, 과학기술과 사회는 더 밀접하게 상호영향을

및 인포그래픽을 적절히 활용하여 관람객의 학습을 도

주고받았다. 이 때 전기 관련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울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현대 천문학의 상대론적 우

중 하나인 영국에서 ‘전기장’ 개념이 완성되었다. 이 연

주를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으로 인터랙티브 유니버

구에서는 전기장 개념의 형성 과정을 19세기 후반의 영

스 채임버(interactive universe chamber, IUC)의 아이

국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디어를 제안하였다. IUC는 현대 천문학에서 발견한 빅
뱅부터 우주의 생성까지를 시공간적 민코프스키 공간으
로 나타내어 상대론적 우주를 터널 공간으로 비유적으
로 형상화하여 IUC에 입장한 관람객은 우주의 시공간적
변화를 터널 공간의 크기 변화를 통해 유추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IUC 내에 현대 천문학의 주요 발견을 감각적
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물과 빅뱅부
터 우주 생성에 이르는 주요 이벤트를 몰입감 있는 가상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변인간의 관계를
찾는 자료변환과정 분석
이인선1, 김익균1, 박종원2
1

2

충북대학교, 전남대학교

islee@cbnu.ac.kr

현실 구현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내 연

본 연구는 학생들이 정량적 측정 자료로부터 변인들 간의

구진의 현대 천문학의 고유한 성과 자료를 활용하여 가

관계를 찾는 사고단계와 사고전략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상현실 체험물을 제작함으로써 국내 천문학 연구에 대

다. 이를 위하여 37명의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에게 두 개의

한 자부심을 고양하고 관심을 환기하도록 하였다. 모형

독립변인과 하나의 종속변인에 대한 측정 자료로 구성된

기반의 현대 천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IUC 핵

표로부터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찾도록 하였다.

심모듈에서 구현된 빅뱅부터 우주의 생성에 이르는 현

그 결과, 학생의 사고과정은 5단계로 나눌 수 있었고, 각

대 천문학의 발견을 관람객들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이

단계별로 여러 가지 사고활동들을 유형화할 수 있었다.

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학생들이 사고하는 주요 전략 8가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

과학교사교육의 재조명 | TR

2016 한국과학교육학회 제70차 정기총회 및 하계학술대회 | 구두발표

그 중에서 자료나 그래프로부터 특징을 찾은 후 그 특징에

3가지로, 잘못된 변인통제, 잘못된 그래프 유형의 선택,

기초하여 관계식을 제안하고, 제안한 관계식을 다시 자료

오차를 줄이기 위한 지나친 정교화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

나 그래프와 비교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가설연역적 방법이

결과는 학생의 탐구활동을 돕기 위한 지도 자료 개발에

가장 많았다. 또한 학생들의 활동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Session 3-1

09:30-11:30, 7월 29일(금) / 제1과학관 401호

라는 질적연구를 택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특정

SSI 주제를 다루는 경험교사들과
초보교사들의 경험 탐색: 가치를 꿈꾸는
과학 교사 모임 중심으로
정행남1, 유선아2
1

2

당산서중학교, 한국교원대학교

chn0627@empas.com

집단을 반드시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목적 의식
이 분명한(purposive) 인터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In-depth) 그룹 인터뷰를 활용하는 연구방법으로
SSI 주제를 다루는 경험교사와 초보교사의 경험을 서술
하기에 적합하기에 본 연구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
을 사용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1) SSI 주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나 한계는 무엇

21세기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급변하고 있다.

인가?

민주시민으로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2) SSI 주제를 다룰 때 활용되는 수업방법은 무엇인가?

다양한 정보에 접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

3) 활용되는 수업방법에서의 한계와 어려움은 무엇이며

생하는 다양한 사회윤리적인 문제(sociocientific is-

극복하는 노하우는 무엇인가?

sues, 이하 SSI)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야

라는 질문을 하였다.

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도 SSI를 다루어 학생들로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을 통해 전사하였고, 반복적 비

하여금 사회 속에 발생하는 과학적 쟁점에 대해 이해하

교 분석 과정을 거쳐 SSI 효용성에 대한 경험교사와 초

고 가치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한다(Sadler &

보교사의 인식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서 SSI

Zeidler, 2005). 현장 교사들도 SSI 교육의 필요성에 대

주제를 다루는데 느끼는 어려움이나 한계점을 알아보고

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업에서 SSI를 도

이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각

입하는 것에서는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Lee &

교사마다 SSI 주제 수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 요인

Witz, 2009; Sadler et al.,2006). 따라서 본 연구는 SSI

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이 실행한

주제를 연구하는 ‘가치를 꿈꾸는 과학교사 모임’에 참여

SSI 수업을 분석하여 수업에서 나타나는 SSI 주제에 대

하는 과학교사들이 SSI주제를 다루면서 어떤 경험을 하

한 가치인식을 엿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과학 교육의 전

는지 심층적으로 기술함으로써 현장에서 교사들이 SSI

문가 1인과 대학원생 2인의 검토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

주제를 다루면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여 연구자 다각화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효용성은

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의해 설정된 구체적인

(Effectiveness)은 가치롭고 교육적 효과가 있음으로 정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SSI 주제를 다루는 경험

의하고자 한다.

교사와 초보교사들은 SSI 효용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

연구 결과로는 첫째, SSI 주제를 다루는 경험교사와 초

고 있는가? 둘째, SSI 효용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

보교사들이 수업방법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 어떻게 인

친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식하고 있는가?

이에 본 연구는 ‘가치를 꿈꾸는 과학’ 모임 활동을 오래

SSI주제를 다룰때 교육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 토

참여한 경험교사 두명과 활동한진 얼마 안된 초보교사

론이나 토의 수업방법을 대부분 도입하게 된다. 이 때 교

두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사들은 진행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

= = = = |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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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으로 수업은 끝나게 된다. 경험교사들은 처음에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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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합의하는 과정이 방법이자 목적이란 생각을 갖
는다. 즉 합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배아가 생명이냐 아
니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생각을 갖는다. 이러한 생
각은 SSI 주제를 오래 다루면서 두 상반된 가치를 선택
한 아이들 모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경

중학교 과학 교사의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실행에서 나타나는
교수내용지식(PCK) 분석

험을 통해 깨닫게 된다. 배아가 세포라고 선택한 아이들

조아라, 김찬종, 최승언

역시 줄기세포 연구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

서울대학교

여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다. 경험교사

locked1014@snu.ac.kr

는 궁극적으로 SSI 주제에 대한 토론이나 합의 결과가

학생들이 과학적 모형을 직접 구성하는 활동이 중요하게

무엇이냐에 주목하기 보다는 SSI 주제에 대하여 그 사회

인식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을

에서 합의 과정을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

도입한 연구가 증가하였지만, 대부분 학생들을 초점으로

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교사

하였다. 이에 모형 구성 수업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인식과

의 인식 변화는 한두번의 SSI 주제 수업을 통해 얻은 것

실행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것에 초점을

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 모임에서 함께 고민하는 동료

맞추어, 교사의 전문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되는

교사들과의 논의, 동료교사의 수업 참관, 반성적 성찰

PCK와 실행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등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연수를 통하여 새로이 획득한 ‘과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험 교사와 초보 교사가 SSI주

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제의 효용성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

어떻게 적용하여 수업을 실행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그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

다. 이를 위해 4명의 중학교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각

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교육현장에서 SSI 주제를 다

교사의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의 준비 과정과

룰 때 교사가 겪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SSI주제

수업 실천을 관찰 및 녹화하고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녹

를 경험한 학생들이 사회 속의 과학 쟁점에 대한 합리적

화 및 면담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 의사결정능력을 높이길 바란다.

연구 결과 참여 교사들은 대체로 학생 중심의 교수지향
을 가지고 있어 학생 이해 지식과 교수 전략 지식이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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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드러났으며, 학습 평가에 대한 지식은 수업 설계 과

져 있었으며, 군집의 중심이 되는 5개의 단어들은 ‘물체’

정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으나 실천 과정에서 학생

를 중심으로 ‘힘’, ‘운동’, ‘속력’이 다소 강하게 결합되고

들의 모형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형태로 발현되었다. 또

‘용수철’은 비교적 약하게 결합된 형태의 네트워크를 이

한 수업 실행 과정에서 교사가 인식하는 어려움을 추출

루고 있었다. 각 군집별 하위 네트워크를 살펴본 결과 과

하여 교사 내적인 어려움과 교사 외적인 어려움으로 범

학용어들을 중심으로 하는 단어 사이의 관계가 드러남과

주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과학적 모형의

동시에 과학교과서 텍스트의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예를

사회적 구성 수업의 교사 전문성 발달을 위한 교사연수

들어 ‘힘’의 3요소 가운데 ‘방향’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있어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

데 비해 ‘크기’는 상대적으로 약한 연결을 보였으며, ‘작

으로 기대된다.

용점’은 네트워크상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속
력’의 경우 ‘시간’에 비해 ‘거리’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연
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학생들의 개념 형성

과학교과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어휘 군집 추출

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
로, 추후 교과서 집필 및 과학 교수학습에 반영하여 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최종적으로 과학용어를 중

윤은정, 박윤배
경북대학교

ejyun@knu.ac.kr

텍스트란 사회구성원의 사고 작용에 의한 의미 구조를 보

심으로 한 5개의 명사 군집과, 네트워크 중심을 이루는
5개 단어들의 사용 형태적 군집을 획득하였는데, 앞서 드
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과학용어 교육용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는 산물로서(이성만, 2002),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
는 언어는 그 분야의 지식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Evans
& Green, 2006).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언어에 담겨져
있는 지식의 구조를 형상화하기 위한 시도를 해 왔으며,
주된 방법으로 단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밝히는 방법이

흥미 발달 단계별 과학에 대한 흥미 변화와
활동의 특징에 관한 사례연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Helbig, 2006). 본 연구는 과학교과서 텍
스트에 드러난 단어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과학적
지식 구조 및 과학용어의 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과학
용어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실제적 자료를 마련하고자 수

최윤성, 최종림, 김찬종, 최승언
서울대학교

clever123@snu.ac.kr

행되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과학교과서 텍스트가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급격

가진 과학적 지식 구조를 학생들의 머리 속에 전이시키는

하게 감소한다는 것이 기존 연구에서 꾸준히 언급되어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김

왔다. 이는 곧 이공계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이

준현, 2015)을 사용하여 6차, 7차, 2009 교육과정 중학교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과학교과서 ‘힘과 운동’ 단원 텍스트 말뭉치를 분석하였

이 다수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이를 개인적인 측면에서

다. 먼저 대상 말뭉치에 사용된 명사들 사이의 네트워크

접근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연구

를 분석하여 주요 의미 단위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이를

는 과학에 대한 흥미의 감소가 나타난다고 보고된 초등

통해 추출된 핵심 단어들을 중심으로 수식어 및 용언들을

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 변화

포함한 전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언어적 용법을 살펴보

와 과학과 관련된 활동의 특징을 찾고자 한다.

았다. 약 20만 어절 및 2만 문장 규모의 말뭉치로부터 총

서울시 2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년 6개월

5,492개의 어휘 사이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과학교

3차례 과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후, 유의미한

과서 ‘힘과 운동’ 단원 텍스트는 ‘힘’, ‘물체’, ‘운동’, ‘속

변화를 보인 학생 7명을 추가 선정하여 총 3개월간 2주

력’, ‘용수철’을 각각의 중심으로 5개의 군집으로 이루어

에 한 번씩 연구자와 학생이 만나서 학생들의 포토저널

= = = = |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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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journal)을 바탕으로 면담(Interview)과 과학에

심으로 한 학생에게서는 흥미 증가가, 집에서 직접 실험

대한 흥미 설문 문항을 체크하였다.

을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두 명의 학생에게서는 흥

학생들은 Hidi & Renninger(2006)의 흥미 발달 단계에

미 유지와 소폭의 흥미 증가가 나타났다.

따라 상황적 흥미 집단과 개인적 흥미 집단으로 나누었

이번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다. 포토저널은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과학과 관련된

흥미 변화 집단 간의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흥미 증가

활동의 선행연구로 제시된 Zimmerman & Bell(2012)의

요인을 찾아보았는데 첫 번째, 가족 혹은 선생님과의 사

활동을 번역 후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양찬호 외(2013)

진을 찍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에게서는 정서적인

제시한 35가지 활동 목록으로 분류하였다.

지지로부터 흥미 증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포토저널은 7명의 학

두 번째, 집에서 직접 실험을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에게서 총 222개의 활동이 나타났다. 이를 흥미 발달

학생 중 흥미가 증가한 학생의 포토저널에서는 자연 현상

단계별로 분류해보면 촉발된 상황적 흥미 단계 3명 학생

에 대한 궁금증과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함

에게서 87개, 유지된 상황적 흥미 단계 2명 학생에게서

께 서술하였다. 반면에, 흥미가 유지된 학생의 포토저널

81개, 출현한 개인적 흥미 단계에서 1명에게서 35개, 잘

에서는 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내지만 이를 직접 해결

발달된 개인적 흥미 단계 1명에게서 19개이다.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과학 잡지를

두 번째, 각 흥미 단계별 과학 활동을 분류해보면, 촉발

중심으로 활동한 학생에게서도 현상에 대한 궁금증은 서

된 상황적 흥미 단계에서는 사진을 찍는 활동, 그림 그리

술되었지만 이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은 보이지 않았고,

기, 야외 활동, 요리, 친구들과의 놀이 활동 등이 주로

잡지에 나와 있는 궁금증에 대한 답만 서술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유지된 상황적 흥미 단계에서는 과학 관련 잡

나타났다. 이로 말미암아 흥미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자연

지 읽기, 집에서 직접 실험 활동, 박물관, 미술관, 천체

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관측 등을 포함한 야외 활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출

해결하는 과정에서 흥미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현한 개인적 흥미 단계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인터넷

세 번째, 이번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언급된 학생들의 다

블로그(blog) 그림 그리기, 서로 그림 그려주기 활동이

양한 경험이 흥미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대다수였다. 드물게 집에서 직접 실험하는 활동이 있었

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보였다. 이는 다양한 경험

다. 마지막으로, 잘 발달된 개인적 흥미 단계에 있는 학

만으로는 과학에 대한 흥미 유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생의 활동에서는 모든 활동에서 집에서 직접 실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활동, 물건을 분해하거나 조립하는 활동을 하였다.
세 번째, 과학 활동 특징 별로 학생들을 분류해보았다.
그림 그리기를 활동을 중심으로 두 명의 학생, 친구들과
놀이 활동, 야외활동을 중심으로 한 명의 학생, 과학 잡
지를 읽는 활동을 중심으로 한 명의 학생, 가족 혹은 선

초등학생의 과학학습동기, 과학 성취도,
가정환경, 심리적 학습 환경과의 구조적
관계 분석

생님과 사진을 찍는 활동을 중심으로 한 명의 학생, 집에
서 직접 실험을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두 명의 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활동 별로 흥미 변화의 유무를 확인해보았

이경란, 김지나
부산대학교

hoilkl@naver.com

다. 그림 그리기 활동을 중심으로 참여했던 두 명의 학생

21세기의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급격히

에게서는 흥미 유지와 소폭의 흥미 감소가 나타났다. 친

변화하고 있으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과학교육의 중

구들과 야외활동과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참여한 학생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학교의 과학교육은 다양한

에게서는 흥미 감소가 나타났다. 과학 잡지를 읽는 활동

학습자 및 환경 변인들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유기적

을 중심으로 참여한 학생에게서는 흥미 유지가 나타났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과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다. 마지막으로 가족 혹은 선생님과 사진을 찍는 활동 중

주는 것은 학습자 및 환경 변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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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200명을 대상으

본이 연구는 우리나라 2015 과학교육과정의 물리 영역

로 과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의 과학학습

성취기준과 미국 차세대 과학표준(NGSS)의 수행기대를

동기, 가정환경, 심리적 학습 환경 간의 인과 관계를 구

비교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추

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 매개효

후 교육과정 실행 및 정책에 시사점을 찾고자 수행 되었

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 첫째, 우리나라 과학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일반화

SPSS 12.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된 지식과 기능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NGSS의 수행기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 모형의 타당

역시 실천과 교과 핵심 아이디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있으므로 과학 내용과 탐구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 비

을 실시하여 모형의 부합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구조모

교 분석하였다. 둘째, 블룸의 신교육 목표 분류틀을 이용

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변수 간의 경로계수를 통해 영

하여 성취기준과 수행기대에 담긴 교육목표를 지식과 인

향력을 검증하였다. 셋째, 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지과정의 두 차원으로 추출하고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위해 붓스트래핑의 BC(Bias-Corrected Percentile)법을

구 결과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NGSS에 비해 전기회로와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여 매개효과를 검

현대물리 내용을 강조하고 NGSS는 열과 에너지 영역을

증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과학학습

더 강조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영역 개념 요소에

동기, 과학 학업성취도, 가정환경, 심리적 학습 환경 간

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탐구 기능 측면에서는 우리나

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과학학습동기, 가정환

라 성취기준에서 ‘결론 도출 및 평가’ 가 전체의 50%이상

경, 심리적 학습 환경이 과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인 반면 NGSS의 수행기대는 모든 기능을 고르게 강조하

을 인과적으로 규명하여 과학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높

였다. 특히 학생 주도형 탐구 요소인 ‘과학적 문제 제기’,

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탐구 설계 및 수행’, ‘모델의 개발 및 사용’이 우리나라
성취기준에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과정 실행차원
에서 보완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또한 블룸의 신교육 목

미국 차세대 과학 표준(NGSS) 수행
기대와 우리나라 2015 과학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비교 분석: 물리 영역

표 분류틀을 통해 교육 과정을 분석한 결과 지식 차원에
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개념적 지식을 강조하였으
며 특히 NGSS의 경우 수행기대의 80% 이상이 개념적 지
식이었다. 인지 차원은 우리나라 성취기준의 경우 ‘이해

정준형, 강남화
한국교원대학교

jj858@naver.com

• Session 3-2

하다’가 대부분이었고 NGSS는 ‘창안하다’를 가장 강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9:30-11:30, 7월 29일(금) / 제1과학관 404호

발전적 적용가능성을 조사하였다. 각 물리교과에서 제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의 물리교과
적용사례에 대한 현상론적 해석

시한 문제에 대한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연어 또는 물리용어를 이용하여 개념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통사론적 분석을 시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병억, 이종림
한국과학영재학교

chai2jun@kaist.ac.kr

고등학교 과정 및 AP 물리교과에서 적용하는 물리용어
에 대한 학생들의 관념론적 이해에서 통사론적 표현으
로 발전하는 과정을 추론한다. 본 연구는 보다 다양한 사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협력적

례를 탐색하기 위해 한국과학영재학교 1학년 학생을 대

문제해결 과정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 현상론적 해석 및

상으로 물리학 및 실험 교과에 적용한 사례, 2학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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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물리학 및 일반물리학실험

물리 선개념 진단, 수업 후 학생의 물리 기초개념 이해

교과에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

평가, 수업 전후 학생의 개념변화 분석 등에 활용될 뿐만

의 물리교과에 대한 발전적 적용가능성을 제시한다. 또

아니라, 효과적인 물리수업의 설계나 수업개선활동 등에

한, 각 학기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도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리용어에 대한 반복적 사용 빈도, 수식의 논리 정연성
등의 현상론적 해석기법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한다.

FCI와 MBT를 활용한 과학영재들의
역학 기초개념 조사
이인숙
한국과학영재학교

ilee@kaist.ac.kr

예습형 토론/협동학습 수업모형인
RTM의 적용
송인옥
한국과학영재학교

song.inok@kaist.ac.kr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선택필수교과인 일반천문학(AP)
교과에 5년간 적용한 RTM 수업모형에 대해 소개하고 한

물리 문제풀이능력이 뛰어나 시험에서 우수한 성취를 보여

계와 개선과정을 논한다. RTM은 Round-Tour-Methods

도 물리 기초개념 이해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의 약자로 Jigsaw 와 비슷한 수업모형이나, 무임승차형

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의 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수업모형을

외에서 널리 쓰이는 역학 기초개념 검사도구인 FCI(Force

교과에 도입하며 발생하는 장점은 1) 학생스스로 학습할

Concept Inventory)와 MBT(Mechanics Baseline Test)를

수 있는 기회, 2) 급우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 3) 심화학

활용하여 과학영재 고등학생들의 역학 기초개념 이해도를

습 및 문제발견 등이 있으나,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1)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학생들의 응답결과는

기본 지식에 대한 의심, 2) 시간관리가 있다. RTM 수업

정답률, 변수 간 비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 오개

의 강점인 “문제 발견”에 대해 사례를 들어 발표하고자

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응답집중지수, 수업 전후의 개념

하며, 개선점으로 적용한 것은 1) 온라인 기본 퀴즈의 활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지수로서 개념변화획득지수

용, 2) 강의 동영상 작성 및 공유, 3) 학생 스스로 문제

및 개념변화손실지수 등을 구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출제가 있다. 이에 대한 피드백을 논의하고자 하며, 비

본교 과학영재 고등학생들의 역학 기초개념 이해 정도는

슷한 모형인 플립드 러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매우 우수하였으며, 몇몇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취약
한 면도 드러났지만 전형적인 오개념의 특성을 나타내는
검사 문항은 하나도 없었다. MBT보다 FCI에서 더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사전 및 사후검사 비교에서도 더 높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화학 수업에서
Guided Inquiry Learning 수업 사례

개념변화획득지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본 연구 대상과 같
이 사전검사 점수가 높은 과학영재들에 대한 분석에서
그 동안 수업 전후의 개념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지수로 널리 사용해온 Hake(1998)가 제안한 개념변화획득

천만석
한국과학영재학교

manstone@kaist.ac.kr

지수(Hake gain)의 문제점과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학생중심의 화학수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리고 역학 기초개념 검사 결과와 학기 성적과의 상관관

특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수업을 위해서 열린

계도 상당히 높아 역학 기초개념 이해가 역학 수업에서

문제를 통한 수업은 가장 이상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였다. 이와 같이 물리 기초개념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일정량의 내용을 교수해야 하는

검사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적용한 본 연구 결과는 학생의

경우에는 일정한 정도의 닫힌 문제들로 진행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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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다. 주제별로 개념 정의, 개념 확인, 응용문제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학습 순환 (learning cycle)을 통해서
진행하는 guided inquiry learning은 정규 수업에서 효율
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교과 수준의 차이, 학년
에 따른 차이, 성별, 팀구성원에 따른 차이가 있다. 비교적
내용이 쉬운 1학년 수업, 1 학년인 경우 발표 및 토론 수업에

과학기술 전시에 대한 참여자의 흥미와
이미지 분석
배유라, 김홍정, 탁현수, 정석훈
국립중앙과학관

byura0629@gmail.com

익숙하지 않은 1학년 수업과 다양한 수업 양식을 경험한
3학년의 경우 수업에서 참여 정도가 다르며, 여학생들이
많은 그룹이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팀원에
역할 부여를 할 경우, 팀원을 고정할 경우 등 수업에서
차이가 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립과학관은 국립중앙과학
관, 국립과천과학관, 구립대국과학관(법인), 국립광주과
학관(법인), 국립부산과학관(법인) 등이 설치되어 국립
과학관 시대가 도래 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에
국립어린이과학관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과학교육은
비형식과학교육의 일환으로 과학관에 대한 관심을 지속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의 탐구물리수업
사례
김영환, 송인옥
한국과학영재학교

yhkim627@kaist.ac.kr

적으로 가지고 왔으며, 과학관은 모든 사람들과 과학을
잇는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전시물을 주요 자원으로 사
용한다. 과학관을 찾는 참여자들은 연령과 유형(개인,
단체, 가족 등)이 다양하며, 과학관 과학기술전시의 여
러 지식정보와 탐구체험은 학습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
다. 이처럼 과학교육의 지대한 관심과 과학관의 확대에
도 불구하고 과학관 전시와 교육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탐구물리는 문제 중심의 탐구과정을 통해 탐구 및 실험

여전히 부족하다(탁현수와 김홍정, 2015). 이 연구에서

이 바탕이 된 체험 중심의 물리학습 과정으로 한국과학

는 과학관 맥락에서 참여자들이 보이는 과학기술 전시

영재학교의 특성화된 교과목이다. 이 교과는 학습해야

에 대한 흥미와 이미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비형식과

할 내용의 개념적 분류나 위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수-

학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

학습 방법을 지양하고 문제 중심적인 학습 방법을 적용

전 소재의 과학관에서 과학기술전시를 체험한 참여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 파악 능력과 해결 능력

600여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전시에 대한 흥미와 이미

및 과제 집착력을 기른다. 학생들이 다루는 문제는 4주

지를 조사하였다. 이 때, 흥미와 이미지는 다차원적 속

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성을 지닌 구인으로 간주하였고 흥미는 주제, 동기, 활

하되 문제 발견 및 파악, 실험 설계, 실험 장치의 설치,

동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선행연구 검사도구(임성민

실험 및 해석의 전 과정을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과 박승재, 2010; 김홍정과 임성민, 2013)를, 이미지는

유도한다. 학생들은 문제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물리적

정반대의 형용사 어휘를 사용하여 대상물이 만든 의미

지식을 스스로 학습하며 문제해결 과정에서 얻어진 학

가 위치하는 공간으로서 선행연구 검사도구(조재준과

습 경험은 발표, 토의를 거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진다. 본 발표에서는 지난 1년간 탐구물리 수업 운
영과 평가에 대해서 소개한다.

최유현, 2009)를 기초로 정의, 인지, 심동차원으로 재구
성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과학관 참여자들의 흥미와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을 분석하여 다차
원성 및 하위 범주를 확인하였고,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을 통해 각 차원 및 하위범주의 분포와 관계를 기술하였
다. 발표에서는 과학기술전시에 대한 참여자의 흥미와
이미지를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의의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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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implicit) 접근 및 명시-반성적(explicit-re-

연구 기반 과학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탐구 과정: 과학의 본성 학습
접근 방법에 따른 비교

flective) 접근을 서로 다른 두 그룹에 적용하고 그 과정
과 결과를 비교했다.
프로그램은 각 그룹별로 8~9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참여
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의 중학생 대상 토요 과학교실 재

정찬미, 신동희
이화여자대학교

littlefruit@naver.com

학생이었다. 암묵적 그룹은 7학년 6명으로 구성되었고,
명시적-반성적 그룹은 7학년 3명과 8학년 4명으로 구성
되었다. 암묵적 그룹은 총 22회 47시간, 명시적-반성적

학교 과학 문화는 실제 과학 문화와의 격차를 감소시켜

그룹은 총 23회 61시간동안 주로 토요일 오후에 수업이

나갈 필요가 있다(Sadler, 2009). 과학 교육에서 실제성

진행되었다. 수업 녹화 전사본, 교사 및 보조교사의 수

증가의 필요성은 종종 과학의 본성 학습과 관련되어 설

업일지, 학생 산출물, 사전/중간/사후 질문지 및 사후 심

명된다. 상황 학습(situated learning)의 관점에서, 실

층면담 전사본이 연구 자료로 수집·분석되었다.

제적 과학 연구에의 참여는 과학이 진행되는 방법과 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암묵적 접근과 명시-반

동에 대한 지식을 발달시키고, 과학(탐구)의 본성에 대

성적 접근 두 그룹 모두에서 연구문제의 역할, 자료해석

한 관점을 발달시키는 데 좋은 학습 맥락을 제공한다.

에서의 주관성, 과학 지식의 사회적 구성 측면에서 현대

과학자와 함께하는 대학 과학 연구실에서의 도제

과학철학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암묵적 접근보

(apprenticeship)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교

다 명시-반성적 접근 그룹에서 측정의 본성, 과학 지식

수 접근 방법별(암묵적, 명시적, 명시-반성적) 학생들의

의 객관성(상호주관성), 과학 연구 방법의 다양성에 대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한 이해가 보다 정교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가 되어 왔으며, 명시-반성적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본 연구는 단순히 NOS 접근 방법에 따른 학습 결과를

데 비교적 일치된 합의가 있다(e.g. Burgin & Sadler,

비교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NOS 인식이 구성되게 된 연

2016; Bell et al., 2003). 그러나 과학자에 의한 도제 학

구 경험의 과정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습은 학습자 수준에 맞춘 지도를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

와 차별화된다. 또한 이를 통해 실제적 연구 맥락에서 학

이 있으므로 교육자(교사)가 학생의 실제적 과학 연구를

생들이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NOS의 영역과 학생 스스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정찬미&신동희,

로 구성하기 어려우므로 교사의 개입이 필요한 NOS 영

2015).

역을 구별하여 제시함으로써, 연구 단계에서 교사의 역

본 연구에서는 과학 교육에서 실제성 증가 및 교육자에

할에 대한 시사점을 주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의한 지원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연구 기반 과학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과학교
육 연구자인 멘토가 스캐폴딩과 코칭을 제공하며, 멘티
학생들은 연구 주제와 문제의 선정,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과 분석, 논문의 작성 및 포스터 발표에 이르는 과학
연구의 전체 과정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프로
그램의 NOS 접근 방법(교수 의도)에 따라 참여 학생의
과학(탐구)의 본성에 대한 견해(view)가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NOS와 관련
된 의도적 토론, 반성, 특정 질문 등의 계획 여부에 따라

에너지 학습을 위한 초등학생의 단계적
발판 탐색: 학습발달 과정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장진아1, 맹승호2
1

2

서울성일초등학교, 서울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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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적절한 과학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서 과학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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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학적 설명, 과학 탐구의 실행 모습을 점진적으로 정교

변화수업모형을 적용했을 때, 학생들의 개념이 과학적

하게 발달시켜나간다. 학생의 학습발달 과정(Learning

개념으로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현재

progressions)에 대한 탐색은 학생의 발달 경로를 진단하

까지 진화와 관련된 오개념들은 수없이 연구되어 왔지

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

만 개념변화수업모형을 적용한 효과를 알아본 연구는

다는 점에서 과학 교육적 의미가 깊다. 본 연구는 과학의

없었고,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진화에 대한 오개념을 가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에너지’ 개념에 대한 학습발달 과정을

지고 있으며 진화를 가르치는 교사들조차도 오개념을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초등학생의 에너지 학습발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해 9학

과정을 평가하는 문항을 개발하고, 예비 적용하여 시사점

년 12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화에 대한 개념변화수

을 도출하였다.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적 개

업모형을 5차시 적용하였으며, 개념변화의 정도를 알아

념으로서의 ‘에너지’를 도입하지 않지만, 과학을 비롯하여

보기 위해 사전 검사지, 활동지, 사후검사지가 사용되었

사회, 도덕, 실과, 체육 등 여러 교과 영역에서 에너지가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진화에 대한 개념

다양한 의미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의 이해 정도는 제시된 상황 또는 재료에 크게 의존하는

때, 초등학생의 에너지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인 개념으로 변화가 가장 큰 것

것은 중학교에서의 에너지 개념 도입을 위한 단계적 발판

은 후추나방의 변화와 기린의 목 자료를 제시한 경우였

(stepping stone) 및 에너지 학습의 하위 정착점(low an-

으며, 그 다음으로 양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때 양

chors)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에

의 몸 색깔 변화, 가장 낮은 변화가 나타난 것은 열대 여

본 연구진은 초등학생이 에너지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과

우와 북극 여우의 차이 자료를 제시한 경우였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개념 이해의 발판이 되는

결과는 교과서에서 진화와 관련하여 다루는 자료는 주

여러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밝히는 데에 초점을

로 후추나방과 기린이며, 열대 여우와 북극 여우는 거의

맞추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생각을 개방적으로 수렴하기

다루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반과 실험반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의 순위 선다형(Ordered Multiple-

모두 진화에 대한 성취 점수에서는 .05 수준에서 유의미

Choice) 문항이 아닌 다층 응답 구성(Constructed re-

한 차이를 보였지만, 비교반보다 실험반에서 미개념 또

sponses)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항은 에너지에 대

는 대안개념에서 과학적 개념변화의 빈도는 더 크게 나

한 일반적 인식을 묻는 문항(1개)과 에너지 개념 이해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진화 단원을 지도할 때,

토대가 되는 과학 현상에 대한 문항(4개)으로 구성되며,

현재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만으로 수업하는 것은 진화

각 문항은 3-4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를 초등학

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교 5학년 학생 19명에게 예비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예비

나타낸다. 따라서 진화에 대해 대안 개념을 과학적인 개

적용 결과를 통해 학습발달 과정 탐색을 위한 문항으로서

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의 타당도를 점검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학생들

등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수업 설계가 요구된다.

의 에너지 개념 학습과 학습발달 연구로서 갖는 교육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학생의 자연 선택 개념의 이해에 대한
개념 변화 수업 모형의 적용 효과
이진영, 심재호
부산대학교

sim307@pusan.ac.kr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화 개념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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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과학 수업 활동이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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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은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그래픽(Graphic)
의 합성어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구조화하여 방대한

ORAL PRESENTATION(구두발표)

양의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통합적인 시각 표상이다. 인쇄

자가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애플리케이션

매체와 인터넷 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각자료에 대한

의 기능을 습득하는 단계로서, 학생들은 사용 방법에 관

중요성이 커지고 이는 학습자의 호기심, 흥미 유발에 도움

한 절차적 담화를 바탕으로 학습 내용에 맞춰 시스템을

을 주거나 조직된 내용의 구조와 관계 흐름을 빠르게 파악

최적화하였다. 컨텐츠 탐색 및 묘사 단계는 습득한 시스

하게 도와준다. 인포그래픽의 활용 범위는 정치, 경제,

템 기능을 기반으로 시각화된 소화기관과 순환기관의

사회 문화, 과학, 예술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정보 전달

구조 및 위치 등을 파악하는 단계이며, 이때 학생들은 기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근래 과학교육에서도 그 중요성

관을 확대하거나 위치를 바꾸어 보는 것과 같이 시스템

을 인지하고 과학교과서, 과학 잡지, 디지털 교과서 등에

의 기능 및 컨텐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였다. 마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포그래픽에 대한

지막으로 컨텐츠 설명 단계는 탐색한 기관의 내외부 구

활용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었지만 인포그래픽을 과학

조와 배치, 학습자의 기존 배경 지식 등을 바탕으로 기관

수업에 활용한 연구는 Noh & Son(2014)의 고등학교 물리

의 행동과 기능을 예측하고, 설명하려고 하였다. 각 단

수업에 인포그래픽 활동을 적용한 연구와 Jung & Son

계에서 학습자들은 시스템과 컨텐츠의 기능과 내용을

(2016)의 과학적 모델 사용 활성화를 위한 인포그래픽 수업

주도적으로 선별하고, 다시 돌아가 탐색을 반복하면서

의 효과에 관한 연구만이 국내 연구로 유일하다. 따라서

능동적이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포그래픽 활동이 과학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탐색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인포그래픽 활동을 접목한 과학 수업이 초등학생의 과학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고

중등 예비 과학 교사의 자유 탐구 수행
능력 및 인식 조사

자 한다.
이은선, 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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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유 탐구를 수행한 중등 예비 과학 교사
들의 자유 탐구 보고서를 분석하여 자유 탐구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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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하고, 설문 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자유 탐구에 대
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광역시 소재 사범대학에서 2012~2015년에 생물교육론

스마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관한 연구

을 수강한 예비 교사 80명이 자유 탐구를 수행한 뒤에

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수업 상황에서 학습이

작성한 29편의 보고서를 자유 탐구 보고서 평가 틀에 따

어떻게 일어나는지 탐색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스

라 평가하였고, 예비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마트 지원 환경에서 학습자, 시스템(스마트 도구), 컨텐

하였으며 2015학년에 생물 교육론을 수강한 예비 교사

츠 간 상호작용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

16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다.

교 5학년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단원을 주제로 시

중등 예비 과학 교사의 자유 탐구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각화와 조작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5차시

‘주제 및 동기’, ‘이론적 배경’, ‘결과’, ‘결론’ 영역에서는

수업을 개발하였다. 수업은 2015년 2학기에 서울시 S초

상 수준, ‘탐구 과정’, ‘보고서 형식’ 영역에서는 중 수준,

등학교의 5학년 2개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참고문헌’에서는 하 수준이 많이 나타났다. 중등 예비

으며, 학생들의 활동은 모두 녹음?녹화되었다. 연구 결

과학 교사는 탐구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과, 학습자, 시스템, 컨텐츠 간 상호작용은 크게 시스템

수집한 자료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는

탐색, 컨텐츠 탐색 및 묘사, 컨텐츠 설명이라는 3개의 단

능력과 논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

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시스템 탐색 단계는 학습

고 있었지만, 주제 및 동기의 창의성과 유용성, 가설 설
과학교사교육의 재조명 | UR

2016 한국과학교육학회 제70차 정기총회 및 하계학술대회 | 구두발표

정, 참고문헌 작성 측면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과 발표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등 예

자유 탐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자유 탐구를 수행

비 과학 교사는 자유 탐구가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하면서 도움이 된 점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회를 갖

경험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활동이며, 과학에 대한 흥미

게 되었고, 과학지식과 탐구지식이 확장되며, 자유 탐구

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탐구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

활동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자유 탐

을 준다고 생각하였으며, 현장에서 자유 탐구를 지도할

구 수행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공간, 준비물, 시

때, 주제 선정에 유의하고 협동성과 흥미를 고려하겠다

간 등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탐구 과정과 주제 선정

고 응답하였다.

도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주제 선정 단계에서 정해진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중등 예비 과학 교사에게 부

기간 안에 탐구 수행이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어

족한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

렵고, 수행 단계에서 실험기구나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 탐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유 탐구를 지도할 수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탐구 과정에서 변인 통제와 실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고,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지식

= = = = |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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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1-1 과학교수학습

15:00-16:00, 7월 28일(목) / 진수당 가인홀

습자는 성취감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노트를 만드

고등학교 과학수업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과학협동학습모형 개발
손연아1, 김유연1, 정울이1, 나유빈1, 박소율1, 김동렬2
1

2

단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yeona@dankook.ac.kr

는 과정이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협동학습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는 의견도 있었다. '블
렌디드(blended) 모형‘에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강의식 수업과 협동학습 수업의 시간 비율을 맞추기 어
려울 것이라는 검토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거꾸로 교실’
을 사용한 모델의 재구조화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였

본 연구에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

다. 그리고 학생들이 출제하는 문제 난이도와 학습 동기

해 현 문제점을 보완할 협동학습모형 개발에 대한 필요

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한 검토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교

성을 느끼고 실제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사중심

사가 출제하는 공통과제와 공통과제를 발표함으로써 사

과학협동학습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한 교사중심

회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동기를 사용하여 재구조화

과학협동학습모형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했을 때 효

하였다.

과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교사중심 과학협동학습모형을 개발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의견 수렴 후 가장 반응이 좋았던 강의식 수업을 수
행한 뒤 소집단에게 공통과제를 부여하여 협동학습을
진행한 ‘공통 과제 중심모형’과 자신이 요약한 개념노트
를 동료학생들과 함께 나누며 배우는 ‘개념 노트 모형’을
적절하게 섞어 최종 ‘블렌디드(blended) 모형’으로 개발
하였다. ‘블렌디드(blended) 모형’은 검토자의 의견에 따

과학 교육에서의 인성 역량 함양을 위한
협력적 문제해결 중심 교수모델
권정인, 박지연, 이은령, 남정희
부산대학교

ssamkji@naver.com

르면 강의식 수업과 협동학습 수업이 적절하게 섞인 모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는 저연령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

형이다. 수업 내용을 이등분하고 자신의 전문분야를 설

며,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정한 뒤 학업성취도가 다른 4명의 학생들로 집단을 구성

을 학교 폭력의 대책 마련이라는 좁은 맥락에서 뿐만 아

한 후 강의식 수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맞

니라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화합하여 살

는 노트를 정리하고, 같은 역할을 가진 동료 학생과 의견

수 있는 방향으로 인성역량을 함양할 필요성이 대두 되

을 나누고, 다른 역할을 가진 동료 학생과 의견을 나누면

었다. 최근 연구자들 사이에서 과학 교육 분야에서도 인

서 노트를 완성한다. 교사는 공통과제를 4명의 모둠원에

성교육과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해야한다는 주장들이 제

게 부여함으로써 협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

기되고 있으므로, 범교과적인 인성교육과 독립된 형태

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로 과학 교과 내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개발된 교사중심 과학협동학습모형은 1차 5명, 2차 6명

야 할 시점이다.

의 검토자의 의견에 의하면 학습 동기 보다 학업성취도

과학은 추론과 논의를 통한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합의

면에서 특히 우수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에 발전하는 학문이다. 과학자들은 데이터로부터 결론

이 모델의 현장 가능성과 긍정적인 학습 효과는 중학교

을 도출하고, 과학이론을 일반화하기 위해 다른 과학자

보다 고등학교에서 더 높게 예상되었지만, 학습 수준이

들과 합의의 과정을 거치며, 과학 및 공학의 연구에서는

높은 중학교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현상에 대한 설명과 논의를 수행

리고 수업이 진행되면서 완성되는 개념노트를 통해 학

하고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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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과학교과는 지구의 환경 변화에서 지구 온난

기르는 협력적 문제해결 중심 교수 모델을 제안한다.

화를 가르치는 등의 내용요소로 인성 덕목을 명시적으

이 연구에서 협력적 문제해결 중심 교수 모델은 Fischer

로 가르칠 수도 있지만 과학적 논의 과정의 교육방법을

(2002)의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협력적

통한 인성 덕목 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을 만드는데도 적

문제해결 4가지의 과정과 Nelson(2003)의 협력적 문제

합한 교과이다.

해결학습 과정, 남정희 등(2008)의 논의기반 탐구수업

현재 요구되는 인성 교육은 단순히 도덕성의 측면만을

을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협력적 문제해결 교수 모델은

이야기 하지 않으며,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한 미래시민

크게 준비, 문제해결, 평가의 3단계로 구성하였다. 준비

으로서 갖추어야할 역량(competencies)에 대한 정의로

단계는 1. 모둠형성 및 규칙제정, 2. 역할 결정 및 배정

부터 시작된다. 이 요소들은 크게 인성 역량, 사회적 역

의 단계로 나뉘며, 문제해결단계는 1. 문제 결정 및 공

량, 지적 역량의 3가지로 범주화 되며 여기서 인성역량

유, 2. 자료 수집 또는 실험 설계 및 수행, 3. 의사결정,

은 인성 역량은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역

4. 해결안 제시의 4단계로 진행된다. 마지막 평가 단계

량으로, 인간 성품 계발과 관련된다. 역량중심 교육과정

는 1. 관련 자료 찾기, 2. 평가 및 반성 단계이다.

에서는 미래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역량
과 함께 구성원들과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을 강조한다. 협력적 문제해결력의 인지적 기술은 개인
적 문제 해결력의 요소이기도 하며 비판적 사고력과 문

과학중점학교 고등학생 해외탐방
프로그램 사례 분석

제 해결력으로 구성된다. 협력적 문제해결력의 사회적
기술은 의사소통 능력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문제를
식별하고 그 요소를 공유하는 능력인 협업 능력이 핵심
이 된다.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인성 요소를 보면, 협력적 문제해
결력의 인지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 두 구성요인은 인성
역량과 교집합이 있어 보인다. 문용린과 최인수(2010)의

김남희p1, 심규철c1, 박종석2, 손정우3, 이기영4, 이봉우5,
차정호6, 김종희7, 최재혁7, 서혜애8, 한재영9, 조헌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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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강원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9

충북대학교

skcshim@kongju.ac.kr

인성 요소와 지은림 등(2012)의 인성의 범주에서 공통되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수 이공계 인재 양

는 배려, 공감, 소통, 협력, 책임, 도덕적 판단력은 과학

성과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2012년~

수업의 협력적 문제해결 중심의 교수에서 함양할 수 있

2015년 사이에 실시된 과학중점학교 우수학생 해외탐방

는 인성역량의 요소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특성과 학생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협력적 문제해결력의 인지적 기술 중 한 요소인 비판적

하였다. 탐방 지역은 일본 히로시마와 시코쿠, 규슈 지

사고력은 인성역량 중 한 요소인 도덕적 판단력과 연관

역, 대만, 일본 홋카이도 지역이며, 학생들이 실시한 탐

이 있음을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에서 근거를 찾

방 활동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을 수 있다. 또한 협력적 문제해결력 중 사회적 기술에

번째 과학관 및 박물관 탐방에 해당되는 대표적 탐방지

해당하는 의사소통능력은 인성역량의 소통과 직접적으

는 일본 히로시마와 시코쿠 지역을 탐방하며 들렀던 에

로 연결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인 인간관계 덕목으

히메현 종합과학박물관, 다양한 과학과 수학적 전시물

로 배려, 공감과 연관이 있다. 사회적 기술의 협업능력

과 체험 활동이 제공되는 대만의 국립대만과학교육관,

은 인성역량의 협력 및 책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타

일본 우스산의 화산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홋카이도의

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배려, 공감,

화산과학관, 우주와 천체에 대해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

협력, 책임과 관계가 있다.

련된 토마코마이 과학센터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지질과

따라서 이 연구는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협업능

생태 탐방이다. 대표적 탐방지는 일본의 3대 카르스트

력,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한 협력적 문제 해결 통해 인성

중 하나인 시코쿠의 시코쿠 카르스트, 일본 최대 활화산

역량인 도덕적 판단력, 배려, 공감, 소통, 협력, 책임을

으로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규슈의 아소산,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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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풍화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모양의 암

에서는 현미경 세포 관찰 실험 상황에서 관찰 및 이미지

석을 관찰할 수 있는 대만 야류 해양 국립공원, 일본 홋

재현이라는 과학적 실천의 지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

카이도의 화산 지형을 확인할 수 있는 도야호와 쇼와신

비교사들의 가치지향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잔, 니시야마 분화구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유형의 탐

연구에서는 객관성을 중심으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확

방지에서 학생들은 책에서만 보던 다양한 지질 환경과

인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예비 생물교사 50명이

특유의 생태 환경을 체험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과학,

참여하였다. 예비 생물교사들의 관찰 및 이미지 재현 행

역사, 문화 탐방이다. 대표적 탐방지로는 일본의 세계문

동에서 추구하는 가치지향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미경

화유산인 원폭돔이나 규슈의 도자기 마을 아리타, 대만

세포 관찰 실험에서 일어나는 가상의 상황에 대하여 자

의 타이베이 101 빌딩, 북해도의 개척 기념관 등이 해당

신의 생각을 서술하게 하였다. 서술한 자료들은 과학교

된다. 이러한 탐방지에서 학생들은 해당 지역의 역사와

육 전문가 2인의 반복적 비교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범

문화에 대한 폭 넓은 경험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례를 통

주화되었다. 그 결과 ‘존재 확인을 위한 관찰’, ‘객관적

한 과학의 중립적 성격에 대한 고찰, 실제 도입된 현대

관찰’, ‘주관적 관찰’, ‘정보의 의미 판단’의 4가지 유형을

과학 기술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네 번째는 연구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객관적 관찰’ 유형이 가장 많이

소 및 공공기관 탐방이다. 대표적인 탐방지는 일본 홋카

나타나 객관성이 관찰과 이미지 재현행위에 대해 중요

이도의 삿포로시민 방재센터가 해당되는데, 이곳에서

한 신념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나의 실험과

학생들은 늘 지진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에 노출된 일본

그 실험에 매개된 암묵적 지식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예

특유의 재난 대비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렇듯 다

비교사들의 다양한 가치지향점이 반영될 수 있음을 확

양한 유형의 탐방 유형을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은 책에

인할 수 있었다. 교사들의 과학적 실천에 대한 이러한 가

서만 보던 과학적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며, 인문

치지향점 탐색은 앞으로 교사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줄

과 지리, 예술과 과학, 공학 분야가 융합된 다양한 사례

수 있을 것이다.

들을 경험함으로써 순수과학에 국한된 사고에서 벗어나
더욱 유연한 사고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다.
또한 자연환경 보존이나 사회 제도 개선과 같이 다양한
관점과 해법이 존재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나름의 시
각을 정립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했을

e-PBL을 활용한 과학수업이 초등학생의
집단창의력 및 21세기 학습자 역량에
미치는 영향

때, 본 해외탐방 프로그램은 그 목적에 비추어 매우 긍정
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박영관, 박경미, 박상우
경북대학교

youngguy012@hanmail.net

현미경 관찰 실험에 대한 예비 생물
교사들의 가치지향점 탐색:
객관성을 중심으로
신세인1, 이준기1, 하민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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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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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PBL을 적용한 과학수업이 초등학생의 21
세기 학습자 역량 및 집단창의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대구시에 위치한 C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과학과 단원 중 e-PBL 문항에 적합성을 고려하여 주제
를 선정 분석 후 문항을 제작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과학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적 실천(practice) 과

수업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혼합학습

정에는 다양한 암묵적 지식이 존재한다. 교사는 암묵적

(Blended learning)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학생의 과학

지식을 학생들에게 지도하는데 있어 자신의 과학에 대

적 창의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김정람(2014)이 사용

한 가치지향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연구

한 21세기 학습자 역량 검증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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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검사는 과제에 대한 집단별 브레인스토밍을 통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 결과, FL-SSI 프로그램에 참

해 질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여한 학생들의 시민역량과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인성

사전, 사후 검사의 결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

과 가치관의 일부 영역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음을

여 t검증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알 수 있었다. 면담 결과에서도 학생들이 SSI 문제에 대

첫째, e-PBL을 활용한 과학수업이 집단 창의성 향상에

하여 미리 가치판단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교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아 비구조화된 e-PBL

에서의 토의·토론 및 모둠학습에 있어서 미리 준비함으

문제를해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로써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긍정적 의견이 제

둘째, e-PBL을 활용한 과학수업이 21세기 학습자 역량

시되었다. 또한 주제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에 대한 이해

중 정보활용능력, 협업능력, 자기주도학습 능력에서 유

가 높아져 토의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다.
본 연구의 결과 e-PBL을 활용한 과학수업이 집단창의
력 및 21세기 학습자 역량의 일부분의 향상에 효과가 있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생명과학Ⅰ 교육과정 관련 SSI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가치관 분석
최연희, 윤진아, 서혜애

Flipped Learning 기반 SSI 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역량 함양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zinayoon@gmail.com

최근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
게 하는 한편 과학 관련 사회적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박동화, 고연주, 이현주
이화여자대학교

isy97030@gmail.com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과학 관련 사회
문제(Socio-Scientific-Issue: SSI)에 대한 인식과 가치
관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

본 연구는 Flipped Learning 기반 SSI (FL-SSI) 교육프

구문제는 첫째, 생명과학Ⅰ과 관련된 SSI에 대한 고등학

로그램을 설계 및 적용한 후, 본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생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둘째, 생명과학Ⅰ과 관련된

협업능력, 정보기술 및 미디어 활용 능력과 같은 시민역

SSI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중점가치들은 어떠한지, 셋째,

량, 인성과 가치관, 과학·기술·사회에 대한 태도와 인식

생명과학Ⅰ과 관련된 SSI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성적

등의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FL은 수

태도와 가치관은 어떠한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업 전에 학생에게 수업에 필요한 학습내용이 담긴 영상

는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활용하였다.

을 제공하여 기초지식과 개념, 문제인식의 기회를 제공

첫째, 문헌연구로서, 과학적 소양, SSI수업의 이론적 배

하고, 교실 수업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토의, 토론과 같

경을 조사하였다. 둘째, 조사연구로 생명과학Ⅰ관련 SSI

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지는 생명과

는 전략이다. SSI를 활용한 과학수업에서 토론이나 토의

학Ⅰ관련 SSI 선호도(선택형 2문항), SSI에 대한 이해

와 같은 학생중심 활동을 이끌 때에 있어 직면했던 어려

및 학습의 중요성(5척도 리커드형 3문항), 생명과학 맥

움(예: 시간 및 정보의 부족, 토론 진행의 어려움 등)을

락에서 안락사, 맞춤아기, 줄기세포의 SSI에 중점가치(5

FL을 적용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는 중학생

척도 리커드 3문한, 개방형 3문항의 총 6문항)에 대한 11

74명이 13차시에 걸쳐 FL-SSI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

문항을 포함하며, 나아가 선행연구(Lee et al, 2013)의

며, 이들은 수업 전후 과학기술 사회의 시민역량, 과학·

생명과학에 대한 인성적 태도 및 가치관에 대한 20문항

기술에 대한 인식, 인성과 가치관을 묻는 검사지에 응답

을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역시 소재 인문계 고등학

하였다. 또한 수업 후 그룹 면담을 통해 FL이 SSI 수업

교 2개교 소속 2학년 256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에 참여하는데 어떠한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첫째, 생명과학Ⅰ 관련 SSI 선호도에서 대부분의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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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명의 특성’, ‘유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결과물을 SNS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이 SSI를 통

나타났다. 둘째, SSI에 대한 이해정도와 학습의 중요성

한 학습 결과를 타인에게 제안하고 공유, 실천할 수 있는

에서 학생들은 SSI에 대한 이해정도는 낮지만 SSI 학습

기회를 갖게 한다. 또한 스토리제작이라는 능동적 학습

의 중요성을 높은 수준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능하다는 점, SNS를 통한 무한한 상호작용성을 이

셋째, 생명과학 맥락에 따른 SSI 중점가치에서 학생들은

용하여 SSI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자

대부분의 주제에서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

신의 의견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한 가지의 관점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

서 SSI 수업에 디지털스토리텔링을 접목하면 교육 효과

째, 생명과학에 대한 인성적 태도 및 가치관에서 학생들

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에, 본

은 생태학적 가치관이 나머지 사회·도덕적 공감, 사회적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에게 디지털스토리텔링 기반 SSI

책임감보다 유의미하게(F=12.515, p<.001) 높은 수준으

수업을 적용하여, 수업 적용 전과 후에 21세기 시민 핵심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이 인

역량,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 인성과 가치관에 변화가

간과 자연과의 관계, 생명공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 3학

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지만, 사회적 공감도, 책임감에

년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하여 1학기동안 수업을 진행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였다. 수업은 1주일에 4차시씩 진행되는 정규 수업 시
간동안 이루어졌으며, 평소에는 교과서 진행을 따르는
일반적인 과학 수업을 진행하되 단원마다 해당 단원에

디지털스토리텔링 기반 SSI 수업의
교육적 효과 연구

관련된 주제의 디지털스토리텔링 기반 SSI 수업을 진행
하였다. 이 수업은 과학 교과의 4개 대단원과 관련된
SSI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박세희, 고연주, 이현주
이화여자대학교

okdongneo@naver.com

과학 교육 전문가 2인, 박사 과정 연구원 2인, 석사 과정
연구원 1인이 여러 차례 논의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수업 전후에 21세기 핵심역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스토

량,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인성과 가치관을 측정하는

리텔링 기반 과학관련 사회·윤리적 쟁점(SSI) 수업의 교

검사지에 응답하였다. 또한 SSI 수업에 디지털스토리텔

육적 효과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SI를 다룬

링 기법이 적용되었을 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깊이 있

교육이 학생들의 의사결정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인성과

게 탐색하기 위하여 검사 결과 분석을 통해 수업 전후에

가치관적 측면, 21세기 시민 핵심역량 등에 긍정적 효과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15인을 선정하여 디지털스

가 있다는 연구가 보고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SI 수

토리텔링 기반 SSI 수업에서의 경험에 대한 개별 면담을

업에 디지털스토리텔링의 요소를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스토리텔링 기반 SSI 수

해보았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스토리를 제작하는

업 후 학생들의 핵심역량,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인성

디지털스토리텔링은 사회·윤리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과 가치관의 일부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SSI 수업에 자연스럽게 접목될

나타났다.

수 있으며, 스토리 제작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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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멘토 교사와 멘티 교사의 갈등 요소 분석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과학교육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지훈, 이임일, 정도준, 남정희

고연주, 김영주, 임규연

부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parkji6980@nate.com

yeonjooko1@gmail.com

이 연구에서는 과학교사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협력

본 연구는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을 분

적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와 멘티 교사의 멘토링에서

석함으로써 현재까지 이루어진 주요 연구이슈를 살펴보

나타나는 갈등 요소 및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갈등의 원

고 과학교육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

인을 고찰하였다.

이 있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공유된 가치와 비전을 가진

연구 대상자는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9개월

구성원들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간 지식과 경험을

에 걸쳐 실시한 협력적 멘토링 연수에 참가한 30명의 교

공유하며, 이 과정에서 반성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

사 중 설문을 바탕으로 갈등이 있었다고 응답한 3쌍(6

나가면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집단을 의미한

명)을 이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다. 최근 15년 간 수행된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연구 중

경력 교사인 멘토 교사와 초임 교사인 멘티 교사가 일대

위의 정의에 맞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 112편을

일로 조를 구성하여 협력적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시간별, 연구방법별, 학교

였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멘토 교사와 멘티 교사의 다

급별, 교과목별 연구동향을 분석한 후 주요 연구이슈를

섯 차례 멘토링 대화 녹음본 및 전사본, 멘토 교사의 효

도출하였다.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교사학습공동체

능감 검사, 멘티 교사의 만족도 설문 등을 수집하였다.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최근으로 올

추출 된 갈등 양상은 과학교육전문가 1명, 과학교육박사

수록 연구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

학위 소지 과학교사 1명,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2명이

는 질적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협의를 통해 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 연구

연구 결과, 멘토링 대화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요소를 살

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교과목별로는

펴보면 일대일 멘토링 팀 모두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 중

이과계열, 예체능계열, 인문계열 순으로 교사공동체 연

수업 전략에 관한 갈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스마트교육이나 STEAM 교

로 학생들의 이해에 대한 지식 요소 중 학생특성에 관한

육과 같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하거나 온라인을 중심

지식 내용 측면과 교과내용 지식 요소 중 과학개념에 대

으로 진행되는 교사공동체 연구, 단위학교의 전문가학

한 지식 내용 측면에서 갈등이 나타났다. 멘토의 효능감

습공동체 역시 시간 흐름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

검사와 멘티의 만족도 설문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

었다. 주요 연구이슈는 “개념 및 특징에 대한 이론적 논

을 다음과 같다. 멘티 교사가 생각하는 수업에 대한 교사

의”, “실태조사 및 운영사례 기술”, “공동체 내에서 교사

의 역할이 뚜렷하여 멘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아 점

의 전문성 발달”, “지속 및 촉진, 방해 요인 탐색”, “공동

과 학기 초 교육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멘토의

체 운영 특징”, “공동체 형성 및 발달과정”의 여섯 가지

교육관을 강요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갈등이 나타났다.

로 도출되었으며,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사례를 소개하

또한 멘티 교사의 수업 준비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및

거나 공동체 내에서의 교사 전문성 발달을 분석한 연구

멘토링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부족으로 갈등이 지속되

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과학교과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어 나타났다.

연구의 경우 교과교육학지식의 발달이나 경험 탐색, 정
체성 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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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비하였으며 특히 교사학습공동체 자체의 발달에

제공 및 전달하려다 보니 수업 구성이 산만하였다. 도입

대해 논의된 연구는 더욱 드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부분에서는 형식적인 전 차시 학습 내용의 확인이 관찰

바탕으로 과학교육에서의 교사학습공동체 연구에의 시

되었고, 학생들의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목

사점을 제시하였다.

표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구성 능력들은 대체적으로 우
수하였다. 그러나 우수 교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사들
의 수업에서 관찰되었던 것처럼 학습목표 제시 방법이

교육실습에서 관찰된 과학 예비교사들의
수업 활동 특징

형식적이고 피상적이었다. 수업의 전개 부분에서, 예비
교사들은 물리 개념 설명 시 학생들의 사고와 이해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연역적인 수업 방법과 선언적

반경표1, 송진웅2
1

2

신상중학교, 서울대학교

vankp@naver.com

인 설명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예비교사들은 수
업 진행 시 학생들의 선개념이나 생각들을 이끌어 내는
질문이나 발문법, 학생들의 응답 후 재질문 등에 대한 능

본 연구에서는 5년(2009~2013) 동안 서울 소재 S대학교

력과 전문적인 교육이 미흡해 보였다. 또한 학생들의 개

부설여자중학교에서 예비교사들을 지도하면서 관찰한

념 이해나 설명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적절한 비계 제시에

과학 예비교사들의 수업 시 나타나는 특징들을 고찰해

대한 고민들이 부족하였다. 예비교사들은 현장에서의

보고, 이것을 과학과 중등 초임교사의 수업에서 나타나

실천과 학생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험 수업 시 학생

는 특징들과 비교해봄으로써 사범대학의 예비교사 교육

들에게 실험 방법을 잘 설명하면 학생들이 실험을 잘 할

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려 한다.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험 수업을 어

과학 예비교사들의 수업 특징들은 수업 준비 전, 수업에

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미흡해 보였다. 또한 실

서의 도입, 전개, 정리,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과

험 수업 시 독립 변인이 2개 이상인 실험에서는 변인통

학 예비교사들의 수업 준비 전 나타나는 특징은 교사 활

제에 따른 실험 가정 설명 및 실험 결과 분석을 통한 결

동 위주의 수업 지도안 작성으로 학생들에 대한 발문 및

론 도출 능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하였다. 실험 결과 정리

예상 응답, 활동 등에 대한 고려 및 생각이 부족하였다.

시 학생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예

구성주의적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선개념을 파악하

비교사 자신이 준비해온 자료로 정리를 하는 경우도 다

거나 학생들의 생각을 이끌어 내는 교사의 능력이 중요

수 있었다. 수업의 정리 부분인 형성평가 풀이 단계에

한데, 이에 대한 인식이나 전문적인 교육이 미흡해 보였

서, 예비교사들은 형성평가를 학생들이 직접 풀 수 있도

다. 수업 지도안은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고 조

록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직접 풀어주는 경우

직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나, 필요 이상의 많은 정보를

가 많이 관찰되었다.

• Session 1-3 과학영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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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영재학

과학영재학교 조기입학제도에 대한
추천교사의 인식

교에 진학한 학생의 담임추천서나 교과추천서를 작성해
본 교사 3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
담 결과, 교사들은 조기입학 학생들이 과학영재학교에

노현아, 최재혁
전남대학교

1125jupiter@naver.com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학교 조기입학제도에 대한 교사

진학하였을 때, 학업적이나 생활적인 면에 어려움을 가
지게 될 것에 대해 우려하기는 하였지만, 중학교 과정에
서 학업적인 부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중학교 교
육과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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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 제도를 영재학생들이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적으로 이 검사도구의 보다 높은 범용성을 확보하기 위

것 같다고 하였다.

해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기순(2015)의

하지만, 과학에 대한 흥미와 뛰어난 실력으로 인한 학생

한국판 PI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일반학생과 과학영재

본인의 의지가 아닌 부모나 주변인의 부추김에 의한 조

학생의 집단 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집단 간에 나타나

기입학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조기

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알아보았다. 반응의 적합도가 집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이 증가

단간 차이가 있는지와 요인간 구조는 적합한지와 요인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였다.

간 구조의 적합도가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문항반응

그리고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조

이론과 구조방정식으로 확인하였다. 검사도구의 타당성

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

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적 타당도와 일반화 타당도를 확

어져야 할 것이며, 조기입학한 학생이 진학한 후 어려움

인하였다(Messick, 1995). 연구 결과, 라쉬 모델 분석 결

을 겪지 않기 위한 장치가 과학영재학교에 마련되어 있

과 6가지 요인 구조의 42개 문항 중 확인적 요인 분석으

어야 한다고 하였다.

로 타당성이 확인된 문항은 34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구
조방정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측정된 라쉬 평균값을 통해 과

과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에 대한
완벽주의적 성향 검사도구의 타당도
검증 및 집단 간 차이 분석
김아름1, 이준기1, 하민수2, 신세인1
1

2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kimarem0214@gmail.com

이 연구는 한국판 PI의 유용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목

• Session 1-4 과학학습평가

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간의 집단 간 완벽주의적 성향에
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집단 간에
서는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서 완벽주의적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원 다변량 분석을 통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한국판 PI가 영재학
생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집단 간
의 완벽주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대해 의의가 있다.
15:00-16:00, 7월 28일(목) / 진수당 가인홀

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과학사에 근거한 진화개념검사

과학사에 근거한 진화개념검사도구의
타당도 확인 및 맥락에 따른 진화개념
개념발달 탐색

도구의 학생응답을 과학사적 발달 순서에 맞게 순위선
다형점수로 변환하고 부분채점모형의 라쉬모델분석을
포함한 통계적 방법으로 설명의 발달과정을 반영한 평
가방식이 타당한지 확인하였다. 또한 개념발달이 인간,

하민수
강원대학교

msha@kangwon.ac.kr

동물, 문항의 상황에 따라 다른지도 확인하였다. 하민수
(2007)가 개발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1711명의 초, 중,
고등학생과 비전공, 전공생물교사를 대상으로 생성한

학생들의 진화에 대한 대안개념이 과학사에서 나타나는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창조론, 목적, 의도, 용불용

설명의 발전과정과 유사하다는 연구는 있었다. 하지만,

설, 자연선택에 0점에서 4점씩 부분점수로 제시한 평가

진화 설명의 발달과정을 반영한 평가방식이 타당한지에

방법은 Cronbach alpha를 통하여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대한 양적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과학사의 발달

삼차원 부분점수 라쉬분석의 MNSQ값을 통하여 문항반

에서 인간, 동물, 식물에 대한 진화적 설명에서 차이가

응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있었음에도 개념발달이라는 관점에서 이 차이점을 분석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개념수준은 의도에서 용불용설

= = = = | VS

POSTER PRESENTATION(포스터발표)

단계에, 고등학생부터 용불용설 이후의 단계로 개념발

하였다. 이를 통해 수능 과학탐구 생명 과학 문항의 안정

달이 이루어지며, 발달 과정은 인간, 동물, 식물에 따라

적인 출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과학사와
학생들의 개념발달이 유사하다는 주장에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고, 진화개념 평가문항의 새로운 분석방법 및 교
수법을 제안한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물리 성취도와
전공과의 상관관계 분석
김홍기, 김현태, 최재혁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생명 과학
과목의 문항 특성 및 난이도 변화 분석

전남대학교

khkwy@naver.com

본 연구에서는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김미영, 이신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my8410@kice.re.kr

위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전공과 물리 과목의
성취도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2016년 1학기

최근에 대학 입시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구분되며, 수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반 별/ 과 별 성적, 문제별 정·오

모집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올해는 그 비중이 70%에 이

답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J공업고등

르고 있다. 대학 입시는 수시의 여러 전형을 포함하여 다

학교에 근무하는 경력 1년 4개월의 물리교사와 물리Ⅰ

양화되었지만, 여전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126명(전기과 학생 64명, 토목

정시뿐 아니라 수시에서도 주요한 전형 자료로 쓰이고

과 62명)이다.

있으며, 객관적인 준거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의 수업(17주의 강

따라서 모의고사와 수능의 문항 오류 및 난이도에 대해

의, 주당 2시간)를 진행하였고, 2016년 1학기 중간고사

서 당해년도 응시생 및 학부모, 교사, 입시 관계자들은

와 기말고사의 반 별/ 과 별 성적, 문제별 정·오답률을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

확인하였다. 교사는 수업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였다.

가원에서는 수능에서의 문항 오류 발생 방지뿐 아니라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간 고사와 기말 고사 전, 후에

수능과 모의평가의 난이도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출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 6명을 대

제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출제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였다.

2017학년도 수능의 출제 안정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

분석 결과, 교사가 예측했던 대로 학생들의 물리 성취도

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2009 개정

와 학생들의 전공(토목, 전기) 사이에 특정 관계가 있음

교육과정 이후 모의평가 및 수능 문항에 대한 문항 특성

을 확인하였다. 해당 교사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및 난이도 변화를 분석하여 2017학년도 수능의 안정화

물리 성취도와 전공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다른 교

를 위한 출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들이 학생들이 보이는 행동, 전공에 따른 물리 성취도

2014～2016학년도 수능 및 모의평가에 출제된 생명 과

를 이해하고 전공에 적합한 수업모형을 개발하는 연구

학 문항의 내용 요소별 문항 특성 및 난이도 변화를 분석

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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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1-5 과학진로교육

15:00-16:00, 7월 28일(목) / 진수당 가인홀

학교 여학생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과 그 변화 양

일반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과학관련
진로 선택의 특징

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 여
학생 174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
안의 진로와 해당 진로를 선택한 이유를 설문조사하였

안주영, 김찬종, 최승언
서울대학교

d1113@hanmail.net

으며, 이 중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의 설문을 이용하여 여고생의 과학관련 진로선택에 영
향을 준 요인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설문 결과를 바탕으

현대 사회에서 과학 기술 분야의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

로 선정된 여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여고

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에서 과학을 계

생의 과학관련 진로선택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았다.

속 공부하고 과학이나 기술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

연구 결과 여학생들은 과학 활동이나, 과학 과목 자체에

는 것은 과학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

대한 흥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많은 부분 관계를

러나 우리나라는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인해 과학기술

맺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친밀도, 유대감 및 그와 관

분야의 인재 유치에 곤란을 겪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

련된 경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

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로 선택의 변화 양상은 분석결과 과학관련 진로를 유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하는 경우, 과학관련 진로를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과

이며, 이에 과학기술 분야로 여학생들의 직업 선호도를

학관련 진로로 중간에 바뀐 경우 3가지 양상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학생들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공통적인 부분과 차이점들이 발

이 과학 분야로의 진로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이해하는

견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여고생들의 과학관련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관련 분야로 진

분야 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크게

로를 희망하고 있거나 희망한 경험이 있는 일반계 고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Session 1-6 통합과학교육

15:00-16:00, 7월 28일(목) / 진수당 가인홀

에 대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특히 설문 대상 중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초⋅중등학교
교사의 인식조사
이은주1, 손연아1, 방담이2
1

2

단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dongulami@hanmail.net

ESD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방법(시
간 및 영역), 시행 상의 어려움, ESD의 효과(학생, 교사,
학부모 및 교육환경 측면)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공통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ESD의 필요성에 대하여 초
⋅중⋅고 교사의 과반수 이상이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다(초등학교 86.2%, 중학교 74.7%, 고등학교 73.7%).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 해결에 ESD가 기여할 수 있는

이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지에 대해서도 초⋅중⋅고 교사 모두 ‘보통이다’ 이상의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초・중등학교 교사들

응답을 나타내었다. ESD의 실행의지에 대해서는 초등학

의 인식을 조사하여 과학교육에서의 ESD 실행을 위한 교

교 교사의 평균이 4.11로 ‘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나타내

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어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의 평균인 3.63, 3.60에

초⋅중등학교 교사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ESD의 가치에 대한 설문에서

였다. 공통문항으로는 ESD의 필요성, 공교육의 문제해결

는 ‘통찰력과 실천역량 함양기회 제공’, ‘역동적인 수업

에 대한 기여가능성, 실행의지, ESD의 가치, ESD의 요건

참여유도’, ‘진로탐색과 연결된 교육기회제공’,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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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문제해결력, 창의적 사고 등의 인지적 역량 함양’

적용하여 초등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인

항목에 대하여 초⋅중⋅고 교사 모두 ‘그렇다’ 수준의 응

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을

답을 나타내었다. ESD의 요건으로는 초・중 교사의 경

위해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STEAM에 대한

우 ‘교사 스스로의 의지와 열정’을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사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과학사 활용’과 ‘창의

‘ESD를 위한 지원체계’에 높은 순위를 부여하였다.

적 설계’을 근간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설

ESD 시행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항 분석 결

정하였으며, 이효녕 등(2012)의 ‘ADBA’ 모형을 바탕으

과, ESD를 적용한 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창의적 체험

로 프로그램의 틀을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2009 개

활동 시간을 주로 활용하였으며(54.8%), 중학교(50%)와

정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과학사를 활용한 창의적 설계

고등학교의 경우(59.3%)는 정규 교과 시간을 주로 활용

가 가능하도록 STEAM 프로그램 주제를 선정하고 전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D의 세 가지 영역 중 주로 어

가 집단의 컨설팅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떤 영역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초등

연구 대상은 경상북도 소재 G시 지역의 초등학교 5학

학교 교사들은 환경, 사회, 경제 영역의 통합이라는 응
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53.4%), 중학교(40.7%)와 고
등학교(40.7%)는 환경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SD
수업 준비 과정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지에 대하
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은 모두 통합적인
ESD 수업 내용 구성과 ESD 수업에 적합한 학생활동 창

년 2개 반의 총 50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이질집단
설계에 기초하여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학기 동
안 두 집단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초등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 및 각 영역

안을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ESD 수업이 학생들

의 하위요소에 대하여 사전-사후 독립표본 t-검증을

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긍정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적인 인식을 나타냈으며, ESD를 통해 교사, 학생, 학부

사 활용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

모 및 교육환경이 어느 정도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응

은 ‘문제 이해(A) - 과학사 활용 설계(DH) - 제작(B)

답 또한 긍정적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인센티브의 증

- 평가(A)’의 4단계로 나누어지며, 과학사 활용 설계

가’ 항목에 대해서는 초⋅중⋅고 교사 공통으로 낮은 수

단계(DH)를 보다 세분화하여 ‘자료 수집 - 과학사 탐색

준의 응답을 나타내 ESD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 아이디어 발견 - 아이디어 협의 - 설계’의 단계로 이

에 대한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가능발

루어진다. 이 모형을 적용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

전은 개인, 사회, 국가의 가치와 철학의 변화를 전제한

용과 학생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5학년을 대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매우 중요하

상으로 한 총 9개 주제의 STEAM 프로그램이 개발되었

다. 교육의 운영 및 평가 주체로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다. 둘째, 개발한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 사전검사에서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교육에서 ESD의 접목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 동질집단이 확인되었으며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인성은 통제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과학사 활용 STEAM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였으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과학사 활용 STEAM 프로그램은 현행 교
육과정과 교과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초등학교 일반학
생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사와 STEAM을

박상우, 박영관, 박경미

접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초등학

경북대학교

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인성 향상에 긍정적

bak-sang@hanmail.net

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과학사를 활용한 초등학교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 개발한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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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개념을 활용한 수업의 설계와
적용 및 효과분석

초등통합교육이 창의성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박지은1, 방담이2, 윤회정3

방담이1, 김지영2, 윤회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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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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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둔촌중학교, 이화여자대학교

bekadl@hanmail.net

이 연구의 목적은 통합개념을 중심으로 수업방안을 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합교육이

계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교육적 가능성을 탐색하

학생들의 창의성과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에 따라 통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2년부터 2016년

합개념 중심 수업 방안을 설계한 후, 경기도 소재 사립대

3월까지 초등교육 관련 연구에서 통합, 융합, STEAM을

학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였다. 수업 설

검색어로 하여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

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통합개념과 본질적 질

색 논문 중에서 1)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논문, 2) 수업처

문의 생성 단계로 사전연구에서 제시된 ‘진화’, ‘평형’,

치 특성(수업시간 및 주교과) 및 학생 특성(일반/영재)가

‘순환’을 통합개념으로 선정하고 통합개념에 대한 학습

제시된 논문, 3) 메타분석을 위한 통계 수치(평균, 표준

으로 안내할 본질적 질문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편차, t값, 사례 수, F값 등)가 제시된 논문을 기준으로

수행과제와 평가의 준거를 설계하는 것이다. 통합개념

최종 논문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78개의 효과크기

관련 학문내 개념을 종합하여 이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

를 추출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점을 파악하고 통합개념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도달하

창의성 관련 인지적 변인, 창의성 관련 정의적 변인, 학업

는 전 과정에 대한 글쓰기 및 발표를 학생들의 수행과제

성취도로 나누어 효과크기를 비교한 결과, 학업성취도가

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 준거를 설계하였다. 마지

가장 큰 효과크기(1.834)를 나타냈으며 이어서 창의성 관

막 단계는 학습활동 계획으로 WHERETO 요소를 고려하

련 인지적 변인(0.980), 창의성 관련 정의적 변인(0.832)

여 통합개념 이해를 위한 학습활동을 설계하였다.

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종속변인에 대한 효과크기는

개발한 수업설계안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통합개념 검

Cohen(1988)의 해석준거에 따라 높은 효과를 나타낸 것

사와 통합역량 검사를 실시하였다. 통합개념 검사지는

으로 판단되었다. 수업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과,

통합개념에 포함 가능한 학문내 개념을 생성해내는 능

10시간 미만의 수업(0.759), 10시간~20시간 미만의 수업

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선행 연구(김지영 등, 2014; 방담

(1.143), 20시간~30시간 미만의 수업(1.463)으로 수업시

이 등, 2013)에서 통합개념으로 선정된 개념 중 공통으

간이 늘어날수록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Cohen

로 선정된 ‘다양성’, ‘구조’, ‘변화’, ‘상호작용’에 대하여

(1988)의 해석준거에 따르면 10시간~20시간 미만과 20시

해당 통합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학문내 개념을 생성해

간~30시간 미만의 수업은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해석되

내도록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역량 검사도

며, 10시간 미만의 수업은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를 나타

구는 ‘개방적 지식습득’, ‘통합적 아이디어 생성’, ‘유연

낸 것으로 해석된다. 교과/교과외 시간에 따른 효과크기

한 문제해결’의 세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15개의 문항으

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교과가 과학인 경우와

로 구성되어 있다(신태섭, 이현응, 곽윤정, 2013). 분석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효과크기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

결과, 통합개념 활용 수업 후 학생들이 통합개념에 포함

나지 않았다. 연구대상자를 일반학생/영재학생으로 구분

가능한 학문내 개념을 생성하는 데 있어 개념이 속하는

하여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학문 범주의 수가 확장되었다. 또한 통합역량의 모든 하

구의 효과크기(1.624)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위 범주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신장이 나타났

효과크기(0.915)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교육을 위한 교수자료 개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의 연

발 및 적용에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구 및 교육적 실행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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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정도를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3차 델

통합교육의 평가틀 개발을 위한
성취변인의 탐색

파이 조사에서는 2차 조사의 응답결과를 중앙값과 사분
위수로 제시하고 패널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
석결과 통합교육의 효과변인들은 창의성, 문제해결력,

윤회정1, 박은미2, 김지영3
1

2

3

이화여자대학교, 광남고등학교, 둔촌중학교

watw33@hanmail.net

융⋅복합소양, 대인관계, 학문적 소양의 다섯 가지 범주
로 구분 가능하였으며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하위 요
인을 도출하였다. 통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한 능

본 연구는 통합교육의 실행을 통해 의도했던 목표와 역

력을 평가하고자 할 때의 어려움으로 평가기준 및 지침

량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고 함양했는지 측정하기 위한

의 부재, 교사간 협의 및 협력의 어려움, 평가의 객관성

표준화된 평가틀을 개발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통해

및 공정성 확보의 문제, 입시와의 관련성 부족, 업무 과

추구하는 효과 및 평가방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범

다 및 시간 부족, 교수학습 지원적 측면, 교육과정적 측

주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합교육 연구와 교육 전

면 등 여러 측면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통합

문가를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행정적⋅운영적⋅교수학

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통합교육의 효과 변인,

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패널들은 통합교육평가 관련 상

통합교육에 대한 학생성취 평가의 어려움, 통합교육 효

설 연구기관, 평가기준 및 방안의 제시, 중장기적 평가

과 평가를 위한 행정적⋅운영적⋅교수학적 지원방안에

방안,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개선, 학교문화 개선, 교사

대한 개방형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여 전문가 패널의 의

의 업무경감 및 보조인력 지원,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

견을 수집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개방형 설

영, 행정적인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

문으로 수집한 비체계적인 응답들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여 통합교육을 위한 평가틀 제안과 통합교육 운영 및 실

일련의 폐쇄형 질문을 만들어 각 문항에 대한 패널들의

행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Session 1-7 과학창의교육

15:00-16:00, 7월 28일(목) / 진수당 가인홀

로 과학동아리, 과학교실, 과학반, 방과후 특기적성 과

‘과학 체험학습’ 실태조사를 통한 과학
체험학습의 활동집단, 장소, 내용에 따른
유형 분석

학교육 프로그램은 과학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정규 과학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
가 있다. 이처럼 체험활동이 과학교육에서 중요한 의미

권혁재1, 권난주2
1

학활동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형식 과

2

파주법원초등학교¹, 경인교육대학교

njkwon@hanmail.net

를 가지며, 교실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체험과 탐구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과학 체험활동의 유

과학 활동을 ‘학교 안 과학활동’과 ‘학교 밖 과학활동’,

형과 분류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형식 과학교육’과 ‘비형식 과학교육’ 등 다양한 의미의

는 체험활동의 교육적 상호작용의 요소를 활동집단(학

용어로 지칭되고 있는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과학 체험

생), 장소(체험장), 내용(교육과정)으로 보고, 경기도 내

학습의 유형과 방법 역시 다양하다. 현재 학교 차원에서

2015학년도에 실시된 체험활동을 조사하여 과학관련 체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 체험활동을 살펴보면 학기 중의

험활습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지역사회

현장체험활동, 방학기간을 활용한 과학동산, 과학의 달

와 연계하는 과학관련 체험학습 모형 개발 연구의 기초

에 맞춰 시행되는 과학행사가 있다. 또한 소규모 활동으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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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1-8 과학문화교육

15:00-16:00, 7월 28일(목) / 진수당 가인홀

연구 결과, 동아리 학생들은 일 년 동안 자율적 학생 동

중학교 과학 동아리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습 활동 분석

아리 운영, 안전한 실험 문화 정착, 사회와의 소통과 관
련한 부분에서 두드러진 학습 활동을 하였다. 또한 각 활
동을 구성하는 핵심 행위들로서 공동체 초, 중, 후기에

이솔희, 정영란
이화여자대학교

sciosori@gmail.com

진화가 일어난 행위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율적 동아
리 운영과 관련된 활동에서는 실험 주제 선정, 재료 준
비, 역할 분담과 뒷정리에서 초기의 소극적이고 교사 주

본 연구는 중학교 과학 동아리 운영 사례를 통해 과학

도의 타율적인 모습에서 후기의 적극적이고 학생 주도

학습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학습 활동이 일어나는지,

의 자율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안전한 과학 실

학습 활동을 구성하는 행위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진화

험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에서 학생들은 안전 규정을 일

하는지, 학습 과정에 어떠한 학습 도구들이 활용되며

년간 정비하였으며 규정에 따라 서로를 제재하였고, 실

이 도구는 학습의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험실 안전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마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 사용한 이론적 틀로

막으로 학생들은 초기에 활동 기록을 폐쇄적 인터넷 그

최근 과학교육의 맥락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사회,

룹에서만 공유하였지만 후기로 갈수록 자신의 기록을

역사적 활동이론(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학내 게시판, 지역 축제, 회지, 온라인 블로그 등을 활용

(Engestrom, 2000)을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체를

하여 공개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자 하였다.

활용한 중학교 과학 학습을 이해하고, 과학 학습 공동체

또한 각 활동에서 활동에 영향을 미친 학습 도구는 언어

를 활용한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시사점

적 매개체와 도구적 매개체로 나눌 수 있었는데 각 도구

을 제공하고자 한다.

들은 활동의 초기와 중기, 후기에 갈수록 도구 사용과 관

연구 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년간이며,

련한 공동체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연구 참여자는 서울 소재 한 중학교의 1학년 과학 동아

다. 처음에 학생들은 동아리 규칙을 어기는 것과 관련하

리에서 활동하는 학생 15명(n=15)이다. 연구자는 연구

여 처음에는 서로 비난하거나 동조하고 무관심하는 등 감

동의를 받은 후, 동아리 학생들의 1년간 동아리 학습 과

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였으나 동아리 후기에는 규정과 관

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였으며, 매 활동 직후 관찰 기록

련하여 서로를 합법적으로 제재하였다. 또한 무질서하게

을 작성하였다. 또한 각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3

서로 발언하던 모습에서 질서있게 발언하는 모습으로 바

회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수

뀌면서 학습과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또한 학

집한 자료 중 교사의 직접 관찰 기록 자료와 학생 활동

생들은 처음에는 과학 용어의 사용에 서툴렀지만 점점 과

녹음 파일, 심층 인터뷰 녹음 파일이다. 단, 학생 활동

학 용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도구적 매개체의

녹음 파일은 같은 시간에 여러 위치에서 녹음된 여러 개

경우, 주로 수기 작업을 활용하던 동아리 초반과 달리 동

의 녹음 파일 중, 교사가 활동 내내 들고 다녔던 녹음기

아리 후반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각종 첨단 도구를

에 기록된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 상호작용만을 활용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각자 소장한 과학 책과 기존의 상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생성한 온, 오프라인 기록

만을 활용하던 모습에서 인터넷 상의 빅데이터를 활용하

물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 전사본은 단일 목적

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현실 공간에서 머무르던

을 가진 행위 단위로 쪼개었으며, 이를 통해 생성한 자료

활동이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으로 변

들은 그 행위를 포함하는 활동으로 묶어 Miles 와

화하였으며 기성 도구만을 사용하는 모습에서 도구를 스

Huberman(1994)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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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1-9 대학과학교육

15:00-16:00, 7월 28일(목) / 진수당 가인홀

템 개념도와 학기 중간과 마지막에 수집된 학습자 인식

지구시스템 수업이 도시공학과 학생들의
지구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학습 역량에
미치는 효과

조사 설문지가 주요 데이터로 이용되었으며 개념도와
주관식 설문 문항에 대한 질적 분석, Likert Scale 설문
문항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방법이 이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먼저, 학습자들의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다

남윤경, 신진몽, 김민희
부산대학교

ynam@pusan.ac.kr

섯 가지 지구시스템 지식(Nam, Finley, & Roehrig,
2012) 측면 중, 특히 지구의 물리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
증가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학습 역량은 네 가지 세부항

지구과학은 지구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지구 전반에

목(지구시스템 지식 습득 능력, 과학적 핵심 역량, 팀 활

대한 과학적 지식 광범위한 시, 공간적 차원에서 다루는

동 역량, 동료평가 역량)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변화로

학문이다. 공과 대학 전공 중 특히 지구시스템 지식에 대

측정되었다. 학습자들 중 80% 이상이 수업에 대한 긍정

한 이해를 요구하는 전공 중 하나가 도시공학이다. 도시

적 효과로 팀 활동 역량의 증가에 대해 동의 하였으며,

공학과 학생들은 미래도시 건설뿐 아니라 현재 도시의

과학적 핵심역량 중 특히 지구과학과 관련된 실생활 문

발전과 변화를 이끌 미래 일꾼으로 도시의 계획 및 건설

제 해결력과 창의력 함양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동의

에 필요한 다양한 지구과학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본

한 학생 수는 학기 중간 평가 (27%)보다 기말 평가 (54%)

연구는 이러한 도시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에서 크게 증가 하였다. 이외에 수업 중 제시된 지구시스

지구과학 수업에서 도시공학과 학생들의 전공과 진로에

템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직업 관련성에 대한 중

적합한 지구과학적 주제와 효율적인 교수법을 찾기 위

요도 분석 결과, 학생들의 흥미도와 직업관련 중요도가

해 한 학기간의 학생 발표 자료와 교수, 동료 평가 등의

모두 높게 나타난 지구 시스템 주제는 기상과 기후에 관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공학과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련된 주제(악기상, 지구 온난화), 지진, 물에 의한 재해,

지구과학적 주제를 제시하고, 공학자들에게 요구되는

화산 재해에 관한 주제였다. 암석과 광물에 관한 주제는

협력과 협동능력을 고려한 팀별 주제 찾기와 발표, 학생

직업 관련성에 비해 흥미도가 아주 낮게 나타났으며, 별

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평가 참여를 유도하는 동료

과 우주, 태양계와 행성 등 천문학 관련 주제와 지구의

평가 방법을 활용한 수업이 학습자의 지구시스템에 대

기원과 형성, 판구조론에 관련된 주제는 흥미도는 아주

한 이해와 과학 학습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것이

높은 반면 직업 관련성에 대한 중요도는 매우 낮게 나타

다. 학기시작, 중간, 그리고 학기말에 수집된 지구시스

났다.

• Session 1-10 기타

15:00-16:00, 7월 28일(목) / 진수당 가인홀

험 중심의 과학관 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과학 관련

실험 중심의 과학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태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프로그램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김윤미, 정은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의 B중학교에서 방과

전남대학교

후학교 과학반을 수강하고 있는 남학생 13명이며, 연구

mismiss@hanmail.net

설계는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에 기초하였다. 학

과학관은 대표적인 비형식 과학교육의 장으로서 다양한

생들은 국립광주과학관 내의 바이오랩에서 운영 중인 2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과학원리를 교육하고 과학적

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프로그램은 실험 중심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

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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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과학 관련 태도 검사지와 학업성취도 검사지
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종속 표본 t 검증을 하였
다.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과 면담
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
하거나 내용을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 중심의 과학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집단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 탐구
경험의 속성 탐색
이선경
서울대학교

halley2061@hanmail.net

중학생의 과학 관련 태도와 학업성취도는 유의미한 수
준으로 향상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이 연구에서는 한 학기의 소집단 활동에 참여한 고등학

긍정적이었다. 학생들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생들이 과학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과학

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직접 실험하고 관찰하면

탐구의 속성을 다각적으로 탐색하였다. 학생들의 과학

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과학 지식을 많이 알게 되었다.

탐구 경험의 속성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앞으로도 실험 중심의 과학관

첫째, 활동의 큰 흐름에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주제를 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였다.

정하고 활동을 수행하면서 이론과 도구, 그리고 방법을

실험 중심의 과학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긍정적이

부분적 혹은 통합적 조정하고 순환하는 과정을 경험하

고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므

였다. 둘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도구를 선택하고 사

로 다양한 주제 또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중장기 프로그

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체화된 암묵적 지식을 사용

램을 개발하여 탐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하고 솜씨를 발휘하였다. 암묵적 지식과 솜씨는 순간의

과학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 정교하게 알아보기

판단과 문제해결의 실행 맥락에 따라 적합하게 작동하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 대상과 프로그램의 적

였다. 셋째, 활동 수행 과정에서 학생들은 탈중심화된

용 횟수를 늘려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협력을 만들어갔다. 활동 주제를 정교화하거나 활동 과
정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각 문제 해결의 중심 역할과 보조 역할은
자율적으로 분배되었다. 문제 상황이 달라지면 중심 역
할은 한 학생에서 다른 학생으로 이동했고, 나머지 학생
들은 보조 역할을 상호 조정하면서 협력하였다.

• Session 2-1 과학교수학습

11:30-12:30, 7월 29일(금) / 진수당 가인홀

년간 문제중심학습의 효과를 분석한 114편의 논문으로

문제중심학습(PBL)을 활용한 수업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부터 총 187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여 메타분석에 사용
하였다. 연구의 종속변인인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력, 창의성, 학습동기, 학습태도, 학업성취도에 따

박지윤, 우애자
이화여자대학교

sc-june@hanmail.net

라 효과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연구의 조
절변인인 대상, 중심교과, 지역, 수업방식, 수업기간이
연구간 학습효과의 차이의 원인으로서 설명될 수 있는

본 연구의 목적은 문제중심학습의 효과와 관련된 국내

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단편적 연구의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수업은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에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 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를 비교하

비해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력, 창의성, 학습동

여, 추후 문제중심학습 연구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

기, 학습태도,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학

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6년 3월까지 15

습방법이다. 둘째,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수업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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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PRESENTATION(포스터발표)

길어질수록 자기주도 학습력의 효과가 더 커지고, 대도
시 학급에서 적용할 때 학습태도의 효과가 더 커지며,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학업성취도의 효과가 더 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적용한 수업이
한국천문학 개념의 이해도에 미치는 효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제중심학습을 과학 교과
에 적용하였을 때, 타 교과와 비교하여 여러 학습 효과
중 특히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 학습력, 학습동기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으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

박경미, 박상우, 박영관
경북대학교

pkm98042@hanmail.net

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적용한 수업

과를 토대로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하여 학습효과를 향상

이 한국천문학 개념의 이해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이해도 및 그 특징을 알아보았
다. 본 연구 결과 많은 학생들이 한국천문학 개념을 정확
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이유는

학생들의 물리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

한국천문학이 과학 교과서 도입부에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한국천문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는 시각 자료나 수업 매체가 부족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

변태진

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 수업이 실생활과 연관성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족해서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워하

tjbyun@kice.re.kr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학교육, 특히 지구과학 영역
에서의 교수와 학습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지

물리 학습자는 물리 개념의 적용을 위해 또는 자신의 물

어 설명할 수 있다(교육부, 1997: Adult, 1993). 또한 한국

리 개념을 제대로 학습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리 문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은 읽기 자료나 보충 설명, 도입 부

제를 푼다. 문제 풀이 경험이 많을수록 학업 성취도도 높

분에 언급되고 있어서 과학수업을 진행한 후 추가적으로

고 개념 이해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나 연구

제시되는 보충 정도의 양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다른 교과

자는 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연구(Byun &

내용의 핵심적인 본문에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Lee, 2014)에서 물리 문제 풀이량, 물리 학업 성취도 및

학생들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천

물리 개념 수준 사이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혔었다. 본

문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방법

연구에서는 1차 연구에 참여한 49명의 과학고 학생들 중

을 연구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시켜 천문 단원뿐만 아니라

풀이한 물리 문항 수와 힘개념검사(FCI)를 기준으로 각

과학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하고, 역사 과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4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세 차례

목과 연계한 수업도 다양하게 개발해서 이해도를 높일

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각 학생의 물리 문제 풀이 전략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물리 학습에 어떤 영향
을 주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역학 연습문제 풀이 과
정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사후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문
제풀이 전략을 House Model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FCI 점수가 높은 두 학생은 학생의 풀이 전략과

적용한 수업을 통해 한국천문학에 대한 이해도는 연구대
상 학생들 수의 절반(47.5%)에 가까웠고, 한국천문학 개
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해도가 높음(69.9%)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천문학 개념에 대한 중학생들의 이해도에 대한 결과
를 바탕으로 차기 지구과학 교육과정 개정 시 한국천문학

House Model의 풀이 전략이 유사했고, 지식-개발 전략

부분을 과학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한국천문학 개념에

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FCI 점수가 낮은 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삽입되

학생은 임의 전략을 사용해 풀이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적

올바른 물리 문제 해결 전략과 물리 학습법에 대한 시사

용한 과학수업이 한국천문학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되고, 흥미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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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련 사회쟁점(SSI)에 대한 고등학생의
글쓰기 특성 분석

초등 과학과 ‘소리의 성질’ 단원 융합인재
교육(STEAM)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신다인, 권수희, 이현주

이현정, 백남권, 박강은, 조태호, 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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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맥락에서의 글쓰기는 과학적 탐구맥락에서의 이론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소리 개념을 살펴

적 논증과 다른 특징과 형식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

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 3학년 ‘소리 내기’ 단원에 제시

고, 현재까지 진행된 글쓰기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과학

되었고,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리 관련 단원이 삭

적 탐구의 측면에서 논증의 구조나 증거의 수준을 분석

제되었다가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3학년 ‘소리의

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SI 맥락에서

성질’ 단원으로 다시 도입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소리

학생의 글쓰기 자료를 선행연구에서의 SSI맥락 수업의

개념의 교수⋅학습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선행 연구

특징을 반영한 관점을 고려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SSI 맥

결과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

락에서 학생의 글쓰기 자료의 구조적⋅내용적 특징을

정의 ‘소리의 성질’ 단원을 STEAM 모형 및 학습 준거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남자고등학교에서 SSI 관련

본 연구에서는 소리의 원리 탐구, 소리의 성질 탐구로 나

방과후 수업을 수강하는 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

누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첫째, 소리의 원리 탐구에

이 수업 시간에 작성한 글쓰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의 원리를 성대 모형을 관찰해

서는 SSI 글쓰기 자료를 얻기 위해 생명윤리와 맞춤 아

보고 학생들이 직접 성대 모형을 제작해볼 수 있는 기회를

기, 유전자 변형 기술 및 GMO(유전자재조합식품), 지구

제공한다. 둘째, 소리의 성질 탐구에서는 학생들이 악기에

온난화, 핵에너지, 인공지능의 5가지 주제를 이용하였

서 소리가 나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관찰 가능 하도록 현

으며, 학생들이 맥락을 이해하고 글의 방향을 결정할 수

악기, 타악기, 관악기로 나누어 자료를 제작하였고, 간이

있도록 글쓰기 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글쓰기

악기 모형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해봄으로써 구체적 조작

분석틀은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과학적 글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융합인재교육(STEAM)

기 분석틀에 SSI의 특징을 함께 고려하여 구조적 글쓰기

의 학습준거틀에 따라서 창의적 설계 과정에서는 소리의

분석틀과 내용적 글쓰기 분석틀을 제작하고 분석에 활

원리 및 성질을 구체적 조작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탐구할

용하였다.
그 결과 구조적로는 주장과 근거는 뚜렷하게 나타난 편
이나, 반론에 대한 고려 및 반박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다. 내용적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모두 가치의 측면이 경
험 측면보다 높은 비율로 등장하였으나 주제에 따라 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악기를 만들
어보고 연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감성적 체험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리의 성질을 탐구
하는 과정에서 융합인재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증 증거의 종류는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
전 주제에서 학생들은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주로 활용
한 반면 맞춤아기 주제의 경우 생명윤리를 주장의 근거
로 주로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물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힘
개념은 얼마나 변하였는가?
안준호, 유경환, 최혁준
한국교원대학교

skeeze@hanmail.net

이 연구에서는 과학교육 전공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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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안 일반물리 수업을 실시한 후 학생들의 힘 개념이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보고서 작성 시 반

얼마나 변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대학교 1

성적 사고를 강조하는 실험보고서 양식을 적용한 반성

학년 82명이며 FCI 검사지를 사용하여 학기 초와 학기

적 사고 전략을 도입하고, 이러한 전략이 학생들의 성

말, 힘 개념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고등

적, 메타인지, 탐구능력에 미치는 효과와 개선방안에 대

학교 때 물리 과목 수강 여부에 따라, 또는 수능에서 물

해 알아보았다.

리 과목 선택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사전 힘 개념 점수는

이를 위해 일반물리실험을 수강하는 대학교 1학년 학생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 학기 동안의 일반물리 수업

을 반성적 사고를 강조한 실험보고서를 작성하는 실험 집

후 학생들의 사후 점수는 사전 점수에 비해 아주 작은

단(20명)과 일반적인 실험보고서를 작성하는 비교 집단

진전을 보였으나 학생들의 사전 검사의 점수 차이가 사

(22명)으로 나누어 1학기 수업 후 두 집단의 성적, 메타인

후 검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별

지, 탐구능력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메타인지와 탐구능

문항의 경우 단 4문항만이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 사이

력은 학기 초와 학기 말 두 차례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에 유의미한 정답률 차이를 보였으며 이중 한 문항은 사

성적은 일반물리실험1과 2의 기말고사 성적을 활용하였

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낮았다.

다. 그리고 반성적 사고를 강조한 실험보고서 적용에 대
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 집단에게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물리실험에서 반성적 사고를 강조한
실험보고서 적용

첫째, 실험 집단의 학습자는 성적, 메타인지, 탐구능력
평가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이 중 성적과 메
타인지는 실험 집단이 집단 간 유의미하게 향상을 나타

이윤희, 최혁준
한국교원대학교

312403@hanmail.net

내었고, 탐구능력 평가는 실험보고서의 형식과 상관없
이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어 실험 수업이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즉, 성적과 메타인지에 유의미한

반성적 사고는 과학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향상이 나타나 반성적 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반성적 사고 능력을 과학적

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문제 해결력의 일부로 간주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둘째, 실험보고서로서 수정방안으로는 매 주차 같은 형

있다. 학생의 반성적 사고 능력의 향상은 일반적인 수업

식의 실험보고서를 적용할 때 학습자가 느낄 수 있는 지

뿐만 아니라 실험 수업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

루함을 위해 차시별 약간의 차이점을 주는 것, 학습자가

가 있다. 그러나 학교의 실험 수업은 주로 제시된 절차에

더 잘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제시문

따라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생

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들이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Session 2-2 과학교사교육

11:30-12:30, 7월 29일(금) / 진수당 가인홀

교사는 누구나 학생 시기를 거치게 되며, 사범대학은 예

예비과학교사의 교사 정체성 발달과정의
분석 : 실천공동체(CoP)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비교사가 학생의 신분에서 현직교사로 진출하는 경계에
존재한다. 사범대학은 예비교사들의 삶과 교육 전반에
관여하며 그들이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도우며 예비교사들은 이를 통해 교사

김유정, 홍훈기
서울대학교

lilious2@snu.ac.kr

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
범대에서의 교육과 삶에 대한 이해는 곧 예비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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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이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소재 사범대학의 예비화학교

그런데 최근 들어 초임 과학교사들이 사범대학에서 습

사 5명으로 구성된 실천공동체(CoP)를 조직 및 운영하

득한 이론적 지식과 실제 현장과의 괴리감으로 인해 어

고 그들의 과학교사로서의 정체성 발달과정을 분석하였

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고되

다. 연구문제는 첫째, 예비과학교사들은 사범대학에서

고 있다(한재영, 2013; 김승정 외, 2015). 보다 현장적응

어떻게 과학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는가?

력을 갖춘 교사양성을 위해 과학교사교육의 수준과 범

둘째, 각 학년별로 과학교사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요인

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주장들은 과학교사

들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예비 과학교사 교육

교육의 과정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는

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이다. 연구기간은 2016년 3월 25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은 교수자의 입장에

일부터 6월 3일까지이며, 구성원들과 주 1회 총 10주간

서 예비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한다는 점에 초

의 만남을 통하여 ‘과학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토

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론을 진행하였다. 필요한 경우 심층면담을 통해 부족한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예비과학교사들이 각 학

내용을 보완해나갔으며 현상 관계의 본질을 보다 심층

년별로 어떠한 삶과 교육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식인 근거이론을

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탐색적 접근이 미흡

도입하였다.

한 실정으로 이는 연구되어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Session 2-3 과학영재교육

11:30-12:30, 7월 29일(금) / 진수당 가인홀

교육 대상자 선발 시 일정비율을 두어 함께 선발되는 경

소외영재를 배려한
과학영재교육프로그램의 평가준거 개발

우가 많고, 일반학생과 함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소외영재를 배려한 교육적 장치가 프로
그램 설계단계에서부터 미리 계획될 필요가 있다.

성민진, 신동희
이화여자대학교

to.minjinsung@gmail.com

프로그램평가, 영재, 과학영재, 소외영재를 키워드로
한 문헌연구를 통해 과학영재교육프로그램의 1차적 평
가준거를 개발한 후, 영재교육 전문가 집단의 설문지 조

본 연구는 과학영재대상 단일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사와 추가적인 문헌연구를 통해 평가준거를 수정 및 보

준거를 개발하되, 평가준거가 소외영재를 배려할 수 있

완하여 평가준거를 개발하였다. 준거의 개발 결과는 다

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적 차원의 영재교육 도입

음과 같다. 교수학습설계, 프로그램 내용, 인지적 특성,

기(2003~2007)와 발전기(2008~2012) 동안 국내의 영

정의적 특성, 학생 평가의 다섯 개 대분류가 도출되었

재교육은 양적증가와 하드웨어적 체제의 기틀이 마련되

고, 하위에 2~4개의 소분류를 두어 총 16개의 영역을

었고,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13~17)｣이 시행중

이루었다. 소분류는 일반영재와 소외영재의 학습 특성

인 정착기인 현재에는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을

을 고려하여 각 소분류 당 1~3개의 평가문항이 제작되

위한 프로그램 평가준거의 개발이 필요하다. 소외는 특

었다. 개발된 평가준거를 통해 교사가 과학영재 교육프

정 집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적은 비율

로그램으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프로그램을 수정⋅

로 선발되는 현상으로, 과학영재대상에서의 소외영재는

보완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교실에서 소외영재들이 소

소외계층 영재, 여성 영재, 미성취 영재가 있으며, 이들

외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계획 할 수 있도록

은 일반영재와 구분되는 학습특성을 가진다. 일반 영재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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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2-4 과학학습평가

11:30-12:30, 7월 29일(금) / 진수당 가인홀

연구는 Messick의 타당도와 3차원평정척도라쉬모델을

Messick의 타당도 관점과 3차원평정척도
라쉬모델을 활용한 환경태도 및 생태행동
검사도구 번역본의 타당도 탐색
이상의1, Arif Rachmatullah1, 이준기2, 하민수1
1

2

강원대학교, 전북대학교

sangeui@bioteacher.me

이용하여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Kaiser et al.(1999)
의 28문항을 번역하여 중·고등학생, 대학생, 과학교사,
생태운동가 568명에게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Messick
의 타당도 관점 중에서 실제에 기초한 타당도, 내적구조
에 기초한 타당도, 일반화에 기초한 타당도, 외적준거에
기초한 타당도의 4가지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또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역시 확인하였다. 그 결과 4가지 타당도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으로 학생들의 환경태도

관점 모두 기준에 만족하는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 발표

및 생태를 위한 행동을 측정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에서는 검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소개하고, 번역

이 연구는 환경태도 및 생태행동을 측정하는 Kaiser et

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수행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

al.(1999)의 환경태도 및 생태행동 검사도구를 번역하고

에 대해서 소개한다.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이

• Session 2-5 과학교육과정

11:30-12:30, 7월 29일(금) / 진수당 가인홀

하위 요소에 편중되어 나타났다. 둘째, 출판사별로 분석

2009 개정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에
반영된 과학의 본성 분석

한 결과 출판사에 따라서 4가지 과학의 본성 범주의 비
율이 조금씩 달랐으나 전체적으로 과학의 본성 요소의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셋째, 단원별로 분석한 결과

박율리, 우애자
이화여자대학교

pyl416@nate.com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Ⅰ.과학이란?’ 단원의 경우 범주
Ⅰ의 비율이 Ⅰ단원을 제외한 평균의 약 0.5배이고 범주
Ⅳ의 비율은 약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단원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과학 교과서에서 다양한 과학의 본성을 얼마나 균형 있게

Ⅰ단원조차도 다양한 과학의 본성 요소를 균형 있게 포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9 개정 중학

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단원에서는

교 1학년 과학 교과서 9종 중 4종의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

단원별로 다루어지는 내용에 따라 각 범주의 비율이 조

로 선정하여 이영희(2013)가 개발한 4가지 범주의 과학의

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넷째, 과학 영역별로 분석한 결

본성 틀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4가지 과학의 본성 범주

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영역의 4가지 과학의 본성

는 Ⅰ. 과학 지식의 본성, Ⅱ. 과학 탐구의 본성, Ⅲ. 과학

범주의 비율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생명 영역의

적 사고의 본성, Ⅳ.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관계적 본성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범주Ⅳ의 비율

이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 낮게 나타났다.

첫째, 4가지 과학의 본성 범주별로 분석한 결과 2009 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을 올바르

정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에는 범주Ⅰ의 비율이

게 이해하기 위하여 향후 교과서 개발 시 교과서에 다양

52.4%, 범주Ⅱ의 비율이 30.1%로 나타났으며, 범주Ⅲ과

한 과학의 본성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범주Ⅳ는 각각 9.6%와 7.9%로 범주Ⅰ과 범주Ⅱ에 비해

시사한다. 또한 과학 교사들이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수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또한 4가지 과학의 본성 범주의

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하위 요소가 균형 있게 나타나지 않고 각 범주별로 특정

을 것이다.
과학교사교육의 재조명 | N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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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맞게 개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초⋅

생물 종 복원을 테마로 한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등용과 심화용 교재는 e-book으로도 제작되어 현장
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stork.or.kr)에서 무료로

차희영1, 박혜민2, 박시룡1, 박세근3, 정선영1,
Ganchimeg Gantumur1
1

2

3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호서고등학교

hycha@knue.ac.kr

제공하고 있다.
※ 이 연구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15년도 과학문화 민간
활동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생물종 다양성 및 종 복원에 대한 이
해를 돕고, 과학자적 탐구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대상들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한국교원대학교 황새
생태연구원에서 1996년부터 복원 중인 멸종위기종 1급
이자 천연기념물 제 119호인 ‘황새’를 생태교육 프로그
램의 주요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약 20년 동안의 황새
복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종 복원을 테마

몽골과 한국의 과학교육과정 중
지구과학과 지리학(geography)의
내용 비교
Ganchimeg Gantumur, 차희영, 임미리
한국교원대학교

hycha@knue.ac.kr

로 한 생태교육 프로그램 시리즈를 개발하였다. 프로그

이 연구는 최근에 국가 과학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시행을

램 개발은 복원 연구를 수행 중인 과학자와 과학교육연

하고 있는 몽골의 지리학 교육과정과 한국의 지구과학 교

구 및 과학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자가 모두 참여하

육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몽골의 과학 교육과정 개

여 3년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영유아용, 초⋅

선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수

중등용, 심화용의 세 가지 버전으로 개발되었다. 영유

행되었다. 몽골의 중등 과학 교육과정에는 ‘지구과학’이

아용의 경우 자연과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황새’를 통

라는 교과목은 따로 없으며, 한국의 지구과학 교과 및 지

해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식의 4가지 교육

리학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지리학(geography)”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초⋅중등용의 경우 학교 현

라는 교과목 속에 과학교육과정의 일부로 편성되어 있

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융합 및 탐구 형식으로 9개의

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지구과학과 지리학 교과목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또한 심화용의 경우 복원된 황

각각 과학과 사회 교과 내에 각각 따로 포함되어 있으므

새가 방사된 이후의 내용까지 다루는 등 최신의 연구 내

로 지구과학은 과학 시간에, 지리학은 사회과 시간에 배

용을 반영하여 5개의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개발된

운다. 지리학(geography)이라는 용어는 ‘지구’라는 뜻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생태탐구교실은 199명의 영유아,

‘geo’와 ‘기술하다’의 ‘graphy’가 결합한 것이다. 지리학

756명의 초⋅중등 학생들, 그리고 242명의 교사들을 대

은 자연과학(nature science)과 인문사회학(social sci-

상으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상시적으로 실

ence)의 개념을 모두 적용하는 융합을 기반으로 둔 학문

시되었다. 영유아의 경우 설문지의 직접적인 투입이 어

이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

려워 매 수업 말미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다(김영훈. 2014). 연구 방법은 비교분석법으로 양국의

시하여 수업의 만족도 평균 4.63점(5점 만점), 복원에

지구과학과 지리학 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대한 중요성 인식 전달 평균 4.69점을 받았으며, 초⋅중

다. 양국의 교육과정 비교⋅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등 학생들의 경우 수업의 만족도 평균 4.84점, 복원에

현재 몽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리학 교육과정과 한국

대한 중요성 인식 전달 평균 4.88점을 받았다. 또한 현

의 2015년 개정 지구과학 교육과정이다. 내용 분석을 위

직교사들의 경우 수업의 만족도 평균 4.86점, 주변에 추

해서는 분석틀을 새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몽골의 지

천할 의향 평균 4.82점, 복원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전달

리학 교육과정을 모두 한국어로 번역한 뒤, 분석은 과학

평균 4.81점을 받아 각 대상별 프로그램이 이 연구의 목

교육전문가 1인, 과학교육전공 박사과정 1인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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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함께 수행하여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학적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몽골은 자연지리학 내용 뿐만 아니라 사회지리학 내용

측면에서 영국의 Combined Science-Synergy는 교육과

도 과학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의

정에 각 과학 분야의 기본적인 개념들뿐만 아니라, ‘다이

10학년(고등학교 1학년)에는 한국의 과학교육과정 내용

어트’와 ‘스트레스’, ‘임신과 불임’, ‘전력과 가정용 전자

상의 지구과학 내용을, 11학년(고등학교 2학년)에는 사

기기’, ‘메인 케이블’ 등과 같이 학생들이 생활에서 접할

회지리학 내용을, 12학년(고등학교 3학년)에는 환경 관

수 있는 다양하고 친숙한 소재들을 교육내용으로 제시

련 내용을 각각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하고 있었다. 두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내용의 과학 분

과학과의 다른 과목별 비교 분석도 수행되어 자료가 보

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내

층된다면, 결과들의 몽골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시사

용들 거의 대부분은 설명을 위해 적어도 2개 이상의 과

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 분야가 함께 제시되고 있었는데, Combined ScienceSynergy에서만 물리, 화학, 생물 각 한 가지 과학 분야
만 확인되는 하위 영역들이 확인되었다. 2015 개정 통합

우리나라와 영국의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비교 분석

과학 교육과정의 경우, 핵심개념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물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확인되었으며, Combined
Science-Synergy에서는 물리뿐만 아니라 지구과학 분

김남희, 심규철
공주대학교

skcshim@kongju.ac.kr

야 역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고려
했을 때, 2015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은 그 성격을 고
려하여 학생들에게 통합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통합과학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판

얻고자 하여 우리나라와 영국의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교육

단이 가능하다. 또한 영국 통합과학 교육과정과의 비교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의 2015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역시 학생들이 친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과 영국의 교과목 중 통합과학과

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통합과학 교육 소재를

유사한 성격을 가진 AQA-GCSE-Combined Scigence-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Synergy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
로 각 교육과정의 체계, 교육내용, 교육내용의 과학 분
야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각 교육과정의 체제를 살펴
보면, 2015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은 4개 영역, 9개 핵

초등학교 과학교과서에 제시된 읽기자료
텍스트의 의미 구조적 특성 분석

심개념으로 이뤄져 있으며, Combined Science-Synergy
는 8개 영역, 2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교육
과정의 교육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원소의 주기성’,
‘물질의 순환’, ‘생명의 진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같

이현정, 박강은, 백남권, 조태호, 박종호
진주교육대학교

iphj90@naver.com

이 2015 개정 통합과학 교육과정과 Combined Science-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는 독자인 학생들의 특성

Synergy 모두에서 나타난 교육내용들이 있었던 반면,

을 면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인지적으로 성

한 쪽에서만 나타나는 교육내용들 역시 확인되었다.

장하는 폭과 속도가 성인보다 크다 점을 생각할 때 대상

2015 개정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연령대의 독자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텍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과목 자체가 초⋅중학교 과학과

스트는 독자의 이해에 따라 조금씩 다른 구조로 재생산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 선택 과목들과

되거나 의사소통에 사용된다. 특히 과학은 사실을 기억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것에 반해, 영

하고 자연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

국의 Combined Science-Synergy는 과학이 모든 학생

현상을 설명하고 복잡한 설명을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들에게 의미가 있으며, 학생들은 일정 수준의 적절한 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지
과학교사교육의 재조명 | 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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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어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과학적 의사

하며 각각의 텍스트 구조는 담화의 대상인 독자와 연관

소통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과학 개념을 연

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결 짓는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때 학생들에게 제시

3, 4, 5, 6학년 과학교과서에 수록된 읽기자료인 ‘과학이

되는 텍스트는 내용 속에 표현된 개념이 학는 역할도 중

야기’를 텍스트의 구성 요소들의 의미 관계를 분석하여

요하지만 텍스트의 내재된 논리적 구조 또한 합리적 판

과학 텍스트로서의 의미의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단을 위한 추론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다. 이를 통해 텍스트 의미구조의 특성이 학생들의 과

국정 교과서인 초등학교 과학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는

학적 의사소통과정에 주는 교육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각 학년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교육에서의 대

하며, 앞으로 과학교과서에 수록될 텍스트뿐만 아니라

표적인 텍스트라 할 수 있다. 학년별로 수록된 텍스트는

과학교육을 위한 아동용 독서 자료를 위계화 할 수 있는

특정 연령대의 독자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선택되어야

기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Session 2-6 통합과학교육

11:30-12:30, 7월 29일(금) / 진수당 가인홀

과학적 사고뿐 만아니라 공학적 사고와 예술적 요소에

새의 부리와 식충식물의 생김새를 융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대하여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2016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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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가진 해결책을 이용하여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는 생체 모방은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좋
은 방법 중 하나이다.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해결 방법을
응용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창의적인 아
이디어를 생성해내는 생체모방은 학생들에게 자연에 대
한 탐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동물과 식물의 생김새를 융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어류의 부레와 물배추의
생김새를 중심으로
양지혜1, 김덕호2, 홍승호3
1

2

3

중문초등학교, 제주중앙초등학교, 제주대학교

shong@jejunu.ac.kr

이를 응용한 공학적 설계 활동을 진행 할 수 있다.

생체 모방은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좋은 소재 중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군에서 제시된 ‘동물의

하나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 단원과 ‘식물의 생활’ 단원에서 비슷한 생김새를

자연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해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가진 소재를 추출하였다. 새가 먹이를 잘 집기 위한 부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

의 모습과, 식충식물이 곤충을 잘 포획하기 위한 생김새

은 과학적 탐구활동과 공학적 설계활동을 접할 수 있다.

를 살펴보며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사는 곳에 따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 군에서 제시된 ‘동물

생활 방식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동물과 식

의 생활’ 단원과 ‘식물의 생활’ 단원에서 물 위에 뜨기 위

물의 생김새를 살펴보며 이들의 공통점을 찾고 생물들

한 생김새에 대한 소재를 추출하였다. 어류가 물 속에서

이 효과적으로 물체를 잡기 위해 어떻게 적응하였는지

뜨거나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하는 부레의 모습과, 물배추

살펴보며 일상생활 속에서 먹이포획을 위한 기구를 고

가 물 위에 잘 뜨기 위한 생김새를 살펴보며 사는 곳에

안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따른 생활 방식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생물

동식물 사례를 살펴보며 관찰과 분류의 탐구능력을 기

들이 효과적으로 물 위에 떠서 생활하기 위해 사용되는

를 수 있으며, 소집단 내에서 문제해결을 하며 의사소통

기관을 적용하여 물 위에 뜨거나 가라앉는, 부력을 조절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또한 생체모방 활동을 통하여

할 수 있는 튜브를 고안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업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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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을 활용하여 튜브를 제작하도록 한다. 업사이클링은

최근 우리나라 지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물건의 일부를 사용하여 새로운

진에 대한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만연하여 지진 안전 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버려지는 자원이나 쓸모

육이나 인식 전환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진

없는 제품을 더 좋은 품질 또는 더 높은 환경가치가 있는

학습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상체험이나 웹기반

제품으로 만드는 이 과정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

멀티미디어 영재교육이 개발·적용한 연구가 있으나 초

한 방법이다. 실용적이며 변화성을 가지고 있고, 친환경

등과학 교육과정에서는 탐구 중심 과학 학습 자료가 거

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친

의 개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환경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동식물 사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진에 잘 견

례를 살펴보며 관찰과 분류의 기초탐구능력을 기르며,

디는 구조물을 설계 및 제작하도록 하는 STEAM 프로그

소집단 내에서의 토의 활동을 통하여 의사소통능력과

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초등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

배려심 및 협동심을 기른다.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바

력, 과학탐구능력 및 과학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탕으로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통하여 융합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내진 설계를 주제로 한 STEAM

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프로그램을 4학년 학생에게 적용한 결과, 창의적 문제해

※ 본 연구는 2016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

결력, 과학탐구능력 및 과학적 태도에서 사전 검사보다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하지만 학업성취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학업성취도 문항의 변별력이 떨어져 비교반 학생

내진 설계 STEAM 프로그램 개발
적용 효과

들도 고득점을 맞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내진 설계를 학습 소재로 활용한 STEAM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지진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킴은

김덕호1, 김맹범2, 홍승호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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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2-7 기타

물론 창의적 문제해결력, 과학탐구능력 및 과학적 태도
향상에 효과를 나타내어 앞으로 이에 대한 꾸준한
STEAM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11:30-12:30, 7월 29일(금) / 진수당 가인홀

만 아니라 글로 된 설명이나 삽화가 제공하는 것 이상의

국제 과학관의 천체 전시물 비교 연구:
전시특성 및 전시내용에 반영된 지구과학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김수경, 최승언, 김찬종
서울대학교

tnrud0227@snu.ac.kr

경험을 줄 수 있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가치 있는 경
험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관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해서는 천체 관련 전시물의 교육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체 전시물의 효과적인 전시특성
을 살펴보고 그 내용이 학교교육기관과 어떻게 상호보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 미국, 일본

천문학 분야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탐구하고자하는 욕구

세 나라의 유명 과학관을 선정한 뒤 그곳에 전시된 천문

가 매우 높은 분야이나 교실 수업이라는 제약이 있어 학

학 관련 전시물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때 고려되었던

습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에 대한 대

전시의 특징은 전시 기술과 매체, 전시 표현, 활동유형과

안으로 등장한 과학관은 교실 수업과 상호 보완적인 역

같은 것들이다. 또한 전시의 내용과 형태에서 과학교육

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

과정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

다. 과학관은 학습자에게 직접적인 체험을 제공해줄 뿐

다. 분석 기준으로 사용한 교육과정분석틀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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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 수준의 과학교육과정과 미국의 국가과학교
육기준(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을 근거
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체험형이며 직접적인 활동
을 유도하는 전시물일수록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이는 전시 형태가 학습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천체전시물의 내용은 비교적
과학교육과정과 잘 연계되어 있었는데, 이는 과학관이
단순한 체험의 장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바람직한 전시 및 교육
의 방향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 = = | NNQ

WORKSHOP
워크숍

WORKSHOP
• Workshop 1

16:10-17:10, 7월 28일(목) / 제1과학관 401호

나의 거꾸로 교실

푸른 꿈을 안고 첫 발령지인 방학중학교에 갔다. 학교
와 주변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집이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

조은호

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기에 계속 아파트에서 살아왔던

광주월계중학교

blueceh@nate.com

나에게는 충격이었다. 학교 인근에 아파트가 한 채도 보
이지 않았고 5층 건물도 눈에 띠지 않았다. 벽이 무너져
서 비닐로 막아놓은 빌라가 학교 정문 앞에 있었다. 이

Ⅰ. 들어가며

광경을 보고 이 곳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

1. 나의 학창시절

럴 수 없었다. 첫해 2학년 담임에 20시수, 2,3학년 사안,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과의 마찰로 공부에서 손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담당, 학생자치, 지구별 생활지도

놓고 놀기만 했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

부장 회의 총무, 주인 없는 공문의 주인으로 2학년 교실

은 당연한 결과. 그래서 체육과로 진로를 잡고 도전했지

과 생활지도부실은 학교의 끝에서 끝.. 2,3학년 선도위

만 한 번에 합격을 하지는 못했다. 재수해서 경희대학교

원회 16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0회, 학생자치 행

체육학부에 입학하였다. 나름 운동을 좋아하고 잘한다

사5회 기획, 지구별 회의 분기별 2회, 도저히 학급운영

고 생각해서 체육과로 진학을 했지만 학교 분위기에 적

과 수업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스트레스는 쌓이

응하지 못해서 군대를 다녀와서 자퇴를 했다. 그러고 나

고 결국 술에 의지해 신세 한탄을 하며 첫해를 보냈다.

서 다시 수능 준비를 했다. 20대 중반에 공부를 하니 고

임용 2년차 때는 생활지도부를 탈출해 보겠다며 발악을

등학교 때는 이해가 가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

했지만 실패했지만 다행히 가르치던 아이들을 데리고 3

면서 성적이 급상승하여 한의대를 목표로 하게 되었다.

학년 담임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과학부장님이 또 생활

그러나 막판에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서 놀기 시작하면

지도부니 업무가 많을 것이라며 시수를 줄여주셨다. 그

서 또 떨어지고 결국 4번째 수능에서 한국교원대학교 생

래서 야근 시간이 조금 줄었다. 역시나 학급운영과 수업

물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시 이곳에서도

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첫해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기 시작했고 내 공부

두 번째 해를 보내면서 교직에 대한 회의가 들었고 이런

방식과 대학에서 원하는 방식이 맞지 않아서 좋은 학점

것이 교직사회라면 그만 두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

을 받지 못했다. 임용시험도 마찬가지였다. 생물 임용시

도 들었다. 그러는 사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시

험의 내용은 깊고도 방대하였고 그 내용을 다 머릿속에

도간 교류를 통해 광주로 내려오게 되었고 광주에 내려온

넣는 단순 암기식의 공부는 너무나 싫었다. 그래도 다른

첫해 2014년도에 너무나 늘어난 여유 시간에 어찌할 바를

길을 또 가기에는 나이도 차고 힘이 들었기에 어떻게든

모르다가 처음으로 학습지라는 것을 만들어 보게 되었다.

해보겠다면서 임용시험을 분석했고 다들 어려워서 도전

처음으로 학습지도 만들고 수업에 대하여 고민을 했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공통과학을 준비하는 것이 나의

으나 서울에서 수업할 때나 광주에서 수업할 때나 수업

공부방법과 맞겠다고 생각되어서 공통과학으로 시험 준

분위기는 똑같았다. 평소 수업에서는 반 정도 되는 학생

비를 했다. 그러나 첫해3차 시험에서 낙방... 두 번째 해

들이 잠을 잤고 각 반에 5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딴

공통과학 전국TO 0명... 세 번째 해 공통과학 전국TO 5

짓을 했다.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내가 수업에 대해 고

명.... 운이 좋았는지 전국TO 5명인 세 번째 해에 서울로

민을 했으니 아이들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지

임용이 되었다.

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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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꾸로 교실과 만나다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 2015년 3월에 방송된 KBS 다
큐멘터리 ‘교육혁신 프로젝트 거꾸로 교실의 마법 1000
개의 교실’을 보게 되었다.

Sams는 운동부 학생들의 수업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수업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운동부 학생들의 성취
도가 높아지면서 일반 수업에도 적용을 하게 되면서
Flipped classroom이라는 수업 형태를 만들게 되었다.
이 것을 거꾸로 교실의 초기 형태라고 한다. 수업 영
상을 집에서 보고 기존의 과제(학습지, 문제풀이, 단원
평가 등)들을 교실에서 하는 것이다. 존 버그만과 애론
샘즈는 초기 거꾸로 교실 모델에서 거꾸로 완전학습, 한
걸음 더 나아간 거꾸로 배움으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우연히 보게 된 방송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다큐멘터
리에 나온 선생님들의 원래 교실은 나의 교실과 다르지
않았고 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다. 그리고 거꾸로
교실을 적용한 후 첫 시간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었
고 한학기가 끝나갈 때 학생, 학부모의 인터뷰 내용을 보
면서 눈물이 났다. 내 교실도 이런 변화를 가져오고 싶었
다. 다큐멘터리라서 연출된 모습이라도 좋았다. 지푸라
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변화라도 만들어 보고 싶었

그러면서 존 버그만은 ‘비어진 교실에 학생들과 마주
하는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다. 그래서 2015년 1학기 동안 거꾸로 교실에 대해서 시
간이 날 때마다 찾아보았으나 미래교실네트워크 홈페이
지에 가입을 해도 볼 수 있는 자료는 한정되어 있었고
과학과 자료를 찾기는 불가능 했다.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던 중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게 되었고 그 곳에서
교원대 생물교육과 선배이자 거꾸로 교실을 하고 있는
김광호 선생님으로부터 거꾸로 교실을 배우게 되었고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

2.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가. Ken Robinson
교육학자 Ken Robinson
은 TED 강연에서 ‘타고난
아이의 창의력을 학교가 죽
인다.’는 주제로 이야기 했
다. 그의 말에 따르면 대다
수의 선진국은 19세기 중반

Ⅱ. 거꾸로 교실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1. 거꾸로 교실이란

에야 대규모의 공교육제도
를 만들었는데 이런 제도의

거꾸로 교실은2000년대 초반 대학에서 먼저 이루어지

발전은 산업혁명에 따른 노

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7년 미국 Woodland Park High

동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측면이 커서 대량 생산의

School의 화학교사인 Jonathan Bergmann과 Aaron

원칙에 따라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의 표준화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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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제도를 더 효율적이고 책무성 높게 만드는 방향
으로 초점만 바꾼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그때의 학교교
육이 유지 되는 것은 통제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한다. 강
연의 핵심은 아이들은 무한한 천부적 재능을 갖고 태어
났으나 교육을 마칠 무렵이면 그 재능에서 멀어지는 사
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이 뛰어난 재능
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학교에서 자신이 소질을 보였던
일이 시시하거나 쓸데없는 일로 무시 받았던 탓에 그런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교육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시행되고 있는, 시험으로 평가하

퓨터를 줬을 뿐인데 아이들은 스스로 컴퓨터 사용법을

는 ‘표준화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떤 아이라도

익히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었다. 아

외면하지 않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안한다.

이들은 스스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다. 그래서 큰 질문(Big question)을 중심으로 한 프로

나. Sugata Mitra

젝트식의 수업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스스로 배움을
인도계 영국인 교육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교사는 학생들을 지지해 주는 역할

공학자 Sugata Mitra

을 하면 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모든 아이들

교수는 ‘우리가 아는 학

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School in the

교는 더 이상 쓸모가 없

cloud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한다.

다.’하고 말한다. 이 뜻
은 학교 체계가 제대로

다. Salman Khan

돌아가지 않는 다고 말

Salman Khan은 교

한 것은 아니다. 오히

육학자는 아니다. 미국

려 학교는 잘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학교가 미래 인재를

의 헤지펀드 매니저였

양성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가타 미트라

다. 사촌의 결혼식에

교수는 학교 교육이 300년 전 대영제국 시대에 만들어졌

갔다가 사촌동생이 수

다고 얘기한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학에서 낙제점을 받고

세계적인 컴퓨터를 만들었고 이 시스템은 우리가 관료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

주의적 행정 기계라고 하는 것으로 학교는 관료주의적

고 수학을 알려주기로

행정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부품을 만드는 곳이다. 모

했다. 그런데 뉴올리언

든 기록을 손으로 써야했기 때문에 글을 잘 써야했고 읽

스와 보스턴이라는 지

을 줄 알아야 했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야 다

리적인 차이 때문에 직접 가르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른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보내도 바로 일할 수 있기 때

찍어서 유투브에 올려서 볼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문이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사람들은 손으로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딱히 개인적인 영상

글을 잘 쓸 필요가 없고 계산을 잘 할 필요가 없어졌다.

으로 열람제한을 할 이유가 없었기에 모두가 볼 수 있도

앞으로는 어떤 일자리가 나올지 모른다.

록 영상을 올렸더니 사촌 동생 이외의 다른 많은 사람들

수가타미트라 교수는 Hole in the wall 이라는 일련의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그저 벽을 뚫고 컴

이 그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칸 아카데미는 시작되었다. 유투브에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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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10분에 맞추게 되었는데 이것
은 행운이었다. 교육 이론가들은 이미 오래전 10분에서
18분이 학생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라는 점을 밝
혀냈던 것이다. 또한 개인 자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영
상 장비를 최저 사양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검은
색 전자칠판 배경에 글씨와 목소리만 들어가게 영상을
제작하였다. 비용의 문제 때문에 이 또한 동영상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간은 얼굴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있다. 그래서 개념을 처음 접하는 시점에는 교사의
얼굴이 수업을 강력하게 방해한다. 그렇다고 교사와 학
생이 공유하는 직접 대면의 시간에도 얼굴을 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직접 대면의 시간에는 교사가 표정
을 통해 공감과 인정, 관심의 수많은 뉘앙스를 전달해 주
어야 한다. 아이들은 모두 각자 배움의 속도가 다르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영상은 언제 어느 때고 아이들이 원

3. 미래사회의 변화

할 때 접근 가능하고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미래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라고 한다. 지식기반 사회

살만 칸은 처음에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한 것은

는 지식자체가 아니라 지식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아니었으나 자신이 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것을 알게 되었고 칸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되었다. 칸 아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카데미는 이제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빌 게이츠가 그의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The partnership for 21st

아들과 즐겨 본다고 해서 더욱 유명해졌다. 그러면서 칸

century learning에서 P21 Framework를 발표했고 그

은 ‘한세상 학교(The One World Schoolhouse)’ 개념으로

내용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었다.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길 바라고 있다.
라. Learning Pyramid
미국의 응용 행동과학 국립 교육연구소인 National
Training Laboratories는 어떤 수업 방식이 학습자가 더
오래, 많이 기억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
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2주 후 시험을
통해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연구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능동적인 수업방식이 수동적인 수업방식보다
훨씬 성취도가 높았다. 각각의 수업형태로 비교해 보면
수동적 수업방식인 강의식 수업이 5%, 읽기가 10%, 동
영상이 20%, 시험이 30%정도 기억하고 있었다. 반면 참
여형 수업방식인 그룹 토의 50%, 직접 수행 75%, 서로
가르치기가 90%정도 기억하고 있었다. 이렇듯 수동적인

위 표에P21에서 정한 21세기 배움과 혁신을 위한 기술

수업 방식보다는 능동적이고 직접 참여하는 수업이 학

4가지를 정의하였다. 4Cs라고 하는 비판적 사고력, 의사

생들이 배운 내용을 더 오래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게

소통능력, 협업능력, 창의성이다. 이 4가지를 미래사회

한다는 것이다.

를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능력이라 말한다.

= = = = | NOM

WORKSHOP(워크숍)

21세기 핵심역량(21st century skills : 4Cs)
1)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 주어진 지식
을 기계적으로 암기하거나 수동적으로 받아들이
지 않고 지식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타당성을
갖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
2)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3) 협업능력(Collaboration) : 다른 사람과 협동하여
고동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
4) 창의성(Creativity) :기존의 지식을 응용하여 실
제현실에 응용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한 자기 신뢰가 결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교
육혁신은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5. 거꾸로 교실이란
거꾸로 교실은 핵심적인 교과지식과 내용을 교사가
사전에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 전에 미리
보고 오도록 하고, 수업시간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
중심으로 바꿈으로써 교실수업을 교사중심에서 학생중
심으로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교실수업
의 중심이었던 교사의 강의가 동영상을 통해 교실 밖으
로 이동함으로써 교실수업 구조가 전면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 핵심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먼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
기 위해서는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에서 학생활동 중심
으로 지식의 습득에서 역량 중심으로 획일적이고 통제
적인 방식에서 개별화 교육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변
화해 나가야 한다.

4. 한국교육의 현실
2012년 PISA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4개국 중에서 수학 1위, 읽기 1~2위, 과학 2~4
위,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65개국 중에서 수학
3~5위, 읽기 3~5위, 과학 5~8위로 최상위 성취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학교에서 행복하다’라는 문항은
전체 조사국가 중 최하위, ‘나는 내가 다니는 학교에 만
족한다.’는 마카오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
편, ‘나는 학교에서 친구를 쉽게 사귄다.’는 문항 역시 최
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은 것은 비단 학생뿐만 아니다.
TALIS-OECDs 국제비교조사는 가르치는 일에 대한 한
국교사들의 매우 낮은 자기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은 설문조사에

위 표는 블룸의 교육목표분류표이다. 지식, 이해, 적

참여한 23개의 조사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용, 분석, 종합, 평가가 수업 중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

교사로서 자기효능감이 낮다는 것은 교사의 주요한 업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실에서는 수업

무인 수업에 대한 효과성과 의미, 학생에 대한 영향력,

시간 중 지식을 전달하고 이해를 확인하는데 거의 모든

학생의 성장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수활동에 대

시간을 보내고 적용, 분석, 종합, 평가를 과제로 내주는
과학교사교육의 재조명 | NON

2016 한국과학교육학회 제70차 정기총회 및 하계학술대회 | 워크숍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졌고 지식과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먼저, 동영상 강의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던 교사의

학생들은 과제를 어려워하게 되고 그 과목에서 낮은 점

강의를 교실 밖으로 옮기기 위한 기본전제 조건이다. 학

수를 받게 되며 포기를 하게 된다. 반면에 거꾸로 교실에

생들이 미리보고 와야 하는 강의는 교사가 직접 제작하

서는 지식과 이해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여 올리는 방법도 있고, 기존의 교육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전에 제시하고 수업시간에는 지식을 적용하고 분석하

방법도 있다. 그러나 교사가 직접 제작하는 것이 학생과

며 종합하는 형태의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모

의 상호작용, 교실수업으로의 연계 구상에서 더 이점이

둠 내에서 아이디어를 모아 해결하거나 교사가 도와줄

있을 수 있다.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학습자 활동 기반 학습은 학생들의 학습을

거꾸로 교실은 다양한 교육적 이론과 실험을 반영하

교사의 강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배움

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사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조

의 과정에 참여하하게 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

했던 Dewey의 이론을 들 수 있다. 듀이는 학교는 내용중

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

심이 아니라 학생 활동 중심이어야 하고, 교사중심이 아

육은 교사가 강의할 때 보다 학생들의 배움의 효과가 극

닌 아동 중심적 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거

대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교사는 일방적으로 강의

꾸로 교실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역할과 수업의 구조와

만하고 수업을 끝냄으로써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났는

매우 근접한다.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

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거꾸로 교실은 교사가

요성과 협력 학습을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후 학

학습조력자로 개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습자중심교육과 아동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개별화된 수

보다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고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

업은 모든 학생들의 다양성을 배려하고 학습자가 직접

이 생기게 된다.

수업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학습효과도 훨씬 뛰어나

또한 학습자 중심교육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팀별 협

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이상적인 수업으로 간주

업작업과 또래학습 등이 가능해지고 학습자들이 주체적

되어 왔다.

으로 수업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4C가

그러나 개별화된 수업은 이상적이지만 그동안 학교교
육에서는 이상적인 담론에 불과했다. 주어진 교육과정

자연스럽게 교실수업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한
다는 의의가 있다.

을 다양한 학습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실
에서 가르쳐야 하는 현실로 인해 수업을 중간 수준에 맞

Ⅲ. 거꾸로 교실의 실제

추어서 진행하는 방식이 매우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학
생간 편차를 고려하거나 개별적인 지도를 하기가 어려
웠다. 이러한 수업환경에서 학업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1. 거꾸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가. 스피드 퀴즈

은 수업이 지루하거나 별 의미가 없었고, 학업속도가 느

가장 간단히 모둠협력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처

린 아이들은 수업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교실에서 방

음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기본 학습지를 활용하고 정리

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
준별 수업이 이루어 졌지만 이에 대한 효과성과 의미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거꾸로 교실은 이러한 현실
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혁신모델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교사의 일방적
인 강의가 사라지고 그 시간을 다양한 학습수준을 지닌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학습지 등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모둠에서 학습을
한다.
② 모둠에서 오늘 배운 내용 중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개념10가지를 이면지에 적고 같이 공부한다.
③ 모둠별로 나와 스피드 퀴즈를 진행한다.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개별지도나 또래학습, 개별적인
심화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교실에서는 동영상 제작을 위한 교육 테크놀
로지와 학생 활동 중심학습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 = = = | N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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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먼저 풀어온 순서대로 교사가 확인을 하고 통과한
학생에게 3급정교사 자격증(또래교사 자격증)을 주고 칠
판에 이름을 쓴다.
③ 3급정교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가서 설명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④ 도움 받은 학생은 교사에게 확인을 받고 통과하면
자신을 알려준 친구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화살
표로 연결한 후 화살표 위에 배운 내용을 쓴다.
⑤ 활동이 끝난 후 칠판에 그려진 배움 지도를 보고
나. 광고지 만들고 사고팔기
활용하기 부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시는

학생들이 설명을 들은 부분을 유목화 하여 설명해보게
하거나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전기와 우리생활에서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정전기
를 이용한 제품들과 현상들에 대해 조사하여 제품의 광
고지를 적용된 원리를 포함하여 만들고 2남고2가기 활
동을 통하여 서로 설명하며 판매한다.

라. 오징어 다리 떼기
질문 만들기 하브루타를 게임화 하여 적용한 활동이다.
① 오징어의 머리 부분에 단원명 또는 모둠에서 맡은
주제를 쓰고 몸통에는 주제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한다.
② 포스트잇에 문제를 10개 출제하여 다리를 만든다.
③ 공격자와 수비자를 정하고 공격자는 시계방향으로
이동하며 주어진 시간동안 문제를 풀고 다리를 뗀다.
④ 수비자는 공격자가 문제를 풀면 답에 대하여 추가
질문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
다. 배움 지도 그리기
단원 정리하기에 좋은 활동이다. 중단원이나 대단원
이 끝났을 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한다.
① 빨리 끝나는 학생들이 5~10분 사이에 풀어낼 수 있

⑤ 일정한 시간동안 계속 이동하여 모든 모둠을 돌아
자신의 모둠으로 돌아온다.
⑥ 가져온 오징어 다리로 새로운 오징어를 만들고 가
장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잘 꾸며본다.

는 문제를 나누어주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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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꾸로 교실은 선행학습이다.
거꾸로 교실에서 디딤 영상을 선행학습의 일종으로
보거나 인터넷 강의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거꾸로 교
실의 본질과 매우 다르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울 내용을 교사가 제작한 동
영상을 통해 미리 학습 한다고해서 과외나 학원 등 사교
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디딤 영상
은 말 그대로 수업 중 이루어지는 활동을 위한 디딤돌이
될 뿐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은 아니다. 선행학습은 교사가 수업에서 가르쳐야 하
는 내용을 미리 학습하는 것으로 학교교육의 흥미를 가
지고 학습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전제조건으
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다. 강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
거꾸로 교실을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은 거의 한 번
씩은 거치는 단계이다.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해왔었고
학생들도 익숙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받았었기 때문에 교사가 전

Ⅳ. 마치며
1. 거꾸로 교실 Q&A
가. 거꾸로 교실은 스마트 교육의 한 가지이다.
거꾸로 교실은 최근 스마트 교육과 매우 혼용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동영상 제작을 위한 교육 테
크놀로지와 학생 활동 중심학습은 거꾸로 교실을 구성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동영상 제작과 이
를 활용할 수 있는 기기의 존재가 새로운 교실수업을 간
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자체의 동력이 있다고 할 수 있

달해 주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할 뿐 실제 학업성취도는 높아지게 된다.
라. 거꾸로 교실도 수업개선을 위한 수업 기법의 하나
일 뿐이므로 매시간 적용할 수는 없다.
거꾸로 교실은 수업 기법이라기보다는 수업 플랫폼이
라고 봐야한다. 거꾸로 교실로 인해 수업시간을 온전히
학생들의 활동 중심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비
어진 수업을 하브루타, 협동학습, 탐구학습, 액션러닝,

지만, 교육 테크놀로지는 수단적 의미를 지닐 뿐 그 자체

토론수업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학생중심의 배움

가 교육을 바꾸어 주는 기제는 아니다. 거꾸로 교실에서

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스마트 기기는 선택사항일 뿐 필수적인 도구가 아니다.

거꾸로 교실을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디

스마트 기기가 디딤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딤 영상이 핵심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매시간 디딤

의 제약을 줄여줘 거꾸로 교실이 더 잘 이루어 수 있게

영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업 준비에 부담이 많이 된

되어 수업 혁신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하지만 수업 중

다고 얘기하곤 한다. 필요에 따라 디딤 영상 하나도 2~3

에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꾸

차시를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업 후 사후영

로 교실은 스마트 교육과는 다른 개념이다.

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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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거꾸로 교실을 적용하면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진도에 쫓기게 된다.

녔다. 그러나 생활지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런데 거꾸로 교실을 하면서 수업 중 아이들 하나하나와

거꾸로 교실은 강의식 수업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운

개별적으로 시간을 보낼 일이 많아지다 보니 대화도 많

영가능하기 때문에 진도에 영향도 많이 받지 않는다. 한

이 하게 되고 아이들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

예로 내용에 따라 소단원 1~2개나 중단원을 묶어서 한

서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생활지도

번에 디딤 영상을 찍고 3~4차시로 연계된 활동으로 수

도 훨씬 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업을 진행하여 7~8차시의 내용을 반으로 줄여서 진행한

세 번째로 다양한 실제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거

수업도 있다. 남은 시간은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 할 수

꾸로 교실을 하면서 선생님들은 비어진 시간을 어떻게

있는 게임형식의 문제풀이나 액션러닝을 추가로 구성하

채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양

기도 한다.

한 활동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안
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요구가 생기고 먼저 경험했

2. 내가 거꾸로 교실에서 얻은 것들
거꾸로 교실을 통해서 얻은 것 중 가장 큰 것을 꼽으라
고 하면 수업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던 선생님이 나누어 주신다. 그렇게 비주얼씽킹 연수도
받았고, 학급긍정훈육법 연수도 받았다. 그리고 얼마 전
에는 체인지메이커 교육도 받았다.

어떻게 해도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많이 했

네 번째로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거꾸로 교실

었다. 가정과 사회에서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무

을 혼자 했다면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다. 그런데 오프라

기력을 학교에서 일주일에 단 2시간의 수업으로 바꿀 수

인 모임을 통해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란 생각은 해볼 수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만나게 되고 함께 고민하며 길을 찾아가게 되니 쉽게 지

렇지 않다. 처음 시작할 때 살아있는 수업에 대한 목마름

치지 않고 언제나 나를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

으로 시작했고 첫 수업부터 자는 아이들은 없었다. 그런

이 난다.

데 뭔가 항상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이 이 활동을
통해 정말 제대로 알았을까?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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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연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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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hop 2

09:30-10:30, 7월 28일(목) / 제1과학관 411호

카드 게임과 SSEC(Small Scale Electric
Circuit)를 활용한 전기회로
교수학습방안 탐색
이봉우1, 한정욱2
1

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작은 크
기의 소자들을 활용하는 SSEC(Small Scale Electric
Circuit)을 도입하고자 한다.

Ⅱ. 카드게임과 SSEC의 구성

2

단국대학교, (주)소킷

1. 카드 게임지의 구성

Ⅰ. 서 론

카드는 두 종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카드
세트 A는 전지, LED, 저항, 압전스피커, 전동기, 축전기

물리가 어렵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다루어져왔

등 전기회로 소자들을 나타내는 카드이다. 뒷면에는

다. 중⋅고등학생들은 물리가 재미없다고 느끼는 이유

ON-OFF 중 하나로 표시되어 있어 각 소자들이 쌍으로

에 대하여 ‘물리가 어려워서’, ‘물리가 수학과 관련이 있

구성이 되어 있다. 카드 앞면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

어서’, ‘계산과 공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

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캐릭터와 함께, 전기회로 소자들

하였다. 학생들이 물리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물리에서

의 기능과 사용방법들이 적혀 있다.

는 개념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것을 실험, 공식, 계산,
그래프 등의 다른 표현들로 바꾸어 이해해야 하기 때문
이라는 연구도 있었다. 물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수학
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특히 학생들은 물리의 여러 영역 중에서 전자기학과 관
련된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나타낸다. 역학이나 광
학에서는 그 현상들을 쉽게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전자기
학의 경우에는 일부 현상을 제외하고는 그 결과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려움이 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전기에 대한 학습역량을 신
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게임과 전기키트를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게임을 통한 학습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
고 알려져 있다. 다만 게임과 학습을 적절하게 연결시키
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못하
고 있다.
전기회로에 대한 학습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
르기까지 폭넓게 학습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조별활동

두 번째 카드세트 B는 소자카드이다. 소자카드에는 전

이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전기회로에 대한 두려움을 이

지,LED, 축전기, 전동기, 태양전지, 압전스피커, 다이오

겨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교사들

드, 저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자의 그림, 간단한

도 전기회로에 대한 학습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여 교
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실험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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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필요한 경우에는 부호(+, -)가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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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뒤집은 카드가 같은 소자를 나타내지 않으면 다시

2. 미션 카드
미션카드는 소자들을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는 미션
들이 적혀져 있다. 회로에 필요한 소자들과 그 소자를 이
용해서 수행해야 하는 미션과 함께 주의사항 들이 적혀

뒤집어 놓고 우선권은 다른 사람에게도 넘어가 같
은 방법으로 계속 수행한다.
⑥ 모든 카드가 뒤집어졌을 때 가장 많은 카드를 보유
한 사람(팀)이 승리한다.

있다.

3. SSEK
본 연구에서 개발한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전기회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작은 소자들을 이용하고
있다. 활동에 사용하는 소자들은 전지, LED, 스위치, 태
양전지, 저항, 축전기, 전동기 등이다.

2. 카드게임 B: 회로도를 그려라

Ⅲ. 활동 방법
1. 카드게임 A: 전기회로에 사용되는 소자의 특성
이해하기
이 활동은 도입활동으로 카드게임을 수행하면서 그 과
정중에 각 소자들의 특징과 사용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활동은 2명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팀으로 대결을 하는
방법으도로 가능하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소자카드세트 A를 준비한다.
② 모든 소자카드를 섞어 뒤집어 놓는다.
③ 우선권을 지닌 학생이 임의로 카드 2장을 뒤집는다
(하나는 ON, 다른 하나는 OFF)
④ 카드가 같은 소자를 나타내면 그 카드에 적혀 있는
소자의 특징을 이야기한다. (기본적인 내용이 카
드에 적혀 있기 때문에 카드를 잠시 본 후에 카드
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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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회로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로의 구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회로
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지의 여부로 평가할 수 있다.
본 활동에서는 카드세트 B를 이용하여 회로도를 그리게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카드세트 B와 미션카드를 뒤집어 놓는다.
② 미션 카드 1장을 선택한다. (이 미션을 수행하는 회
로도를 그리는 것이 목표다)
③ 카드세트에서 카드를 1장씩 번갈아 선택한다.
④ 미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카드를 선택하였
을 때 종이 위에 카드를 올려놓고 펜으로 회도로를
작성한다.
※ 특별 카드 : 활동에 집중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특
별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예: 교환카드, 만능카
드 등)

WORKSHOP(워크숍)

만들어라
- 태양전지 자동차를 만들어 움직이게 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고안해라.

이 활동에서 가능한 미션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여 불을 밝혀라
- 전구를 병렬로 연결하여 불을 밝혀라
-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여 불을 밝혀라
- 전구를 병렬로 연결하여 불은 밝혀라
- 저항 1개가 연결된 회로를 만들고 저항값을 구하여라
- 직렬 연결한 저항의 합성저항을 구하라
- 병렬 연결한 저항의 합성저항을 구하라
- 태양전지판으로 전동기를 작동시켜라
-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LED 등을 작동
- 태양전지로 콘덴서 충전하라 + 충전된 전기로 불을
켜고, 전동기를 돌려라
- 충전된 전기를 이용하는 야간에 작동되는 LED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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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회로 만들기

1팀으로 구성하여 서로 도와가며 미션을 완수하도록 하
는 것이 좋다.

두번째 카드게임에서 회로도를 그린 이후에 자신이

본 워크숍에서는 개발 중인 ‘카드게임&SSEC’를 직접

작성한 회로도가 정확하게 만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

체험해볼 것입니다. 활동이 끝난 이후에 활동에 대한 의

해서 SSEC를 이용하여 실제 회로를 구성한다. 이때 1인

견(별지)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 (주)

1회로도 가능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2인

소킷에서 개발한 과학키트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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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Exhibition 1.

Exhibition 2.

검지관을 이용한 실험프로그램

안드로이드용 실험어플 사이언스샵 / MBL /

(회사명) ㈜가스테크
(대표자) 문진만
(연락처) 02-2272-5053, 010-3337-9549
(이메일) gasteko@janmail.net

신개념 인터페이스 Smasrt Sensor Box
(센서 9개 내장)
(회사명) 코리아디지탈㈜
(대표자) 전영일
(연락처) 02-2109-8880, 010-3652-6662
(이메일) lhk7299@naver.com

Exhibition 3.
MBL과 코딩 교육용 기자재
(회사명) ㈜ 한국과학
(대표자) 조원득
(연락처) 02-929-1110, 010-9556-1909
(이메일) info@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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