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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MESSAGE

Welcome Message
On behalf of the Korean Associations for Science Education (KASE), I would like to extend a
warm welcome to all those who attended the 2017 Winter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ASE.
The KASE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education research in Korea through
academic conferences since its foundation in 1976. The academic conferences are held twice a year
in summer and winter. Among them, the Winter Congress is an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where prominent scholars from overseas participate to exchange their idea on research topics with
Korean science educators and to build a network for cooperation.
The theme of the 2017 KASE Conference is “Bringing Scientific Literacy Forward –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Scientific literacy has become a major science education goal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Many researchers have sought to clarify what scientific literacy
means and have searched in the context of each country to see what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can foster students’ scientific literacy. I hope this conference will be a catalyst for science education
research related to scientific literacy through productive discussions based on research result.
This conference program includes 12 plenary and keynote speeches, 133 research paper presentations, and several events to make the conference productive and interesting. All participants
are encouraged to enjoy this conference where you meet long-time colleagues and make new
friends.
Finally, I would like to thank all plenary and keynote speakers, paper presenters, the conference
organizers, and all our colleagues for their great contribution to the conference.
Thank you.

Heui‐Baik Kim
President of KAS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김희백
한국과학교육학회장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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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SUMMARY
[College of Education Bldg. 10-1, 10, 11, 12]

DAY 1
08:30~09:30
09:30~09:50
09:50~10:50

February 9, 2017

Registration
Opening Ceremony
Plenary 1 Prof. Brian Hand

11:10~12:30

OP1-1

12:30~14:00

Lunch

14:40~15:20

2

401 Bldg. 12
401 Bldg. 12

107 Bldg. 11

OP1-2

KS-01 Prof. Randy L. Bell

KS-02 Prof. WEI, Dongying Wang Min

KS-03 Prof. Hon-Ming Lam

16:40~18:00

OP3-1

18:00~20:00

General Meeting

401 Bldg. 12

107 Bldg. 11

1st Floor Hallway Bldg.

OP3-2

102 Bldg. 11

101 Bldg. 10-1

Break
11 Workshop 1

OP3-3

101 Bldg. 11

105 Bldg. 10

OP3-4

401 Bldg. 12

OP4-1

101 Bldg. 10-1

February 10, 2017

08:30~09:30

Registration

09:30~10:50

OP5-1

107 Bldg. 11

Friday
nd

2

OP5-2

102 Bldg. 11

OP5-3

401 Bldg. 12

OP6-1

101 Bldg. 11

Floor Lobby Bldg. 12

Workshop 2

105 Bldg. 10

Break

10:50~11:10
12:10~13:30

Plenary 2 Prof. William A. Sandoval
Lunch

13:30~14:10

KS-05 Prof. Peter Charles Taylor

14:10~14:50

KS-07 Prof. Nam-Hwa Kang

401 Bldg. 12
th

Student 4

401 Bldg. 12
401 Bldg. 12

KS-06 Prof. Chi-Chin Chin

Cafeteria Bldg. 76
101 Bldg. 10-1

KS-08 Prof. YEO Ai Choo Jennifer

101 Bldg. 10-1

Break

14:50~15:10

OP7-1

107 Bldg. 11

OP7-2

102 Bldg. 11

OP7-3

101 Bldg. 11

Symposium 1

OP8-1

101 Bldg. 10-1

401 Bldg. 12

Break

16:30~16:50
16:50~17:30

KS-09 Prof. Richard Lamb

18:20~20:00

Conference Dinner

DAY 3

15:00~16:50

Symposium 2
401 Bldg. 12
16:50~18:20

101 Bldg. 10-1

La-cucina B101 Bldg. 38

February 11, 2017

08:30~09:00

Registration

09:00~10:20

OP9-1

10:20~11:20

Poster Exhibition 2

107 Bldg. 11

Saturday
nd

2

OP9-2

102 Bldg. 11

Workshop 3

101 Bldg. 11

Floor Lobby Bldg. 12

Workshop 4

105 Bldg. 10

st

1 Floor Hallway Bldg. 11

Break

11:20~11:30

13:30~14:30

KS-04 Dr. Yoshikazu Ogawa

401 Bldg. 12

DAY 2

12:30~13:30

101 Bldg. 10-1

401 Bldg. 12

Poster Exhibition 1

11:30~12:30

OP2-1 101 Bldg. 10-1

101 Bldg. 11

Student 4th Cafeteria Bldg. 76

15:40~16:40

15:10~16:30

OP1-3

102 Bldg. 11

15:20~15:40

11:10~12:10

Floor Lobby Bldg. 12

Photo Time / Break

10:50~11:10

14:00~14:40

Thursday
nd

Plenary 3 Prof. Hyunju Lee
Lunch
Closing Ceremony

401 Bldg. 12
th

Student 4

Cafeteria Bldg. 76
401 Bld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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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

DAY 1 Thursday, February 9, 2017

Time

●

Presentation / Contents

08:30~09:30

nd

Registration

2

Floor Lobby Bldg. 12

Opening Ceremony
09:30~09:50

401 Bldg. 12

Presider : Phil Seok Oh
- Opening Address: Heui-Baik Kim (President, KASE)
- Congratulatory Address: Chan-Jong Kim (Dea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lenary 1

09:50~10:50

401 Bldg. 12

Presider : Phil Seok Oh
Immersive Approaches to Science Argumentation and Literacy, and Its Impact Across Disciplines
Brian Hand
(University of Iowa, USA)

10:50~11:10

Photo Time / Break
Oral Presentation 1 [Korean]
1-1

1-2

107 Bldg. 11
Teaching & Learning
11:10~12:30

1-3

101 Bldg. 11
Teaching & Learning
Integrated Education

Presider : 백종호

Presider : 이동원

Presider : 강유진

이인선
구형규
김가형
김용성

김연희
안주영
김수경
윤은정

임옥기
김민경
손연아
최윤희

401 Bldg. 12

Presider : Junehee Yoo

Student 4

th

Cafeteria Bldg. 76

Keynote Speech 2

101 Bldg. 10-1

Presider : Suna Ryu

Presider : Aeran Choi

Supporting Elementary Teachers’ Understandings
and Enactment of Nature of Science Instruct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hinese Teachers’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about Disaster Prevention and Reduction. A Survey
with Secondary Teachers in China

Randy L. Bell
(Oregon State University, USA)

WEI, Dongying Wang Min
(Beijing Normal University, China)

Keynote Speech 3

401 Bldg. 12

Presider : Suna Ryu

= = = = | NO

101 Bldg. 10-1

Yu-Ta Chien
Kongju Mun
Da Yeon Kang
Natkitta Singyabut

Lunch
Keynote Speech 1

14:40~15:20

2-1

102 Bldg. 11
Evaluation/
Gifted Education Etc.

12:30~14:00

14:00~14:40

Oral Presentation 2 [English]

Promoting STEM Education in
Hong Kong Schools

Keynote Speech 4

101 Bldg. 10-1

Presider : Aeran Choi

Hon-Ming Lam

Science Communication between the Public and
Museums: Development of Lifelong Learning
System to Foster Science Literacy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National Museum of Nature and Science, Japan)

Yoshikazu Ogawa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Time

Presentation / Contents

15:20~15:40

Break
1st Floor Hallway Bldg. 11

Poster Exhibition 1

Workshop 1

가석현, 강은주, 곽제연, 김민환, 박철진, 안주현, 안준호,
양필승, 오재영, 이재원, 장경애, 장정윤, 정선영, 정유나,
Teaching & Learning (교수학습)

Phruetiwas Labphoo
Kodchakorn Lamsombat
Pannaporn Omee
백은숙, 유경환, 최희

Curriculum (교육과정)

15:40~16:40

105 Bldg. 10
박기영

Ganchimeg Gantumur

Evaluation (평가)

김혜리, Suttatinee Paphochai

Creativity (창의성)

박은지, 최점임, 황요한

Teacher Education (교사교육)

심헌태, 윤선미, 이신영, 최연정

Integrated Education (통합교육)

이한용

Gifted Education (영재교육)

김연희

기타

임종태

Making a 3D
Holographic
Projector and
Experiencing a
VR Device
3D 홀로그램
투영기 만들기와
VR기기 체험하기

Oral Presentation 4
[English]

Oral Presentation 3 [Korean]
3-1

3-2

3-4

Teacher &
Learning

Tertiary
Education
Etc.

Presider : 차희영

Presider : 권난주

Presider : 정은영

Presider : 이준기

박지영

김종욱

임은경

이민주

정용재

백종호

장은진

이재석

한문현

윤은정

정용욱

박지선

황요한

하상우

Presider: Kew-Cheol Shim

101 Bldg. 11

4-1

102 Bldg. 11

16:40~18:00

18:00~20:00

3-3

107 Bldg. 11

401 Bldg. 12

Teacher Education Ph.D. Dissertation
Integrated Education
Presentation
Curriculum Etc.

General Meeting (총회)

101 Bldg. 10-1
Presider :
Seungho Maeng
Timothy Ter-Ming Tan
Patricia D. Morrell
Yupaporn Horasirt

401 Bld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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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2 Friday, February 10, 2017

Time

Presentation / Contents

08:30~09:30

Registration

09:30~10:50

5-2

nd

2

Floor Lobby Bldg. 12

Oral Presentation 6
[English]

Oral Presentation 5 [Korean]
5-1

●

5-3

Workshop 2

6-1

107 Bldg. 11

102 Bldg. 11

401 Bldg. 12

101 Bldg. 10-1

105 Bldg. 10

Teacher &
Learning

Creativity

Ph.D. Dissertation
Presentation

Presider :
Eugene Kang

신세인

Presider : 남정희

Presider : 신영준

Presider : 전영석

남일균
변태진
윤병일
하희수

김민기
문지영
문공주
이승우

김세현
이지혜
정다혜

Kazi K. Shahidullah

과학교육에서의
사회네트워크분석법
(SNA)의 이해와 적용

10:50~11:10

Understanding and
Peter Peng-Foo Lee Application of the Social
Ruhaisa Dearamae Network Analysis (SNA)
in Science Education
Wisanugorn
Nammungkhun
Research

Break
Plenary 2

401 Bldg. 12

Presider : Suna Ryu
11:10~12:10

Linking Practice to Purpose in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William A. Sandoval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SA)

12:10~13:30

Lunch
Keynote Speech 5

401 Bldg. 12

Presider : Sungmin Im
13:30~14:10

Student 4

th

Cafeteria Bldg. 76

Keynote Speech 6

101 Bldg. 10-1

Presider : Minsu Ha

Transformative Science Education
Peter Charles Taylor

Our Opportunities or Plights: Chinese Elements in
Natural History Museum in Taiwan

(Murdoch University, Australia)

Chi-Chin Chin
(National Taichung University of Education,
Taiwan)

Keynote Speech 7

401 Bldg. 12

Presider : Younghee Lee
14:10~14:50

14:50~15:10

= = = = | NQ

Keynote Speech 8

101 Bldg. 10-1

Presider : Minsu Ha

How and Why Teachers’ Personal
Epistemologies Matter?

The Role of Representations in Producing a
Scientific Explanation in Physics

Nam-Hwa Kang

YEO Ai Choo Jennife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Nanyang Technical University, Singapore)
Break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Time

Presentation / Contents
Oral Presentation 8
[English]

Oral Presentation 7 [Korean]
7-1

15:10~16:30

7-2

7-3

Symposium 1

8-1

107 Bldg. 11

102 Bldg. 11

101 Bldg. 11

101 Bldg. 10-1

401 Bldg. 12

Teacher & Learning

Philosophy
Teacher Education

STEAM Expert
Research
Announcement

Presider :
Hyunju Lee

15:00~16:50

Presider : 이선경

Presider : 김성원

Phan Nguyen Ai Nhi

한국과학창의재단

Presider : 박종석
고영욱
임성은
정용재
Kyungwoon Seo

김진영
오준영
전영석

김상한
김시은
이만재

Hsiao-Lin Tuan
Chia Hwee Lim
LAM Rachel Jane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 개발)

채희인
한아름
한효정
황서영

16:30~16:50

Break
Keynote Speech 9

101 Bldg. 10-1

Presider : Young-shin Park
16:50~17:30

18:20~20:00

Symposium 2

401 Bldg. 12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 and Process
in Science Based Literacy

16:50~18:20

Richard Lamb

한국과학창의재단

(University at Buffalo,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SA)

(과학수업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Conference Dinner

La-cucina

B101 Bldg.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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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Saturday, February 11, 2017

Time

Presentation / Contents

08:30~09:00

nd

Registration
Oral Presentation 9 [Korean]
9-1

09:00~10:20

2

Floor Lobby Bldg. 12

Workshop 3

Workshop 4

9-2

107 Bldg. 11

102 Bldg. 11

101 Bldg. 11

105 Bldg. 10

Teacher & Learning
Philosophy
Teacher Education

Culture
Curriculum

정용욱

박지영

Presider : 정용재

Presider : 맹승호

Invention Education
Programs Integrated
with Biology

권혁재
박성철
정행남
황정훈

김미경
김현광
유지연
윤아연

Generation and Change
of Color through
Polaroid Film and
Making Polage Image

생물개념기반
발명교육

편광필름을 활용한
색채의 생성, 변화,
그리고 Polage의
이미지 제작

1st Floor Hallway Bldg. 11

Poster Exhibition 2

10:20~11:20

●

Integrated Education (통합교육)

고민영, 김남희, 김미영, 이상호, 이원철, 한지상, 한화정, 홍진석

Culture (문화)

박구름, 최혁준, 최영진

Teacher & Learning (교수학습)

권정인, 김동희, 김하나, 김희정, 박준형, 서민숙, 안영주, 이고은,
이지선, 정찬미, Yu-Ta Chien, Titisan Buchathip,
Boonthip Duangchan, Amal Jaya

Teacher Education (교사교육)

김성기, 박철용, 정도준, 황신영, Penpimon Ponsombat

Evaluation (평가)

박은주, 신세인, 우미경, 이상의, 이은령, 정수임

Philosophy (과학사 철학)

이형문

11:20~11:30

Break
Plenary 3

11:30~12:30

401 Bldg. 12

Presider : Seungho Maeng
Cultivation of Character and Values for Promoting Scientific Literacy as Citizens
Hyunju Lee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12:30~13:30

Lunch
Closing Ceremony

13:30~14:30

Presider : Kew-Cheol Shim
- Best Presentation Awards: Heui-baik Kim (President, KASE)
- Closing Remarks: Heui-baik Kim (President, K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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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PROGRAM

PLENARY
• Plenary 1

(p. 37)

09:50-10:50, Thursday, February 9 / 401 Bldg. 12

Immersive Approaches to Science Argumentation and Literacy, and Its Impact Across Disciplines
Brian Hand / University of Iowa, USA

• Plenary 2

(p. 45)

11:10-12:10, Friday, February 10 / 401 Bldg. 12

Linking Practice to Purpose in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William A. Sandoval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SA

• Plenary 3

(p. 53)

11:30-12:30, Saturday, February 11 / 401 Bldg. 12

Cultivation of Character and Values for Promoting Scientific Literacy as Citizens
Hyunju Lee /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KEYNOTE
• Keynote Speech 1

(p. 65)

14:00~14:40, Thursday, February 9 / 401 Bldg. 12

Supporting Elementary Teachers’ Understandings and Enactment of Nature of Science Instruct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andy L. Bell

/

Oregon State Universit, USA

• Keynote Speech 2

(p. 76)

14:00~14:40, Thursday, February 9 / 101 Bldg. 10-1

Chinese Teachers’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about Disaster Prevention and Reduction. A Survey
with Secondary Teachers in China
WEI, Dongying Wang Min / Beijing Normal University, China

• Keynote Speech 3

(p. 86)

14:40~15:20, Thursday, February 9 / 401 Bldg. 12

Promoting STEM Education in Hong Kong Schools
Hon-Ming Lam /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 Keynote Speech 4

(p. 90)

14:40~15:20, Thursday, February 9 / 101 Bldg. 10-1

Science Communication between the Public and Museums: Development of Lifelong Learning
System to Foster Science Literacy
Yoshikazu Ogawa / National Museum of Nature and Science,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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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note Speech 5

(p. 96)

13:30-14:10, Friday, February 10 / 401 Bldg. 12

Transformative Science Education
Peter Charles Taylor / Murdoch University, Australia

• Keynote Speech 6

(p. 101)

13:30-14:10, Friday, February 10 / 101 Bldg. 10-1

Our Opportunities or Plights: Chinese Elements in Natural History Museum in Taiwan
Chi-Chin Chin / National Taichung University of Education, Taiwan

• Keynote Speech 7

(p. 107)

14:10-14:50, Friday, February 10 / 401 Bldg. 12

How and Why Teachers’ Personal Epistemologies Matter?
Nam-Hwa Kang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 Keynote Speech 8

(p. 118)

14:10-14:50, Friday, February 10 / 101 Bldg. 10-1

The Role of Representations in Producing a Scientific Explanation in Physics
YEO Ai Choo Jennifer / Nanyang Technical University, Singapore

• Keynote Speech 9

(p. 128)

16:50~17:30, Friday, February 10 / 101 Bldg. 10-1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 and Process in Science Based Literacy
Richard Lamb / University at Buffalo,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SA

SYMPOSIUM
• Symposium 1
한국과학창의재단

(p. 131)

15:00~16:50, Friday, February 10 / 401 Bldg. 12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개발
1
2
3
4
5
6
7
8
9
10
11
전승준 , 고훈영 , 곽영순 , 김두희 , 김중복 , 김홍종 , 박영서 , 배종태 , 우제창 , 유욱준 , 이동훈 ,
1
12
13
14
15
16
17
18
이성환 , 이영식 , 이장재 , 이호성 , 정진수 , 조순로 , 최성연 , 홍성주
1

2

3

4

5

6

7

고려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동아사이언스, 한국교원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8

한국과학기술원, 9목포대학교,

1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

한국과학기술한림원,

15

충북대학교,

16

한국연구재단,

11

삼성경제연구소,

17

동국대학교,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범주와, 핵심내용 설정
1
2
곽영순 , 최성연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동국대학교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집필 방향과 스토리라인
이영식1, 고훈영2
1

경희대학교, 2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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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희대학교,

1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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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 개발 기초 연구
김희백1, 강남화2, 김명화3, 맹승호4, 박종석5, 백윤수6, 손정우7, 심규철8, 오필석9, 이기영10, 이봉우11,
정은영12, 한인식3, 하희수1, 한화정8
1

서울대학교, 2한국교원대학교, 3이화여자대학교, 4서울교육대학교, 5경북대학교, 6연세대학교, 7경상대학교, 8공주대학교,

9

경인교육대학교,

10

강원대학교,

11

단국대학교,

12

전남대학교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교육 영역의 재설정 기초 연구
심규철1, 이봉우2, 백윤수3, 한인식4, 한화정5
1

공주대학교, 2단국대학교, 3연세대학교, 4이화여자대학교, 5공주대학교

학생 발달 단계에 따른 과학적 소양의 단계별 학습 기준 설정
이기영1, 맹승호2, 박종석3
1

강원대학교, 2서울교육대학교, 3경북대학교

미래 세대의 과학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 환경 변화 모델 및 교육 방법론 도출
강남화1, 김희백2, 오필석3, 김명화4, 하희수5
1

한국교원대학교, 2서울대학교, 3경인교육대학교, 4이화여자대학교, 5서울대학교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 체제 개발
손정우1, 정은영2
1

경상대학교, 2전남대학교

• Symposium 2
한국과학창의재단

(p. 134)

16:50~18:20, Friday, February 10 / 401 Bldg. 12

창의융합형 과학실 및 수업 플랫폼 모델 개발 연구
1

2

3

4

5

1

6

차정호 , 손정우 , 임완철 , 계보경 , 강필원 , 남일균 , 김현석
1

2

3

4

대구대학교, 경상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세종과학고등학교, 6준아키텍츠

사다리프로젝트 운영 모델 기획 및 시범 운영 결과
임성민1, 오정숙1, 이미순1, 장명희2, 정진수1, 정철1, 차정호1, 한재영3
1

2

3

대구대학교, 동명고등학교, 충북대학교

SSI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박현주1, 백윤수2, 김재현3
1

조선대학교, 2연세대학교, 3공주대학교

학생 능동 수업의 효과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식 연구
1

2

3

4

5

6

김용진 , 최윤희 , 민재식 , 이윤형 , 한효정 , 신영준 , 이동엽
1

2

3

4

1

5

6

경상대학교, 숭문중학교, 삼일여자고등학교, 진주동중학교, 전주대정초등학교, 경인교육대학교

학생의 과학 긍정경험 지수 연구
1

2

3

4

5

6

신영준 , 강훈식 , 곽영순 , 김희경 , 남경식 , 이성희 , 이수영

2

1

경인교육대학교, 2서울교육대학교, 3평가원, 4강원대학교, 5세종과학고등학교, 6서울강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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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D. ORAL PRESENTATION
• Session 3
❚ Session 3-4

16:40~18:00, Thursday, February 9

(p. 141)

Presider : 이준기 (전북대학교)

401 Bldg. 12

R&E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실행공동체 참여 발달과 정체성 변화
이민주
서울대학교

고등학생의 물리 문제풀이에 대한 상호 교수전략과 모둠 교수전략의 특징 분석
이재석
단국대학교

초등 과학 실험 수업에서 관찰되는 의도하지 않은 학습의 유형과 발생 조건
박지선
서울대학교

• Session 5
❚ Session 5-3

09:30~10:50, Friday, February 10

(p. 145)

Presider : 전영석 (서울교육대학교)

401 Bldg. 12

미래문제해결모형을 적용한 과학수업에서 중학교 영재들의 과학창의인성 분석
김세현
이화여자대학교

문화 유산 현장에서 이루어진 한국 전통 과학 지식의 교육적 의미 탐색
이지혜
이화여자대학교

국내 어린이 대상 과학전시물의 현황 파악 및 전시 개선 모형 개발 연구
정다혜, 박영신
조선대학교

ORAL PRESENTATION
• Session 1
❚ Session 1-1

11:10~12:30, Thursday, February 9
Presider : 백종호 (서울대학교)

(p. 151)

107 Bldg. 11

배경지식과 방법론적 원칙에 대한 믿음이 정량적 자료 해석에 미치는 영향
이인선1, 박종원2, 김익균1
1

충북대학교, 2전남대학교

STEAM을 활용한 과학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서 학생의 과학자본이 모형구성과정과 개념이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호주 초등학생들의 ‘계절의 변화’ 수업을 중심으로
1
2
3
구형규 , 주혜은 , 최승언
1

서울대학교, 2맥쿼리대학교, 3서울대학교

지역사회연계 과학이슈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교 교사, 외부 강사, 지역 전문가의 인식
김가형, 이현주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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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가 다른 생명과학 공통성 발견 과제 수행 시 나타나는 뇌 활성의 차이 비교 분석
1
2
김용성 , 정진수
1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대구대학교

❚ Session 1-2

(p. 153)

Presider : 이동원 (KAIST)

102 Bldg. 11

영재교육기관별 영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향: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기관의 중등과학,
수학영역 프로그램 중심으로
김연희, 임연휘, 조갑룡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일반계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관련 진로선택 및 변화 이해: 과학진로 문화자본 관점을 중심으로
안주영, 윤선미, 최승언, 김찬종
서울대학교

천체 전시물 비교 연구: 전시특성 및 지구과학 교육과정의 반영 정도를 중심으로
김수경, 박은지, 김찬종, 최승언
서울대학교

2009 개정 과학교과서 체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1
2
3
4
5
박윤배 , 박영신 , 임희준 , 차희영 , 윤은정
1

경북대학교, 2조선대학교, 3경인교육대학교, 4한국교원대학교, 5경북대학교

❚ Session 1-3

(p. 155)

Presider : 강유진 (부산대학교)

101 Bldg. 11

과학 글쓰기 분석 기준 비교
임옥기, 김효남
한국교원대학교

과학 교과서 속 과학개념 및 현상과 관련된 형이상학적 의미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일상생활 및
과학수업 속에서 형이상학적 의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연구
김민경, 박종원
전남대학교

사회적 책임을 접목하기 위한 과학교육의 구조 및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통합교육 전략 제안
1

2

손연아 , 오준영
1

2

단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중학생의 과학 동아리 활동결과의 학회 발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최윤희1, 문공주2
1

숭문중학교, 2이화여자대학교

• Session 2

11:10~12:30, Thursday, February 9

❚ Session 2-1

Presider : Jun-hee Yoo (Seoul National Univ.)

(p. 158)

101 Bldg. 10-1

Investigating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licker Usage and Student Participation Preferences
on Physics Learning Outcomes
1

2

1

3

1

Yu-Ta Chien , Yu-Hsien Lee , Chun-Hui Jen , Sonya N. Martin , Chun-Yen Chang
1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Taiwan,

3

2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Taiwa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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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Understanding of Ligh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Science-Art
Convergence Lessons Using Hologram Pyramid and Media Facade
1

2

3

4

Kongju Mun , Dalah Yang , Hey-Eun Chu , Sonya Martin
1

Ewha Womans University, 2Eonnam Elementary School, 3Macquarie University, Australia,

4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mining the Impact of Autobiographical Reflective Writing on Pre-Service Science Teachers’
Beliefs about Teaching Science to Special Education Needs (SEN) Students
Da Yeon Kang, Sonya N. Marti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Study of Learning Achievement and Relationship with Science Leaning Motivation on
Nutrient Lesson of Grade 8th Students by Student Teams Achievement Divisions (STAD)
Natkitta Singyabut, Pairoth Termtechatipong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 Session 3
❚ Session 3-1

16:40~18:00, Thursday, February 9
Presider :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p. 161)

107 Bldg. 11

소집단 논변 활동에서 나타난 두 교사의 반응성 탐색: 논변의 구조적ㆍ대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박지영, 김희백
서울대학교

초등학생은 과학수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과학 교실 탐구공동체 관점에서 접근한 과학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 개발 및 적용
1
2
정용재 , 장진아
1

공주교육대학교, 2서울성일초등학교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등학생의 인지ㆍ감정적 반박: 인식적 감정을 중심으로
한문현, 김희백
서울대학교

과학과 핵심개념을 구현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중학교 과학교과서 분석
황요한1, 문공주1, 이현주1, 김덕순2
1

이화여자대학교, 2배재대학교

❚ Session 3-2

Presider : 권난주 (경인교육대학교)

(p. 163)

102 Bldg. 11

지구 기후 변화 관련 사회적 문제(SSI) 수업에서 사용된 텍스트가 고등학생의 의사 결정 편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종욱, 곽제연, 권지연, 하윤희, 이정아, 최승언, 김찬종
서울대학교

문제발견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활용 양상 분석: 대학생들의 학생중심 융합문제해결 활동을 중심으로
백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과학용어에 대한 단어 연상과 개념 이해 정도와의 상관 연구
윤은정, 박윤배
경북대학교

공통맥락 형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마찰력에 대한 소집단 토론의 특징
1
2
2
하상우 , 정용욱 , 이경호
1

경기과학고등학교, 2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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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3-3

(p. 165)

Presider : 정은영 (전남대학교)

101 Bldg. 11

미래 직업 연계형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한 과학 수업이 고등학교 특성화반과 인문반 학생들의 진로인식,
과학 흥미도 및 과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1
2
임은경 , 유미현
1

2

백암고등학교, 아주대학교

동기 체계 이론으로 살펴본 초등학교 교사의 과학 교수 기피 경향
장은진, 김찬종, 최승언
서울대학교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교육과정 비교
정용욱1, 윤혜경2
1

2

서울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 Session 4

16:40~18:00, Thursday, February 9

❚ Session 4-1

Presider : Seungho Maeng (Seoul National Univ. of Education)

(p. 167)

101 Bldg. 10-1

Building Bug Batteries: An Integrated STEM Curriculum Package using a Design-based
Inquiry Approach
1

2

2

1

Timothy Ter-Ming Tan , Lisa Toh , Rachel Siew-Lian Teo , Yew-Jin Lee
1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2 Saint Hilda's Secondary School, Singapore

A First-Year Science Teacher's Experiences in a Middle School Dual Language Immersion Program
1

2

1

Patricia Morrell , Erik Mellgren , Sally Hood
1

2

University of Portland, USA, Madison High School, USA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Enhancing STEM Teaching and Learning Inthe Topic of Global Warming
Yupaporn Horasirt, Porntip Rinthaisong, Prowploy Chaipromma, Theerasak Thongdee, Chokchai Yuenyong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 Session 5

09:30~10:50, Friday, February 10

❚ Session 5-1

Presider : 남정희 (부산대학교)

(p. 171)

107 Bldg. 11

과학교육에서 인성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남일균, 임성민
대구대학교

‘미디어 기반 학습(MBL: Media Based Learning)’에 기초한 한국형 교실수업 모델 개발 연구: 과학과를 중심으로
변태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학생들의 소집단 모델링 과정에서 3차원 외적 표상의 기능
1

2

1

1

윤병일 , 오현석 , 최승언 , 김찬종
1

서울대학교, 2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소집단 논변 활동에서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 변화를 유도한 반응적 교수학습 탐색
하희수, 김희백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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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5-2

(p. 172)

Presider : 신영준 (경인교육대학교)

102 Bldg. 11

초, 중학교 과학교과 연계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탐색
1

2

김민기 , 박정우
1

한국발명진흥회, 2서울대학교

STEAM R&E 활동을 통한 고등학생의 창의적 인재 역량 변화
문지영, 문공주, 황요한,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발명인재 핵심역량 요소 도출을 위한 델파이 조사
1

1

2

2

문공주 , 황요한 , 김민기 , 이경표 , 김미희
1

2

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발명진흥회

대학 연계 RnE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STEAM 소양의 발전
이승우1, 조오근2, 김영민3
1

2

3

동서대학교, 낙동고등학교, 부산대학교

• Session 6
❚ Session 6-1

09:30~10:50, Friday, February 10
Presider : Eugene Kang (Pusan National Univ.)

(p. 174)

101 Bldg. 10-1

Moving Towards Scientific Practices: A Study of Selected Learning Outcomes from the Intended
Primary Science Curriculum in Six East-Asian State
Yew-Jin Lee, Peter Peng-Foo Lee, Timothy Ter-Ming Ta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Teaching and Learning in Science Classroom: Case Study the Best Practice of Thai Instructors
Ruhaisa Dearamae, Jiradawan Huntula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Examine Student' Understanding of Scientific Argumentation: Thailand secondary high school
1

2

Wisanugorn Nammungkhun , Chaiyapong Ruangsuwan
1

2

Banphaisuksa School, Thailand,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Teacher Perceptions of Inquiry and STEM Education in Bangladesh
Kazi K. Shahidullah
University of Nevada, USA

• Session 7
❚ Session 7-1

15:10~16:30, Friday, February 10
Presider : 박종석 (경북대학교)

(p. 179)

107 Bldg. 11

중등교사의 ‘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서 나타나는 담화의 특징
고영욱, 최승언, 김찬종
서울대학교

메타모델링을 강조한 모델링 수업이 초등학생들의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인식과 모델링 수행에 미치는
영향 탐색
임성은, 박창미, 최승언, 김찬종
서울대학교

‘공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과학 교실 탐구공동체 관점에서 본 교사의 역할에 대한 사례 기반 고찰
정용재
공주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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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 Theoretical Model of Intellectual Resources Transfer between Science and Mathematics:
An Empirical Study
1

2

Kyungwoon Seo , Kyong Mi Choi , Brian Hand

2

1

Minnesota State University, 2University of Iowa

❚ Session 7-2

Presider : 이선경 (청주교육대학교)

(p. 182)

102 Bldg. 11

(p. 183)

101 Bldg. 11

로버트 보일의 정량적 실험, 설명, 그리고 기계적 철학
김진영
서울대학교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대칭성을 을 기반으로 한 특수상대성 이론
1
2
오준영 , 손연아
1

2

한양대학교, 단국대학교

예비교사와 경력교사의 과학 수업 관점 비교
1
2
전영석 , 정하나
1

2

서울교육대학교, 서울수송초등학교

❚ Session 7-3

Presider :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2009개정교육과정 과학 교과서&지도서 내 STEAM 교육 프로그램 분석틀 개발 및 분석 결과:
초등 5~6학년군을 중심으로
1
2
김상한 , 김성원
1

대구화동초등학교, 2이화여자대학교

초등 융합인재교육(STEAM)의 연구 동향 분석
김시은1, 김성원2
1

미리벌초등학교, 2이화여자대학교

STEAM교육 정책 시행교사들의 인식 조사
1
2
이만재 , 권순희
1

포항양덕초등학교, 2이화여자대학교

과학적 문제해결을 기반으로 한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구성 방안 탐색
1
2
채희인 , 이현주
1

현화초등학교, 2이화여자대학교

미국차세대과학표준(NGSS) 과학ㆍ공학 실천의 고찰: 초등학교 학년, 핵심개념 중심 실천의 분류와 특징 분석
한아름1, 김성원2
1

강원철원초등학교, 2이화여자대학교

초등학교 STEAM 프로그램의 과학기술과 인문학 융합 실태 분석
1
2
한효정 , 권순희
1

전주대정초등학교, 2이화여자대학교

첨단 과학기술이 융합된 초등학교 STEAM 프로그램 개발: 우주로 떠나는 여행
1
2
황서영 , 이현주
1

2

만호초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 Session 8
❚ Session 8-1

15:10~16:30, Friday, February 10
Presider : Hyunju Lee (Ewha Womans Univ.)

(p. 187)

101 Bldg. 10-1

Service Learning on Vietnamese Higher Education Supporting Visually Impaired Pupil's in
Learning Mathematics
Phan Nguyen Ai Nhi
University of Science Ho Chi Minh,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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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Different Achievers' Learning Motivation in Inquiry-based Science Club
1

2

1

Hsiao-Lin Tuan , Chi-Chin Chin , Yen-Ray Guo
1

National Changhua University of Education, Taiwan, 2National Taichung University of Education, Taiwan

Creating Semantic Profiles of Students' Produced Scientific Explanations in Physics
Tong Yang Lim, Chia Hwee Lim, Jennifer Yeo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Singapore

Preparation for Collaborative Learning in Environmental Science
LAM Rachel Jan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Singapore

• Session 9

09:00-10:20, Saturday, February 11

❚ Session 9-1

Presider : 정용재 (공주교육대학교)

(p. 194)

107 Bldg. 11

이동과학차 및 지역 과학축제 부스 운영에 모두 참여한 초등교사가 느끼는 과학 체험활동의 한계와 활성화에
대한 자기연구
권혁재, 권난주
경인교육대학교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과학에 관련된 정의적 특성 분석
박성철1, 김효남2
1

2

대상초등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실천공동체에서의 교사 정체성 형성: 가치를 꿈꾸는 과학 교사 모임 중심으로
1
2
정행남 , 유선아
1

당산서중학교, 2한국교원대학교

과학 개념에 대한 은유적 표현을 통한 영재교육 담당 과학교사들의 과학 개념 이해도 분석 및 창의성
계발 방법 제안
황정훈, 김영민
부산대학교

❚ Session 9-2

Presider : 맹승호 (서울교육대학교)

(p. 196)

102 Bldg. 11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에서의 과학 학습 의미 탐색: 스마트 기기 활용을 중심으로
김미경, 신동희
이화여자대학교

2009 개정 초등 과학 교육과정 ‘탐구 활동 익히기’ 단원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지도 실태 조사
김현광, 임희준
경인교육대학교

국내 과학관 및 자연사박물관의 전시물에 반영된 과학의 본성(NOS) 특성 분석 및 과학의 본성(NOS)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따른 발전 방향 모색
유지연, 박영신
조선대학교

21세기 과학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과학관 종사자 인식 조사
윤아연1, 시정곤2
1

국립과천과학관,

= = = = |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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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PRESENTATION
• Session 1

15:40~16:40, Thursday, February 9

❚ 1-1 Teaching & Learning (교수학습)

(p. 203)

1st Floor Hallway Bldg. 11

천문관측실습을 통한 초ㆍ중등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석현, 권지연, 윤병일, 김종욱, 하윤희, 최윤성, 곽제연, 김찬종, 최승언
서울대학교

초등학생들의 평면 입사경계면에 따른 빛의 굴절에 대한 개념
1
2
강은주 , 박종호
1

국산초등학교, 2진주교육대학교

‘지구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서 나타난 논증활동의 특성
곽제연, 권지연, 김종욱, 하윤희, 최승언, 김찬종
서울대학교

고등학생이 이온 결합에 대해 생성한 비유의 특징 분석: 학생의 인지적 특성에 따른 비유의 특징 비교
김민환1, 권혁순2, 김유정1, 노태희1
1

서울대학교, 2청주교육대학교

자연선택 개념 형성을 위한 논변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인식적 이해와 학습 발달 과정 관계
박철진,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감수분열 관찰 실험 성공률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안주현, 송세이, 전상학
서울대학교

역학적 평형 문제에서 지속적 불일치 상황에 대면한 대학생의 사고과정 분석
안준호, 최혁준
한국교원대학교

진화학습과 메타인지판단에 대한 이론적 고찰
양필승,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고등학교 생명과학 학습의 지식 이해, 문제 풀이, 융합 사고에 대한 fMRI 기반 두뇌 활성 연구
오재영, 권승혁, 권용주
한국교원대학교

고등학생의 학교 과학 탐구 활동에서 나타나는 도구 사용의 특징
이재원, 노태희, 이선경
서울대학교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평가 요소 선정에 관한 연구
장경애,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논의기반 탐구학습에서 논의적 글쓰기와 설명적 글쓰기에 대한 중학교 학생들의 인식
장정윤
서울대학교

진화 개념 이해를 위한 논변 활동 과정에서 생물 전공 교사 포함 여부에 따른 진화 개념 및 담화 차이 분석
정선영,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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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진화 수업을 위한 디지털 교재 개발 및 적용
정유나,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The Development of Grade 6 Lesson Plans Through 5Es Inquiry Cycle Model Emphasizing Analytical
Thinking Skills in the Substance in Daily Life Topics by Using Lesson Study
Phruetiwas Labphoo, Somjin Srimuang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Teaching the Refraction of Light through Simulation-based Inquiry Learning: A Result on High
School Students’ Scientific Explanation Ability and Science Motivation
Kodchakorn Lamsombat, Niwat Srisawatdi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Engaging Thai High School Students in Modeling Practice
Pannaporn Omee, Romklao Artdej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 1-2 Curriculum (교육과정)

(p. 214)

st

1 Floor Hallway Bldg. 11

고등학교와 대학교 화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대학교수 인식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고찰
백은숙, 홍훈기
서울대학교

가짜 일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교육과정 분석
유경환, 이재승, 최혁준
한국교원대학교

산-염기 학습발달과정 연구: 산-염기 모델의 관점 중심으로
최 희1, 백성혜2
1

2

율량중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몽골과 한국의 과학교육과정 목표 비교 분석
Ganchimeg Gantumur,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 1-3 Evaluation (평가)

(p. 216)

st

1 Floor Hallway Bldg. 11

중등 예비 화학 교사의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의 특징 분석
1
1
2
3
김혜리 , 노태희 , 한재영 , 강훈식
1

2

3

서울대학교, 충북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Middle School Students’ Scientific Inquiry Abilities: Findings from Thailand
Suttatinee Paphochai, Romklao Artdej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 1-4 Creativity (창의성)

(p. 217)

st

1 Floor Hallway Bldg. 11

창의성에 대한 예비초등교사의 암묵 이론 탐색
박은지, 이선경
서울대학교

문제해결과정에서의 협업양상에 따른 과학영재의 새로운 문제발견 및 문제해결에서의 창의성 요소 차이
최점임, 강유진, 김지나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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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영재관련 연구 키워드의 언어네트워크 분석
1
1
2
2
2
황요한 , 문공주 , 김민기 , 이경표 , 김미희
1

이화여자대학교, 2한국발명진흥회

❚ 1-5 Teacher Education (교사교육)

1st Floor Hallway Bldg. 11

(p. 219)

자유탐구실험에서 초등 예비교사의 탐구설계 및 수행에 대한 경향 분석
심헌태, 유선아
한국교원대학교

학생 사고에 주목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따른 교사의 반응 양상: 과학 논변수업을 중심으로
윤선미, 김희백
서울대학교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에서 드러난 초등 예비교사들의 PCK 탐색
이신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각화 전략을 활용한 전자기학 수업에서 물리 예비교사의 정신모형 변화 분석
최연정,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 1-6 Integrated Education (통합교육)

(p. 221)

st

1 Floor Hallway Bldg. 11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과학관련 사회윤리쟁점(SSI) 접목 Science-ESD 수업모델 개발
이한용, 손연아
단국대학교

❚ 1-7 Gifted Education (영재교육)

(p. 222)

1st Floor Hallway Bldg. 11

영재교육 경험이 영재 개인의 성취면과 진로면에서의 미치는 효과에 대한 종단연구
김연희, 조갑룡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 1-8 Etc. (기타)

(p. 223)

st

1 Floor Hallway Bldg. 11

The Role and Development Plan of 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for
Enhancing Biological Resources Education Effect
Jin-Sung Jeon, Hae-Ran Kim, Jong Tae Lim
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Exhibition & Education Bureau, Education Planning &
Management Division

• Session 2

10:20-11:20, Saturday, February 11

❚ 2-1 Integrated Education (통합교육)

(p. 223)

st

1 Floor Hallway Bldg. 11

‘식물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을 활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고민영1, 홍승호2
1

동광초등학교, 2제주대학교

과학중점학교 과학 및 수학 체험활동 활동 유형 분석
1
1
2
3
4
5
6
7
7
8
9
5
김남희 , 심규철 , 박종석 , 손정우 , 이기영 , 이봉우 , 차정호 , 김종희 , 최재혁 , 서헤애 , 한재영 , 조헌국
1

공주대학교, 2경북대학교, 3경상대학교, 4강원대학교, 5단국대학교, 6대구대학교, 7전남대학교, 8부산대학교, 9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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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컴퓨팅이 주는 과학영재 학생의 과학 활동에서의 인식 변화
김미영,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수생생물은 어떻게 물 위에 뜰 수 있을까?’에 대한 STEAM 수업의 효과
1
2
이상호 , 홍승호
1

2

제주서초등학교, 제주대학교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에서 나타난 고등학교 학생연구의 특성 분석: 생명과학분야를 중심으로
이원철, 심규철
공주대학교

멸종위기동물 기수갈고둥(Clithon Retropictus)의 서식 환경 조사및 체험학습 방안
1
2
한지상 , 홍승호
1

제주서초등학교, 2제주대학교

홍콩의 과학 영재들을 위한 STEM 프로그램 사례 분석
1
1
2
3
4
5
6
7
8
8
9
6
한화정 , 심규철 , 박종석 , 서혜애 , 손정우 , 이기영 , 이봉우 , 차정호 , 김종희 , 최재혁 , 한재영 , 조헌국
1

공주대학교, 2경북대학교, 3부산대학교, 4경상대학교, 5강원대학교, 6단국대학교, 7대구대학교, 8전남대학교, 9충북대학교

‘생물은 어떻게 먹이를 잡을까?’를 주제로 한 STEAM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효과
홍진석1, 홍승호2
1

2

제주서초등학교, 제주대학교

❚ 2-2 Culture (문화)

(p. 227)

1st Floor Hallway Bldg. 11

과학관 활성화를 위한 과학커뮤니케이션 기반 참여모형(Engaging Model) 전시해설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예비과학교사의 도슨트 실습을 바탕으로
박구름, 박미소, 류다혜, 이은항, 박영신
조선대학교

STEM직종: 필요 숙련을 중심으로
장혜원, 최혁준
한국교원대학교

오리엔티어링을 활용한 지구과학 체험활동에서의 공간 능력 특성
최영진, 신동희
이화여자대학교

❚ 2-3 Teacher & Learning (교수학습)

(p. 229)

st

1 Floor Hallway Bldg. 11

과학 교육에서의 협력적 문제해결 중심 교수모델을 통한 실천적 인성 역량의 함양
권정인, 권동욱, 남정희
부산대학교

중학교 과학 ‘유전과 진화’ 단원의 교과서와 수업 사례에서의 논증 구조 분석
김동희, 김용진
경상대학교

학생 주도적 물리퍼레이드 실험 수업 개발 및 적용: 힘과 운동 개념을 중심으로
1
2
장혜원 , 김하나
1

2

한국교원대학교, 서울영원초등학교

모델 중심 수업 설계를 이용한 고등학생의 부력에 대한 개념 변화
김희정,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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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현상과 관련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초등학생에게 나타나는 직관적 사고 발현의 특징
박준형, 송진웅
서울대학교

논의 기반 탐구 과학수업(ABI)에서 역할분담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인성역량 변화 분석
서민숙, 박지연, 남정희
부산대학교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인성 역량 비교 분석
안영주, 조혜숙, 남정희
부산대학교

공업계 특성화고 학생의 진화 및 유전 개념 분석
이고은, 하민수
강원대학교

고등학교 과제 연구 수업에서 탐구 문제 발견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탐색
이지선, 최연정,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국내외 야외 지질 답사 교육 현황: 지질학 탐구 특성을 중심으로
정찬미, 신동희
이화여자대학교

Who Talks Less in Science? Exploring Factors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Verbal Participation in Class
1

1

2

3

1

Chun-Hui Jen , Yu-Ta Chien , Sonya N. Martin , Hye-Eun Chu , Chun-Yen Chang
1

2

3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Taiwa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Macquarie University, Australia

Developing Student’s Conception on Refraction of Light in Grade 11 by PSOE Approach
Thitisan Buchathip, Jiradawan Huntula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The Study Mental Representation on Neuron and Functional Neuron for Grade 11 Students using
Inquiry-Based Learning (7Es)
Boonthip Duangchan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Free-gram (Free Chemical Practice Program): Improving Students’ Comprehension in Chemistry by
using Computer-Based Program to Visualize the Conceptual Teaching Material
Amal Jaya, Iwan Setiawan, Ummu Kalsum
State University of Makassar, Indonesia

❚ 2-4 Teacher Education (교사교육)

(p. 239)

1st Floor Hallway Bldg. 11

뜨거나 가라앉는 현상에 대한 과정적 관점의 설명방식이 교사의 개념 변화에 미치는 효과
1

2

김성기 , 백성혜
1

전남과학고등학교, 2한국교원대학교

산-염기 모델에 대한 화학 교사들의 이해
1

2

3

박철용 , 김성기 , 최 희 , 백성혜

4

1

천안중학교, 2전남과학고등학교, 3율량중학교, 4한국교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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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멘토링 과정에서 나타나는 멘토링 유형 분석 및 멘토 전문성 판단 기준 설정
정도준, 박지훈, 남정희
부산대교육대학원

생물실험수업에서 나타난 예비교사와 경력교사의 반성적 사고에 관한 사례연구
황신영, 정영란
이화여자대학교

The Scientific Problem Solving of Grade 6 Students Through Lesson Study Framework on Substance
in Daily Life
1

2

2

1

Penpimon Ponsombat , Wanipa Sukreyapong , Somjin Srimueng , Jiradawan Huntula
1

2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Satit Khon Kaen University School, Thailand

❚ 2-5 Evaluation (평가)

(p. 242)

st

1 Floor Hallway Bldg. 11

CARS(Changes in Attitude about the Relevance of Science) 문항을 이용한 과학의 관련성 인식에
관한 검사도구 개발
박은주, 이상의, Arif Rachmatullah, 하민수
강원대학교

A Longitudinal Trajectory of Science Motivation i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1

1

2

신세인 , 이준기 , Arif Rachmatullah , 하민수
1

2

전북대학교, 2강원대학교

유전과 진화개념 문제 해결에서 나타나는 과잉확신 인지편향 분석
우미경, 하민수, 아리프 라흐마툴라흐
강원대학교

AAAS 생태개념 검사도구 번역본의 타당도, 관련 변인 탐색 및 국제 비교
이상의, 박은주, Arif Rachmatullah, 하민수
강원대학교

협력적 문제 해결 중심 교수 모델(CoProC) 수업을 통한 고등학생의 협력적 문제해결력 변화
이은령, 강유진, 남정희
부산대학교

과학 교육 평가에서 나타나는 불일치 사례: 고등학생들의 인지적ㆍ정의적 성취를 중심으로
정수임, 신동희
이화여자대학교

❚ 2-6 Philosophy (과학사 철학)

(p. 245)

1st Floor Hallway Bldg. 11

초창기 과학잡지에서 나타나는 과학대중화 운동의 목적, 내용, 그리고 과학의 본성 요소
이형문, 송진웅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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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 Workshop 1

(p. 249)

15:40~16:40, Thursday, February 9 / 105 Bldg. 10

3D 홀로그램 투영기 만들기와 VR기기 체험하기
1

2

박기영 , 황미옥 , 신영준

1

1

경인교육대학교, 2서울가재울초등학교

• Workshop 2

(p. 250)

09:30~10:50, Friday, February 10 / 105 Bldg. 10

과학교육에서의 사회네트워크분석법(SNA)의 이해와 적용
신세인
전북대학교

• Workshop 3

(p. 251)

09:00~10:20, Saturday, February 11 / 101 Bldg. 11

편광필름을 활용한 색채의 생성, 변화, 그리고 Polage 이미지 제작
정용욱, 최우석
서울대학교

• Workshop 4

(p. 253)

09:00~10:20, Saturday, February 11 / 105 Bldg. 10

Invention Education Programs Integrated with Biology
박지영1, 김민기2
1

2

서울대학교,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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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PLENARY
• Plenary 1

PLENARY(기조강연)

09:50-10:50, Thursday, February 9 / 401 Bldg. 12

Immersive Approaches to Science Argumentation and
Literacy, and Its Impact Across Disciplines
Brian Hand
University of Iowa, USA

In a review article by Cavagnetto (2010) on the use

underlying scientific concepts of a topic as being ach-

of argument‐based inquiry approaches in science he

ieved through immersing students in the epistemic prac-

introduced the idea of immersive approaches to science

tices of science as they learn the content knowledge

inquiry. He introduced this term to differentiate be-

of the discipline. Such a perspective is different to what

tween teaching and learning approaches to science ar-

has traditionally been the view of inquiry for students

gument that focused on a more traditional structured

within school classrooms, where inquiry is used to con-

approach to the use of this type of inquiry, and ap-

firm theory or as a precursor to the delivery of content.

proaches to argument that were more orientated to socio

However, while there has been an emphasis in recent

‐scientific issues. A critical difference between these

curricula put forward by different countries on engaging

different approaches is that the immersive approaches

students in the epistemic practices of science, there still

to argument‐based inquiry place inquiry as the central

exists a lack of emphasis on immersing students in these

focus of the learning experience for students. In a more

practices as the central framework for learning.

recent effort immersion into argument‐based inquiry

This lack of implementation of immersive experiences is in part based around a lack of understanding

has been defined as

of what these environments entail, how they are setup,
Argument‐based Inquiry is inquiry that is intended to

what pedagogical skills and understandings need to

build students’ grasp of scientific practices while simul-

be developed for success, and what are some measures

taneously generating an understanding of disciplinary

of success that demonstrate immersion has occurred?

big ideas. Construction and critique of knowledge, both
publically and privately, are centrally located through
an emphasis on the epistemological frame of argument

Emerging studies

by engaging them in posing questions, gathering data,
and generating claims supported by evidence. (Hand,
Nam, Cavagnetto, & Norton‐Meier, 2013)

There has been a number of recent studies that have
begun to show the value of placing students in positions
where they are required to be an integral part of the

The adoption and adaption of such a definition places

learning experience. A recent publication by Resnick,

the critical focus of developing understanding of the

Asterhan, and Clarke (2015) highlights a number of st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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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s centered on the role of dialogical learning environ-

Living the Language

ments and the importance of these environments in promoting transfer. For example, Resnick and Schantz

In a recent publication by Ardasheva, Norton‐Meier

(2015) highlighted that transfer does in fact occur within

and Hand (2015) begin to provide a theoretical background

dialogical environments. Importantly, they highlight

to the role of language in science classrooms, particularly

work by Adey and Shayer (2015), O’Connor, Michaels

in terms of immersive argument‐based inquiry classrooms.

and Caphin (2015) and Topping and Trickey (2015)

Building off the original work of Michael Halliday, they

who showed in their respective studies that instruction

posit that in order for students to be immersed in the

in one discipline lead to significant gains by students

language of science, they have to “live” the language

in other non‐related disciplines. For example, instruction

of science. In much of the work by people working in

in science lead to better performance in mathematics

the structured approaches to argument‐based inquiry, stu-

and reading (Adey & Shayer, 2015). In another study

dents are required to learn about the language of science

by Webb, Whitlow and Danie (2016) that focused on

prior to them using the language of science. That is, much

examining the benefits of shifting learning environments

emphasis is placed on students having to learn the structure

to focus on the dialogical practices that underpin the

of argument separate to use - the argument being that

argument‐based inquiry approaches pushed by the these

one cannot argue in science if you do not use the words

new national curricula has resulted in transfer occurring,

evidence, backings, warrants etc. Interestingly when one

highlighted that explanatory talk promoted success on

reads science articles one does not see scientists using

the Raven’s Standard Progressive Matrices test com-

these words as part of building their arguments.

pared with control studies. While these studies have

Importantly Halliday suggested that students should

provided evidence that transfer occurs they do not ad-

learn about language through using the language as

dress exactly what is transferred. Given that there is

they live the language. In their article Ardasheva, Norton

not a direct transfer of discipline content knowledge

‐Meier and Hand argue that it is at the intersection of

in these studies, it raises questions about what is trans-

these three positions that students become fully im-

ferred ‐ if it is not content knowledge that gets transferred,

mersed in the language of the discipline. They argue

then what is it?

that within an argument‐based environment the language

The important points arising from these studies are

can be shifted to be about learning about argument

that immersing students in situations where they are

through using argument as you live argument. One can-

required to be active participants in the dialogical proc-

not have an argument without language ‐ that is there

esses that frame the epistemic practices of a discipline

is no argument without language. As Norris and Phillips

does have benefit - not only in the learning of the

(2003) have clearly pointed out, there is no science

discipline knowledge, but also in promoting deeper

without language. Science as a discipline cannot ad-

reasoning and transfer of success into other disciplines.

vance without language. Scientists do not use language

However, while these studies highlight the need to shift

as a tool for replicating the knowledge that has been

learning environments to incorporate richer dialogical

constructed - language is used as an epistemological

engagement they have not yet begun to explain why

tool to advance the discipline. It cannot be advanced

there is success.

without language.
Scientists have to live the language of their own discipline if they are to advance the discipline. Language
does not exist as a separate entity to be replicate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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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junctures, but exists as a tool that is necessary

tice language because they use it as they live their

for advancing a discipline. Understanding the nature

lives. Yet we struggle as educators to take what is

of the tool begins to get us closer to understanding

natural for learners, and immerse them in these same

the nature of immersive environments. Do scientists

types of experiences within science classrooms.

have to pass vocabulary tests before they are allowed

In imagining the use of immersive approaches we

in the laboratory? Who tells scientists if they are allowed

also need to examine how these approaches may pro-

to use the language of the discipline? Do scientists not

mote the transfer across disciplines that current studies

use language as a vehicle for arguments within their

are beginning to show. How does engagement in dia-

own labs and through publications/conferences plat-

logical argument‐based learning environments promote

forms? Language is a living tool that enables engage-

better results in other discipline areas?

ment within the discipline and the development of the
discipline.

Philosophical perspective
The shift in the new national curricula in placing

School classrooms

emphasis on the epistemological practices of each disIf scientists immerse themselves in the language of

cipline raises issues related to what is learnt by students

science as a function of doing science, should these

and what is able to be used by students as they move

practices not be what is done within school classrooms?

between different disciplines and into their future lives.

Given the release of new national curricula like the

This explicit emphasis on epistemic practices is a dis-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where there is a

tinct difference from previous national curricula. In

much greater emphasis on the epistemic practices of

providing an explanat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cience, the question becomes how to engage stu-

science and mathematics, Moshman (2015) states that

dents in these practices within the science classroom?

from an epistemological perspective science is framed

Importantly, the further question becomes at what age

around causal explanation which is “contingent and

can students engage in these types of practices to both

demonstrated through evidence” (p. 74), whereas math-

understand science as a form of epistemic practice and

ematics is centered on “rule‐based reasoning” and yields

to build understanding of the science content?

“objective truths” (p.74). Thus, when considering the

The excuses given most often are that students cannot

distinction between the two disciplines, there is a need

be trusted to be engaged in these immersive environ-

to understand and distinguish between “the explanatory

ments, they lack the content knowledge to be able to

and causal nature of the empirical sciences from the

be involved in these immersive argument‐based inquiry

formal necessities of logic and mathematics” (p. 80).

classrooms, or they lack the sophistication to be able

Given that the content knowledge of each discipline

to argue in a scientific manner. However, this becomes

is different, the question of what is available for each

a “Catch‐22” effect for most educators - because they

student to take into, and succeed in, learning environ-

can’t do it, we can’t let them do. This is a circular

ments centred on these practices becomes important.

argument which gets away from the real question that

In discussing this issue in relation to science Bailin

needs to be addressed. These same students manage

(2002) argues that scientists have intellectual resources

to build understanding of everyday language as they

which they apply across a range of inquiry activities,

live their own lives. They learn language as they prac-

that is, a good thinker has a “constellation of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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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69) that he/she can bring to any inquiry activity. This

Kendeou and Beker (2016, p. 48) epistemic cognition

shifts the conversation from knowing that (knowledge of

has to be viewed as a multi‐faceted construct including

ideas and cognitive skills) to knowing how (application

cognitive skills, meta‐strategic understanding and un-

of, and reasons for, using cognitive skills) (Mulnix, 2012).

derstanding of the epistemic norms of argumentation.

For Bailin (2002), this shift to knowing how moves the

Sandoval, Greene and Braten (2016), drawing on the

focus from “conceptualizing critical thinking in terms of

work of Elby and Hammer, Chinn and colleagues, and

skills or processes” to focus much more on “understand[ing]

Barzilia and Zohar, also put forward an argument that

the criteria of good thinking …. such understandings include

recognizes the idea that as part of epistemic cognition

criteria, concepts, and habits of mind as well as background

there are cognitive aspects that are fine grained, activated

knowledge” (p. 368). She argues for a “constellation of

in response to the context but are able to be used as

resources” that can be used across a range of situations

epistemic resources. Building on this idea, Mason (2016),

in response to a “particular task, question, problematic

in highlighting the work of Hammer and Elby, suggests

situation or challenge, including solving problems, evaluat-

that while epistemic resources are used in a multiplicity

ing theories, conducting inquiries, interpreting works, and

of situations “cognitive structures activated in a given

engaging in creative tasks” (p. 368). Thus critical thinking

context” may “not necessarily [be used] in another, as

can be viewed as “that mode of thinking that seeks to

different contexts trigger different resources” (p. 380).

justify beliefs on the evidential relations that hold between

While the concept of cognitive resources is argued for

statements” (Mulnix, 2012, p. 472), regardless of the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epistemic cognition much

context. Stromoand and Kammerer (2016, p. 231) have

of the current research in this field has focused on under-

argued that the use of such resources aimed at “defining,

standing epistemic practices and beliefs - that is, focusing

verifying or justifying should be regarded as aspects of

on issues such as how learners generate and justify claims

personal epistemology, and that the term epistemic cogni-

or the role of the individual versus the group.

tion…. maybe a more accurate term than epistemic beliefs”.
They refer to epistemic cognition as “cognitions related
to knowledge and process of knowing”.

Transfer of Learning
In thinking about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re-

Epistemic cognition

sources one has to ask are there particular learning environments that promote such activity and development,

Greene, Sandoval & Braten (2016, p. 2) in their in-

and are these environments aligned with current thinking

troduction to the recent Handbook of Epistemic

on transfer. I would argue that immersive environments

Cognition also highlight that epistemic cognition is

where students are required to “live” the language of

“cognition of or relating to knowledge”. They argue

science are environments which required active partic-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knowledge “that”

ipation in the epistemic practices of science. As I have

(propositional knowledge) and knowledge “how”

argued elsewhere, school classrooms are not science

(procedural knowledge). In addressing the issue of

laboratories, however the development of questions,

“how” Elby, Macrander, and Hammer (2016, p. 119)

claims and evidence can occur in both if students under-

have argued for epistemic cognition being framed as

take the same epistemic practices as the scientists.

“involving a rich variety of cognitive resources for un-

Engle et al (2012) have put forward a model for transfer

derstanding knowledge and how it arises”. For Iordanou,

that is centered around students actively particip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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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learner environments. I would argue that active

guage in building science arguments. The SWH ap-

participation is aligned to immersion within the learn

proach is framed around a question, claims, evidence

environment. They argue that certain conditions within

structure to argument that requires students to construct

these environments promote transfer. Importantly, they

and critique scientific arguments as a central means

highlight that prior knowledge and authorship are two

of learning science concepts. In a more recent develop-

critical components of the environment that promote

ment the approach has been framed as being about

transfer. Prior knowledge is necessarily activated within

3 critical phases - the development of the underpinning

immersion environments because students are constantly

epistemic framework of science, an argument phase,

referring to what they know as a means to explain the

and a summary writing phase. These phases are based

phenomena under study. Building on this component is

around helping students develop knowledge and practi-

the role of authorship. Engle et al argue that it is in

ces related to science, and to apply these aspects to

the authorship of their ideas that set up the conditions

building their own arguments as well as writing to

for the transfer of what the students are learning. This

others about the phenomena being study.

concept of authorship builds on extensive research on

In aligning the model for transfer put forward by

writing to learn research, where language is viewed as

Engle et al to the SWH approach, I would argue that

an epistemic tool (Prain & Hand, 2016). Building on

there are 3 critical knowledge bases that students have

the work of my colleague Andy Cavagnetto, we believe

to engage with that promote transfer:

there is third factor associated with Engle’s model and

Science Content Knowledge - students are required

that is the role of pro‐social environments - that is how

to engage prior knowledge to build knowledge of the

students build understand of the role of groups and how

phenomena under study (one can argue this is the only

they actively participate in groups as a function of the

knowledge they have to build this understanding). This

learning environment. In building on these idea of transfer

type of knowledge does not have particular practices

Day and Goldstone (2012) highlight the importance of

associated with it. It is the consequence of other knowl-

getting learners to engage with more abstract concepts

edge bases.

than with narrowly defined specific concepts. They argue

Argument Knowledge - by living the language of

that it is through understanding ideas more abstractly

argument students are able to build understanding of

that learners are able to better transfer learning to new

what is an argument, what are the components of argu-

situations.

ment and what a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different

In using these ideas I would argue that the Science

components of argument. Associated with knowledge

Writing Heuristic (SWH) approach, an example of an

of argument are the practices associated with argument.

immersive argument‐based inquiry approach, builds on

That is, having knowledge of argument is not sufficient

the “lived” experience of constructing science argu-

for success with science argument. Construction and

ments as the basis for success across a range of different

critique are practices required within argument - you

measures.

require knowledge of these, but as a learner you have
to be able to put these into practice.
Language Knowledge - in living the language of sci-

Science Writing Heuristic (SWH) approach

ence students have to engage with language writ large,
that is, they have to engage in all the representational

The SWH approach was developed by Hand and

forms of the concepts (text, pictures, graphical, sym-

Keys (1999) as a means to recognize the role of lan-

bolic, etc) not only as a means to generate a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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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as a process of generating the product (argument,

for teachers with greater than 18 months experience

summary writing). Language is something students have

with the SWH approach, students were significantly

to know about (the different forms of representation),

better at the quality of their text, their ability to link

and use as an epistemic tool (practice of language).

text with representations, even though the amount of

It is through engaging in the practices of argument

text they wrote was less. That is, students in these young

and language that students can construct understanding

grades are building the foundation for multi‐modal repre-

of the science concepts under study. These epistemic

sentational competency at a faster rate than students

practices are based on construction of knowledge not

not engaged with the SWH approach.

on information transfer systems. By being immersing

Random Control Trial - this was a funded project

in this lived experiences students are required to engage

working with 48 grade 3‐5 buildings in rural Iowa to

with the critical elements of Engle et al’s framework.

test the value of the SWH approach. The study focused

They have to build from prior knowledge experiences,

on requiring grade 3‐5 teachers in each treatment building

and they are responsible for authorship both privately

implementing the SWH approach for 2 years, and exam-

and publically of their own knowledge. Importantly,

ined student performance ono the Iowa Test of Basic

emphasis is placed on each student constructing knowl-

Skills for science, mathematics and language. Results

edge of the big idea of the topic, and not on replication

show that SWH students scored significantly better in

of language associated with the concept. That is, author-

mathematics and language than control students. In addi-

ship is given to the students, rather than demands being

tion to this transfer into mathematics and language per-

on them to replicate the language given to them by

formance, the grade 5 students were tested used the

the teacher.

Cornell Critical Thinking test to look at comparing the

While these may be theoretical arguments, the ques-

rate of critical thinking growth rates between SWH and

tion is does this approach lead to gains argued for

control students. The SWH approach students had sig-

in immersive environments.

nificantly greater rates of critical thinking growth. Not
only did the students transfer performance to math and
language, they were better at critical thinking.

Results for SWH approach

Under‐graduate chemistry laboratory - we have been
doing a number of studies at the undergraduate fresh-

As a research group we have been using the SWH

man level. The original work with Tom Greenbow’s

approach across a range of different settings, that have

group showed that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the

enable us to begin to better understand some of the

TA and students’ buy in was critical in terms of the

benefits of an immersive environment. A couple of

improved performance on ACS exams. Importantly,

these results are:

in using the SWH approach achievement gaps were

Early Childhood study - The study was focused on

closed, particularly the gender gap. Recent work with

examining the role of summary writing with students

Fatma Yamen in Turkey, has shown that SWH students

in K‐2, particularly in relation to written text and devel-

are able to develop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triplet

opment of representation understanding. Deb Nichols

relationship, a critical underpinning foundation of suc-

and her group have analyzed student writing in relation

cess in chemistry.

to teachers’ years of experience. Students were asked

While there are other SWH studies these are a repre-

to write about the “big idea” of the topic using whatever

sentative sample of the benefits of being in an im-

form of writing they wanted to. The results show that

mersive environment. Students within thes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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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 are being required to engage with science con-

Green, W. A. Sandoval, & I. Braten (Eds). Handbook

tent knowledge, as they engage with the argumentative

of Epistemic Cognition. Routledge: New York

practices underpinning the discipline of science, as they

Hand, B., & Keys, C. (1999). Inquiry Investigation.

are required to utilize the language of science to construct and critique knowledge. While these studies rep-

The Science teacher, 66(4), 27‐29.
Hand, B., Nam, J., Cavagnetto, A. R., &

Norton‐

resent success, they are the starting point for us to

Meier, L. (2013). The Science Writing Heuristic

build richer understandings of how, why and when

(SWH) approach as an argument‐based inquiry.

students use epistemic practices that frame a discipline,

Roundtable

and what epistemic resources are developed as a func-

Conference on Immersion Approaches to Argument

tion of being in these immersive environments.

‐Based Inquiry (ABI) for Science Classrooms,

discussion

at

1st

International

Busan, South Korea., p. 1).
Iordanou, K., Kendeou, P., & Beker, 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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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nary 2

11:10-12:10, Friday, February 10 / 401 Bldg. 12

Linking Practice to Purpose in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William A. Sandoval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SA

The adoption of the Next Generation Science

hensive goals for science education: that by the end

Standards (NGSS Lead States, 2013) in the United

of secondary school, “all students have some apprecia-

States places new demands on teachers. They are ex-

tion of the beauty and wonder of science; possess suffi-

pected to radically change their instruction in ways

cient knowledge of science and engineering to engage

that are unfamiliar to many, if not most, of them. To

in public discussions on related issues; are careful con-

change their instructional practice, teachers need some

sumer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re-

way to assess their own efforts in relation to the goals

lated to their everyday lives; are able to continue to

they are trying to achieve. This need exposes a gap

learn about science outside school; and have the skills

in the standards themselves and discussions of them:

to enter careers of their choice, including (but not limited

the absence of purpose.

to) careers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I begin with an analysis of the framework and stand-

(NRC, 2012, p. 1). These overarching goals are occasion-

ards and their articulations of purpose, including what

ally referenced throughout the rest of the framework.

we might consider proximal and distal goals for science

For example, the argument for making science practices

education. This is followed by a summary of recent

central to the framework is that this will help students

work suggesting that teachers struggle to articulate their

understand how science works and thus be better able

own instructional goals, both proximally and distally.

to use it to engage in public discussions and be careful

Many also seem to understand science practices in ways

consumers of information.

that are not aligned well with notions of practice in

More importantly, by the time the Next Generation

the new standards. Lastly, I discuss some efforts to

Framework (NRC, 2012) got translated into the Next

help teachers consider their own purposes in their teach-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NGSS Lead States,

ing in relation to the new standards.

2013), all talk of overarching purposes is lost. Instead,
the standards describe particular things students at various grade bands should be able to know and do, in
terms of performance expectations, with outlines of

Goals in the NGSS

the kinds of practices, cross‐cutting concepts, and disThe framework for the NGSS was published by the

ciplinary core ideas that enable such performances. The

U.S.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in 2012. The very

words “goal” and “purpose” appear in the standards

first page of the framework lays out a set of compre-

only in relation to concrete performance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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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Conduct an investigation and evaluate the

and efforts to align policy, curriculum, and professional

experimental design to produce data to serve as the

development can have limited effects because of a fail-

basis for evidence that can meet the goals of the inves-

ure to attend to the time and effort it takes teachers

tigation” (part of the standard for the practice of design-

to understand new reforms (Penuel, Fishman, Gallagher,

ing and conducting investigations). The word purpose

Korbak, & Lopez‐Prado, 2009).

appears only in relation to specific standards, as in

A socioculturally situated perspective on cognition

“different properties are suited to different purposes”

frames thinking and learning as occurring in specific

(PS1.A).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s. Teachers learning about

The standards thus reify the assumption made in

new instructional reforms are doing so within the contexts

the Framework that learning specific science concepts

of the school districts and schools they work in, during

and learning versions of science practices will be suffi-

particular historical moments, and in their own ontoge-

cient to meet the overarching goals for science educa-

netic history as teachers. Further, teachers’ ideas about

tion listed at the start of the framework. The case for

teaching and learning are manifested through their teach-

this assumption is what Feinstein (2011) calls

ing practices. Practices, including teaching practices,

“rhetorical” – it is an argument based on assumptions

emerge within particular communities and are appro-

about the value of learning to do certain kinds of things

priated by individual community members, to meet par-

without any evidence that in fact this happens. The

ticular goals perceived by the community. One way to

lack of attention to purpose in relation to specific stand-

examine teachers’ understanding of instructional reforms,

ards, especially the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

and the NGSS specifically, is thus to examine the goals

(SEP) standards, is that the centrality of SEPs to the

they express, the goals they seem to enact, and the ways

new standards requires teachers to think very differently

in which they enact them. In different contexts over the

about their teaching. One new demand is that the NGSS

last few years, we have been working with veteran teach-

expects that DCIs (disciplinary core ideas) and cross‐

ers to prepare them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GSS

cutting concepts will be learned through engaging in

in California. This will happen at the secondary level

(and learning to do) the SEPs. A second demand deriv-

(grades 6‐12) beginning in the 2017‐18 school year.

ing from this first one is that deep engagement in the

What follows are summary presentations of three

SEPs requires a re‐organization of classroom discourse

studies of teachers’ understanding of NGSS demands,

such that students are talking more to each other rather

as manifested in aspects of teacher practice and their

than listening and responding to teachers. We have

expressed goals for that practice. Together they show

evidence that both of these demands are novel and

that teachers struggle to clearly articulate the goals

quite difficult for teachers.

of their own teaching, particularly in linking goals to
specific instructional practices. They also show that
initial efforts to enact the NGSS reflect the kinds of

Science teachers’ expressed goals

misalignment typically seen in in the introduction of
new reform policies, as noted above.

A challenge for all new policy reforms is to help
teachers (and administrators and other educational practitioners) understand them. Teachers’ understanding of

New teachers’ modeling instruction

reform policies is often misaligned with policy in-

One of the eight SEPs highlighted in the NGSS is model-

tentions (Spillane, 1999; Spillane & Jennings, 1997)

ing, which is described as one of the central means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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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the sciences develop and test explanations of the

discussions. Teacher talk moves were analyzed using

world. Model‐based reasoning has been identified as a

the accountable talk framework (Michaels & O’Connor,

“core practice” of the kind of ambitious science teaching

2012; Michaels, O’Connor, & Resnick, 2008), as it aims

needed to enact the NGSS (Windschitl, Thompson, &

to produce the productive disciplinary discourse de-

Braaten, 2008). To prepare new teachers to take up ambi-

manded by the NGSS. The teachers were also encour-

tious teaching, the teacher preparation program at a large

aged in their methods course to try to use accountable

research university re‐organized its secondary science

talk moves in their class discussions. Figure 1 shows

methods course one year around Windschitl’s version of

the total frequency of the 9 talk moves of the accountable

model‐based inquiry (MBI). A key component of the MBI

talk framework, as observed over more than 10 hours

approach is re‐organizing classroom discourse in ways con-

of whole class discussion from more than 30 hours

sistent with NGSS demands – getting students to talk to

of classroom instruction. The first 3 moves shown in

each other directly about the science concepts in their

the figure are intended mainly to elicit student thinking,

models and the epistemic features and criteria of models

the 4 aims to get students to listen attentively to each

and the practice of modeling. Key to the MBI approach

other, moves 5 and 6 are intended to deepen student

is that building, evaluating, and revising models of some

reasoning, and the last 3 aim to get students to engage

phenomenon is the means through which target science

with each other (Michaels & O’Connor, 2012).

concepts are learned, rather than the construction of a model
being a final assessment of conceptual understanding.

th

The picture from this graph suggests that, as a group,
these new teachers are creating potentially productive

Ten teachers from the program agreed to design and

discourse environments. Instead, the most dominant

enact a MBI unit as part of a seminar they attended

teacher talk moves, requests to say more, asking for evi-

during the second year of their program and their first

dence or reasoning, and requests for students to add on,

year as full‐time teachers. Each unit included separate

were used in ways to promote the typical initiate‐response‐

lessons focused on students’ construction of initial mod-

evaluate form of discourse. Most of the moves coded

els, evaluation of models, and model revision, and each

as requests to add‐on were really just efforts to get students

of these lessons included planned whole class dis-

to report out on their findings. That is, they were not

cussions to compare student models. These three lessons

asked to add to the substance of a previous contribution

were observed for each participating teacher, with a

from another student, but merely the next in a line of

focus on how each teacher organized these class

students asked to report their thinking. Similarly, requests

[Figure 1] Frequency of observed talk moves summed across all observed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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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ay more or to elaborate on one’s reasoning were

what they were trying to accomplish in a lesson and

most commonly efforts by teachers to elicit their preferred

how they thought that related to NGSS practices. We

response, after which they would move on to a new

developed a coding scheme based on these responses

line of questioning. Teachers rarely took up the substance

that was then also applied to observations of their

of students’ contributions or juxtaposed apparently differ-

lessons. A summary of this coding is presented in Table

ent ideas (Kim‐John, 2015).

1, from which several noteworthy patterns stand out.

These new teachers, then, saw the purpose of these
talk moves, and whole class discussion, as a way to
engage many students in contributing to the teachers’

[Table 1] Frequency of teachers’ observed and
described goals around NGSS

preferred ongoing conceptual narrative for the class.

Goal

This severely limits students’ opportunities to engage

Teachers
Observed

Teachers
Described

deeply with scientific modeling as a practice for testing

Give concepts

6

5

and refining one’s own ideas, or considering how to

Control practices

6

5

Support collaboration

6

4

Press explanation

5

2

Assess knowledge

5

3

Elicit ideas

6

3

Encourage mistakes

5

4

Give strategies

4

2

Connect science

4

3

Everyday examples

4

2

Slow pace

0

6

decide one model is better than another. It also does
not address the reasons for being able to do so, or
how one might evaluate models encountered outside
of school (about climate change, for example).

Veteran teachers’ initial interpretations of
reform
In an initial effort to understand the possible learning
demands the NGSS posed for practicing science teachers, we conducted a small study in a large metropolitan

First, three goals described by most teachers were

city in the United States. Seven veteran science teachers

also observed in their lessons. One is that teachers said

agreed to be interviewed and observed multiple times

they needed to give students concepts before students

during the school year following a brief summer in-

could engage in SEPs geared toward them. Second,

stitute introducing the NGSS. The district in which

teachers felt that they needed to be in control of how

these teachers worked serves predominantly low‐in-

SEPs were enacted, especially in terms of the design

come Latino students. Ongoing school‐year coaching

of investigations. Third, teachers said collaboration was

was cancelled by the district at the start of the school

important and they had students work in groups, al-

year, so this study serves as an opportune exploration

though it is unclear from our observations how they

of teachers’ initial interpretation the vision of the new

supported productive collaboration.

standards. Teachers were asked to nominate lessons

A second pattern in the table is that most teachers

for observation that they thought exemplified their ef-

were observed to use class discussions to press for ex-

forts to enact lessons more aligned with their under-

planation, elicit student ideas, and to assess student

standing of NGSS than prior year’s lessons. Following

knowledge. As with the earlier study, these efforts largely

each observation, they were interviewed to explore their

unfolded to pursue the teachers’ preferred narrative.

goals around what they thought they could achieve

Students were pressed to explain their reasoning only

in each lesson. During interviews, teachers were asked

when it seemed incorrect. Students’ ideas were eli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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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means to elicit the correct idea or uncover

the correct concepts.

misconceptions. Simon (a pseudonym) provides a clear

Analysis of the ways in which teachers talk about

example. He asked his high school biology students to

these instructional goals and enact them shows how

model DNA replication and transcription using clothes-

teachers’ proximal aims contradict goals in the NGSS

pins and sticks, as an assessment of previously covered

for students to engage more authentically with SEPs

topics rather than a way to develop their understanding.

as the primary means to learn science concepts. These

After a few minutes, he approached a group:

teachers struggled with the tension between providing
students’ more agency and maintaining their obliga-

Simon:

Tell me what goes along the side of the DNA

tions to ensure students learned canonical science content (Kawasaki & Sandoval, 2016a, 2016b).

Student 1: Um mRNA?
Simon:

More recently, we have been working with a group

No, what else besides the nucleotides are in
DNA?

Student 1: (no answer)
Simon:

Sugar and phosphate groups make up the
sides of he DNA strand.

of two dozen secondary science teachers (grades 6‐12)
in an urban school district serving a student population
that is 96% Latino, 67% free or reduced lunch (an index
of household economic status), and about 30% English
learners. At the start of a 3 year professional develop-

A few minutes later, Simon brought the entire class

ment project, we asked these teachers to write down
the most important thing they wanted their students

together.

to learn in their science classes. Teachers’ responses
Simon:

This activity is about making a scientific
model. Taking a mental concept and putting
it into another form to help convey that
idea. Models can be equations or pictures.
This time we used clothespins and wooden
sticks to model DNA replication,
transcription, and translation. I wanted
you to use these materials to show me that
you can take an idea and put it into another
form to show me that you understand it. So,
what part of what we did today involved a
gene?

Student 1: Transcription
Simon:

Because transcription is the process of
making a…

were brief and vague, really nothing more than platitudes
about critical thinking or being able to reason with
evidence. We also found that observations of their initial
attempts to enact SEPs were similar to the patterns seen
in Kawasaki’s earlier study (Kawasaki & Sandoval,
2016a). Enactment of specific science practices was
shallow, used to reinforce or assess concepts already
taught, through verification labs or structural models,
or as a means to generate student interest in a topic
(Sandoval, Kawasaki, Cournoyer, & Rodriguez, 2016).
Taken together, these recent studies make clear that
teachers do not get experiences in their preparation

Student 2: Protein

or ongoing work to prepare them to understand the

Simon:

meaning of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s in the

DNA is in the form of a code to make
proteins and we are made of proteins (field
notes, 2/24/15).

NGSS. Ghousseini and colleagues (2015) recently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linking new teaching practices to the overarching goals those practices are meant

This is the typical IRE sequence (Mehan, 1979).

to serve, consistent with a culturally situated per-

Note also that here the model is not the means to learn

spective on thinking and learning. Our findings with

about or test ideas about replication or transcription.

the groups of teachers we have recently worked with

It is simply a means to demonstrate understanding of

show that teachers do not typically talk about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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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in such ways. When asked they resort to very

Recent interpretations of the NGSS have focused

general statements of ambiguous meaning. Such ambi-

on the centrality of phenomena to teaching to the new

guity is also common in policy documents themselves,

standards. That is, the ability to explain natural phenom-

and the ambiguity in language use among policymakers,

ena is put forward as an answer to the question, “why

administrators, teachers, and researchers too, is prob-

learn science”? This focus on phenomena (e.g., Reiser,

lematic for guiding teachers to enact policy visions

Fumagalli, & Novak, 2015) is a crucial shift for teach-

successfully (Spillane, 1999).

ers, because it re‐orients a major instructional goal from
“cover the content” to “learn concepts in ways that
can explain specific pheneomena.” As our teachers have

Linking new practices to new goals

come to understand this shift, they have changed how
they plan instructional units, framing around the prob-

The lack of clear relations in the Next Generation

lem of explaining a specific phenomenon or class of

Framework (NRC, 2012) and Standards (NGSS Lead

phenomenon. Such planning still needs a good deal

States, 2013) between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s

of coaching from professional development staff, and

(SEPs) and the goals they serve is problem for pro-

remains limited to a small set of units. Yet, as teachers

fessional development. Without a clear articulation of

have shifted their planning focus onto phenomena and

how engaging in SEPs in particular ways and for partic-

their explanation, they have opened up a new learning

ular ends meets overarching goals for student learning,

opportunity.

teachers are left to figure such relations out for

In focusing instruction on explaining phenomena,

themselves. When teachers struggle to articulate clearly

teachers have, through strategic coaching, opened up

their own goals for their own students, such figuring

opportunities for student talk, and in doing so they

out is going to be very difficult. Add to this that the

have come to see the value of student thinking and

effort to reconstruct one’s teaching practice requires

of encouraging student talk. This too is a crucial shift

the capacity and will to reflect on how particular teach-

toward enacting the NGSS. Talk remains limited, as

ing practices relate to specific policy goals (Spillane,

nearly all of our teachers find themselves uneasy with

1999). Consequently, professional development around

stepping to the side in class discussions. Yet, there

the NGSS has to help teachers think differently, or

is a clear move in the direction of productive dis-

at least more clearly and explicitly, on their goals for

ciplinary discourse.

science education and how their specific teaching practices can serve those goals.

A persistent issue in our work with these teachers
is that many of them do not deeply understand the

We have been working with teachers described ear-

SEPs they are trying to teach. We recently asked them

lier (Sandoval, et al., 2016) for a year and a half. In

do describe the process of “modeling” and they all

this time, we have had some success in getting them

described models – the artifact, not the process. This

to think about how alternative forms of instruction en-

is a learning problem for several reasons. One, without

able new forms of student participation in science. It

understanding modeling as a process it is difficult to

is not yet clear, however, that this work has led to

organize instruction around the development and re-

changes in how they think about science, science learn-

finement of models. Second, an understanding of the

ing, or the purposes of a science education. Articulating

practice of modeling is required to assess how well

our partial successes so far may point the way to making

students might be learning to engage in that practice.

progress on our own aims not yet achieved.

This also hinders organizing instruction. Finally,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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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ing modeling as a practice of science provides

versions of practice in which students can engage.

a basis to consider the value of understanding that prac-

The third finding is that teachers do not seem to

tice, not just for learning science but for engaging with

consciously connect the goals they have for their stu-

science outside of school.

dents’ to concrete instructional routines or practices
that could serve those goals. Without reflecting on what
it is they are trying to accomplish and how their current
practice can or cannot accomplish their goals, then

Conclusion

their capacity to enact these reforms will remain limited
As the NGSSS were being developed, it was clear

(Spillane, 1999). This means that the overarching goals

that the new standards would pose challenges to teach-

outlined in the Next Generation Framework (NRC,

ers, most notably in re‐framing instruction to engage

2012) are unlikely to be met, as these overarching goals

students in science practices as the means to learn con-

themselves have not been articulated in relation to

cepts, and to organize coherent instruction in this way

standards or to instructional practice.

(Osborne, 2014; Pruitt, 2014). It also was clear even

The success of the NGSS and similar reforms, espe-

before this that rich engagement in science practices

cially their ability to influence how students learn sci-

requires new discourse practices in classrooms that put

ence and use it productively as citizens and consumers,

students directly in conversation with each other

hinges on the ability to support teachers’ efforts to

(Windschitl, et al., 2008). The learning challenges these

reflect on their teaching practice in relation to the pur-

new demands would place on teachers were somewhat

poses those practices might serve. Those efforts rely

hypothetical. Our work with teachers over the last few

on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pre‐service prepara-

years shows three stark findings that teacher preparation

tion) that can support teachers’ reflection on practice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must address.

and purposes. The conclusion from our recent work

The first is that teachers do not deeply understand

is that curriculum adaptation can move teachers only

the science and engineering practices they are expected

part of the way toward such reflective capacity. To

to help students learn. Our professional development

develop a robust capacity to reflect on the links between

work has focused on supporting teachers’ revision of

practice and purpose seems to require support for those

instructional units to integrate SEPs. This approach

processes of reflection.

has had partial success in opening up spaces in the
classroom for students to engage in richer versions
of the SEPs than previously, but its effect on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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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tion of Character and Values for Promoting
Scientific Literacy as Citizens
Hyunju Lee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and technology (e.g., GMOs, embryo stem‐cell re-

1. Introduction

search, food additives, etc.), and some are brought by
Ulrich Beck, in his book “Risk society: Towards

growth‐oriented paradigm in the society (e.g., building/

a new modernity”, defines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bridge collapse, sinkholes, etc.). Some are unexpected

industrial societies as ‘risk society’ (Beck, 1992). He

and are not easily controlled by even advanced science

argues that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con-

and technology (e.g., MERS, Avian Influenza, Zicca

tinually produce new forms of risks - not limited to

virus, etc.). We are surrounded by uncertain, ambig-

global warming, environmental pollution, health risks,

uous, and unpredictable risks. This situation raises the

etc. - that citizens are constantly required to respond.

following questions. How do we help students to pre-

Since the risk inherent in modern society is often not

pare for risk society? What kinds of citizens do we

intuitively perceived, it creates huge anxiety to the

envision as science educators? What competencies will

public. No one exactly knows what risks are involved

students as future citizens need to obtain for the risk

in the production of Nano‐technology or GMOs. The

society? To respond to these questions, I revisit current

recent case of Oxy humidifier disinfectant has clearly

status of science education in terms of promoting scien-

shown how serious the risk can develop. The harmful

tific literacy, and propose a larger notion of scientific

effects of PHMG and PGH, the major components of

literacy to cultivate responsible citizens.

the disinfectant, have not been validated by scientists’
inhalation toxicity tests or by the enterprise or national
safety systems. Not being aware of the dangers of humidifier disinfectants, mothers used them for their sons

2. Tensions between pipeline science and
everyday life science

and daughters, and as a result had to shed huge tear
in deep remorse. Those who felt empathy with them

Over the past decades, scientific literacy has become

naturally became anxious about other unpredictable

“too important to leave to scientists or science educators”

dangers and hazardous, even deadly, consequences that

(Fensham, 2002, p. 9). However, there have been con-

they may encounter in their lives.

tinuing debates among science educators about a con-

The risk situations that ordinary citizens face in a

sensus of the notion of scientific literacy (Hurd, 1998;

contemporary society are presented in a wide variety

DeBoer, 2000). Since scientific literacy is a socially

of areas. Some risks are caused by bifaces of science

constructed concept (Miller, 1998; Laugksch, 2000),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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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with the context and time in which it is used.

because they may not be actually convinced of the serious-

Currently, the notion of scientific literacy has become

ness of the problem that science education is facing.

more concerned with students’ competencies as future

Reasons for not adopting the ideas typically include such

citizens, who are aware of the social implications of

factors as inflexibility of science curriculum, insufficient

science and technology, are capable of participating in

knowledge related to SSI, and lack of resources and time.

investigations and decision‐making on science‐related

However, more fundamental reasons for not adopting

social issues, and can take action to resolve the issues

humanistic perspectives may include teachers’ deeply

based on their values (Jenkins, 1992).

embedded epistemological beliefs about pedagogical

While most of science educators and teachers agree

practices accumulated over years of teaching; namely,

upon the idea of scientific literacy as a primary goal

their strong loyalty to scientific knowledge and processes

of science education, school science still heavily focuses

(Hansen & Olson, 1996; Witz & Lee, 2009). For instance,

on the delivery of scientific knowledge. Aikenhead says:

Hansen & Olson (1996) reported that a large percentage
of science teachers believed that their most important

When asked if teaching from a humanistic like per-

task was to teach scientific concepts, principles, laws

spective is a good idea (terms such as ‘socially relevant’

or the inquiry process. Those teachers tended to perceive

are actually used), most science teachers (about 90%)

any substantive changes in their teaching as a burden,

overwhelmingly endorse it; yet when asked about im-

and so put new approaches like STS, SSI aside.

plementing such a curriculum, teachers provide many
reasons for not doing so. (2006, pp. 64-65)

The culture of current school science is quite different
from the culture of science in everyday life (see Figure
1). School science (or textbook science) tends to be

Under the reform pressure, science teachers seem to

mostly presented as positivistic knowledge, unaffected

acknowledge some educational benefits of addressing

by sociocultural factors and unshakable truth (Kincheloe

humanistic perspectives (e.g. STS, STSE, SSI, NOS, etc.)

& Tobin, 2009). On the contrary, everyday science is

to promote scientific literacy. However, they often show

more nuanced, context‐based, socially and culturally

resistance to addressing such ideas in their classrooms

embedded, and ill‐structured.

[Figure 1] Border crossing between the subcultures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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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subculture of the current school science,

knowledge, the wealth and wonder of the vast number

border‐crossing to everyday science (i.e. humanistic per-

of scientific ‘discoveries’ or the crucial role that science

spective) does not seem to be an easy process for both

plays in problem solving. School science, however, has

teachers and students. Like the resistance of science

rarely acknowledged the uncertain dimensions of sci-

teachers to ill‐structured problems like SSI, students

ence and now it seems to face significant consequences

would be at a loss not knowing how to apply that knowl-

of failing to do so. … Contemporary socioscientific is-

edge when making decisions on real‐life issues like

sues cannot be “taught” in the usual way since there

“Would you choose GM tofu or non‐GM tofu given

is not always certain answer to be delivered (pp. 208‐209)

a limited budget?” Indicators from previous studies
show students often feel frustration when discussing

Understanding of knowledge about science does not

or debating on the issues that do not have one correct

mean acquiring knowledge of the nature of science, but

answer (Dreyfus & Roth, 1991; Sternang & Lundholm,

means developing critical and reflective approaches to

2011). It indicates that successful completion of regular

science. Students should be able to critically examine

school science does not guarantee them to make a rea-

social, moral and ethical aspects of science, the role of

sonable decision on the problems encountered in every-

science and scientists in society, and consider un-

day life. Concerned with the situation, Day &d Bryce

predictable consequences that science and technology

(2011) raised a critical question: “Does the discussion

might beget. Some teachers address GMO topics in class.

of socioscientific issues [as an example of humanistic

They started the session with a video clip on GMO to

approach] require a paradigm shift in science teachers’

draw students’ attention, but then move to explain related

[students as well] thinking?” (p. 1675).

scientific knowledge without critically and reflectively

Current school science put too much emphasis on

examining the issues from diverse perspectives. This is

knowledge in science. However, everyday science most-

just a technical approach even though the teachers try

ly deals with knowledge about science; namely, how

to connect science with everyday life contexts. Students

science and scientists play a role in the society, how

need to have opportunities to problematize the role of

science affects our lives in positive or negative ways.

science and scientists in society.

Most of the scientific issues that we face in everyday
life (e.g., like GMO, MERS, nuclear power plants) involves ambiguity and uncertainty. Individuals make decisions on such issues with limited and unclear in-

3. A need for larger notion of scientific
literacy

formation, and interpret the issues based on diverse personal and sociocultural values. Thus, they produce multi-

Recently, “practice (action)” and “participation” have

ple solutions and often perceive the complexity of the

been emphasized as the main elements of scientific

issues. However, as Christensen (2009) points out, school

literacy. Hodson (1999, 2003) and Roth (2003; Elmose

science rarely tolerates the uncertainty.

& Roth, 2005; Roth & Lee, 2004) advocate that science
education curriculum be oriented toward socio‐political

If science education is to provide students with useful

action. These progressive researchers envision citizens

knowledge involving science it now needs to engage

as proactive agents willing to participate in discourse

with these uncertain dimensions. Acknowledging the

and actions aimed at resolving issues in a manner that

uncertainties of scientific knowledge is not to degrade

serves the well‐being and common good of global

its value. It is not to deny the reliability of most scientific

communities. Sperling & Bencze (2010) also empha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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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sm as one of the major elements in citizenship

take responsible action” (Hodson, 2003, p. 656).

education and claimed that science education should

His approach basically shares some ideas with the

be integrated with citizenship education in order to culti-

socially critical approach (socially critical curriculum

vate responsible citizens.

theory) in environmental education (e.g. Fien, 1999;

Hodson (2003) argues that contemporary conditions

Green‐Gough & Robottom, 1993) which calls for stu-

demand a “politicization”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dents’ active involvement. A socially critical approach

curriculum. Basically, he somewhat appreciates that

has a strong focus on student action, group processes,

the STS approach attempted to respond to social

community linkages, and developing working knowl-

changes, rather than just teaching facts and principles.

edge and critical perspectives of society (Kemmis, Cole,

At the same time, he criticizes the limitations of the

& Suggets, 1983). Hodson claims that current social

STS approach on the practical classroom level. He cites

and environmental problems result primarily from the

Jenkins’ criticism of STS - which is that “STS materials

operation of Western industrialized society, but that cur-

have lacked an adequate theoretical foundation and

rent education overlooks the actual cause of the problems.

have served a limited, if valuable, function of support-

Finally, he suggests that the heart of the curriculum

ing and enriching otherwise conventional school sci-

should be committed to pursuing “a fundamental realign-

ence courses” (Jenkins, 2002, p. 19). Hodson criticizes

ment of values underpinning Western industrialized soci-

that current science teaching puts too much emphasis

ety”; for instance, rejecting technological determinism

on obtaining basic knowledge and skills in achieving

or anthropocentrism and encouraging a “humanized”

scientific literacy; he says “most people can get along

technology. He recommends having a “biocentric” ethic.

perfectly well without scientific knowledge or can easi-

Zeidler and his associates (Zeidler & Keefer, 2003;

ly access it when they need” (p. 650).

Zeidler et al., 2005) have done a wide range of researches

His larger framework for social changes and the new

regarding socioscientific issues, advocating the in-

conditions of science with regard to these changes im-

tegration of knowledge and reasoning skills (moral and

plies “a much overtly politicized form of science educa-

cognitive), based on a neo‐Kohlbergian perspective. His

tion” beyond STS and the current notions of scientific

larger framework seems to embrace various research re-

literacy. The key objective of science education should

sults in this area. Beyond concerns about moral reason-

be “to equip students with the capacity and commitment

ing/development and cognitive reasoning, he extends his

to take appropriate, responsible and effective action

attention to the “emotive belief systems” and “character

on matters of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mo-

education.” Basically, his approach includes all the semi-

ral‐ethical concerns” (p. 653). He suggests that a

nal concerns of education with a focus on strengthening

“politicization of science education can be achieved

the importance of character, morality and virtue as a

by giving students an opportunity to confront real world

democratic citizen. In this sense, he criticizes traditional

issues that have a scientific, technological or environ-

STS(E) education. Socioscientific issues have been most-

mental dimension” (p. 654). In practice, this would

ly addressed by emphasizing the social impacts of scien-

involve “supporting students in their attempts to form

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within the STS(E)

opinions of their own on important issues and to estab-

framework, but most educators have regarded the moral/

lish their own value positions”, rather than be concerned

ethical aspects of issues as auxiliary components. The

with “promoting the ‘official’ text book view” (Hodson,

STS(E) framework does not care much about with the

2003, p. 656). Hodson also envisages as a final “level

“psychological and epistemological growth of a child,

of sophistication”, “helping students to prepare for and

nor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or virtue.” Zei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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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dentifies the essential components in dealing

of education, what is often called character education.

with socioscientific issues and puts them together into

(p. 128)

a SSI (Socio‐Scientific Issue) framework.
Berkowitz and Simmons (2003) have similar con-

Along the same line, Hansen & Olson (1996) address

cerns with Zeidler, but their approach is more inspired

the concept of Bildung to consider when teachers try

by a vision of a student, who plays a role as a moral

to integrate science with other disciplines from the human-

agent and lives together with other moral agents in

istic perspectives. Bildung literally means “a kind of mak-

a democratic society. This approach is based on the

ing,” and emphasizes the formation of character. Putting

assumption that democratic citizenry can be created

more emphasis on political actions, Elmose & Roth (2005)

by the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Berkowitz

use the term, “Allgemeinbildung (‘allgemein’ means

(1997) clarifies morality or character - including moral

‘general’)” that “involves competence for self‐determi-

behavior, moral values, moral personality, moral emo-

nation, constru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solidarity

tion, moral reasoning, moral identity, and foundational

toward persons limited in the competence of self‐determi-

characteristics - a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nation and participation.” (p. 21). Some science educators

enable the individual to act as a moral agent. Berkowitz

(e.g., Elmose & Roth, 2005; Sjӧstrӧm, 2015) introduce

and Simons say that science education also needs to

Bildung in connection with scientific literacy for citizens.

help students grow as morally responsible citizens.

Sjӧstrӧm (2015) advocates Bildung‐oriented chemistry ed-

Current science education aims to use appropriate scien-

ucation that emphasizes “critical approach, aiming at phil-

tific processes and principles in making personal deci-

osophical reflection and socio‐political action concerning

sions, have intelligent interaction in public discourse

chemistry education” and says “critical chemistry educa-

and debate about matter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ion should concern ethical aspects of chemistry, risks

concern regarding socioscientific issues. However, they

and uncertainties: it is about assessing, balancing and

criticize that it is still a “traditional knowledge‐transfer

valuing benefits and risks” (p. 1883). Such notions of

approach” and a “transmission of scientific facts or

scientific literacy are broader than Vision II suggested

verification of laboratory activities” (p. 121). Instead,

by Roberts (2007).

they suggest that socioscientific issues should be con-

In order to cultivate future citizens with scientific

sidered at moral and ethical dimensions of science and

literacy in risk society,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technology in a democratic society, and that science

concept of scientific literacy. We often say “responsible

education should be integrated with moral/ character

citizens.” What does “responsible” mean? Being respon-

education. In other words, Berkowitz and Simmons

sible is bound up with the formation of character.

(2003) propose a vision to transform students into moral

Character and values enable individuals to act respon-

agents by integrating science education with moral and

sible with respect to human life and allow them to show

character education, who are able to fully participate

compassion for other human beings on the planet (Choi

in decision making and policy building that affect others

et al., 2011; Zeidler, Berkowitz, & Bennett, 2014). Once

in a democratic society. They state,

internalized, values and character will play a role in
guiding actions, motivating attitudes toward relevant

Science education cannot be divorced from the goals

situations, and making moral judgments about oneself

of education in general. Beyond the argument that science

and others (Berkowitz & Simmons, 2003; Hodson, 2003;

education is part of broader schooling, … science educa-

Zeidler & Keefer, 2003; Zeidler, Sadler, Simmons, &

tion is specifically linked to the social‐emotional goals

Howes, 2005). Responsible citizens should be a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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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e in the discourse on science‐related issues

2004). We found positive effects of SSI implementation

and act on to resolve them for the well‐being of the

on enhancing character and values, but classroom‐based

global community.

debates and discussions were somewhat limited in promoting students’ sense of responsibility and willingness
to take action, which are sub‐components of socio-

4. Pedagogical approaches

scientific accountability. Thus, we expanded the context
of learning to the local community and designed the

Socioscientific issues (SSI) provide students with a

SSI programs to include students’ participation in the

meaningful context where they can explore the ethical

community issues. As an example, I would like to in-

and moral subtext associated with the issues under inves-

troduce two community‐based SSI programs that I have

tigation, while examining multiple perspectives over the

conducted with my doctoral student (Ms. Gahyoung

issues, employing skepticism against claims or data, work-

Kim): “Save, Abandoned Pet!” and “Clear, Fine Dust!”

ing to understand its’ complexity, and recognizing the

The “Save, Abandoned Pet!” program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ongoing inquiry (Sadler, Barab, & Scott,

issues of abandoned pets in the community that are

2007). In addition, researchers report students’ advances

thrown out due to people’s selfish behaviors. The pro-

through the systematic exploration of SSI in terms of

gram begins with the step to get students to become

their reflective judgment and reasoning (Zeidler et al.,

aware and care about abandoned pet issues that often

2009), understanding of NOS (Eastwood et al., 2012;

taking place in their community. First, students watched

Walker & Zeidler, 2007), learning contextualized content

videos, featuring seriousness of abandoned pet issue.

knowledge (Sadler & Zeidler, 2005), and building charac-

They conducted surveys on the status of abandoned

ter and values as global citizens (Lee et al., 2012, 2013).

pets in real time, using smartphone application. They

My colleagues and I have designed and implemented

also checked the locations of local veterinary clinics

various SSI programs and examined the effects of the

and visit the veterinarian, animal nurse, and dog hair-

SSI programs on enhancing students’ character and values

dresser to ask questions about the issue. Second, in

as citizens. On the basis of extensive literature reviews,

order to obtain knowledge and information related to

we suggested three key elements in the dimension of

abandoned pet issues, students studied the neutralization

character and values: ecological worldview, social and

surgery policy to reduce abandoned pets in the re-

moral compassion, and socioscientific accountability

productive tract of dogs and cats, the neutering proce-

(Choi et al., 2011; Lee et al., 2012, 2013). Ecological

dure, side effects of neutering. Based on the knowledge,

worldview refers to the shared beliefs that all human

students visited the out‐of‐school poultry adoption cen-

beings are embedded in and inter‐connected with nature

ter, and learned how abandoned pets are managed and

(Bowers, 1999; Smith & Williams, 1999). Social and

adopted. Students also discussed on animal euthanasia.

moral compassion refers to empathy and respect for other

Third, the students investigated the method of animal

human beings and living creatures (Gilligan, 1987; Ruiz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of embedded microchip

& Vallejos, 1999). And socioscientific accountability re-

and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he ques-

fers to the feelings of accountability and personal respon-

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ubjects related

sibility manifested within stakeholders as they engage

to the issue of abandoned pets in the local residents.

with global SSI, and demonstrates a willingness to take

In addition, students also had time to share with local

sociopolitical action when necessary (Boyes et al., 2009;

residents what they learn about abandoned pets. Lastly,

Hodson, 1999; Mueller & Zeidler, 2010; Roth & Lee,

students studi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i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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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ndoned and companion animals, and present prac-

and local residents, the students developed strong will-

tical policy suggestions and ideas at their level.

ingness to resolving the problem.

The “Clear, Fine Dust!” program was designed to
examine various aspects of fine dust issues that cause
serious health problems and industrial damages. First,

5. Closing remarks

students visited the ‘Air Korea’ site, which showed the
status of the air quality and the concentration of fine

Criticizing current school science for the lack of flexi-

dust (PM10, PM2 ․5) of the local areas in real‐time.

bility to accept uncertainty of science, I argued for the

Students studied the definition, size and structure of

need for a larger notion of scientific literacy. If we

fine dust and ultra‐fine dust. Then, they visited the local

aim to cultivate responsible citizens who fulfill their

Meteorological Agency, the local public health center

responsibility i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ociety,

outside the school, and had time to ask questions about

science educators need to be more open to embrace

the actual condition and disease symptoms caused by

uncertainty and ambiguity of science in society, and

the fine dust. Secondly, they conducted an experiment

to provide students opportunities to reflexively evaluate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masks such

scientific knowledge from diverse perspectives. Beyond

as fine dust masks, disposable masks, and winter masks

that, science educators should never stop paying atten-

directly in preventing fine dust particles. Third, they

tion to development of students’ character and values

created a questionnaire to ask questions to local residents

that can serve as a general guide to perceive ethical,

and see how much they were aware the risk of fine

moral, and societal aspects of science, to make more

dust. While conducting the survey, they tried to inform

responsible decisions, and to be competent in taking

the elderly in areas vulnerable to fine dust. They also

socio‐political actions.

distribute soap, explaining the right way of hand
washing. Lastly, the students studi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ies on fine dust, proposed practic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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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educators agree that teaching the nature of

It is important that students at all grade levels have

science (NOS) is a key component of scientific literacy

opportunities to learn these fundamental concepts of

(e.g., Driver, Leach, Millar, & Scott, 1996; Lederman

NO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cientific enterprise

& Lederman, 2014; McComas, Clough, & Almazroa,

and to become effective consumers of scientific knowl-

1998; Osborne, Collins, Ratcliffe, Millar, & Duschl,

edge (NGSS Lead States, 2013).

2003). NOS provides a framework for both under-

Researchers agree on the importance of teaching and

standing what science is and what scientists do. The

that NOS understandings are effectively taught through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NGSS) outlines

explicit instruction supported with reflective discussions

a number of NOS understandings that are appropriate

(e.g. Akerson & Hanuscin, 2007; Scharmann, Smith,

to teach across K‐12 education:

James, & Jensen, 2005). The NGSS promotes students’
learning NOS through instructional activities that allow

• The natural world is understandable.

them to reflect on the characteristics of scientific knowl-

• Science demands evidence.

edge and how science is done (NGSS Lead States, 2013,

• Scientific ideas are durable yet subject to change.

Appendix H). However, NOS researchers continue to

• Science uses a blend of logic and imagination.

debate the role the context in which NOS understandings

• Science is a social activity.

are introduced (e.g. history of science, socio‐scientific

• Scientists attempt to avoid bias.

issues, scientific inquiry, scientific practices) plays in

• Scientific knowledge is the product of observation

supporting teachers’ and students’ accurate NOS under-

and inference.

standings and teachers’ transferring these ideas into their

• Scientific laws and theories are different kinds of
scientific knowledge.

Clough, & Olson, 2013; Khishfe & Lederman, 2006;

• Scientists use many methods to develop scientific
knowledge.

own instruction (e.g. Duschl & Grandy, 2012; Herman,
Matkins & Bell, 2007).
Problem‐based learning (PBL) is a potential pedag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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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may support students’ and teachers’ learning NOS

NOS understandings. Further, even those teachers who

and teachers’ transferring NOS understandings into their

possess such NOS understandings often do not explicitly

own instruction. PBL is a student‐centered approach

address NOS in their instruction (e.g., Lederman &

that supports real‐world application of science knowl-

Lederman, 2014).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NOS‐tar-

edge to solve a problem (Chin & Chia, 2004). In PBL,

geted professional development (PD) should address

students work to solve an authentic, meaningful problem

three considerations. First, NOS PD should facilitate

with the potential for multiple solutions, collaborate

development of teachers’ accurate NOS understandings.

with one another, and engage in investigations (Hmelo‐

Second, teachers need to know how to most effectively

Silver, 2004). Students are presented with a scenario,

to teach NOS to their students (i.e. explicit instruction

take on the role of scientists that would be working

supported with reflective discussion). Finally, PD

on the problem, and may be given a title such as “Junior

should support teachers’ integration of NOS into class-

Oceanographer,” or “Consultant to the EPA” that re-

room science instruction.

flects their role. Students typically work in small groups

Situated learning theory suggests that because a per-

to conduct a number of investigations (i.e. engage in

son’s understanding of a concept is constantly under

inquiry and employ scientific practices) and synthesize

construction, knowledge must be learned in the context

their investigative findings to help them solve the

within which it will be used, and that interactions among

problem. Because PBL problems have multiple sol-

individuals support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utions, student groups then present (e.g. information

(Orgill, 2007). When applied to improving teachers’

pamphlet, verbal presentation, video, model) their sol-

NOS understandings, situated learning theory predicts

ution and provide evidence from their investigations

that teachers will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NOS

to support their proposed solution. Given this peda-

when they learn it in an authentic context, have oppor-

gogical structure, PBL may be effective in promoting

tunities to practice and apply their understandings, col-

explicit NOS instruction because it supports students’

laborate with others during discussion and reflection,

working collaboratively and creatively to solve a prob-

and have access to a coach that provides support and

lem and engaging in investigations to learn science

feedback. After participating in PD aligned with situated

content. Further, explicitly embedding NOS into a PBL

learning theory, teachers should be more successful in

unit may support students’ understanding of how their

integrating NOS understandings into their science

investigations are similar to the work of practicing scien-

instruction.

tists and the complexity of the scientific endeavor.
While the efficacy of learning NOS has been studied

Purpose

with a variety of populations (e.g. elementary and secondary students, preservice and inservice elementary

The present investigation seeks to extend the work

and secondary teachers) and contexts (e.g. science con-

of previous studies by utilizing a random control treat-

tent, inquiry), little research exists that investigates how

ment (RCT) design to investigate the efficacy of PD

explicit NOS instruction within the context of PBL

informed by situated learning theory and that con-

may support teachers’ NOS understandings and transfer

textualized NOS instruction within PBL. Specifically,

to classroom instruction.

we examined participants’ understandings of NOS and

NOS Professional Development

their classroom implementation of NOS following PD
participation.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guided

Research indicates that few teachers possess des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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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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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at were participants’ understandings of NOS

program evaluation documented that the summer in-

prior to and following the PD and how do these

stitute was planned and implemented consistently and

compare to the understandings of control group

with fidelity across sites and cohorts (Maeng, St. Clair,

teachers?

& Bell, 2014). Teams of university science educators,

2. How did the frequency of participants’ explicit

scientists, engineers, and science and mathematics spe-

NOS instruction compare to teachers in the control

cialists, co‐planned and facilitated the summer institute.

group?

Following this initial instruction and with facilitator

3. How did participants’ integrate their under-

support, participants then co‐planned a PBL unit that

standings of NOS into their classroom science

integrated NOS and other reform‐based instructional

instruction following the PD?

strategies. They taught this unit during a two‐week
summer camp (weeks two and three of the PD) for
high‐needs 4th‐6th grade students. Each day after teach-

Methods

ing, the participants debriefed the lessons and activitie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nswered via an em-

The fourth week of the PD participants worked with

bedded mixed methods design (Creswell & Plano Clark,

other teachers from their school as well as their class-

2011) in which quantitative data analysis (e.g. frequency

room coach and facilitators to plan a PBL unit that

of NOS instruction) occurred simultaneously with qual-

integrated NOS understandings to be implemented in

itative data analysis (e.g. understandings of NOS).

their own classrooms during the academic years. Thus,
NOS was integrated in substantive ways throughout
the four weeks of the summer institute.

Participants

During the academic year, participants took part in
Participants randomized into the treatment group

14 hours of follow‐up PD and coaches worked with

comprised two cohorts totaling 145 elementary teachers

participants an additional 22 hours across the academic

(128 female, 13 male, and 4 declined to identify) rang-

year to co‐plan, co‐teach, observe, promote reflection,

ing in experience from 0 to 31 years of experience

and provide feedback on teachers’ science instruction.

teaching science (M = 7.2 years, SD = 6.7). Random

See Mannarino, Logerwell, Reid, & Edmonson (2012)

assignment was clustered at the school level; all teach-

for a complete description of the PD.

ers from the same school were assigned the same
condition. Participants randomized into the control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group were 90 elementary teachers (74 female, 16 male)
ranging in experience from 0 to 25 years of experience

Data consisted of PBL, Inquiry, and NOS Confidence

teaching science (M = 6.45, SD = 5.90). Pseudonyms

and Knowledge (PINCK) surveys administered pre‐ and

are used throughout to protect participant identity.

post‐ institute and at the end of the academic year, ob-

Intervention

servation forms, and videotaped classroom observations.
The unit of analysis for these data was the individual

The PD program was implemented at four universities

teacher.

in a mid‐Atlantic state that included a 4‐week summer

Teachers’ understanding of NOS instruction were

institute (152 contact hours) with sustained follow‐up

elicited prior to the PD (pre), at the end of the summer

and coaching throughout the academic year. Combining

institute (post), and at the end of the academic year

participants across sites and cohorts was warranted as

after follow‐up sessions and in‐classroom co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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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end) by asking them to define and describe NOS

included objectives, descriptions of the three lessons

instruction. Face and content validity for the survey

occurred prior to the observation and the three lessons

was supported by review and editing by a panel of

that followed the videotaped lesson, and whether or

three experts with backgrounds in science education

not each of these lessons included NOS instruction.

and research evaluation.

These classroom observation data (i.e. observation

Participants’ definitions and descriptions of NOS in-

forms and videos) were subsequently coded for the pres-

struction from the survey were analyzed using systematic

ence (1) or absence (0) of explicit NOS instruction dur-

data analysis (Miles & Huberman, 1994) using a rubric

ing each observation period. For those observation peri-

that was previously validated for face and content validity

ods in which explicit NOS instruction was noted, specif-

by the panel of three experts described above. Member‐

ic NOS understandings taught were also coded. This

check interviews of a subset of respondents provided

process allowed us to systematically determine both

further validation of PINCK responses. Participants’

the frequency of NOS instruction and the specific NOS

NOS definitions were coded as “not aligned,” “partially

understandings taught by participants.

aligned,” and “fully aligned.” To conduct statistical anal-

Finally, to identify trends in how teachers integrated

yses, these qualitative categories were converted to ordi-

explicit NOS instruction into their lessons, the videotaped

nal ratings (i.e. not aligned = 1, partially aligned = 2,

classroom observations that included explicit NOS in-

fully aligned = 3, implicit = 1, explicit = 2). These

struction were analyzed qualitatively. In this inductive

ratings were then analyzed using Friedman’s test to ascer-

approach, memos were written for each lesson in which

tain whether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in partic-

NOS instruction was observed (as per Miles & Huberman,

ipants’ pre‐summer institute to year‐end understandings

1994). Next, common themes in teachers’ explicit NOS

and instruction. In cases where Friedman’s test was sig-

understandings were taught were developed from the

nificant, post‐hoc Wilcoxon signed ranks tests were con-

memos. These themes were reviewed and agreed upon

ducted to determine interval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entire research team. Themes included: the tempo-

(i.e. pre‐summer institute to post‐summer institute and

ral placement of explicit NOS instruction during the les-

post‐summer institute to year‐end instruction). These non‐

son (e.g. introduction, body closure), the extent to which

parametric tests of significance are appropriate for a

the NOS understandings were explicitly connected with

repeated‐measures design (Field, 2009). Finally, effect

lesson activities (not connected/connected), the extent

size, r, was calculated and interpreted following the

of reflection on NOS ideas (student‐centered vs teacher‐

guidelines of Fan (2001). Two raters independently cod-

centered), and the potential for a lesson to reinforce alter-

ed 30% of participants’ open‐ended responses and inter‐

native conceptions about NOS. These themes and ob-

rater agreement was established (~90%) by comparing

servation data to support them are elaborated in the results

independent analysis across these data.

section below.

Classroom observations were conducted four times
at regular intervals throughout the academic year, within

Results

the same three‐week interval for all teachers. Observers
visited each teacher’s classroom once during each ob-

Results suggest treatment participants’ understandings

servation period to videotape their science instruction

of NOS shifted toward more aligned understandings

and collected contextual information on observation

(from 0% to 35.9% fully aligned) by the end of the

forms regarding the observed lesson per a validated

academic year following the PD. Year‐end responses

observation protocol (Author, 2015). This information

also indicated 39.3% of the teachers expressed the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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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ing that NOS instruction needs to be explicit follow-

NOS understandings and understandings about effec-

ing the PD (Table 1). This represented a statistically

tive NOS instruction were substantially more aligned

significant increase prior to the PD when only one partic-

with target understandings following the summer in-

ipant (0.7%) mentioned the role of explicit instruction.

stitute and that these understandings were retained at

Friedman tests indica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

the end of the year.

ference across the three time intervals in the alignment

Analysis of patterns in participants’ partially‐aligned

of treatment teachers’ NOS understandings with ac-

responses also revealed changes in their thinking about

2

cepted NOS understandings Ｘ (2) = 147.7, p < .001

NOS understandings. Partially‐aligned year‐end re-

as well as for the understanding that NOS instruction

sponses converged into three categories: not indicating

2

should be explicit, Ｘ (2) = 76.0, p < .001. Post‐hoc

a role for tentativeness (23%), not indicating a role

Wilcoxon signed‐ranks tests comparing pre‐ summer

for empirical evidence (14.5%), or including a dis-

institute to post‐summer institute and post‐summer

cussion of “proving” (3%). For example, Kim indicated

institute to year‐end understandings of NOS and

that NOS, “is a way for scientists to explain the natural

understandings of effective NOS instruction were

world. [NOS] includes various aspects like science uses

significant for the pre‐ to post‐ summer institute time

logic and innovation. It is based on evidence that is

interval, Z = ‐8.944, p < .001, r = .53 and Z = ‐7.421,

observed or may come from experimenting” (Kim, Year

p < .001, r = .44.

‐end Survey). This partially aligned response, like many

Post‐hoc Wilcoxon signed‐ranks tests did not reveal

others coded as partially aligned, describes a role for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post‐summer institute to

evidence, logic and imagination, and discusses the con-

year‐end, Z = ‐1.855, p = .064 and Z = ‐.137, p = .891.

cept that the natural world is understandable but omit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articipants’

the foundational idea that science is both durable

[Table 1] Changes in Treatment and Control Participant NOS Understandings
Understandings

Instruction

Not
Aligned

Partially
Aligned

Fully
Aligned

Implicit

Explicit

Pre‐Summer
Institute
(n=145)

143
(98.6%)

2
(1.4%)

0
(0.0%)

144
(99.3%)

1
(0.7%)

Post‐Summer
Institute
(n=143)

43
(30.1%)

67
(46.9%)

33
(23.1%)

85
(59.4%)

58
(40.6%)

Year End
(n=145)

39
(26.9%)

54
(37.2%)

52
(35.9%)

88
(60.7%)

57
(39.3%)

Pre‐Summer
Institute
(n=145)

76
(88.4%)

10
(11.6%)

0
(0.0%)

85
(98.8%)

Year End
(n=145)

72
(88.9%)

9
(11.1%)

0
(0.0%)

74
(91.4%)

Treatment

Control
1
(1.2%)
7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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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visionary in light of new evidence. Similarly,

This represen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

Mike described NOS as “tenets that describe how sci-

tween treatment and control participants’ NOS in-

ence works in the natural world. These include state-

tegration, χ2 (1) = 95.2, p < .001, η = .637.

ments like the natural world is understandable, science

Most participants taught about the role evidence plays

is social, scientists use data to reach conclusions, etc...”

in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knowledge (69%) and

These statements are used to, in a way ‘define’ what

that science is a social endeavor (71%). Few lessons ad-

science is. (Mike, Year‐end Survey)

dressed the idea that scientific knowledge is both tentative

By contrast, no control group participants expressed

and durable (13%) and no lessons addressed the role

fully‐aligned NOS understandings at any time point

of theories and laws in science or that theories and laws

(Table 1). A Mann‐Whitney’s U test was used to eval-

are two different types of scientific knowledge. Of the

uate the difference in treatment and control participants’

two control participants who explicitly taught NOS, one

understandings about NOS and about NOS instruction

addressed the idea that science is understandable. The

at the end of the year. For NOS understandings, the

other introduced students to the idea that scientific knowl-

medians of the treatment and control responses were

edge is subject to change with new evidence in a lesson

2.0 and 1.0, respectively. The mean ranks of treatment

that used a historical approach to teach how scientist

and control responses were 140.22 and 65.67, re-

perspective on the solar system changed from geocentric

spectively; U = 1998.0, Z = 8.928, p < .001, r = .59).

to heliocentric.

For NOS instruction, the medians of the treatment and

Strategies for Explicit NOS Instruction. The data re-

control responses were 2.0 and 1.0, respectively. The

vealed a number of strategies participants utilized to

mean ranks of treatment and control responses were

incorporate explicit NOS instruction into their science

140.22 and 65.67, respectively; U = 4071.5, Z = 4.896,

instruction. These strategies included the extent to which

p < .001, r = .33. Thes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

the NOS understandings were explicitly connected with

ences combined with medium to large effect sizes in-

lesson activities (not connected versus connected) as

dicate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 and

well as the extent of reflection on NOS concepts (student

control teachers’ year‐ end NOS understandings existed

‐centered versus teacher‐centered).

and provide further evidence that the PD supported
desired changes in teachers’ NOS understandings.

Not connected, teacher‐centered. Twelve lessons with
explicit NOS instruction were characterized by a general

Classroom NOS Instruction

review of all the NOS understandings taught in the
PD either to introduce or close a lesson. This NOS

Analysis of classroom observations and observation

instruction was not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science

forms indicated that nearly three quarters of treatment

content and did not promote student reflection.

participants explicitly taught NOS during one or more

Connected, teacher‐centered. Some teachers mentioned

of the observation windows (n = 97, 66.9%). Of the

NOS tenets explicitly during instruction but did not

100 participants who explicitly taught NOS under-

use a reflective approach with students. These teachers

standings, 55% taught NOS in at least two observation

were observed telling students at the beginning or end

windows and 9% explicitly taught NOS in all four

of the lesson how they would be acting like scientists

observation windows. In contrast, only 2 (2.2%) of

or how they did act like scientists. For example, in

the control participants were observed explicitly teach-

an activity in which students in a 5th grade class worked

ing NOS understandings at any point during the year.

to answer the question, “How do scientists test the c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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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eristics of matter?” students explored the concept

At the end of the class, Tory closed the lesson by asking

of density by predicting then observing whether a variety

students to, “Stop and think about how you’ve been

of objects sink or float. After the activity, Lisa directed

a scientist today. Be specific.” Liam responded, “We

students to move into a circle on the floor.

were using observations when we dissected things. We
used tools when we dissected.” Tory followed up with

Connected, student‐centered. Teachers most frequently

the question, “What was the purpose of making those

asked students to tell them how the activity they did

observations?” Walker said, “So we can see all of the

related to NOS understandings during lesson closures.

parts of a flower instead of looking at a picture.” Tory

This represented a connected and student‐centered ap-

summarized, “We made observations so we could pro-

proach to explicit NOS instruction. In many cases, these

vide evidence for ourselves so that we could understand

brief discussions began with teachers asking students

things better. How else?” Tyree responded, “When we

the question, “How did you act like a scientist today?”

were talking about vascular and non‐vascular plants we

as exemplified in the following example in Tory’s 5th

used observations and made inferences about what kinds

grade class. Tory’s stated objectives for the observed

of plants they were.” Tory said, “Is that what a scientist

lesson were that students would understand the parts

would do?” Several students responded, “Yes!” Tory

of a plant through plant dissection and the difference

asked, “Were we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and

between vascular and non‐vascular plants. Tory began

Kiera said, “We shared observations and we made dif-

the lesson prompting students to think back to a previous

ferent observations.” Tory said, “Absolutely, you have

discussion about how living things are organized into

to socialize and talk to confirm information.” James

kingdoms. Autumn shared that, “At first it was just

noted, “If scientists make an observation, not an ob-

two groups: plants and animals. Then, some of them

servation but really an assumption and everyone could

didn’t fit in so they made the five kingdoms.” Tory

think they’re right, they could have a total different

asked, “What does that say about science as a whole?”

story.” Tory followed up with, “Which is why scientists

and Robert responded that, “Science is always changing.”

have to back up their information with evidence.”

Tory followed this up with the question, “Does it just

(E3RT303, Observation 3)

change willy‐nilly?” Kiera replied, “No, because they
Other teachers employed discourse circles with their

based it off of new evidence.”

students to explicitly debrief NOS instruction at the
Tory then told students they would be exploring the

end of a lesson. For example, in a 4th grade class after

plant kingdom today. They shared what they know about

an activity in which students investigated electrical cir-

plants then reviewed the major plant parts and dissected

cuits students recorded what they learned in their science

a flower. The lesson continued with a whole class dis-

notebooks. Then, they were asked by their teacher,

cussion in which students made observations about what

Abbie, to move into a discourse circle to discuss the

they noticed about the flower stem and identified the

activity and what they learned. Abbie said, “I would

differences in photos of two plants. They repeated this

like in our discussion to include the vocabulary you

with a number of side‐by‐side photos. Tory labeled these

used and also about the nature of science. Remember

different plants as “vascular” and “non‐vascular” and

our discussion rule that we let others talk if we’ve al-

summarized the differences that the students observed.

ready spoken. Susan, go ahead and start us off.” Susan

The students looked at more photos and identified them

summarized her findings and what her group needed

as vascular or non‐vascular and based their observations.

to do to get the bulb to light up. Amanda cla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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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bulb did not light up all of the way. Abbie

is important to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knowledge.

responded, “You think the amount of conductive clay

In other cases, some teachers used terms like “proof”

changes the amount of light in the light bulb. We could

and “unbiased” when talking about the understandings

experiment with that.” Other students contributed their

that scientific knowledge requires evidence and that

ideas. Nolan shifted the discussion to NOS saying,

science seeks to “avoid bias”. Generalizing these two

“scientists avoid bias and we were like scientists because

ideas may have inadvertently reinforced the incorrect

we worked together to try different things and we tried

conception that scientific knowledge is absolute. While

all of our ideas even if we thought it wasn’t going

these instances were not in majority, these missed oppor-

to work.” Abbie responded, “That is awesome. I like

tunities may reflect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se

to hear that.” (E3‐T392, Observation 3)

tenets, retention of absolutist perceptions of NOS, or
an understanding how to transfer what they learned

Like Tory and Abbie a number of teachers used

during the PD into their classroom instruction.

questioning or discourse circles to promote student discussion of the NOS understandings embedded within

Discussion

the lesson and to help them connect specific parts of
activities to NOS understandings. Using discourse to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extend those of

explicitly debrief NOS was one strategy for incorporat-

previous investigations of elementary teachers by ex-

ing NOS that was modeled during the PD that many

ploring changes in their NOS understandings and in-

teachers directly transferred in their own instruction.

struction following participation in a PD that situated

Less frequently, teachers integrated NOS under-

NOS instruction within a PBL context. The results of

standings into the body of a lesson or in the middle

the RCT reported here suggest that the situated nature

of an activity. In these connected and student‐centered

of the PD facilitated the development of both teachers’

lessons, teachers asked students to consider how the

understandings of NOS and their explicit NOS

activities they were doing paralleled the work of

instruction. PBL provided an effective way to both

scientists. In these instances, teachers embedded dis-

help teachers develop understanding of NOS and sub-

cussions of how they were being social or the use of

sequently transfer their understandings to more explicit

observation and inference into body of a lesson immedi-

and NOS‐rich instruction.

ately following when students made observations and
inferences during the activity.

Among our sample of 145 teachers, results indicated
67% explicitly incorporated NOS understandings into

Missed opportunities. While many participants effec-

their instruction at some point during the academic year

tively integrated NOS understandings into their class-

following the summer institute compared to 2% of con-

room science instruction, some lessons also potentially

trol teachers. Further, approximately half of the teachers

reinforced inaccurate understandings about science and

that included explicit NOS instruction did so multiple

how scientists do their work to their students. For exam-

times during the year. These findings are promising

ple, in closure discussions about the “social” nature

in that they demonstrate, along with previous small‐scale

of science, a few participants indicated to students that

studies that situated PD can be an effective way to

they were “being social like a scientist” because they

improve NOS understanding and instruction (e.g.

were working in small groups, however, they did not

Maeng, Bell, St. Clair, Whitworth, & Gonczi, 2016b).

push their students to extend this idea to the concept

Other studies have shown that teachers translate NOS

of how scientists share data or ideas or why collaboration

understandings into “kid‐friendly language” whe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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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rating them into instruction (Hanuscin et al., 2010)

both in terms of teachers’ understandings and the NOS

and often incorporate the understandings that science is

understandings they implemented in their classroom

empirical, creative, tentative, and the role of observation

instruction.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provides fur-

and inference (Akerson et al., 2009; Akerson & Hanuscin,

ther support for the efficacy of a situated approach to

2007). Teachers in our study similarly used “kid friendly”

inform the design of NOS‐related PD.

language to teach these NOS understandings. Like these

Overall, the positive changes in our elementary teach-

previous case studies of elementary teachers’ NOS im-

ers’ NOS understandings and frequency of explicit NOS

plementation, no teachers in the present study taught about

instruction compared to teachers who did not participate

scientific theories and laws. Taken together with the results

in the PD are encouraging. In light of the positiv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under-

for elementary teachers found in the present RCT, the

standings that scientific knowledge is empirical, the role

efficacy of PD aligned with situated learning theory

of observation and inference and creativity (i.e. logic and

that contextualizes NOS instruction within PBL should

imagination) may be most facile for elementary teachers

be examined for in‐service secondary teachers and pre‐

to implement in instruction and elementary students to

service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as well.

understand. In contrast to these previous studies, teachers

Situated PD that contextualizes NOS instruction within

in the present investigation most frequently addressed

PBL appears to be an effective approach for improving

the idea that science is a social endeavor. This instruction

elementary teachers’ NOS understandings and explicit

is exemplified by the discussions in Tory and Cate’s class-

NOS instruction.

rooms, described above, in which students discussed how
they utilized each other’s ideas, shared, data, and collabo-

∙ Note: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funding from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Investing in

rated in groups to solve problems.
Despite the positive findings related to implementation

Innovation (I3) grant program. However, the results

of explicit NOS instruction, our results indicate a dis-

presented here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policy

connect existed between teachers’ understanding that

of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and you should

explicit approaches best support students’ learning NOS

not assume endorsement by the Federal government.

understandings and their classroom practice. Following
the PD, approximately only 40% of treatment group
teachers taught explicitly. Interestingly, however,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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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Teachers’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about Disaster Prevention and Reduction.
A Survey with Secondary Teachers in China
WEI, Dongying Wang Min
Beijing Normal University, China

∙ Abstract: This survey, which was conducted in 2012,

Development (2005–2015). It was suggested in 2003

was aimed at acquiring an understanding of disaster

in the Implementation Guide of Environment Education

prevention and reduction literacy (DPRL) among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author, 2003) that

teachers in secondary schools in China. The surveys

China’s disaster education system be built according

were distributed in schools of various regions. Of

to the framework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

the 1,000 surveys sent, 885 valid questionnaires

ment (ESD), and at the same time there was a call

were retrieved. From this survey, we concluded

to conduct research on disaster curriculum development

that the overall DPRL of Chinese teachers is low.

and solving educational problems. However, both the

While teachers’ describing with respect to disaster

research and the practice of disaster education in China

prevention is verifiable, their scores in DPRL

began in the early part of the 21st century; at that point,

knowledge and skills are quite low. To establish

no survey on the general present situation on disaster

an enduring and effective mechanism to promote

prevention and reduction literacy (DPRL) had been

disaster education, disaster prevention training for

conducted. While some researchers have stated that

teachers is highly recommended.

Chinese citizens lack awareness of disasters, there is
no qualitative or quantitative research to prove this

∙ Key words: teacher, disaster prevention and reduction,
literacy, China

assumpt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regarding the
DPRL curriculum and the integration of DPRL into
the entire education system.
DPRL refers to the knowledge and skills that citizens

1. Introduction

possess as well as their attitudes toward disaster prevention and reduction. The central aim of disaster edu-

The increasing frequency of natural disasters brings

cation is to develop awareness and improve the DPRL

extensive loss to China and restricts its sustainable

of the citizens, which also is one of the standards used

development. According to Maslow’s hierarchy of

to judge the level of civilization of a country or a

needs, safety is among the most basic needs for human

region (author et al., 2011).

beings. The Hyogo Declaration promotes the integration

Schools are the optimal place for disaster education,

of disaster risk reduction as an intrinsic element of the

as students can then communicate their knowledge to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and to other memb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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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as they gain certain capabilities, thereby improving

would better represent the entire country. During sam-

the DPRL level of the whole society. Accordingly, the

pling, coastal areas were chosen because they have a

DPRL level of teachers, to some extent, determines the

longer history of disaster education and a better developed

overall effectiveness of disaster education.

economy. The continental areas were also chosen, includ-

Research on students’ DPRL has been conducted.

ing those areas where natural disasters strike frequently,

A survey of DPRL among primary school students

as were places that do not have frequent disasters. Samples

in Australia was conducted in 2001 to investigate the

were also taken from other geographical regions, includ-

risk perception and preparedness among primary school

ing Heilongjiang province and Jilin province in northeast

students in Australia (author et al., 2001). Further re-

China, Beijing in north China, Qinghai province in north-

search on students’ participation in disaster education,

west China, Guizhou province in southwest China, and

in addition to disaster risk perception and preparedness,

Shandong and Jiangxi provinces and Shanghai in east

was conducted via a similar survey in New Zealand

China.

in 2004 (author et al., 2004). Author (2010) launched

1000 questionnaires were sent to the teachers from

a survey in Taiwan in 2007, and the DPRL of the

58 middle schools in 8 provinces,in China, and the total

students grades 4 to 6 and grades 7 to 9 were compared

of 885 secondary school teachers among them vol-

with the DPRL of similar‐aged students from the United

unteer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Among the sam-

States, Japan and Australia.

ples, females outnumbered males by a ratio of greater

According to the DPRL survey for junior middle

than 2:1.

school students (15‐17 years old) in China, the students’
level of DPRL is generally low. Although their attitude
is at an acceptable level, their DPRL skills and knowledge must be further improved and developed (author

2.2 Design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four parts and three
question types: judgments, multiple‐choice questions

et al., 2012).
Thus far, as research on Chinese teachers’ DPRL level

and an attitude scale. Aside from the fourth part, which

is relatively non‐existent, there is a great need for further

requested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current loca-

analysis in this area. Knowing the teachers’ DPRL level

tion, gender, age, occupational seniority, educational

can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overall situation regard-

background, academic major, teaching subject, attend-

ing China’s disaster education and training and can help

ance at disaster prevention training, experience in dis-

to identify the problems in education, analyze causes, and

aster relief assistance, access to information or knowl-

help to develop strategies to assist in the sustainable devel-

edge of disasters, and experience with disasters), the

opment of disaster education in China. Therefore, the ques-

other three parts are designed to test respondents’

tionnaire regarding Chinese teachers’ level of DPRL was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regarding disaster pre-

conducted in 2015 by Beijing Normal University.

vention and reduction.

2.3 Data Analysis

2. Metho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6.0. It is commonly
believed that if the Cronbach’s Alpha coefficient is

2.1 Sample

above 0.80, the reliability is valid. A reliability analysis

The survey was conducted nationwide so the data

found that the Cronbach’s Alpha coefficient of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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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0.808, which means the survey is credible. Thus,

3.1.1 Disaster Knowledge

results can, to some extent, represent the general DPRL

The standard deviation acquired in this section is 7.416,

level of teachers in China.

which indicates that the distribution is rather dispersed.
Out of a possible score of 36, the highest grade was
36, while the lowest grade was 3.6, with high variation.

3. Results

The average grade was a disappointing 21.46. According
to the centesimal system, we divided the samples into

The results and discussion sections are organized to

three groups. The first group includes those with an 80%

reflect four topics of analysis: current DPRL of teachers

(80 included) ~ 100% for a grade of “excellent”; the

(Section 3.1), Attitude toward disasters (Section 3.2), and

second group, 60% (60 included) ~ 80%, received a

Relationships between Disaster Prevention Knowledge,

“passing” grade, while those below 60% received a “fail-

Skills and Attitude (Section 3.3), and analysis of personal

ing” grade. Applying this standard, the size of the failing

information and its relation with DPRL(section 3.4).

group is greater than that of both the excellent and the
passing groups combin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3.1 Current DPRL of Teachers

general, the teachers lack required disaster knowledge;
18 points (out of 36) was the most common score, ac-

DPRL is equal to disaster knowledge plus disaster

counting for 21.6% of all samples. Of the samples, 8.0%

prevention skills plus attitude toward disaster, i.e.,

received the highest score, and 0.8% received the lowest

L= K + S + A. We adopted the software of SPSS

score(see figure 2), which means the individuals demon-

16.0 to analyze the questionnaires and found that the

strated disparate levels of literacy.

teachers’ DPRL tallies with normal distribution had
an average value of 72.9. Further analysis found that
15.5% of the teachers had a grade of “excellent”, while
26.4% “failed” the test (see figure 1). In other words,
there is much to be done to improve teachers’ DPRL.

[Figure 2] Distribution of Grade Frequency ‐
Test of Knowledge

3.1.2 Disaster Prevention Skills
In this section, the standard deviation is 6.204, thus
[Figure 1] Disaster Prevention and Reduction
Literacy Distribution of Sampled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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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ing a dispersed distribution pattern and showing
a clear gap in scores, as the highest grade was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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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lowest was 7.2 out of 36. While the average

80%), a relatively good grade. The excellent group

score was 22.6, a relatively medium level score, 19.8

is larger than the passing and failing groups combined,

represents the greatest proportion, with 12.5% of the

which means the teachers, in general, had a positive

scores. The highest and lowest scores account for 7.2%

attitude toward disaster preparedness. The largest

and 0.2%, respectively (see figure 3). As evidenced,

proportion of the samples, 9.3%, scored 31.2 points

there are great differences among individuals with re-

(or 87%). The highest and the lowest scores represent,

spect to disaster prevention skills.

respectively, 0.9% and 0.7% of the samples. In addition,
from Figure 4, we note that most of the sample scores
were between 25.8 and 31.2 points, which is a relatively
good result.

[Figure 3] Distribution of Grade Frequency ‐
Test of Skills

In this section, the standard deviation is 6.204, thus

[Figure 4] Distribution of Grade Frequency ‐
Test of Attitude

indicating a dispersed distribution pattern and showing
a clear gap in scores, as the highest grade was 34.2
and the lowest was 7.2 out of 36. While the average
score was 22.6, a relatively medium level score, 19.8

3.3 Relationships between Disaster Prevention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represents the greatest proportion, with 12.5% of the

Because this survey was conducted under the assump-

scores. The highest and lowest scores account for 7.2%

tion that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are equally im-

and 0.2%, respectively. As evidenced, there are great

portant, the points can be evenly distributed among the

differences among individuals with respect to disaster

three dimensions. These three dimensions, when com-

prevention skills.

bined, form the DPRL. While the full scores are the
same, 36, the attitude dimension averages 28.8414 is
higher than the average of the skills dimension 22.6>

3.2 Attitude toward Disasters

the knowledge dimension 21.46. Accordingly, the scores

In this section, the standard deviation of 4.02 presents

for the knowledge dimension and the standard deviations

a dispersed distribution pattern, with the highest grade

of the three are in reverse order. Thus, we can conclude

being 36 and the lowest being 0 out of 36. The gap

that the attitude dimension not only has the higher scores

is obviously great. The average score was 28.8 (or

but the highest concentration, as well (see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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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catter Diagram of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Figure 7] Scatter Diagram of Skills and DPR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hi‐square test, Pearson’s
test found that the constant P=0.000<0.05; therefore,
attitude and knowledge correlate, skills and knowledge
correlate, and skills are relevant to attitude. In all, DPRL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correlate with one another; knowledge has a low correlation with attitude and
a medium correlation with skills; skill has a low correlation with attitude and a medium correlation with knowledge; and attitude has a low correlation with both
knowledge and skills. DPRL shares correlations with
all three dimensions: specifically, it has a medium corre-

[Figure 8] Scatter Diagram of Attitude and DPRL

lation with attitudeand a high correlation with knowledge and skills (see figure 6, 7, and 8).

3.4 Analysi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Relation with DPRL
3.4.1 Gender
Among the samples, females outnumbered males by
a ratio of greater than 2:1. We conducted a cross‐tabulation analysis of the data in SPSS and then conducted
a chi‐square test.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P constant in Pearson’s test was 0.032 < 0.05; therefore, gender
is correlated with knowledge. With a P=0.008 < 0.05,
gender is also correlated with skills. With a P = 0.024
< 0.05, gender is correlated to attitude. Therefore, from
the above data, we can conclude that all three dimensions

[Figure 6] Scatter Diagram of Knowledge and DP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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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PRL are correlated with gender, especially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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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Age

numbered those who had a master’s degree or above

Among the sample, the largest population, which ac-

(5.54%).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hi‐square test,

counted for 38.4%, was between the ages of 30 and

the constant P from Pearson’s test is 0.000 < 0.05, in-

40 years of age. The population of the sample between

dicating that educational background is related to

the ages of 20 and 30 years of age and that between

knowledge; when P = 0.000 < 0.05, educational back-

40 and 50 years of age are similar, at, respectively, 25.2%

ground may also influence skills acquired; and when

and 26.4%. Respondents between the ages of 50 and

P = 0.000 < 0.05, educational background correlates

60 years of age accounted for 5.6% of the sample. Thus,

with attitude. In other words, educational background

with respect to age, the sample presents a rather rea-

has a correlation with knowledge and a strong correla-

sonable age structu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tion with skills and attitude.

chi‐square test, the constant P from Pearson’s test is
0.305 > 0.05. In other words, there is no relationship be-

3.4.5 Academic Major

tween age and knowledge; however, there is a correlation

Among the samples, 36.38% of the teachers had a

between age and skills, as P = 0.000 < 0.05, and between

degree in liberal arts, the highest proportion, followed

age and attitude, as P = 0.000 < 0.05. This finding further

by teachers who majored in science and education,

indicates that DPRL is not only influenced by education

at 25.42% and 22.15%, respectively. Teachers with

but also by life experience. It further indicates that with

majors in management, business and technology com-

age and life experience, disaster prevention skills may

prised the remaining 17%. Teachers from geography

improve and attitudes towards life and disasters may

or other subject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With

change. Therefore, teachers’ age is significantly corre-

respect to geography teachers, however, we focused

lated with their skills and attitudes.

on the influence that the educational background in
geography has on disaster education. According to the

3.4.3 Occupational Seniority

results of chi‐square test, the constant P from Pearson’s

Few teachers surveyed, approximately 5% for each

test is 0.000 < 0.05, which means that the teacher’s major

range, had worked for 5 or less years or 25 or more

is related to knowledge; with a P = 0.001 < 0.05, the major

years. The remainder of the samples are relatively equally

may also influence skills; and with a P = 0.000 < 0.05,

distributed, at approximately 15% among each range.

the major correlates with attitude. Thus, we conclud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chi‐square test, the con-

that educational major h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tant P from Pearson’s test is 0.084 > 0.05, which means

knowledge and attitude.

that seniority is related to knowledge; P = 0.001 < 0.05
indicates that there exists a relationship between seniority

3.4.6 Teaching Subject

and skills; and P = 0.000 < 0.05 suggests a correlation

This question was a multiple‐choice item. Some

between seniority and attitude. Thus, while seniority

teachers may have taught numerous subjects during

is significantly related to skills and attitude, the results

their careers as educators. The number of those who

further show that knowledge is not related to age or

chose the subject “others” was the largest (30.2%).

occupational seniority.

This finding may be a result of the limited number
of response choices presented in the question. For in-

3.4.4 Educational Background

stance, chemistry, biology and physics were not listed.

Of the teachers surveyed, 76.8% had a college degree.

Those who had taught geography comprised the second

Those who held a technical degree (9.94%) out-

largest proportion of respondents (26.2%). This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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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because when this survey was conducted in some

are as follows. The P constant in Pearson’s test is

provinces, the geography teachers were in training. The

0.002 < 0.05, which indicates that experience in disaster

number of those who had taught mathematics (13.8%)

relief assistance is correlated with knowledge. With a

or Chinese (18.6%) was greater than the number who

P = 0.008 < 0.05, experience in disaster relief assistance

had taught other subjects. This result is not totally con-

is also correlated with skills. Furthermore, experience

sistent with the actual number of teachers needed in

in assistance during disasters is related to attitude, with

all subjects in secondary schools.

P = 0.000 < 0.05. To assist in disaster relief is to put
theories into practice, which would improve the level

3.4.7 Attendance at Disaster Prevention Drills

of DPRL of teachers. Because experience in disaster

The number of teachers attending disaster training

relief assistance is correlated with all three dimensions,

in schools where they currently worked was between

we should emphasize practice in disaster education.

0 and 3. This proportion decreased as attendance
increas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chi‐square test,

3.4.9 Access to Information or Knowledge of

the constant P from Pearson’s test is 0.000 < 0.05, which

Disasters

means attendance is related to knowledge. With a

This question is also a multiple‐choice item, as teach-

P = 0.000 < 0.05, attendance may also influence skills

ers may have multiple points of access to information

acquired, and with a P = 0.000 < 0.05, attendance corre-

and knowledge. From Table 1, we conclude that tele-

lates with attitude. In other words, attending drills at

vision is the most commonly used information source,

schools where the teachers also worked has a correlation

at 88.9%, followed by the Internet, at 75.4%, and news-

with all three dimensions ‐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papers and magazines, at 58.0%, while the frequency

(see figure 9).

of other informational accesses listed were all below
50%. Thus, aside from seminars and trainings, television, Internet and newspapers are all credible ways
to improve the DPRL level of teachers.
[Table 1] Access to Information or Knowledge of
Disasters
Item

[Figure 9] Attendance at Drills in Schools Where
Teachers Currently Work

3.4.8 Experience in Disaster Relief Assistance

sample

proportion

Television

765

26.2%

Broadcast

403

13.8%

Internet

649

22.2%

Family and friends

228

7.8%

Newspapers and magazines

499

17.1%

Related books

254

8.7%

Seminar

91

3.1%

Others

36

1.2%

2925

100.0%

total

More teachers had assisted in disaster relief than
those who had not, which accounts for, respectively,

3.4.10 Experience with Disasters

52.66% and 42.15%. The results of the chi‐square test

This question was designed as a multiple‐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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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which not only took natural disasters but also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chi‐square test, the

man‐made disasters into consideration. Multiple dis-

constant P from Pearson’s test was 0.003 < 0.05, which

asters co‐exist in most parts of China. Therefore, it

indicates that experience in disaster is related to knowl-

is possible that the teachers have experienced more

edge; however, P = 0.245 > 0.05 indicates that experi-

than one type of disaster. Table 2 shows that 34.6%

ence does not influence skills, and P = 0.121 > 0.05

of the teachers have experienced typhoons and that

indicates that experience does not correlate with attitude.

teachers in Shanghai represent the majority of these

Furthermore, the teacher’s academic major has a sig-

respondents, as the main type of disaster in Shanghai

nificant correlation with knowledge only.

is the typhoon. This finding indicates that we should
make regional disaster a theme in disaster education.
In addition, 21.8% of the teachers, representing the sec-

4. Conclusions

ond largest proportion of the total, had experienced an
earthquake; this high response rate was a result of the

The general DPRL assessment indicates that teachers

Yushu Earthquake in Qinghai province in 2010. The

in China are in need of additional training. While their

third largest proportion of teachers (16%) who had expe-

attitude regarding DPRL is passable and their skills

rienced disasters designated floods. Rivers are broadly

are acceptable, at a medium level, their knowledge

distributed throughout China, and the watersheds are

is certainly insufficient. Efficient DPRL is related to

extensive. For instance, teachers in Jiangxi province have

all three dimensions―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more experience dealing with floods and pay more atten-

but not in a linear correlation. Accordingly, the omis-

tion to floods then they do traffic accidents (15.4%),

sion of any one of the three dimensions would lead

fires (14.3%) and serious cut injury (12.9%). These are

to a low level of DPRL readiness, as the three di-

all common experiences among teachers, and they in-

mensions support each other.

dicate why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regional
disasters in disaster education.

While age and occupational seniority are not directly
correlated with knowledge of DPRL, nor is experience
in disasters directly correlated with knowledge and
skills related to DPRL, all of the personal aspects meas-

[Table 2] Experience with Disasters
Experience

Sample

Proportion

ured in this study appear to be directly correlated with

None

270

20.2%

the three dimensions. In detail, knowledge has a sig-

Typhoon

291

21.8%

nificant correlation with academic major, attendance

Earthquake

183

13.7%

at disaster prevention drills and experience in disaster

Flood

134

10.0%

relief assistance; skills correlate significantly with gen-

Debris Flow

30

2.2%

der, age, occupational seniority, educational back-

Landslide

29

2.2%

ground, attendance at disaster prevention drills and ex-

Fire

120

9.0%

perience in disaster relief assistance; attitude is influ-

Traffic Accident

129

9.6%

enced by gender, age, occupational seniority, educa-

15

1.1%

tional background, academic major, attendance at dis-

108

8.1%

aster prevention drills and experience in disaster relief

19

1.4%

assistance to a great extent. From another angle, gender

9

.7%

primarily affects skills; age, occupational seniority and

1337

100.0%

educational background slightly affect knowledge; and

Fall
Cut Injury
Tornado
Others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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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major affects knowledge and attitude.

tively developed parts of China and from better‐devel-

It was assumed that our disaster education failed

oped schools with better environments that provide

to meet the expectations due to neglect, which is not

more material support than do those in less‐developed

a positive attitude. Because our teachers show such

areas. Thus, it is safe to argue that the situation for

a strong positive attitude towards disaster risk reduction

teachers in less‐developed areas is even worse. Because

in our survey, why do we not see a positive outcome

this problem relates to both education and economic

from disaster education in their knowledge and skills

development, follow‐up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and those of their students and the community? Through

on the DPRL level of students and teachers in rural

this survey, we learned that teachers are reluctant to

and less‐developed areas. This approach may identify

put their knowledge and training regarding disaster pre-

a solution to decrease students and teachers’ vulner-

vention into action, despite realizing its importance;

ability to disasters and to increase the low levels of

hence, they received failing scores. Perhaps, in reality,

DPRL. Furthermore, further analysis is needed with

there are too many restrictions with respect to disaster

respect to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 three

education, and perhaps a positive attitude does not guar-

dimensions; the influence of the teachers’ gender on

antee the will to act. Alternatively, it is possible that

the outcome of disaster education for students; and

the importance of disaster education does not fully reg-

the influence of disaster experience on the three di-

ister with those who undergo the training. To pinpoint

mensions for teachers.

the reason, further efforts must be made. Perhaps the
attitude scale was defectively designed such that the
actual attitude was incorrectly measured; however, it

5. Discussion

may be a good sign that the public has a positive attitude
regarding the frequent attacks of disasters in recent

To promote disaster education and to ensure a success-

years. Perhaps our teachers have better skills than they

ful outcome, measures aimed at improving the DPRL

do knowledge. A low score in knowledge may be due

level of teachers are urgently needed. Teacher training

to the neglect of disaster education for teachers, while

with respect to disaster education must be improved,

skills can be acquired by experience or memory, and

and additional surveys regarding DPRL must be conducted.

attitude may be enhanced as a result of disasters.

Below are some suggestions for reference.

Regardless, the improvement of DPRL depends on disaster education.

First, school curricula should include such aspects
as disaster safety science, geography, pedagogy, and

Now that disaster prevention drills are mandatory

psychology. Additionally, more DPRL enhancing ac-

in secondary schools and the importance of disaster

tivities that include teamwork skills for disaster pre-

education has been fully acknowledged by the public,

vention plans and visits to disaster educational sites

it is not advisable to always ascribe teachers’ low level

must be added to the curriculum.

of DPRL to neglect. In fact, an emphasis should be

Second, a plan for teacher training on disaster prepar-

placed on training teachers as well as on textbooks,

edness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ministries of educa-

educational research, educational assessment, mecha-

tion as soon as possible, and universities and institutions

nisms for promoting enduring effectiveness, and a se-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se planning sessions.

curity system. Equally notable is that 13.6% of the

Third, trainings, lectures and drills are recommended,

teachers have never attended disaster related training.

and an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skill‐training,

The teachers surveyed are, to some extent, from rela-

knowledge and experience in disaster response, prac-

= = = = | UQ

KEYNOTE SPEECH(주제강연)

tice, and vulnerability, especially in less‐developed

Author (2012). Disaster Reduction and Prevention
Education Literacy Survey of China’s Primary and

areas.
Fourth, to guarantee satisfactory results, assessments

Secondary Schools. 46‐29, Catastrophology. 2012(2).

of teachers’ DPRL level should be supervised, and im-

Author (2001). School Children’s Risk Perceptions

proved methods of DPRL appraisal should be developed.

and Preparedness: A Hazards Education Survey.
Australasian Journal of Disaster and Trauma
Studies, 2001, Volum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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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Association for Science and Mathematics Education, Hong Kong

Abstract
STEM education is recognized as a driving force

The Purpose of STEM education in
Hong Kong

for future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of Hong
Kong. The elements of STEM education are embedded

The concept of STEM (Science, Technology,

in local school (primary and secondary) curricula in-

Engineering, Mathematics) education was first in-

cluding the subjects from Key Learning Areas of

troduced in 1990s by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Science, Technology, and Mathematics Education and

of USA. It is considered as a national strategy to drive

Key Learning Tasks. These curriculum emphases have

innovation to sustain/promote economic growth. The

brought a unique strength to Hong Kong students who

goal is to make use of the educational outcomes to

show consistent good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suit the national needs. In 2015, President Barack

student assessments of mathematics and science.

Obama in his speech said “[Science] is more than a

However, Hong Kong students in general need im-

school subject, or the periodic table, or the properties

provements in innovation, hands‐on problem solving

of waves. It is an approach to the world, a critical

skills, and self‐confidence. The recent establishments

way to understand and explore and engage with the

of the Innovation and Technology Bureau and the

world, and then have the capacity to change that

Academy of sciences of Hong Kong have brought new

world …” Recently,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opportunities to STEM education. There are still major

of USA has laid out indicators for education in science

challenges needed to be tackled, such as limited room

and engineering (1).

and flexibility in formal curriculum and increasing

In a Nutshell, STEM Education can be considered

learner diversity. Current official strategies of promot-

as a “stem” of a tree of society. It is supported by

ing STEM education in Hong Kong contain six aspects,

a strong root anchored in a soil, i.e. the socio‐economic

including school curricula update, quality learning ex-

system that anchors the societies. The “stem” will give

periences of students, resource materials and additional

branches that bear fruits, resulting in industrial and

support, communities of STEM education, synchroniz-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STEM can also be

ing community efforts, and conducting review.

used as an analogy of “stem cell”, in which STEM
education will enhance the pluripotency and plasticity
of the STEM‐educated students.

= = = = |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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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education is a training for students to handle
real‐world problems that requires them to integrate and

searchers performing cutting‐edge academic researches
and inventions.

apply knowledge and skills to create new ideas and

All Hong Kong students will receive mathematics

solve problems via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training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covering

Therefore, the expectations from STEM‐educated stu-

number and algebra, measure, shape and space, and

dent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i) Cognitive

data handling (3). Extended modules are available as

ability – problem solving, innovation and creativity,

electives to enrich students’ knowledge in calculus,

invention, integration and application, logical thinking;

algebra, and statistics (3).

(ii) Knowledge – scientific literacy, mathematical mod-

Science is an integral part of the compulsory General

eling, computation thinking skills, hands‐on inves-

Studies curriculum of primary schools in Hong Kong

tigation ability; and (iii) Value – motivation, self‐con-

(4). In junior secondary, Science is also a compulsory

fidence, collaboration, positive attitude toward science

subject (5). There are different degrees of science learn-

and technology. More detailed discussion on attributes

ing in senior secondary (6). Students can choose to elect

of STEM education can be found elsewhere (2).

one, two, or three science subjects depending on the

The goals of STEM education in Hong Kong are

strength of the school and the interest of the students.

multi‐dimensional. For all students, it is an education

Besides the traditional curriculum of Physics, Chemistry,

aiming for scientific literacy‐for‐all, so that citizen could

and Biology, there is a unique curriculum named

become learned consumers of science. The science stu-

Integrated Science tailoring for students having diverse

dents will be equipped with essential skills so that they

interest in learning (7).

could be the human resource to build a foundation

Technology is also an integral part of the compulsory

for technology‐based industries and civil society. For

General Studies curriculum of primary schools in Hong

talented students, they could be nurtured and cultivated

Kong (4). In junior secondary, the schools are encour-

into future science leaders and inventors.

aged to cover the knowledge context, process, and impact of technology (8). In senior secondary, curricula
for technology related electives are available, including

A SWOT analysis of STEM education in
Hong Kong

Design and Applied Technology, Health Management
and Social Ca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echnology and Living (6).
The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curricula

Strength

in Hong Kong schools provide an important foundation

There are several strengths of Hong Kong in promot-

for STEM education. Although these is no stand‐alone

ing STEM education. Hong Kong has a well‐established

curriculum for engineering, some essentials elements

free and equal public education system for both primary

of engineering have been embedded in mathematics,

and secondary schools and hence all youngsters can

science, and technology curricula.

have access to high quality education. There are strong

With these emphases in the school curricula and the

STEM elements in school curriculum and the govern-

efforts by the school teachers, Hong Kong students

ment has injected supports to STEM activities in

show consistent good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stu-

schools. Hong Kong has nine public universities and

dent assessments of mathematics and science, such as

most offer major programs related to STEM discipline.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Many professors in these universities are active re-

(9) and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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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Study (TIMSS) (10).

To transform Hong Kong into a technology‐based
economy, two important entities have been established

Weakness

and started functioning in Hong Kong this year. The
newly established Innovation and Technology Bureau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weak/missing links

will address policy matters on the development of in-

that hinder the effectiveness of STEM education in

novation and technology and information technology.

Hong Kong. The international assessments revealed

It will help the developed of high‐technology industries

that Hong Kong students need improvements in in-

and hence create more job opportunities to STEM‐edu-

novation, hands‐on problem solving skills, and many

cated students. Complementing to this effort, the newly

of them are low in self‐confidence in doing science

established Academy of Sciences of Hong Kong will

tasks.

promote th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science

Like many Asian populated regions, examination‐ori-

and technology in Hong Kong, and thereby raising

ented and grade‐stratified approaches have been the

the city’s profile as a center of scientific excellence

major mode of education. It will discourage the risk‐tak-

by nurturing science talents.

ing and exploratory incentives of students which are

In addition to all official efforts by the government

essential for innovation development. The keen com-

offices and the school administrations, Hong Kong also

petition in paper‐and‐pencil type examinations has also

has a strong support from the community, including

brought frustration and lowered the self‐esteem of the

several non‐government organizations which organize

students.

various scientific competitions and activities for stu-

Hong Kong is a successful financial center. It is

dents from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perception of many parents that job opportunities
will only be concentrated in the fields of business and
finance. Many talented science students may not enter
science programs in the universities due to the opposition by their parents.

Threat
Despite the opportunities discussed above, there are
also threats that require a deeper thought by the Hong
Kong government and educators. Since a major portion

Opportunity

of new efforts from the government in promoting STEM
education is via curriculum revision, STEM education

It was introduced in the 2015 Policy Address that

may be mistaken as merely a new school curriculum.

the Hong Kong Education Bureau will renew and

The lengthy teaching hours in regular school curricula

enrich the curricula and learning activities of Science,

has also limited rooms and flexibility for introducing

Technology and Mathematics, and enhance the training

new STEM activities. Moreover, there are increasing

of teachers, thereby allowing primary and secondary stu-

learner diversity of Hong Kong students. How STEM

dents to fully unleash their potential in innovation. The

activities could be tailored to meet the need of talented

importance of STEM education was further highlighted

and regular students, and students of special education

in the 2016 Policy Address (11), giving a new momentum

needs, remain a major threat to many schools. Finally,

to STEM education in Hong Kong. The Education Bureau

the admission criteria of local universities could be

pledges to give additional support to STEM activities

revised to enhance the recruitment of young talents

and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have initiated

into STEM related programs.

more emphasis on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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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nce of Hong Kong students dropped substa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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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Communication between the Public and
Museums: Development of Lifelong Learning
System to Foster Science Literacy
Yoshikazu Ogawa
National Museum of Nature and Science, Tokyo, Japan

Summary

for the people to be able to make use of what they
learned at museums in their life as citizens. Society

The author is currently working on a grant‐in‐aid

has been changing, and the status of science in society

research titled “A Basic Study on the Development

is also about to change. Assuming these changes are

of an Interactive Lifelong Learning System between

important, the future social roles of museums should

the Public and Museums in a Knowledge‐Circulating

be considered.

Society.” The project aims to develop a museum func-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revealed that scien-

tion that contributes to the vitalization of the local com-

tists do not have all the answers in complex situations

munity and motivation for lifelong learning. By collab-

where multiple elements are combined. In these sit-

orating with various types of museums and through

uations, risk‐related issues that can be asked of science

regional ties, this research will allow easier access and

and yet cannot be answered solely by it are abundant.

use of resources in various types of museums and pro-

Such matters are called “trans‐science” issues (Weinberg,

mote increased social inclusion among communities.

1972).

This presentation introduces the function of the system;

In today’s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think of

it suggests how museums should provide continuous

the implica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museums,

learning to the public to foster science literacy and

too. Japan has 449 science museums, the majority of

return the people’s learning outcome to society. The

which offer knowledge‐sharing learning programs; in-

significance of understanding the personal histories of

teractive programs with life and social themes corre-

museum experiences using the interactive database sys-

sponding to real‐world life situations are scarce. As in-

tem is explained as well.

stitutions for informal education, museums present
many educational programs for citizens to acquire scientific knowledge, but there are doubts on the effectiveness

Background

of promoting thought on such trans‐scientific issues.
What is an effective learning program for considering

The concepts of “lifelong learning” and a “knowledge‐

trans‐scientific issues? As examples of a lifelong learn-

circulating society” have been revised by the Japanese

ing system, we endeavor to create opportunities where

government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aimed

citizens can ponder trans‐scientific issues. Through the

= = = = | 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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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participants acquire the thinking and commu-

This database mainly collects educational program data

nication methods to contemplate risk‐related issues, in-

in museums. Data on museums’ educational programs

cluding trans‐scientific ones, which may lead to con-

are keyed into the database by museum staff using

tinuous learning and thinking of their daily life. Science

the Continuous Educational Program Framework.

literacy is vital for people to respond properly to these

Educational program data, for example, include the

issues concerning science and technology that they may

objective of the program, target participants, number

face in their lifetimes.

of participants we can handle, abstract of the program,

Science Literacy is defined as a cluster of comprehensive abilities in science. With it and when people

flow of the program, items to be prepared, and other
matters. It can be compared to a kitchen recipe.

have it, 1) they possess the appropriate knowledge and

The information is shared online, but the entire sys-

ways of thinking regarding science and technology,

tem is intended to encourage citizens to visit museums

2) they deal with changes in the natural world and

and is thus not limited online. Museum users who are

human society, and 3) they can make reasonable deci-

involved in this system have a special card called a

sions and take appropriate actions. Although we use

PCALi. There is a unique barcode dedicated to each

the term “science,” we do not confine this ability only

user on the back of the member card, and when it

to the science context, as it includes human society

is scanned, the user’s participation history is recorded

as well.

on his/her personal account. In addition, visitors are
asked to answer online surveys that give feedback to
the museums.
The PCALi system is operated based on the

Methodology

Continuous Educational Program Framework to
The National Museum of Nature and Science (2010)

Foster Science Literacy and allows museum users to

developed the “Continuous Educational Program

experience museums’ educational programs and check

Framework to Foster Science Literacy” (Figure 1). It

their learning outcomes. This system is an electronic

is composed of a continuous learning system that aims

records system used by both museum users and

to foster lifelong science literacy. The Framework com-

curators. The users can check their learning record,

bines generational classification and generational sci-

whereas the curators can analyze learning trends across

ence literacy goals. Ogawa et al. (2010) proposed a

multiple users.

network of science museums sharing the framework
and educational programs using ICT.
With this background, we started a new research

Results

project to develop an interactive online database system
with two objectives. The first is to establish a museum

This project has been successful. The PCALi system

utilization model in which science literacy is fostered

was launched in July 2013 and now has 23 partner

in a knowledge‐circulating society. The second is to

institutions, which include Japanese domestic museums

establish an interactive lifelong learning system as a

in five areas and a science center abroad (as of October

new function of museums.

2016), all aiming to promote science communication

The online database system is a Science Literacy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We have data on 775

Passport β system, called PCALi, which is short for

programs and 1,487 PCALi members registered on the

Passport of Communication and Action for Literacy.

system (as of Octo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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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of preschool and
elementary school years 1 to 3

Generation and life stage

・Desire to observe and investigate questions.
・Have an interest in people involved in the
fields of science or technology.
・Desire to act to maintain sustainable society.

Degree of
emphasis of
aspect (*2)

Target required by this
generation and life stage

○Feel a sense of wonder, etc.,
at familiar phenomena with
experiences for familiarization
with science and technology.

Degree of
emphasis of
aspect (*2)

Target required by this
generation and life stage

Degree of
emphasis of
aspect (*2)

○Have an interest in science
and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living, with
experiences for familiarization
with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 willingness to observe
and investigate questions.

(*3)

Target required by this
generation and life stage

Degree of
emphasis of
aspect (*2)

○Have an interest in science,
have a willingness to investigate
questions, and understand the
value of science, with
experiences for familiarization
with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n interest in people
involved in the fields of science
or technology.

・Able to scientifically explain about familiar
natural phenomena and technical mechanism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Understand that human life has been
changing with technology.

○Understand familiar natural
phenomena and technical
mechanisms through experience
and realize one's own capability
of understanding.

○Attain scientific knowledge
directly related to living with
experiences for familiarization
with science and technology.

○Increase knowledge about,
and expand understanding of the
roles, of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to living and society.

(*3)

・Understand that science and technology are
mutually reliant.
・Find problems to investigate in order to solve
issues.
・Collect and choose various information to
apply to problems.

Attitudes
・Look for answers to questions using
scientific methods.

○Actively investigate
interested phenomena, study
and get one's own ideas.

○Have interest in the natural
world and human society and
find regularity and relationships
with interested phenomena.

・Analyze and make decisions about the application of science and
the implementation of technology, taking into consideration diverse
advantages and risks for society and environment.

Target required by this
generation and life stage

Degree of
emphasis of
aspect (*2)

(Child-raising years)
○Raise the awareness of value of
science and the necessity of scientific
literacy while learning together with
children.

(Middle age)
○Have a continuous interest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a
willingness to investigate questions.

Target required by this
generation and life stage

○Obtain lots of information
concerning science and
technology, and have a
continuous interest and
curiosity.
○Desire to act to maintain
sustainable society.

○Desire to act to maintain sustainable
society.
(Child-raising years)
○Deepen and broade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of
science and technology that support
living and society while learning
together with children.
(Middle age)
○Continuously deepen and broade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roles, of science and technology that
support living and society by obtaining
lots of information.
(Child-raising years)
○Look for answers to questions
among lots of uncertain information
based on scientific knowledge, and
reach conclusions.

(Middle age)
○Reach conclusions concerning
problems in living and society
comprehensively using what has been
learned and with scientific ideas.

○Continuously deepen and
broaden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roles, of
science and technology that
support living and society by
obtaining lots of information.
○Attain scientific knowledge
matching one's own interests,
such as hobbies and refinement.

○Reach conclusions
concerning problems in living
and society comprehensively
using what has been learned and
with scientific ideas.
○Use what has been learned in
one's own hobbies and
refinement.

(*3)

・Properly explain one's own questions and
ideas to people.
・Make decisions for personal problems and for
problems in society with scientific knowledge
and attitude.

○Look for answers to
questions among lots of
uncertain information based on
scientific knowledge, and reach
conclusions.
(*3)

・Consider various information and ideas
before reaching conclusions.

Communication

Mature years and old age
Middle age

Learning at science museums (learning through experience using plenty of materials, learning extensive subjects such as environment and medical treatment
outside of school, etc.)

Practical aspects of targets (*1)
・Have an interest and curiosity in familiar
events and topics related to science.

Awe and
appreciation

Child-raising years

School education (basic learning based on curricula corresponding to the
development stage, etc.)

Learning environment
Four targets (*1)

Period of elementary school years Period of high school and tertiary
4 to 6 and middle school
education

○Get one's own ideas about
interested phenomena and
become able to study together.

○Explain what has been
learned to people in a way that
is easy to understand.
○Connect what has been
learned with the selection of
future work and career
formation.

・Provide one's own scientific knowledge and
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of society.
*1 The table shows four targets of the scientific literacy cultivation programs and four practical aspects for each of the targets.
*2 Darker shading indicates greater emphasis of practical aspects as targets for each generation and life stage of people.
*3
The targets written in yellow boxes are particularly important (emphasized targets) for applicable generation and life stage of people.

○Use attained knowledge and
skills in actual life considering
the link with society.
○Use what has been learned
for the selection of work and
career formation.

(Child-raising years)
○Explain what has been learned to
people considering the link with
society.

(Middle age)
○Find problems in the community and
find ways to solve them.

(*3)

○Find problems in the
community and find ways to
solve them and make judgments.
○Properly and effectively hand
down one's own knowledge and
ability to following gene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of society.
(*3)

[Figure 1] Continuous Educational Program Framework to Foster Science Literacy

[Figure 2] Overview of the Science Literacy Passport β system

In this research, the PCALi system is proposed to

be brought together to foster public science literacy.

identify individual learning outcomes. Research activ-

Users can then utilize this framework to verify their

ities include the creation of a common framework

learning outcomes as well as share their learning meth-

among learning resources, such as educational pro-

ods and achievements.

grams and exhibits held by various museums and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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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main functions of this system is the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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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of users’ personal learning history. Through this

Discussion

system, users can recognize their tendencies and motivations in selecting museums’ learning resources and

Within the system, data on educational programs serve

then evaluate their learning pathways. Museums can

as a medium for the communication between museum

use the system as a database to analyze usage trends

audiences and museum curators (Figure 3). Museum

and extract the public’s topics of concern. Museum

curators provide programs, in which museum users par-

managers can accumulate and transmit museum uti-

ticipate, and both parties leave comments on the re-

lization case examples by topic, generation, and mu-

spective programs’ webpage. Museum visitors answer

seum type. Analyzing personal learning histories would

surveys online, and then museum curators receive the

reveal the types of motivation for museum utilization

results, which they use as feedback information to im-

across users. Through our educational programs, mu-

prove or develop new programs. Three methods of com-

seum users acquire the thinking attitudes to consider

munication thus occur: 1) between museum users and

risk‐related issues, which would lead to continuous

museum curators, 2) among museum users, and 3) among

learning and contemplation of the social issues in their

museum curators.

daily life. These museum users then share their experi-

This system is expected to have the following social

ence, including their attitude and behavior, thereby giv-

impacts (Figure 4). Within the system, knowledge cir-

ing back what they have learned to their friends, fami-

culation is generated. Such knowledge circulation can

lies, and society at large. They do so by sharing their

be a form of power to act on social issues. These social

thoughts on social media or by creating artworks in-

issues cannot be solved simply with science knowledge.

spired by their museum visit and then sharing these

In many cases, a grasp of the social sciences is necessary

on our blog. In conclusion, they directly take the mes-

as well. As they become participants in knowledge

sage of the museums and share it to the public as if

circulation, museum users will develop their science

they were museum staff.

literacy, which would lead to the identification of new

In this system, the data on museums’ educational

challenges and creation of new museum utilization

programs are shared among all users. Once the data

models. In this way, we can ultimately generate social

are shared, the programs can be repeated by any mu-

values. This entire process represents social inclusion,

seum curator. Further, surveys on each educational pro-

and science communication is necessary in all steps.

gram are held online; museum staff can receive feed-

The author considers that museum curators are scien-

back from museum users, which can help the former

tists who must possess science communication skills

run better educational programs or develop new ones.

that foster social inclusion. This online database system

Thus, staff in one museum can learn from those at

can help facilitate science communication between mu-

other museums in the network. In this way, continuous

seum curators and the public.

learning is maintained within the system. Through the

A concrete example should be introduced here. Data

sharing of data on the educational programs, museum

on one of the educational programs stored on the data-

staff working at different museums can establish mu-

base detail an outreach program in Fukushima

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and cooperate in running

Prefecture related to radiation. After the Fukushima

programs. As the types of museum are not only science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Fukushima residents

museums, all collaborative programs entertain the par-

faced the danger of radiation exposure. The outreach

ticipants and tend to have them involved in museum

program was intended for them to learn what exactly

educational programs continuously.

radiation is and how to protect themselves from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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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teractive database to enable communication between curators and
museum users

[Figure 4] Social inclusion

The program included experiments and observation

can be expected to be the beginning of social inclusion.

sessions. After taking this program, participants left

Although policymakers and museum managers focus

personal comments on the program’s website, and the

on the number of visitors as one of the key performance

museum curators replied to them. Such communication

indicators in evaluating museums, an understanding

= = = = | 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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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visitors’ personal histories regarding their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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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ative Science Education
Peter Charles Taylor
Murdoch University, Australia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 Ability to take action as an individual and as part
of community

How can we prepare science teachers with pro-

• Ability to gather evidence and create solutions

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for ensuring that teaching
and curricula meet the global challenges of the 21st

Science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brings together

Century, amongst which learning to live sustainably

science education, values education and citizenship ed-

on Planet Earth is one of our most pressing concerns?

ucation (including peace education) to focus critically

Education for environmental, cultural and economic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Big Three’: (i) environ-

sustainability has been a key focus of the United Nations

mental issues, such as human‐induced climate change

for the past decade, underpinned by the Brundtland

and loss of biodiversity associated with exploitation

Report’s advocacy of an ‘intergenerational conscience’

of natural resources; (ii) sociocultural issues, such as

which recognises that meeting the needs of the present

loss of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that were devel-

should not compromise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oped through prolonged adaptation to living sustainably

to meet their own needs (UNWCED 1987). The recent

within the natural world; and (iii) economic issues,

‘Rio+20’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

such as the implications for the natural and social world

velopment ratified this view.

of economic models premised on producing prosperity

But implementing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is no

via unlimited growth.

easy task especially in science education. It involves

For students to learn meaningfully and collabo-

much more than the traditional delivery and acquisition

ratively about these 21 Century sustainability issues

of objective scientific knowledge and skills. The

it is necessary that they develop higher‐level cognitive

Australian Government (DEWHA 2010) adopted a def-

and social abilities, including critical reflective think-

inition of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to guide curricu-

ing, cooperative decision‐making, empathic and com-

lum designers nationwide that emphasises development

passionate understanding of self and other, ethical

of higher‐level abilities essential to becoming an effec-

awareness and values clarification, and commitment

tive citizen and change agent.

to personal and social action. The capacity of science

st

teachers to prepare students with these higher‐level abil• Ability to explore and evaluate contested and
emerging issues
• Ability to deal with complexity and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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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es depends on teachers themselves having developed
the same abilities.
Thus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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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teachers calls for a more global perspective

of transformative learning has been enriched and become

that takes science teaching well beyond the traditional

more nuanced by embracing nonrational modes of think-

(narrow) curriculum focus on what and how (or

ing in which emotions, intuition, mindfulness and in-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o embrace a human-

spiration have an important part to play. Transformative

istic perspective on the ethical responsibilities of sci-

learning theory has been coupled with theories of society,

ence education (the curriculum why) and the unfolding

consciousness, wisdom, globalization, feminism, cul-

personhood of the student as a future citizen in a demo-

ture, and so on, to generate compelling aesthetic, spiritu-

cratic society (the curriculum who). For such a per-

al, psychological and ethical perspectives on the role

spective we turn to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of adult education in helping to create a more equitable,
peaceful, diverse and sustainable world (Taylor and
Cranton 2012).
One of the uniquely powerful aspects of transformative

Transformative Learning

learning is the focus on expanding conscious awareness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has its roots in the

of our situatedness in the world or, to put it more simply,

work of Jack Mezirow in the field of adult and continu-

in our understanding of who we are and who we might

ing education which came to prominence in the 1990s.

yet become, both as individuals and social beings

Mezirow (1991) drew on philosophers such as John

(Morrell and O’Connor 2002). Such a transformation

Dewey and Jurgen Habermas to reveal how our ‘meaning

entails developing a heightened consciousness of the

perspectives’ are subject to epistemic, sociocultural and

relationship between our outer (material) and inner (non‐

psychological distortions that restrict the way we make

material) worlds. Transformative learning involves using

sense of our experience of the world. Thus we have

cognitive, emotional, social and (for some) spiritual

limited ability to participate fully as creative, communi-

‘tools’ to reconceptualise and reshape this relationship.

cative and self‐determining agents in the processes of

Based on this perspective, transformative learning com-

democracy.

prises five distinct but interconnected ways of knowing.

For Mezirow, the key to transformative learning is
to engage discursively with others in reflecting critically

• Cultural‐Self Knowing (self realisation) involves

on the presuppositions underpinning our values and

coming to understand our culturally situated selves,

beliefs. Critical reflection emancipates us from our

in particular how the (mostly invisible) premises

ideological prisons, thereby enhancing our conscious

underpinning our worldview – our shared values,

awarenesss of ourselves, others and the worlds that

beliefs, ideals, emotionality, spirituality – give rise

we co‐construct. For Mezirow, the role of transformative

to our cultural identities and govern our habituated

learning in adult education is to prepare citizens as

ways of being in, making sense of, and relating

critical self‐reflective thinkers capable of contesting

to our social and natural worlds.

taken for granted social norms and making ethical

• Relational Knowing (opening to difference) in-

judgements that lie at the heart of the process of

volves learning to connect empathically and com-

democracy.

passionately with our true (nonegoic) selves, our

Over the past 20 years Mezirow’s ideas have been
applied by many transformative educators to a range

local community, the culturally different other, and
the natural world.

of adult education and training contexts such as higher

• Critical Knowing (political astuteness) involves

education, the workplace and the community. His theory

coming to understand how and why (politica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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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tutional, economic) power has structured histor-

For creative researchers the door has been opened to

ically our social realities by creating seemingly

a range of innovative, exciting and empowering epis-

natural categories of class, race, gender, vocation,

temologies that enable research as transformative learn-

intelligence, etc., and how this mostly invisible

ing to flourish. These epistemologies derive from re-

power governs (especially distorts) our lifeworlds,

search paradigms some of which are relatively new

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our relationship

to science education.

with the natural world.

The interpretive research paradigm offers a social

• Visionary and Ethical Knowing (over the horizon

constructivist perspective on the researcher’s endeavour

thinking) involves us in creative, inspirational and

to develop deep, contextual and emergent understanding

discursive processes of idealising, imagining, po-

of the culturally different other, together with a reflexive

eticising, romanticising, meditating on and negoti-

process of deepening his/her own culturally situated

ating a collective vision of what a better world

self‐understanding. Ethnographic, autobiographical and

could be like and, importantly, what a better world

narrative methods are used to explore the lived experi-

should be like.

ence of the researcher and his/her coparticipants. A pow-

• Knowing in Action (making a difference) involves

erful interpretive methodology used by researchers to

consciously developing our capacity to help make

excavate their life histories and recover lost cultural

the world a better place, committing to making

capital due to centuries of colonisation by the Western

a difference, and taking action locally while think-

modern worldview is auto‐ethnography.

ing globally.

The critical research paradigm arms the researcher
with an epistemology of ideology critique aimed at
identifying sociocultural myths (made powerful by their

Research as Transformative Learning

invisibility) that structure social reality and contribute
to perpetuating social injustice, cultural exclusion, in-

The question arises as to how to engage science

equity, racism, sexism, ageism, scientism, etc. A meth-

teachers in transformative learning in order to prepare

odology of critical auto‐ethnography enables the re-

them with the higher‐level abilities to pass on to their

searcher to work towards decolonising his/her own life-

students so that they learn to participate individually

world, and ultimately the lifeworlds of students and/or

and collectively in complex evidence‐ and ethics‐based

colleagues, in a creative endeavour to enhance self‐real-

decision‐making processes about living sustainably in

isation, identity and free will as a prospective agent

an increasingly crisis‐ridden and uncertain world buf-

of social and structural reform.

feted by competing (economic, political, sociocultural)
interests.

The postmodern research paradigm brings a Janus‐like
(or two‐faced) perspective to science education research.

In recent years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has

One face looks towards a philosophical deconstruction

been instrumental in re‐theorising postgraduate educa-

of the premises of all claims to secure or foundational

tional research, resulting in a model of ‘multi‐para-

knowledge (such as ‘scientism’), whilst the other face

digmatic research design’ (Taylor et al. 2012). Building

wears the smile of constructive playfulness. Postmodern

on developments in social science research over the

researchers draw on the Arts for new methods of reasoning

past 30 years, this Kuhnian revolution has broken the

and modes of representation (see, for example, Knowles

stranglehold of (but not rejected) the traditional positi-

and Cole 2008). Literary and artistic genres, such as fictive

vist paradigm wherein objective ways of knowing rule.

writing, poetry, ethnodramas and imagery, embod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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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tive logics for researchers to make sense of and por-

gineering,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

tray their nonrational experiences of the ineffability of

struction, etc.?

their social and natural worlds.

• What human values currently govern the selection

Multi‐paradigmatic research designs provide power-

(and exclusion) of science curricula content and

ful ways of engaging researchers in transformative

pedagogies, how well are they justified, what is

learning about the underlying premises of science edu-

their use‐by‐date, are there better alternatives, how

cation (Taylor 2013). ‘Big picture’ questions become

are they being canvassed, and by whom?

accessible, as befits a science education endeavouring
to respond to unprecedented global challenges.

Coda
• Whose human interests are being best served and
whose are being excluded by current science curricula and pedagogies? And why?

As a form of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science
educators, transformative learning is inherently demo-

• How can science education embrace authentically

cratic and empowering as it makes visible and subject

the popular ethos of ‘science for all’ if it does

to critical scrutiny the (academic and political) decision‐

not embrace the ‘sciences of all’?

making process and premises that govern (past and

• Why does the paradigm of Newtonian science,

future) curricula developments in science education.

with its ‘clockwork’ (reductionist, deterministic,

Transformative learning commits professional science

linear, materialist) view of the universe, continue

educators to ‘making a difference’ by having their voi-

to prevail in physical science curricula? And in

ces heard in forums that shape future science curricula

shaping postgraduate research designs?

policy. Transformative learning equips science educa-

• What are the distinctively different underlying

tion practitioners with advanced knowledge and skills

premises of the ‘new sciences’ of chaos theory,

to develop students’ higher‐level abilities for commit-

complexity theory, quantum theory, relativity

ting to act in ways that seek to promote the diversity

theory, superstring theory, biocentrism, creative

of life on Earth.

evolution, etc., and how might they contribute to
a revitalised science education that aims to develop

∙ Note: This paper was published in: Gunstone, R.

in students the higher‐level cognitive and social

(Ed.) (2015). Encyclopedia of science education (pp.

abilities required for addressing the great moral

1079‐1082) Dordrecht, The Netherlands: Springer.

st

and ethical challenges of the 21 Century?
• How can a ‘socially responsible’ science education
counterbalance the triumphalism of modern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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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Opportunities or Plights:
Chinese Elements in Natural History
Museum in Taiwan
Chi-Chin Chin
National Taichung University of Educatio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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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and Why Teachers’ Personal
Epistemologies Matter?
Nam‐Hwa Ka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Periodically, schools undergo reform movement ei-

Individuals in a group tend to share similar beliefs

ther top‐down or bottom‐up. School reform has long

as their circumstances are alike. Thus, it is expected

been initiated by new curriculum, but its success de-

for teachers to have some common beliefs because

pends on not only the quality of the curriculum, but

they share the culture of schooling in a given region.

also the teachers who implement the curriculum.

At the same time, some of beliefs are different from

Innovations are seldom implemented as intended, which

each other due to individual’s different experiences

has been said that there is a gap between intended and

(Eisenhart et al., 1988). Therefore, understanding teach-

implemented curriculum. Thus, teachers’ fidelity of im-

ers’ similar and different actions in the classroom re-

plementation has been discussed in the literature (e.g.,

quires examining their beliefs underlying their choices

Penuel, & Means, 2004; Schneider et al., 2005; Stein

of teaching strategies and actions.

et al., 2008). A critical topic in such a discussion is

Studies have shown that beliefs built through years

an understanding of variations of teacher practices and

of experience tend to be dominant in guiding day‐to‐day

the factors mediate the variations.

teaching (Lortie, 1975) and teachers have different lev-

Teachers’ beliefs have long been researched for un-

els of commitment to different types of beliefs (Bryan,

derstanding teacher practices and fidelity to innovations

2003). Beliefs learned without long‐term personal expe-

(e.g., Eisenhart et al., 1988; Pajares, 1992). According

riences may be espoused but not enacted with strong

to Eisenhart et al. (1988) teacher beliefs are defined

commitment.

as what teachers believe about their work. Beliefs are
“propositions or statements of relation among things
accepted as true” (p. 53). They are conceptual units

Constructivist View of Learning

organized into systems and function as a framework
to make sense of surroundings by creating meaningful

Constructivist view of learning has been promoted

categories and predicting future events. In so doing,

in science education reform for a long time (Fosnot,

beliefs organize and guide actions. As such individuals

1995; Tobin, 1993). Based on the literature on teacher

are reluctant to change their beliefs because they are

beliefs, it is reasonable to expect a relationship between

afraid of uncertainty. Due to these properties of beliefs,

teachers’ beliefs about student learning and their ways

reform that requires changes in teachers’ beliefs might

of teaching. Studies have shown that teachers with a

be difficult.

transmissionist view of learning do not provide students
Bringing Scientific Literacy Forward: National & International Perspectives | N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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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meaningful learning opportunities, and a trans-

between teachers’ view of student learning and their

missionist view of learning is deeply rooted in the cul-

ideas about how to teach. However, the finding was

ture of school (Tobin & McRobbie, 1996). Studies have

limited to teachers’ beliefs and ideas about how to

shown typical school science classrooms where a trans-

teach. Studies that involve classroom observations in

missionist learning mode is promoted (Jimenez‐

relation to teacher beliefs are necessary to demonstrate

Aleixandre et al., 2000; Nott & Smith, 1995). For exam-

how beliefs mediate teaching actions.

ple, Nott and Smith (1995) showed three different ways
teachers deal with “unsuccessful” experiments. In their
study, most teachers blamed poor equipment and mistakes made during the procedures. Others discussed

Personal Epistemology and Teacher
Education

why the lab failed to produce expected results. A few
also mentioned that they “rig” or “conjure” lab results.

In contrast to the traditional, transmissionist, objecti-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school science is more

vist, or empiricist view of learning, a constructivist view

for receiving preordained knowledge and less for stu-

of learning has been promoted for more than half a

dents’ own construction of knowledge. Similarly, stu-

century (Steffe & Gale, 1995). A constructivist view

dents in the classroom studied by Jimenez‐Aleixandre

is an overarching term that refers to a view that students’

et al. (2000) were not really doing science but merely

meaningful learning happens when they have oppor-

mimicking scientific procedures to produce pre-

tunities to meaningfully relate what they already know

determined results, which was taken as a norm of school

to what they are to learn (Fosnot, 1995). Given the

science. These classrooms show that there are few op-

various views of learning, studies used a term personal

portunities for students to make sense of what they

epistemology as a way to stipulate personal view of

are learning. Obviously, teachers’ purposeful designing

learning. The term personal epistemology refers to per-

and implementations of lessons for constructivist learn-

sonal beliefs about the nature of knowledge and how

ing are necessary.

humans develop knowledge (Hofer, 2001).

Hasweh (1996) conducted a survey study in which

Perry’s seminal study examined college students’ de-

he differentiated teachers’ view of learning either em-

velopment of personal epistemologies over under-

piricist or constructivist in which a constructivist view

graduate years by interviewing a group of students

was conceptualized as teaching for conceptual change

yearly. He identified nine positions. Students in the

(Kang, 2007). The study has shown that:

earliest stages believe that authorities know the right
answers, and that these may be learned by hard work.

teachers holding constructivist beliefs (a) are more like-

When authorities appear not to be in possession of abso-

ly to detect student alternative conceptions; (b) have

lute right answers, students either blame the quality

a richer repertoire of teaching strategies; (c) use poten-

of the authority, or see that the true knowledge is still

tially more effective teaching strategies for inducing

in the process of discovery. Thus, these three positions

student conceptual change; (d) report more frequent

cling to the truth and certainty of knowledge. The fourth

use of effective teaching strategies: and (e) highly valu-

position starts to adopt relativism where everybody has

ate these teaching strategies compared with teachers

the right to have their own opinions and uncertainty

holding empiricist beliefs. (p. 47)

of knowledge is accepted. From this position, students
provide what the authority wants as the answer, but

The study clearly demonstrated a close relationship

= = = = | N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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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ar stance, students explore its implications further.

personal epistemologies, let alone their changes in ac-

They begin orienting themselves in a plural world by

cordance to the social constructivist teaching, are yet

realizing that they can judge differing views not to be

understudied.

right or wrong but to be better or worse. Finally, students

In my study about preservice teachers’ teaching prac-

realize that commitment as an ongoing activity through

tices during their student teaching, it was found that

which identities emerge. In sum, Perry suggested epis-

their traditional view of learning was related to their

temological growth from dualist to relativist, and finally

habits of practice (habitus) in which their role was lim-

to a committed relativist position. In his scheme, all

ited to information providers as authorities of knowledge

individuals begin as dualists who accept the knowledge

(Kang, 2002). Preservice teachers’ lack of confidence

given as either right or wrong. As individuals recognize

in their content knowledge, not knowing ways to use

subjectivity of knowledge, multiplicity stage emerges

student ideas, and feeling obligated to follow their men-

when multiple knowledge is accepted and yet knowl-

tor teacher’s teaching practices were found to mediate

edge is considered certain. At the relativist stage, knowl-

preservice teachers’ learning how to teach during student

edge is considered as procedural that is tentative and

teaching experiences. Further, their passive views of

contextual. At the final stage, individuals believe that

learning hindered challenging the status quo. Thus, pre-

knowledge is contingent but still make commitments

service teachers followed the footsteps of their mentor

to principled positions.

teachers without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teaching

Views about scientific knowledge as studied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e.g., Kuhn, 1970; Popper, 1939)

practices. This seemed to be the way schools do is
reproduced and continues.

can be compared with the general personal epistemologies.

Another study demonstrated a possibility for pre-

The traditional view of science promotes dualism in which

service secondary teachers to change their views of learn-

scientific knowledge are established by unprejudiced use

ing through an intensive intervention in a methods course

of senses and considered as truth (Chalmers, 1999). On

with teaching practicum (Kang, 2008). In the study, per-

the other hand, modern scholars in science studies provide

sonal epistemologies of preservice teachers were catego-

evidence that supports theory‐laden observations and thus,

rized into two dimensions: relational and ontological.

argue that “facts” are fallible and scientific knowledge

The relational aspect of epistemology refers to beliefs

are not the absolute truth; rather constructed by scientis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rner and the known

as tentatively accepted explanations about phenomena

(Belenky et al., 1986). In this dimension, two extremes

under study.

are possible including learning as receiving school sub-

In a book on teachers’ personal epistemology and

ject knowledge (silent, passive relationship), and learn-

teacher education, Brownlee, Schraw, & Berthelsen

ing as answering one’s own questions (active relation-

(2011) introduce objectivist epistemology, in which

ship). The ontological aspect of epistemology refers to

knowledge is perceived as to be transmitted and received,

beliefs about the nature of knowledge. In this dimension,

as the prevalent epistemology in schools of Western

two extremes were possible including knowledge as sim-

education. Given the promotion of social constructivist

ple, certain and fixed body (facts), and knowledge as

epistemologies in education in which students’ active

complex, uncertain and evolving entity (inquiry). On

role in learning is emphasized, teachers are challenged

these two dimensions, the study categorized the pre-

to change their teaching practices, which requires teach-

service teachers’ personal epistemologies into four types:

ers to have beliefs that support social constructivist teach-

received facts, constructed facts, received inquiry, and

ing and learning. They argue that the nature of teachers’

constructed inquiry. These different personal e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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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ologies were linked respectively to two types of

textual factors or lack of knowledge indicate a dialectical

teaching goals: developing thinking skills for inquiry

relationship between beliefs and actions (Tobin et al.,

and helping students to appreciate the utility of scientific

1994) and complicated developmental relationships be-

knowledge. Those who believed science to be evolving

tween beliefs, knowledge and actions in contexts. Thus,

knowledge, and learning is answering one’s own ques-

change in one of them does not necessarily bring about

tions, demonstrated an expectation for students to devel-

change in others. Concentrated, systemic efforts that

op thinking skills for inquiry.

address teaching conditions as well as teachers’ personal

During their teaching practices, many of these pre-

beliefs and actions are necessary to help teachers devel-

service teachers enacted their personal epistemologies

op sophisticated epistemologies. Specifically, teacher

while changing some of their committed epistemologies

education programs should provide preservice teachers

in action. Some of these changes were regressive and

with (a) tools to address school constraints such as large

others were progressive. In the case of regressive change,

class size, large content coverage requirement, and pas-

preservice teachers, who initially viewed science as think-

sive students, (b) teaching methods that are drawn on

ing in inquiry, began to teach as if science was simply

more sophisticated epistemologies along with reflection

a subject where facts to be received. They attributed

on epistemic bases and their effects on student learning,

their pedagogical decisions to overcrowded classes (40

and (c) opportunities to develop confidence in leading

or so per class) and students’ lack of engagement in

an inquiry based lessons by personally experiencing

class tasks. Some of them expressed their dissatisfaction

inquiry based learning. The preservice teachers’ poten-

with their teaching actions due to constraints such as

tial changes and emerging practices during the initial

lack of time to engage student thinking, authoritative

teacher education program indicate the need for con-

classroom environments built by mentor teachers, and

tinued support in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 includ-

lack of confidence in leading interactive class discussion.

ing the induction years and beyond.

In the case of progressive change, preservice teachers, who initially viewed knowledge as facts, presented
it as a way of thinking by utilizing teaching methods
such as POE and thought provoking questioning newly

Personal Epistemology and Inquiry
Teaching

learned from the methods course. Similarly, those who
did not initially believe in students’ abilities to actively

I have long been interested in understanding how

participate in inquiry enacted what they had newly

and why teachers use inquiry or laboratory work differ-

learned in the methods course, and pushed their students

ently (Kang & Wallace, 2005; Wallace & Kang, 2004).

to use their own thinking instead of passively receiving

Among teachers participating in an inquiry workshop

knowledge. These preservice teachers attributed their

for inservice teachers in the US, I have studied personal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new ways of teaching

epistemologies of three experienced teachers who

to students’ enthusiasm in responding to their questions

taught high school physics, chemistry and general sci-

and class tasks.

ence respectively. The study has shown that the varia-

These findings provide insight into ways to develop

tions of using laboratory work in science teaching were

sophisticated personal epistemologies and how to enact

related to teachers’ epistemological beliefs and their

them in teacher education. The progressive development

instructional goals. Initially, I coded the teachers’ be-

shown by trying out new teaching methods and the

liefs into teaching goals for labs, beliefs about students,

failure of implementing one’s own beliefs due to con-

beliefs and knowledge about teaching strategies, beliefs

= = = = | N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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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cience, beliefs about learning and beliefs about

and ways of thinking. Another teacher had a belief

inquiry. From observations of the teachers’ teaching

that anyone can do science and solve problems in

actions, I realized that the descriptive categories of

science. Thus, the teacher identified students with small

beliefs fell short of explaining why teachers teach

scientists or active problem solvers.

differently. With the help of literature on personal epis-

These differences were relevant to their teaching

temologies and science studies, I was able to identify

goals and their typical use of laboratory activities

beliefs that seemed to underlie the teachers’ ways of

(Figure 1). A teacher who had a positivist, naïve epis-

using lab activities in their teaching actions. These be-

temology believed science to be a body of factual

liefs were the teachers’ beliefs about scientific knowl-

knowledge, with students as consumers of science. Her

edge (ontological aspect of epistemological beliefs) and

goal for students was to deliver knowledge, so lab activ-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nower and the known

ities were typically used to demonstrate phenomena

(relational aspect of epistemological beliefs). In the

in a show‐and‐tell mode. Another teacher believed sci-

study, a table comparing the three teachers’ different

ence as both a body of knowledge and way of knowing.

beliefs was presented (Figure 1).

These two perspectives were enacted in two ways by
delivering information using demonstrations or struc-

[Table 1] Teachers’ Epistemologies
(from Kang & Wallace, 2005, p. 148)

tured labs, and engaging students in open‐ended problem solving type activities (e.g., water rocket construction and launching). The third teacher had the most
sophisticated epistemology about science, but he distinguished science of scientists from school science.
He viewed science as scientists’ tentative explanations
for natural phenomena validated through rigorous
processes. However, for him, school science is a fixed,
true body of knowledge, and students only need to
appreciate the great achievement of science. Students
in his class were given structured labs in which they
were expected to learn the rigor of science in validating
knowledge, and to appreciate the power of scientific

The teachers’ beliefs about scientific knowledge
ranged from a belief in science as a collection of facts,

explanations. For him, students are not in a position
to evaluate scientific theories.

to a way of knowing as well as tentative explanations.

The gap between espoused and enacted beliefs seems

Regarding the truth of knowledge, a teacher never ques-

to be much less among experienced teachers as the

tioned the truth of scientific knowledge while the others

teachers figure out ways to reconcile dilemmas origi-

demonstrated a relativistic or a contextual position to-

nated from conflicting beliefs. A view of science as

ward the truth of scientific knowledge. With regard

a body of knowledge was in consistent with the c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nowledge and the

straints of schools such as content coverage for stand-

knower, two teachers completely separated science

ardized tests and classroom management. Thus, teach-

from the consumers of science. In this perspective,

ers with naïve personal epistemology rarely had prob-

students are to receive scientific knowledge as facts

lems with teaching science for delivering information

or to appreciate the edifice of scientific knowledge

through demonstrations without any student‐ce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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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teachers were likely to be related to their relational
aspect of epistemological beliefs. For one, students can
be scientists who answer their own questions whereas
for others, students are consumers of science who only
need to use and appreciate scientific achievements.
When a teacher identifies students with science, inquiry
is used for teaching, but when science and the learner
are separated, inquiry learning is not necessary. Thus,
for those who have sophisticated epistemologies, it
seems that relational aspects of epistemology might
be more closely related to teacher’s selection of teaching approaches. These findings of different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aspects of beliefs and actions
need further research. Also how these teachers have
developed different personal epistemologies should be
studied for understanding teacher development.

Personal Epistemology and Model‐based
Inquiry
The recent trend in providing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experience authentic science is to engage
in model‐based inquiry. Model‐based inquiry is based
on a view of scientific theories as sets of models and
scientific practices as modeling (Cartwright, 1983;
Giere, 1994). As science studies start understanding
how science is conducted in situ and the ways scientists
[Figure 1] Links between Beliefs and Actions
(from Kang & Wallace, 2005, p. 159)

think in the process, modeling practices are found to
be central in scientific practices (Giere, 1988). Thus,
models and modeling has been introduced to science

scientific inquiry. A teacher with more sophisticated

education as a type of scientific practice (NGSS Lead

epistemologies distinguished contexts where one could

States, 2013; Jeong & Kang, 2016). While there has

use student‐centered open‐ended inquiry or one should

been some research on models and modeling in school

deliver information for content learning. Alternatively,

science (e.g., Harrison & Treagust, 2000), studies report

a teacher completely differentiated school science from

that science teachers’ understanding of models and

real science and never provided students with oppor-

modeling is limited (Justi & Gilbert, 2002; van Driel

tunities to experience authentic science inquiry. These

& Verloop, 1999).

seemed to be the way the teachers reconciled school

In recent years, I conducted a research on Korean

constraints differently. The different choices of these

teachers’ understanding of models and model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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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in press). In the study, I also used the frame-

of models as the major part of scientific theories, teach-

work based on personal epistemologies. Grosslight et

ers’ understandings of models can be considered as

th

th

al. (1991) analyzed 7 and 11 grade students in the

a part of their epistemological beliefs about science.

US and categorized their ideas about scientific models

I started analyzing the data using Grosslight et al.’s

into three levels. The lowest level was treated as being

(1991) analytic framework but a few changes were

consistent with “a naïve realist epistemology” in which

made later. Teachers’ understanding of models were

students think models as physical copies of reality and

categorized into two dimensions – ontological and epis-

the highest level was consistent with a constructivist

temological understanding (Table 2). Ontological un-

framework in which models are considered to be used

derstanding refers to an understanding of the nature

as a tool to construct and testing ideas. In the study,

of models in science. Three types of understandings

there was no students who had the highest level of

emerged in the data: models as (a) concrete representa-

understanding but subsequent studies that involved

tion of phenomena or explanations, (b) representations

teachers found the highest level held by some (Justi

of ideas in science, (c) representations and tools for

& Gilbert, 2002). In my study, I had 29 teachers who

new idea generation. The third belief is consistent with

taught science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 constructivist view of model in that models are to

The data for the study was collected during a pro-

be used as tools for new learning. Epistemological un-

fessional development on models. Given the definition

derstanding refers to an understanding of the status

[Table 2] Teachers’ Understandings of Models (Kang, in press)
Types

Ontological Understandings

Examples Presented

V1

Realistic Perspective
‐ Tool for representing or explaining phenomena
‐ Concrete entity
‐ Simplified and idealized concrete representation of
phenomena

Table, graph, scale model, apparatus for
representing precipitation formation

V2

Concept Visualization Perspective
‐ Tool for representing or explaining phenomena
‐ Representations of ideas or interpretations of
phenomena
‐ Too for communication

Analogical models, DNA model representing
complex ideas

V3

Constructivist Perspective
‐ Tool for representation of phenomena, explanation and
Kinetic theory of molecules, ideal gas,
prediction
perturbation theory, Newton’s laws
‐ Use for new idea creation
‐ Modifiable in use

Types

Epistemological Understandings

Examples Presented

E1

An auxiliary tool
‐ Separated from scientific knowledge – explained or
represented by scientific knowledge
‐ Auxiliary roles in knowledge construction in science

After visualize what can’t be seen by eyes, and
then we explain it.

E2

A key component
Atomic model itself is scientific knowledge and
‐ Main element of scientific explanation
the process of its construction is scientific
‐ To be explained or the results of scientific explan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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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ole of models in knowledge construction in

the role of modeling in knowledge construction. Thus,

science. Two types of epistemological understandings

further research on the mediating factors for the relation-

emerged in the data: (a) models as an auxiliary tool

ship between the ontological and epistemological under-

for science and (b) models as a key component of

standings and the usefulness of the analytic framework

scientific explanation. Because the professional devel-

used in the study are necessary.

opment workshop was not long (20 hours), teacher

Teachers’ perceptions of school conditions and views

change was not expected much. Rather, the workshop

of the breadth of modeling were found to mediate teach-

was for the teachers to realize what they have implicitly

ers’ ideas about using models in teaching. Most teachers

known about models in science and their use of models

in the study stated that students can conduct modeling

in teaching science. When examined after the PD, only

just like scientists. However, six teachers claimed that

six teachers demonstrated the constructivist perspective

modeling in their teaching contexts was not plausible.

on models. Most teachers (n=19) demonstrated the con-

They either claimed that student ability, maturity levels,

cept visualization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the

or time constraints built in school schedule (45 to 50

teachers almost evenly divided in their epistemological

minutes per period) hindered student modeling activities.

understanding of models. A total of 14 out of 29 teachers

Also, a teacher claimed that the authentic modeling activ-

believed that models are not the key elements of scien-

ities were too difficult for students to perform. Another

tific knowledge and play only an auxiliary role in

teacher claimed that school science is different from

knowledge construction.

real science and thus requires different ways of using

One of important findings of the study was that very

models.

few teachers had a constructive view of models in which
models are considered as intellectual tools to create

Students can’t do modeling activities like scientists.

new ideas.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on teachers’

Creating a new model requires a deep understanding

personal epistemologies, I suspect that the constructivist

and analysis of the existing models but students can’t

perspective on models is important for teachers to have

even understand existing models. [LEJ‐A high school

because it will naturally lend itself to science lessons

teacher]

where students have opportunities to create their own

The knowledge from the textbook that students learn

explanations of phenomena just like scientists. When

in schools is to be delivered to the students. The knowl-

models are passively conceived just as in the realist

edge to be learned even through inquiry activities is

or the visualization perspectives, students’ use of models

also mostly pre‐determined. Therefore, even when stu-

would be limited to understanding or applying received

dents perform an inquiry on their own they are just

knowledge. Even when students create their own repre-

learning what scientists have already arranged. [CBW‐A

sentations, without expectation for new insights from

high school teacher]

the representation, models would probably serve as a
tool for communication at the most.

On the other hand, those who believed that students

In the study, I was not able to find any clear relationship

can conduct modeling demonstrated that their view

between ontological and epistemological perspectives.

of modeling included a wide range of activities, and

It is expected that the constructivist view of models

they thought they can modify modeling activities to

would lead one to believe its importance in knowledge

the level that their students can do. Similarly, those

construction but it is probable to believe in the im-

who believed that modeling is mere representations

portance of models in science even without believing

of phenomena or ideas thought that students can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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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t modeling, i.e., representing in science classes.

why teachers teach the way they do and hence we ca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eachers’ views of models

improve teacher 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

are relevant to their conceptualization of how to use

ment programs.

models in teaching. In particular, a perspective of models that allow a flexible use in teaching seemed to
be critical for teachers’ willingness or belief in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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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Representations in Producing a Scientific
Explanation in Physics
YEO Ai Choo Jennifer
Nanyang Technical University, Singapore

Abstract

servations or phenomena” (National Research Council,

Represent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

2012). In examining scientific explanations produced by

ment of scientific explanations that physics provides.

students, focus has typically been on students’ c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natures of students’ repre-

ceptions, in particular the type of explanations produced

sentational capabilities in producing acceptable ex-

(e.g., Touger, Dufresne, William, Gerace, Hardiman, &

planations of phenomena around us. It takes a case

Metre, 1995), the reasoning style (e.g., Talanquer, 2013),

study approach to identify acceptable explanations

the coherence and the depth of their argument (e.g.,

across different domains of physics produced during

Sandoval & Millwood, 2005). These studies produce

think‐aloud interviews. Using a multimodal analysis

meaningful knowledge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

method, two key types of explanations were found -

‐produced explanations. However, they do not give us

interpretive and causal explanations. The production

much insight into how students go about producing scien-

of acceptable explanations of these two types made

tific explanations. Such knowledge would be useful in

use of multiple modes of representations, formal and

informing teaching strategies on how to develop students’

informal, to clarify, elaborate and extend meanings,

competencies in producing scientific explanations.

made possible by the affordances of the different modes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of representations to mediate the thinking and reasoning

the role of representations science education research,

processes. The findings suggest the cognitive, cultural

brought about, in part, by the focus on disciplinary literacy

and epistemological functions of multiple modes of rep-

as well as modeling. Representations are acts of imagi-

resentations in producing the function, form and level

nation that can be presented to their creator and to others

of a scientific explanation in physics.

through the production of textual, pictorial, gestural,
graphical or mathematical symbols (Gilbert, 2005), and
regarded as tools that mediate thinking and reasoning

Introduction

(Tytler, Prain, Hubber, & Haslam, 2013; Vygotsky,
1978). Its communication affordances can be seen in

The ability to produce acceptable scientific explanation

Lemke’s (1998) analysis of scientific texts, which showed

has been one of the key learning outcomes in many science

the extensive use of multiple modes of representations

curricula around the world. Scientific explanations are

in communicating scientific ideas. Their mediation capa-

“accounts that link scientific theory with specific ob-

bility is illustrated by the extension use of images, be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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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text, in Michael Faraday’s conceptualization of

theory of multimodality describes these communication

magnetic fields and explanation of the electric motor

practices in terms of the different modes of representa-

(Gooding, 1989). Similarly, Yeo and Gilbert (2014) also

tions people use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From

showed how a student’s conceptualization of an electro-

this perspective, the communication practices, including

magnetic induction phenomenon was an orchestration

scientific explanations, and language system characterise

of diagrams and gestures, formal and informal forms.

a community. The scientific community, for example,

These studies suggest that the use of representations is

has a unique language system with which it builds and

central to the understanding of established science.

communicates knowledge (Lemke, 1990). The theory

The competency to use representations in producing

of multimodality describes a representation to be a moti-

a scientific explanation can be considered a crucial epis-

vated expression that has been considered apt and plau-

temic practice in the scientific community that novices

sible for the meaning made, and reflective of the context

learning science need to develop. This necessarily entails

in which it is produced (Kress & van Leeuwen, 2006).

understanding the affordances of each mode of representa-

For example, the use of arrows to represent the notion

tion used in science and how they mediate meaning‐mak-

of magnetic field is derived from the pattern produced

ing in the production of scientific explanations. With the

by iron filings when they are sprinkled around a magnet

capability of producing a scientific explanation as one

and has been found useful to think about effects of

of the primary objective of science curricula, it is para-

magnetism. In that sense, representations in the scientific

mount that teachers become aware of how students them-

system of language (e.g., the arrows used to represent

selves go about producing explanations of phenomena.

magnetic fields) are not arbitrary choices; rather, they

The aim of this presentation is thus to highlight the natures

encapsulate the reasoning one has made about the phe-

of “successful” students’ representational capabilities

nomenon, expressed in a form that is thought to be most

when constructing explanations in physics.

appropriate in communicating the meaning made and
understandable for the context in which it is relevant.
Over time, these become cultural tools with which members of the community use to communicate and think

Theoretical Framework

and reason about phenomena around them. In other
This study takes a multimodal perspective to the

words, scientific representations can be considered as

production of scientific explanation. In this section,

an embodiment of cognitive, cultural and epistemo-

the theory of multimodality is explained and its applica-

logical meanings which realize the meaning‐making

tion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producing a scientific

practices of a scientific explanation.

explanation is described.

Dimensions of a scientific explanation
Multimodal perspective of producing scientific
explanation

Yeo and Gilbert (2014) characterize a scientific explanation by three dimensions: function, form and level

Peopl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express

(of precision, abstractness and complexity). Since rep-

themselves with different modes of representations.

resentations are said to possess meaning‐making poten-

(Kress & van Leeuwen, 2006). A representation can

tial (Kress & van Leuwen, 2006), the construction of

be a word, sentence, picture, gesture, graph, or physical

scientific explanation must necessarily entail the use

model that signifies something, physical or abstract. The

of representations, wherein the three dimensions of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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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fic explanations are developed.

to the specific model used to think and reason about

The function of a scientific explanation is to give

the phenomenon, and thus relate to the cultural aspect

an answer to specific types of question. Six different

of representations. These models can come in the form

types of scientific explanations were proposed by

of words, pictorial representations, gestures and mathe-

Gilbert, Boulter, and Rutherford (2000) based on the

matical equations. In any field of inquiry, one model

type of questions addressed - contextualizing, inten-

is succeeded by another by virtue of its ability to account

tional, descriptive, interpretive, causal, and predictive.

for a broader range of phenomena (e.g., Bohr’s vs

For example, an interpretive explanation seeks to de-

Rutherford’s model of an atom). These models, when

scribe a model that can be used to think about the phe-

accepted by the community, becomes cultural tools

nomenon, while a causal explanation seeks to produce

which members of the community use to think and

a cause‐effect mechanism that produces the observed

reason about phenomena.

phenomenon. The different functions of an explanation

The level of abstractness of a scientific explanation

imply that different types of explanations can be pro-

refers to the ‘distance’ in which the conceptualization

duced for a given phenomenon. This suggests the need

of the explanation is to the reality. The abstractness

for students to recognize the purpose and/or context

of science (and hence scientific explanation) is the result

in which responses have been sought so as to participate

of a process of simplification in which some aspects

meaningfully and effectively in scientific discourse.

of an entity have been omitted or left unclear (Hale,

This also entails the selection of representations that

1987) as well as the addition of entities that might not

are considered apt for the context in which meaning

exist in the phenomenon, but inferred to be (Hartshorne,

is made, hence related to the epistemological function

1974). To mediate the thinking and reasoning of these

of representations.

inferred entities and their relationships, representations

The form of a scientific explanation refers to its struc-

are created and used to give form to them, which may

tural organization. Drawing this notion from linguistics,

and may not resemble the referent from which they

it identifies how the different elements of an explanation

relate to. These representations follow certain con-

are put together as a whole. For example, Veel (1993)

ventions (e.g., free‐body diagrams) that characterize the

found that a causal explanation involves the identi-

practices of the scientific community. In that sense,

fication of phenomenon, followed by a description of

the level of abstractness of a scientific explanation re-

a number of cause‐effect phases, while a law‐based ex-

lates to the cultural aspect of representations.

planation involves a statement of principle followed

The level of complexity refers to the composition/

by an elaboration of that principle as used to explain

intricacy of an explanation, which can be interpreted

the events that happen. These structural organisations

in two ways. One, it relates to how well an explanation

are not only representational frameworks that make

aligns with the function of the question asked, in terms

meanings apparent to a reader or listener, they are also

of its completeness in accounting for the relevant entities

reflections of the thought processes as meanings are

and processes attributing to the phenomenon and the

produced, extended and put together as a coherent whole

coherence in the use of scientific knowledge in the

with representations. In that sense, they relate to the

explanation. Two, it can be interpreted in terms of the

cognitive function of representations.

orchestration of multiple modes of representations used

The level of scientific explanation can be thought

to elaborate and extend meanings in the production of

of in three ways: precision, abstractness and complexity.

a scientific explanation, which Yeo and Gilbert (2014)

The level of precision of a scientific explanation refer

refers to as representational scheme. In that sens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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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s to the cognitive aspect of representations.

The explanations constructed were categorised as
‘acceptable’ or ‘unacceptable’ by a former physics teacher and a physics graduate, based on what was expected
of students at that grade level. The successful ex-

Research Questions

planations were then analysed further for their function,
To identify the role of representations in the pro-

form and level, following Lemke’s (1998) multimodal

duction of a scientific explanation, answers to the fol-

framework to identify the modes of representations used,

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sought:

the content presented (e.g., events, actions, description)
and how this content is built up.

1. What types of explanations were produced in physics
when students were presented with phenomena related to dynamics, thermal physics, superposition
and electromagnetic induction? (Function and Level
of precision)
2. How did students go about producing these explanations? (Form)
3. What representations were used and how? (Level
of abstractness and complexity)

Methodology
Think‐aloud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different
topics in physics with Grades 11 and 12 students in

[Figure 1] The four probes used for think‐aloud
interviews

Singap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 scientific explanation. Four phenomena (see
Figure 1) based on the major themes in high school

Findings

physics curricula - dynamics, thermal physics, superposition and electromagnetic induction - were chosen.
Approximately 80 students from four different high
schools were interviewed on each phenomenon.

Types of explanation produced
Two main types of explanations were found among

These interviews were conducted after the students

the successful explanations - interpretive and causal.

were taught the topic. Students could use any modes

Interpretive explanations were mostly produced for

of representation to produce their explanations. Writing

phenomena related to dynamics, thermal physics and

and drawing materials were available for the students’

electromagnetic induction, while causal explanations

use, as well as waveforms drawn on transparencies

were produced for phenomena related to superposition.

for the superposition phenomenon were provided. Each

The interpretive explanations were typically law‐based.

explanation was video‐taped, with a focus on the stu-

For dynamics, Newton’s laws were used, while first

dents’ talk, drawing and gestures, from which a multi-

law of thermodynamics was used for thermal physics

modal transcript of each interview was generated.

phenomenon, and Faraday’s law and Lenz’s law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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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for electromagnetic induction phenomenon. For

to produce meanings for each type of explanation in

superposition, the wave theory was applied to account

respect to the meanings constructed showed that multi-

for effects when two waves superimpose. These laws

ple modes were used by students, with each clarifying,

and theories used were aligned with the models in-

elaborating and extending the meanings produced by

troduced to the students in the course of their physics

another. An example of this is illustrated in the excerpt

curricula at high school.

of an explanation in dynamics.
The excerpt on the explanation on dynamics shows

Explanatory behaviors of producing a scientific
explanation

the use of textual, pictorial, gestural and mathematical
representations. Textual representations were used almost exclusively for indicating the state of objects or

The analysis of the form of the students’ explanations

processes as provided in the question (e.g., “the cars

show the thinking processes in building a scientific

are of the same mass”), giving a scientific name to an

explanation. In the case of an interpretive explanation,

inferred entity when identified as being present (e.g.,

while it is largely dependent on scientific laws that are

“force”), and stating laws (e.g., “according to Newton’s

commonly expressed in mathematical forms, its deploy-

laws”). Bearing no resemblance to the real thing or event

ment entails reconstructing the physical system to pro-

it signifies, a textual representation is considered an ab-

duce a model by identifying the key aspects (objects,

straction, and its use in science is a convention or norm

actions, processes) of the phenomenon, inferring the

determined by the scientific community. In that sense,

presence of abstract entities (e.g., force) and deducing

its abstractness embodies authoritativeness. By itself,

their quantitative properties of these inferred entities

it has limiting capability to extend meaning.

from scientific laws, and finally relating them with a

Our analysis shows that textual representations are

mathematical equation to produce a quantitative outcome.

often used with other forms of representations either

Similarly, the production of a causal explanation entails

sequentially or simultaneously. Text is often used with

the identification of key aspects of the phenomenon (e.g.,

pictorial representation in the explanation of phenomen-

speakers facing each other) and the presence of abstract

on on dynamics. For example, in producing an analytical

entities (presence of waves), before a description of cause

structure with which to think about the quantitative prop-

‐effects events produced by the action of one entity with

erties of the forces acting on the cars and man, verbal

another (e.g., waves coming towards each other and

text was used to state that “the man push the car”.

superimposing) were made. The forms of these two kinds

At the same time as the text was spoken, the student

of explanations - interpretive explanations tend towards

drew a horizontal arrow from man to car to show the

more descriptive genre, while causal explanations tend

location and direction that the man acts on the car.

towards a more narrative genre, suggest that the reason-

In this case, the pictorial representation of the arrow

ing processes of producing each type of explanation

elaborates on the verbal text “push” by giving it spatial

may be different.

properties, hence expanding on the meanings that the
text produce.

Role of representations in mediating the
production of scientific explanations by
students
The analysis of the modes of representations used

= = = = | NOO

Text, used in tandem with pictorial representations,
can also extend its meaning. We see an instance of
this function in the excerpt. The pictorial representation
produced with arrows construe nothing other than a
spatial description of the forces acting on the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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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erbal text “the net horizontal force must be zero”

by virtue of the inherent properties of the representation.

uttered defined a means by the arrows can be related

Transformation of representations (e.g., textual form

quantitatively. In this case, the arrows pointing in oppo-

of “wave” into its graphical mode) can also concretise

site directions were treated in accordance with vector

abstract notion with physical form so that these repre-

rules so that their net could be zero, which made the

sentations can perform as agents that act on each other

conclusion that “these two forces is equal” possible.

to produce an outcome.
Gestures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duction

According to Newton's 3rd law,

of the scientific explanation. While the student’s left/right

Let's say the man push this car

gesturing with her finger made simultaneously with the
verbal text in the explanation of dynamics might not
Drawing arrow

seem meaningful at first glance, it was actually signifying
the opposite but parallel forces that needed to be consid-

so the car would give him an equal
force push which in the opposite
direction.

ered for the net horizontal force to be zero. Used together,
Drawing arrow

because his position doesn't
translate …

the text and gesture defined the operations that can be
performed with the pictorial representations, hence extending their meanings to make the conclusion that “these

left‐right gesturing
so means the net horizontal force
must be zero

two forces is equal” a valid one. Gestures also have
the capability of adding in the element of time into explanations, which we see in the causal explanation of

left right gesturing

superposition. By animating the movement of the two
waves moving towards each other, a fourth dimension

so these these two force is equal

of time is added into explanation hence allowing new
drawing arrows

processes over a period of time to be thought about.

drawing arrows

Discussion and Conclusion

so hence the force he exert on
these two umm cars are equal

so F=ma

This study highlights the following key findings:

so their acceleration is equal
so the speed will be equal from
stationary.

1. Interpretive and causal explanations were two
common forms of response to the request to

The transformation of text to images facilitates the

‘Explain the phenomenon’.

construction of new meanings. In the excerpt on

2. Interpretive explanations of dynamics and thermal

Dynamics, by transforming the text “force” to a pictorial

physics involved a more descriptive and quantita-

arrow allows mathematical representations (i.e., a vec-

tive style of reasoning, while causal explanations

tor equation, F = ma) to be brought in to think and

of EMI and superposition involved a more narra-

reas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forces and the

tive and qualitative style of reasoning.

motion of the carts. In that sense, transformation of

3. Multiple representations played an important role

representations makes it possible for other modes of

in producing different types of meanings, and

representations to be brought in to extend meaning

when used together, they clarified, elaborat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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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d meanings which other forms of repre-

the properties of inferred entities, and by connecting

sentations might not be able to do effectively or

these entities with a mathematical model, a quantitative

efficiently.

conclusion is made. On the other hand, the construction
of a causal explanation entails identifying the agent‐in-

Types of scientific explanations in physics

strument‐target (Lakoff & Johnson, 1993) and the actions that take place. The dialectical relation between

Interpretive and causal explanations were the two

thought and language (Vygotsky, 1986) implies that

main types of explanations found to be produced among

the reasoning process of an interpretive explanation

the identified successful explanations. Although sci-

and a causal explanation will be different. The different

ence philosophers and even scientists might consider

generic structure of each type of explanation supports

causal explanations as the preferred model of scientific

this hypothesis. In other words, producing qualitative,

explanation, explanations based on an observed pattern

narrative form of explanations will require students

of relationship (‘the covering law’ as it is also referred

to ask questions that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o) seem to be commonly found in physics (Braaten

the more quantitative description of interpretive

and Windschitl, 2013). Perhaps this can be explained

explanations.

by the fact that physics (at least the physics curriculum
in schools) is dominated by scientific laws (e.g.,
Newton’s laws, First law of thermodynamics, Faraday’s
law). Besides, few theories are introduced in the physics

Types and use of representations in producing
scientific explanations in physics

curriculum at the high school level (e.g., kinetic theory,

The use of multiple representations to clarify, elabo-

field theory, wave theory). There could, however, be

rate and extend meanings when producing a scientific

other types of scientific explanations in physics (e.g.,

explanation in physics implies that each form of repre-

predictive) that high school students would encounter.

sentation has specific affordances which limit its ability

Explanations that identify the name of a process (e.g.,

to advance meanings by itself.

electromagnetic induction), referred to as contextualiz-

Textual representation was one of the more common

ing explanation, or account for a phenomenon by its

modes of representation in the construction of the inter-

attributes, (descriptive explanations), we think, are usu-

pretive and causal explanations that were produced. Used

ally found in scientific explanations for lower level

to produce meanings of identification of objects and

physics, while traditional physics classroom activities

to provide a statement of laws and rules, text is used

do not lend themselves to intentional explanations.

to represent the abstract nature of inferred entities which
often bear no resemblance to the real thing or event

Styles of reasoning in producing scientific
explanations in physics

they signify; they are man‐made and institutionalized,
and hence need to be introduced to students explicitly.
Its abstractness meant that its meaning needs to be re-

Findings on how the students went about producing

constructed in the context to which it is to be applied.

each type of explanation that an interpretive explanation

By itself, it has limiting capability for extending mean-

tends towards a more descriptive genre compared to

ing; it needs to be used with other forms of representa-

the more narrative form of producing a causal

tions to realise the potential meanings it embodies. When

explanation. An interpretive explanation involves the

used with other representations, they play a crucial role

identification of relevant details of the phenomenon,

in extending mea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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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orial representations were often used to reify in-

tific explanations. This include the ability to

ferred entities (e.g., force, waves). Pictorial representations give physical (in particular spatial) form and quan-

1. Differentiate the affordances, and limitations, of

titative properties to an otherwise abstract concept (e.g.,

different forms of representations, formal or in-

force). Their affordance to produce give form such

formal;

as spatial and quantifiable meanings allows new modes

2. Select and use the affordances of each form of

of representations (e.g., mathematical) to be introduced

representations to clarify, elaborate and extend

so as to aid further reasoning about the entities, whether

meanings when producing different types of scien-

qualitatively or quantitatively.

tific explanations.

Well‐known for their deictic function, gestures are

3. Understand why one form of representation may

efficient tools to make specific references to indexical

be more effective than another to produce some

text (e.g,, “here”, “this”). They also produce spatial

types of meanings.

meanings and introduce dynamism into the explanation.
However, unlike pictorial representations, gestures are
transient and are useful only for thinking and reasoning
at that particular moment.

Role of representations in producing a
scientific explanation

Mathematical symbols are often used to represent

The different systems of representations used in pro-

inferred entities (e.g., “F” represents force, “U” repre-

ducing interpretive explanations and causal explanations

sents internal energy). Unlike pictorial representations,

highlight the epistemological function of representations

these mathematical symbols embody quantitative prop-

in different types of explanations. The dominance of

erties only. Following the rules of mathematics, these

mathematical representations used to produce an inter-

mathematical symbols can be arranged into a mathemat-

pretive explanation reflects the view that science illumi-

ical equation in order to define the quantitative relation-

nates regularities of the natural world that can be ex-

ship among the entities. In that sense, a mathematical

pressed mathematically to show its behavioural patterns.

equation (e.g., “F = ma”) is an analytical structure that

From this perspective, explanation for an observed event

allows mathematical computation to take place, once

would entail using these natural laws to show that the

the quantitative properties of the variables in the equa-

event is a logical and expected outcome based on well‐es-

tion are known. In other words, mathematical symbols

tablished patterns. On the other hand, causal explanation

and equations are necessary representations for quanti-

seeks to understand the causes underlying events we

tative reasoning. However, like textual representations,

see/experience around us. Such explanations assume the

they are very abstract in nature. Its use necessitates

action or behavior of a target on a target that brings

a reconstruction of the mathematical model in the phys-

about an effect. Such explanations are often based on

ical system by producing a model of the physical system

theories that assume the presence of abstract entities

with these mathematical symbols so that they can be

(e.g., magnetic field lines). The use of pictorial repre-

processed mathematically in order to interpret the phys-

sentations thus gives physical form to abstract entities

ical system (Redish & Kuo, 2015).

so that these representations can be given object‐like

The unique affordances of each form of representa-

properties that can interact with each other (e.g., push

tions in producing scientific explanations imply that

each other, add or cancel one another). In that sense,

students need to develop “representational capabilities”

we consider a system of multiple representations as hav-

(Gilbert, Boulter, & Rutherford, 1998) to produce scien-

ing an epistemological dimension, which realis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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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functions of scientific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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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
and Process in Science Based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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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50, Friday, February 10 / 401 Bldg. 12

한국형 미래 과학교육의 비전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다. 이러한 미래 과학교육의 비전과 실천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추진동력으로 삼아, 미래 한국인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 개발

을 위한 과학소양의 범주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추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2050

(1) 발표 1: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범주와,
핵심내용 설정 - 곽영순

년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 및 과학교육에 관한

(2) 발표 2: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집필 방향과
스토리라인 - 이영식

필요로 하는 과학 내용은 물론 우리나라의 과학 역사와

(3) 발표 3: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교육 영역의 재설정
기초 연구 - 심규철

다. 둘째, 미국과 일본 등을 비롯한 국외 사례에서 다루

전망과 비전을 도출한다. 즉, 미리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문화적 관점 등을 포함한 국내외 과학교육 현황을 파악한
어진 과학소양 관련 선행연구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4) 발표 4: 학생 발달 단계에 따른 과학적 소양의
단계별 학습 기준 설정 - 이기영

한국인을 위한 과학소양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셋째, 국

(5) 발표 5: 미래 세대의 과학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
환경 변화 모델 및 교육 방법론 도출 - 강남화
(5) 발표 6: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 체제 개발 손정우

제 사례와 범사회적으로 제안된 내용에 대한 각계각충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Science for
All Koreans)’을 제안한다. 2017년 2월초 현재, 한국인을
위한 과학소양의 범주와 소주제별로 모든 원고를 완성
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한국 과학의 발전과 미래 향방
및 한국 과학교육의 방향과 지향점을 모색하고 있다.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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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박영서 , 배종태 , 우제창 , 유욱준 , 이동훈 , 이성환 ,
12

13

17

18

14

15

발표 1.

16

이영식 , 이장재 , 이호성 , 정진수 , 조순로 ,
최성연 , 홍성주
1

고려대학교, 2인하대학교, 3한국교육과정평가원, 4동아사이언스,
한국교원대학교, 6서울대학교, 7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범주와,
핵심내용 설정

5
8

한국과학기술원, 9목포대학교,

11

삼성경제연구소,

14

12

경희대학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

동국대학교,

10

한국과학기술한림원,

1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

충북대학교,

16

한국연구재단,

1

2

곽영순 , 최성연
1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동국대학교

kwak@kic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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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개발” 연구에서는 미래 2050
본 연구에서는 2050년 미래사회 전망을 토대로 미래의

년을 살아갈 과학소양을 “과학을 이해하고, 미래사회의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소양(Science for all Koreans)

요구를 반영하면서 핵심역량과 과학의 아이디어를 가지

을 설정하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지능정보사

고 반성적 시민으로서 과학 관련 이슈에 참여하는 능력”

회의 도래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全)국민의 과학소

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과학소

양 함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과학교육 가

양은 학습 가능하며, 개인은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

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계,

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누구라도 기본적

교육계 및 산업계ㆍ경제계 등 사회 각계의 참여를 통해

으로 갖추어야 할 과학지식, 태도, 역량 등을 포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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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특징으로 한다.

의 기원에서 출발하여 물질의 구조와 상태, 거시적 관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델파이 조사, 워크숍, 타운홀

의 물질의 구조로서 지구와 우주, 이들 물질과 구조를 뒷

미팅 등을 통해 각계각충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인을

받침하는 힘, 항상 그대로 유지되기보다는 끊임없이 바

위한 과학소양으로 1) 과학의 본성, 2) 과학의 언어 및

뀌는 물질 변화를 뒷받침하는 규칙성, 그리고 이러한 물

도구, 3) 과학의 방법, 4) 물질계, 5) 생명계, 6) 수리·정

질과 구조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시스템(系)과

보계, 7) 사회계, 8) 과학과 기술, 9) 과학의 응용과 인간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등으로 스토리라인을 구성하였

사회, 10) 한국인을 위한 제안 등 총 10개 범주를 설정하

다. 물질계는 물론 생명계, 수리·정보계 등을 중심으로

였다. 여기서 물질계, 생명계, 수리·정보계, 사회계 등은

구체적인 집필 방향과 스토리라인을 소개한다.

과학소양을 뒷받침하는 과학지식에 해당한다. 각 범주
별로 과학소양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소주제를 설정하
고, 각 소주제별로 미래의 삶과 직업 그리고 창의적 과학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
개발 기초 연구

문화 형성의 기반이 되는 내용으로 과학소양의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였다. 각 범주와 소주제별 핵심내용과 스
토리라인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1

2

3

4

7

8

9

10

3

1

8

5

6

김희백 , 강남화 , 김명화 , 맹승호 , 박종석 , 백윤수 ,
11

12

손정우 , 심규철 , 오필석 , 이기영 , 이봉우 , 정은영 ,
한인식 , 하희수 , 한화정
1

서울대학교, 2한국교원대학교, 3이화여자대학교, 4서울교육대학

5
6
7
8
9
교, 경북대학교, 연세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경인

발표 2.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집필 방향과
스토리라인
1

이영식 , 고훈영

2

교육대학교,

10

강원대학교,

11

단국대학교,

12

전남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미래 세대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과학 교육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

경희대학교, 2인하대학교

해 국제 사회의 주요 변화와 흐름을 조사하고, 지식 기반

yongslee@khu.ac.kr

및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데에 따른 세계 여러

1

나라의 교육에 대한 전망을 탐색하고, 과학교육계 및 과
본 연구에서는 2050년 미래사회를 살아갈 한국인들이

학계 등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들 결과를

갖추어야 할 과학소양으로 총10개 범주를 제안하였다.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비전을 전망

10개 범주 중 과학 지식에 해당하는 것은 물질계(4범주),

하여 과학 교육 영역의 재설정, 학생 발달 단계별 학습

생명계(5범주), 수리·정보계(6범주), 사회계(7범주)이

기준, 교수ㆍ학습 및 평가 방법, 문서 체제 등 미래세대

다. 한국인을 위한 과학소양의 근간이 되는 과학지식을

과학교육표준 개발을 위한 체제를 구안하고자 하였다.

도출함에 있어서 1) 물질계와 생명계에서는 과학 활동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하는 과학의 기초 지식을 크기(scale)
와 원리(principle)의 맥락에서 계열성 있게 다루고, 2)
과학은 여러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성립된다는 점에 기

발표 3.

의 지식을 다루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교육 영역의 재설정
기초 연구

향 설정에 따라 예를 들어 물질계의 경우에는 물질의 구

심규철1, 이봉우2, 백윤수3, 한인식4, 한화정5

초하여, 과학과 관련성이 높은 수리·정보 및 사회 분야

조, 물질의 상태, 지구와 우주, 물질 사이의 힘, 물질 변
화의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등과 같은 핵심개념으
로 소주제를 구성하였다. 즉, 한국인이 알아야 할 물질
계에 대한 과학소양은 자연과 인간을 이루고 있은 물질
= = = = | NPO

1

공주대학교, 2단국대학교, 3연세대학교, 4이화여자대학교,

5

공주대학교

skcshim@kongju.ac.kr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은 물리, 화학,

SYMPOSIUM(심포지움)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의 학문 단위로 내용 체계가 구성

히 반영되었기보다는 그 주제에 대한 과학 개념의 위

되어 있다. 물론 주요 국가의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그

계에 대한 논리적 분석에 의존하거나 학생들이 어려워

교과목 명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물리, 화학,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선험적 판단에 따라 학년별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의 학문 단위로 내용 체계의 구성

배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개념의 통합적 접근을

서 출발하여 이 연구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 교

위해 Core Ideas, Overarching Idea, Fundamental

육 표준 개발에서 방법론적 틀이 될 수 있는 학습발달

Concepts 등을 통해 과학의 내용을 재구조하여 이를 근

과정(Learning Progression)에 기반하여 과학적 소양

간으로 삼기도 한다. 또한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탐구 또

의 단계별 학습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제안하

는 실천 행위를 핵심 역량의 관점에서 통합하려는 시도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NSES, ATLAS, NGSS

들이 있다. 통합교육의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등 과학교육표준 관련 문서에서 학습발달과정이 어떻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래 세대들

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수행

이 살아갈 사회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과학 영역은 무엇

된 여러 학습발달과정 연구의 대상 및 방법을 비교분석

이며, 어떠한 접근을 통해 미래 과학 인재들을 양성할 수

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적 소양의 단계별 학습 기준 설

있는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러 나라의 교

정을 위한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과학의 지식

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과학 교육의

(개념에 대한 이해)과 과학의 방법(과학적 탐구실행)을

영역과 체제는 어떠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

중심으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영역에서 학

육적 접근들은 어떠하였으며, 과학계, 공학계, 과학교육

습 기준 설정 시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학습발달과정

계,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

개발의 예시를 각각 제시하였다.

렴하는 등 여러 교육적 접근을 종합하여 과학 교육의 영
역을 재설정하고 접근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제안
하고자 하였다.

발표 5.

미래 세대의 과학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
환경 변화 모델 및 교육 방법론 도출

발표 4.

학생 발달 단계에 따른 과학적 소양의
단계별 학습 기준 설정
2

1

한국교원대학교, 2서울대학교, 3경인교육대학교,

4

이화여자대학교, 5서울대학교

nama.kang@knue.ac.kr

이기영1, 맹승호2, 박종석3
1

강남화1, 김희백2, 오필석3, 김명화4, 하희수5

3

강원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경북대학교

leeky@kangwon.ac.kr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변화와 함께 예견되는 우리 사
회의 미래 전망으로부터 미래 인재상을 정의하고, 미래

이 연구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과학의 지식, 방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4가지 과학 핵심 역량을 제안하였

법, 적용 등을 포함하는 과학적 소양의 단계별 학습 기

다. 또, 과학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학 교육의 원리

준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었

로서 6가지 과학 실천 행위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교수-

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과학교육과정 개발

학습 방법을 5가지로 집약하였다. 과학 교육을 통해 추

연구를 살펴보면, 학년군별 내용 요소를 구성하고 이

구하는 미래 인재상은 ‘과학적, 협력적, 창의적으로 탐

를 학년군별로 배치할 때 학생들이 그 개념을 어떻게

구하는 시민’으로, 이러한 정의는 ‘과학적(또는 과학성)’,

이해했는지에 대한 실증적(경험적) 연구 결과가 충분

‘협력적(또는 협력성)’, ‘창의적(또는 창의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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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라는 핵심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미래 인재가 갖추
어야 할 역량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김도훈

발표 6.

등(2016)의 선행 연구와 2015년 개정 과학 교육과정(교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 체제 개발

육부, 2015)에서 제시하는 역량을 통합적으로 발전시켜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표현력’, ‘과학적 의사결정 능
력’, ‘과학적 협업 능력’을 과학 핵심 역량으로 제안하였

손정우1, 정은영2
1

2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cnbe@gnu.ac.kr

다. 이러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과학 학습
공동체 내에서 ‘자연 현상에 호기심을 갖고 과학적으로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문서 체제는 앞서 연구한 3개 분과

질문하기’, ‘모델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탐구를 계획하

의 내용, ‘재설정된 영역, 과학 소양의 단계별 학습 기준,

고 실행하기’,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증거에 기반

교육 방법론’ 등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국

하여 설명을 구성하고 논증하기’, ‘정보를 교류하고 평가

가교육과정 문서 체제와 외국 교육과정 문서 체제를 분석

하기’와 같은 과학 실천 행위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하고, 3개 분과의 연구 결과를 수렴하였다. 그 결과 문서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러한 과학적

체제는 크게 ‘과학교육내용표준, 과학교수·학습표준, 과학

실천에 참여하면서 과학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역량표준, 과학교육환경표준’의 4가지 표준으로 구분

학교 과학 수업에서 ‘논증 기반 교수-학습’, ‘프로젝트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문서 체제에 따라 실제 구현될 교

기반 학습’, ‘사회윤리적 문제 기반 학습’, ‘모델링 기반

육과정 문서는 미국의 NGSS처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학습’, ‘융합인재교육 기반 학습’과 같은 구체적인 교수-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실제 과학교육표준을 작

학습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성할 때 필요한 각 영역별 집필 가이드가 될 것이다.

• Symposiu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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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창의융합형 과학실 및 수업 플랫폼 모델
개발 연구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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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호 , 손정우 , 임완철 , 계보경 , 강필원 , 남일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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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결과 - 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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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표 4: 학생 능동 수업의 효과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식 연구 - 김용진
(5) 발표 5: 창의융합형 과학실 및 수업 플랫폼 모델

개발 연구 - 차정호

김현석

6

1

대구대학교, 2경상대학교, 3성신여자대학교,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세종과학고등학교, 6준아키텍츠

chajh@daegu.ac.kr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과학교육종합계획에 따라 노후화
된 과학실험실을 첨단 과학실험 및 STEAM 탐구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혁신함으로써, 미래형 과학학습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
라 신설되는 과학탐구실험 등의 기초환경을 마련하는 한
편,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과학실 공간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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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연구에서는 창의융합형 과학실 모델을 개발하고,

적, 지리적, 문화적, 가정환경 여건에 따라 대상 학생의

과학수업을 위한 플랫폼 모델과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

선발 기준을 제안하였고 학생들의 과학관련 진로 희망

다. 이를 위해 과학실의 공간을 코칭/프리젠테이션 영역,

과 재능에 따라 대상을 범주화하였다. 진로지도 6단계

러닝 영역, 실험/탐구 영역, 팀단위 협업 영역, 보관/준

모형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 모델을 제시하

비(데이터 포인트) 영역, 이동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학

였으며, 수준별 트랙화, 수요자 맞춤화, 참여자 행위성

교별 상황과 필요(소요 예산별, 실험실 노후화 정도, 학

확대, 지속적 및 중장기적 지원, 지도교사-멘토-지원사

교급, 과학중점학교 및 교과교실이 설치 여부)에 따라 각

업단의 입체적 지원 등의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또한,

모듈을 조립해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제안한 ‘사다리 프로젝트’ 운영 모델을 적용

공간에서 진행될 수업 유형으로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수

하여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시범 운영하였고

업과 첨단기술(IoT, 웨어러블 단말기, 디지털 기술 등)을

그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활용한 수업, 그리고 공개데이터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업 등 다양한 유형의 수업 방안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
은 수업이 가능하도록 정보 공유, 데이터의 유동과 관리,
데이터와 탐구도구의 연결, 교사 및 학생 활동 지원을 기
능으로 하는 프로토타입 앱을 개발하였다. 2017년부터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을 위한 대상 학교 선정이 순차적
으로 진행될 것에 대비하여 창의융합형 과학실의 확산 방
안으로서의 지원연구단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교사연수

발표 3.

SSI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박현주1, 백윤수2, 김재현3
1

조선대학교, 2연세대학교, 3공주대학교

hjapark@chosun.ac.kr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과학과 관련된 논쟁들은
‘과학’사용의 중요성과 유용함, 신중함을 깨닫게 한다. 또
한 이것은 과학교육이 인간과 사회와의 상호협력적인 관

발표 2.

사다리프로젝트 운영 모델 기획 및
시범 운영 결과
1

1

1

2

1

임성민 , 오정숙 , 이미순 , 장명희 , 정진수 ,
1

1

정 철 , 차정호 , 한재영
1

적 이슈(Socio-Scientific Issue, SSI) 교육은 그동안 과
학교육에서 ‘과학적’ 접근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했
던 공동체 의식, 인성, 감성 등의 인간적, 윤리적, 자연애
적인 측면 등을 강조한다. SSI 교육은 윤리적, 사회적, 도

3

2

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과학

3

대구대학교, 동명고등학교, 충북대학교

덕적 발달, 감성적 추론과 인성교육, 공동체 의식, 시민

ismphs@daegu.ac.kr

의식 등을 동반한 ‘확장된’ 과학적 소양의 함양을 추구한
다. SSI를 통해 과학기술 사회 및 학습에 대해 관심과 흥

‘사다리 프로젝트’란 교육부에서 발표한 ‘과학교육종합

미를 유발하고, 개인의 과학적 소양 및 이공계 전문가의

계획’에 준한 교육정책 사업으로서, ‘가정환경, 성별, 장

올바른 윤리(가치관)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

애에 관계없이, 과학재능·꿈 가진 아이를 행복한 과학기

는 초, 중,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SSI 소재

술인의 길로 이어주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SSI 교재 개발의 준거틀 및 SSI

개인적 및 사회·문화적 변인 등에 의해 과학교육의 기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SSI 교수모형의 준거틀은 학년,

가 제한된 학생들에게 우수한 과학문화 및 과학진로지

교과 및 교육과정 연계, 도입(상황제시), 과학적 증거, 사

도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사다리 프로젝트’의

회적 내용, 과학적 지식의 사용, 관심도 갈등 수준, 평가

운영 모델을 기획하고 이 프로젝트의 중장기 실천 및 활

및 성찰 등으로 구성된다. 개발된 SSI 프로그램을 학교

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업 대상으로 개인적, 경제

현장에 적용한 후, 그 효과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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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길수록 ‘동료와의 대화 횟수’, ‘발표 토론 횟수’, ‘모
둠 책임감’ 영역에서 효과가 있었다. 과학 성적이 하 수

발표 4.

학생 능동 수업의 효과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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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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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학생들은 ‘모둠 책임감’, 하 수준 에서 보통 수준의
학생들은 ‘창의성’, 보통 수준의 학생들은 ‘모둠 책임감’,
보통 수준에서 상수준의 학생들은 ‘모둠 책임감’, 상 수
준 이상의 학생들은 ‘동료와의 대화 횟수’ 영역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사의 인식은 초ㆍ중ㆍ고 교사
모두 ‘학생과의 대화’ 영역에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
왔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율 공부’,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수업 신뢰’와 ‘의사소통’,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율 공부’ 영역에 효과가 있다고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거꾸로

인식하였다. 전반적으로 학부모들은 학생 능동 수업이

수업, 배움 중심 수업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자율 공부’ 영역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이

연구에서는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들에 대해 학생

연구는 2016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능동 수업으로 정의하고, 학생 능동 수업의 효과에 대해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고 분
석하였다. 학생 능동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의 인식은 ‘정
보검색, 자료활용, 지식 형성, 사고, 창의성, 발표 토의
질의, 모둠책임감, 산출평가, 자기 주도, 수업참여, 자율
공부, 수업집중, 동료대화횟수, 발표 토론 횟수’ 등의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생 능동 수업을 운영한 교사들의
인식은 ‘능동 수업 운영 능력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정보

발표 5.

학생의 과학 긍정경험 지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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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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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 이수영

활용, 수업 계획, 이해 피드백, 조력자, 동기 흥미, 평가

1

방법, 동료 논의, 학생 대화, 신뢰감, 효능감, 수업 준비,

5

칭찬’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학생 능동 수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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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수업 신뢰, 평가 신뢰, 의사소
통, 자율 공부, 컴퓨터 활용’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 긍정경험(Positive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과학 교육 전문가와

Experiences about Science: PES)’ 개선을 위해 국내외

학생 능동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 교사의 자문을 통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의 과학 긍정경험

해 문항을 구성하고, 사전 검사와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영역과 요소를 규명하여 ‘과학

문항 수를 줄여 응답이 수월하게 하였다. 설문 조사는 전

긍정경험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한 ‘과학 긍정경험 지

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무작위 샘플로서 학생 460명,

표’를 활용하여 과학교육(수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

교사 102명, 학부모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

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도구와 지표

과, 학교급별 학생 능동 수업의 효과에 대한 학생의 인식

를 개발하고 지수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은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성’, 중학교는 ‘산출 평가’, 고등

본 연구를 위해 과학교육 전문가, 교육심리학자, 현장과

학교에서는 ‘모둠 책임감’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

학자, 과학교사 등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

가 나왔다. 성별에 따른 학생의 인식을 살펴보면, 남학

를 통해 과학긍정경험의 정의와 구성 영역, 구성 요소를

생은 ‘수업 참여’, 여학생은 ‘모둠 책임감’ 영역에서 효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지 초안을 작성하였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기간에 따른 학생 능동

며, 현장 적합성 검토와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본 검사지

수업의 효과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경험 기

를 완성하였다. 델파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과학 긍정경

= = = = | NPS

SYMPOSIUM(심포지움)

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과학긍정경험이

석 내용을 보면, 문항타당도 검증(안면타당도 검증, 신

란 과학 및 과학학습에 관련된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

뢰도 분석, 구인타당도 검증), 기술통계 분석(전체 및 학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으로 과학학습 과정과 결

교급별, 지역규모별, 성별, 과학관련 활동 참여 여부에

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과학 긍정경험 지표란 과학

따른 분석), 규준 설정 및 규준 구간별 분포(규준 설정,

긍정경험 정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해주는 척도이다.”

규준 구간별 분포), 변인 간 관계분석(그룹 간 규준분포

최종 본검사지의 검사 영역별 문항은 과학학습정서(6문

차이분석, 그룹 간 분산분석)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과

항), 과학관련 자아개념(6문항), 과학학습동기(10문항),

학 긍정경험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과학교육 현장

과학관련 진로포부(5문항), 과학관련 태도(8문항) 등 총

에 보급하고자 교사용 활용 안내서를 개발하였다.(본 연

35문항이다. 개발한 검사지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초등

구는 2016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4,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

결과임.)

로 본 검사를 실시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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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실행공동체 참여 발달과
정체성 변화

달과 정체성 변화라는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1]은 과학자의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R&E 참
여를 통한 학생의 과학적 실행 및 인식의 변화를 R&E 연
구팀이라고 하는 실행공동체 내에서의 합법적 주변 참여

이민주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총 18개월에 걸친

서울대학교

참여 관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면담, 관찰, 문서, 시청각

jtree@snu.ac.kr

자료를 수집하였고, 근거이론에 기반한 지속적 비교분석

학습을 실행공동체에서의 참여 발달이나 정체성 변화의

법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고 범주화하였으며,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학습을 지식의 획득보다는 사회

참여 발달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의 인식 및 실행 변화를

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 문화의 내재화로 본다

귀납적으로 추출하여 분석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였다.

는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며 과

연구 결과, 학생들은 R&E 연구팀이라고 하는 실행공동

학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R&E(Research and

체의 초심자로 출발하여 점차 완전한 참여자로 이행하

Education)라는 장기간의 연구 경험을 통해 과학자의 어

는 가운데 과학에 대한, 과학자 및 과학자 공동체에 대

떠한 문화를 경험하고 내재화하며 성장해 가는지를 탐

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연구 역량을 증

색한 질적 사례 연구이다.

진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차는 있었으나 일

R&E는 미래의 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연구를 통한 교

부 학생들은 과학자 집단에 근접한 실행으로의 발달을

육’, ‘교육을 통한 연구’를 지향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연

드러났다. 과학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R&E 프로그램에

구중심 교육프로그램으로,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는

참여하게 된 학생들은 합법적이지만 대단히 주변적인

물론 과학중점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까지 폭 넓게

참여자로서 R&E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학의 연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양적 성장에 비하여 실제 R&E

실이라는 낯선 환경에 정서적으로 불편해하며, 지도교

를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학습하며, 어떠한 성

수나 조교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한 도제적인 실

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잘 알려져

험 활동은 이 시기의 대표적 실행으로 요약될 수 있다.

있지 않다.

그러나 반복적인 실험 활동과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

R&E는 과학자의 실행과 문화에 대한 학습을 추구하며,

서 학생들은 실험의 고단함, 실패 가능성, 좌절 등과 같

과학자, 교사, 학생이라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공동

은 연구 활동의 본성을 이해하고, 개별 과학자 및 과학자

체를 형성한 가운데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수행한다는

공동체의 일상과 연구자간 교류, 협력에 대한 이해를 깊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이 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 학생들에게서

서는 학습자의 장기적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관찰할

자발적 문헌 연구, 연구자간 논의 참여 등과 같은 행위성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학습자 개인에게

이 드러난 것도 참여의 이행기로 분류되는 이 시기의 특

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프로그램과 학습자간, 공동체

징이었다. 최종적으로 완전한 참여에 도달한 학생들은

의 구성원 간 동적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하여 이들이 학

비록 초보적일지라도 학생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띄게

습해 가는 실행과 문화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된 참여자들이다. 이들은 연구 전문성 증진을 위해 애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R&E 과정에서 이루어

며,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재점검과 후속 연구 설계

지는 학습자의 실질적 학습과 성장을 실행공동체 참여 발

등의 실행을 보였고, 단순한 학생으로서의 참여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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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대한 인식적 행위자이자 학생 연구자로서의 정

실질적 수행임을 알 수 있었다.

체성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연구1]과 [연구2]의 결과는 과학자 사사를 기

[연구 2]는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R&E에 참여한

반으로 한 R&E의 과정에서 실행공동체 구성원들이 경험

개별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어떠한 정체성 변

하는 과학적 실행과 연구 문화 내재화의 동적인 과정을

화를 경험하며 한 사람의 역량 있는 학습자로서, 혹은 학

생생하게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생 연구자로서 과학의 세계에 접근하며 연구자 공동체

동시에, 왜 동일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

의 일원이 되어 가는지의 과정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하고 학생들이 서로 다른 실행과 성장을 보이는지에 대

위해 네 명의 학생이 각각 드러낸 R&E, 과학, 과학자,

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하며, 미래의 과학자 양성을 목적

자신에 대한 다각적 인식과 연구 참여과정에서의 수행

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중심 교육프로그램의 설계와 운

을 추출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였다. 또한 정체성의 3차

영에도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원을 구성하는 역량, 수행, 인정의 3 요소가 각 학생에게
서 드러나는 양상 및 요소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정체성의 인정이 이루어지는 동적 메커니즘을 내
러티브 삼중분석법으로 알아보았다.

고등학생의 물리 문제풀이에 대한 상호
교수전략과 모둠 교수전략의 특징 분석

[연구 2]의 결과, 네 명의 학생은 모두 초보적인 학생이
라는 실질적 정체성으로 R&E 참여를 시작했지만, 1년여
의 활동 뒤에는 각각 숙달된 참여 학생으로, 혹은 비록
초보적이지만 역량 있는 학생 연구자로서의 서로 다른

이재석
단국대학교

jrhee72@yonsei.ac.kr

정체성 변화 경로를 보였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물리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

먼저 학생에서 출발하여 학생에 머무는 정체성 경로에

을 학생들의 짝으로 구성된 상호 교수 과정과 모둠으로

들어간 두 참여자는 참여의 발달과 더불어 실험 활동에

구성된 모둠 교수 과정을 통해 실시하였을 경우에 정답-

의 숙달, 연구 역량의 증진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지

오답 결과에 따른 결과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

향과 실행은 진정한 연구 참여보다는 과제의 완성, 대학

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

입시 준비에 머물렀으며, 연구는 현재보다는 미래의 과

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자연계열의 2학년과 3학년 학생

업으로 유보되는 특성을 보였다. 반면 학생에서 출발하

192명을 대상으로 ‘학생의 어려운 물리Ⅰ 문제’에 대한

여 학생 연구자로 변화하는 정체성 경로에 들어간 연구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역학 문항 10개와 전자기학

참여자의 경우, R&E 과정에서 연구에 보다 몰입하게 되

문항 6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문항을 이용해서 일반계 고

는 변화의 시기를 거쳤다. 이와 같은 변화의 시기는 주로

등학교 자연계열의 2학년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물리 문

자발적 논문 읽기, 조교와의 심층적 연구 논의, 첨단 장

제풀이에 대한 상호 교수전략 수업과 모둠 교수전략 수업

비를 활용한 실험에의 몰입 경험 등을 계기로 이루어졌

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으며, 이 경로에 들어선 학생들은 과학자적 실행의 과정

첫째, 총 10개의 물리 문항에 대해 96쌍의 ‘상호 교수’를

에서 연구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내적 만족과 인정을 경

통한 풀이의 결과유형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상

험하였으며, 자신을 한 사람의 연구자로 인식하는 모습

호 교수 전에 둘 다 정답이었고, 상호 교수 후에 정답인

을 보였다. 이는 또한 지속적 연구 참여 증진 및 과학자

유형(C-C→C)은 31쌍(32.3%)이 나타났고, 상호 교수 전

적 실행의 내재화로 이어졌고, 학생 연구자로서의 정체

에 한 명만 정답이었고, 상호 교수 후에 정답인 유형(C-I

성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참여초기에 학생

→C)은 39쌍(40.7%)이 나타났다. 또한, 상호 교수 전 둘

들이 드러낸 지향정체성이 참여의 방향과 형태에 지속

다 오답이었고, 상호 교수 후에도 오답인 유형(I-I→I)은

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실질적 정체성 구축을 지원

18쌍(18.7%)이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 교수 전에 둘 다

한다는 점과 더불어, 역량, 수행, 인정이라는 3요소 중에

오답이었지만, 상호 교수 후에 정답인 유형(I-I→C)과

서도 정체성 구축의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된 것은 학생의

상호 교수 후에 일부분이 정답인 유형(I-I→P)은 각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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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6.2%)과 2쌍(2.1%)이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유형(I-I

으로 전략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섯째,

→C와 I-I→P)이 상호 교수를 통한 풀이과정 개선 효과

모둠 교수전략 수업에서는 상호 교수전략 수업과 다르

에서 교육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유형 I-I→C는 두 학생

게 문항의 정답률이 결과유형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

이 틀린 부분이 서로 다른 부분일 때 나타나는 유형이었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문제풀이에

고, 유형 I-I→P는 두 학생이 정답인 부분과 틀린 부분

서 상호 교수와 모둠 교수의 전략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이 동일한 경우에 나타나는 유형이었다. 또한 유형 I-I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유형을 발견한 것에 의의가 있

→I는 정답인 부분이 없고, 틀린 부분이 동일한 경우에

고, 특히 학생들끼리의 교수 활동 속에서 개별적으로 해

나타났다.

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모습 속에

둘째, 총 6개의 물리 문항에 대해 34개 모둠의 ‘모둠 교

서 새로운 물리개념 학습에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수’를 통한 풀이의 결과유형은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물리 문제풀이에 대한 학생 간

다. 모둠 교수 전에 정답자의 수가 오답자의 수보다 많

교수전략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물

고, 모둠 교수 후에 정답인 유형(Gmc)은 11개의 모둠

리 문제풀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강의식 개별수업 후와

(32%)에 나타났고, 모둠 교수 전에 정답자의 수와 오답

상호 교수전략 수업이나 모둠 교수전략 수업 후 학업 성

자의 수가 동일하고, 모둠 교수 후에 정답인 유형(Gsc)

취도의 비교 평가 연구와 모둠 교수전략 수업에서 round

은 4개의 모둠(12%)에 나타났다. 또한, 모둠 교수 전에

진행에 따른 코멘트 유형을 분석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

정답자의 수가 오답자의 수보다 적고, 모둠 교수 후에 정

되기를 기대해본다.

답인 유형(Gfc)은 10개의 모둠(29%)에 나타났고, 모둠
교수 전에 동일하게 정답자의 수가 적은 경우이다가 모
둠 교수 후에 오답인 유형(Gfi)은 5개의 모둠(15%)에 나
타났다. 모둠 교수 전에 모두 정답자보다 오답자가 많았

초등 과학 실험 수업에서 관찰되는
의도하지 않은 학습의 유형과 발생 조건

는데도 불구하고 유형 Gfc와 유형 Gfi로 나뉜 이유는 학
생들의 물리 학업 성취도와 문제의 정답률과 관련이 깊
었다. 한편, 모둠 교수 전에 모두 오답자이고, 모둠 교수
후에 정답인 유형(Gic)은 2개의 모둠(6%)에 나타났고, 모

박지선
서울대학교

jisunpark0829@gmail.com

둠 교수 전에 동일하게 모두 오답자이다가 모둠 교수 후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에 오답인 유형(Gii)도 2개의 모둠(6%)에 나타났다. 모둠

모습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전형적인 학교의 수업 장

교수 전에 모두 오답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유형 Gic와 유

면이다. 그러나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생들이

형 Gii로 나뉜 이유는 학생들이 가진 개념지식과 과정지

항상 교사가 가르치는 것만을 배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식의 차이였다. 모둠 교수를 통한 풀이과정 개선 효과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생의 학습, 즉 단위 수업

서는 유형 Gfc와 유형 Gic가 교육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에서 교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학습한 것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도하지 않은 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

내성적인 학생들은 상호 교수전략 수업보다는 모둠 교

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학생의 의

수전략 수업이 효과적이다. 둘째, 오답자인 학생들이 똑

도하지 않은 학습은 잠재적 교육과정과 같은 기존의 연

같은 문항에 대해서 오개념을 가진 부분에 따라 결과가

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잠재적 교육과정과 관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상호 교수나 모둠 교수를 통해

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생들이 이데올로기 또는 가

서로 가진 개념지식이나 과정지식을 나눌 때, 문제풀이

치 등을 의도치 않게 학습하게 되며 이것이 사회 구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

재생산과 관련됨을 주된 논의로 전개한 반면, 본 연구는

하다. 넷째, 상호 교수전략 수업에서 성취도와 성별 등

과학교육이라는 특정 교과목과 관련된 지식을 어떻게

의 개인적인 배경이 상호작용과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학습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잠재

다섯째, 상호 교수전략 수업에서는 성취도가 동일한 짝

적 교육과정 연구들과 구별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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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실험 수업에서 어떤 종류의 의도하지 않은 학습이 일

니다. 다만 현상기반추론에서 더 나아가 관계기반 또는

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학습은 어떠한 배

모델기반추론을 통해 개념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

경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때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측

본 연구를 위해서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5학년

면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실적 지식 또는

및 6학년 과학 실험 수업을 관찰하였다. 총 5명의 교사

개념적 지식 외에 절차적 지식도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

와 각 교사들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

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기 어

였다. 수업 관찰 전 교사들에게 의도한 학습, 즉 단위 수

렵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일종의 암묵적 지식이

업 학습 목표 및 계획한 교육 활동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

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 지식을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을

였다. 각 수업은 본 연구에 동의한 학생들로 구성된 모둠

관찰하였다. 이는 과학 실험 수업이 다른 종류의 교육활

을 정하여 학생들의 활동 및 담화를 녹화 및 녹음하였으

동과 구별되는 조작적 활동을 포함하며, 특히 실험을 하

며, 관찰기록지 또한 작성하였다. 수업 후 학생들에게

는 중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암묵적 절차

해당 수업에서 어떤 것을 학습하였는지 간단하게 적는

적 지식(implicit procedural knowledge)을 학습할 기회

주관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업 중 의도하지 않은

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학습을 한 것으로 관찰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의도하지 않은 학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습이 학생의 흥미로부터 시작 되며, 그 흥미가 유지 되어

수업 중 학생들의 활동 및 담화를 녹화 및 녹음한 자료에

야 의도하지 않은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서 의도하지 않은 학습을 포함하고 있는 에피소드를 추

다. 또한 학생들이 알고 있는 기존 지식과 연결되었을 때

출하였다. 추출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의도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학습에 이르게 한 경험의 종류와 의도하지 않은 학습의

이러한 관찰 결과를 통해 의도한 학습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얻게 된 지식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또한 어떠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의도

경험들이 의도하지 않은 학습을 일어나게 하였는지도

한 학습의 경우,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

함께 분석하였다.

여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교사의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의도하지 않은 학습으로

노력이 선행되는 반면, 의도하지 않은 학습에서는 학생

서 사실적 지식(factual knowledge), 개념적 지식(conceptual

스스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한다는 측면에서

knowledge),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을 학

차이를 보인다. 과학 철학자 폴라니(Micheal Polanyi)의

습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지식들

지적 열정(intellectual passion)의 개념에서 이를 교육

을 의도치 않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현상기반추론(phe-

적으로 해석해 볼 때, 의도하지 않은 학습은 학생의 호기

nomenon-based reasoning), 관계기반추론(relation-

심 및 흥미 즉, 발견적 열정(heuristic passion)으로부터

based reasoning), 모델기반추론(model-based rea-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학습이라고 해석할 수

soning)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대부분의 의도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관찰된 대부분의 의도하지 않

지 않은 학습들은 현상기반 추론을 통한 사실적 지식이

은 학습은 개인 또는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모둠에만 머

었다. 반면 적은 수이지만 관계기반추론 또는 모델기반

물러있어 설득적 열정(persuasive passion)이 발휘되는

추론을 통한 개념적 지식도 관찰되었다. 학생들이 학습

사례는 거의 관찰되지 못하였다.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

한 의도하지 않은 사실적 지식 중에는 앞으로 학습할 과

들의 의도하지 않은 학습을 교사 및 다른 친구들과 공유

학 개념들과 연관되는 것들도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나

하고 싶어하였으나 다른 학생들과 공유할 기회가 없었

중에 관련 개념을 학습하게 될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

다는 측면에서 설득적 열정이 발휘되지 못하였다고 볼

습하게 된 사실적 지식을 떠올림으로써 이해를 도울 수

수 있다.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교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여

는 관찰된 대부분의 의도하지 않은 학습이 사실적 지식

러 가지 추론 과정을 통해 다양한 지식들을 쌓아가고 있

이라는 점을 문제시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

었다. 이 중에는 앞으로의 학습에 도움이 될 내용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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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모델기반추론과 같이 고차원적 추론 과정이 수반

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의도한 학습

된 학습도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의도하지 않은 학습은

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학습이 일어날 수 있음을 교사

학생의 흥미에서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개인에게 의미

가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도하지 않은 학습이 사실

있는 학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적 지식에서 개념적 지식으로 나아가는데 교사의 역할

의도하지 않은 학습이 학교 교육과 과학 교육에서 갖는

이 중요하다. 본 연구가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교육 및 교

교육적 의의를 찾고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

사 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의도하지 않은 학습이 교육

• Session 5-3 Ph.D. Dissertation Presentation
09:30~10:50, Friday, February 10 / 401 Bldg. 12

미래문제해결모형을 적용한 과학수업에서
중학교 영재들의 과학창의인성 분석

인 및 모둠 수업활동지, 모둠활동 녹음자료, 수업성찰일
지, 교사관찰일지 등의 질적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전체
적인 관점에서 과학창의인성 요소를 발견하고 해석할

김세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질적 자료들에 대

이화여자대학교

해서는 모두 전사하여 매트릭스로 자료를 재정리하였으

optwoman@hanmail.net

며, 각 모둠의 사례 비교와 다양한 질적 자료들의 반복적

본 연구는 과학 교과에서 과학의 문제를 넘어 사회, 윤

인 비교 등의 질적 분석 과정을 거쳐 과학창의인성 요소

리,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맞물려 쟁점을 초래하는 글로

를 분석하였다.

벌이슈에 대해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해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래문제해결

보는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모형을 적용한 글로벌이슈 중심 과학수업의 문제 발견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문제해결

과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중학교 영재들의 과학창의인

모형을 적용한 글로벌이슈 중심의 과학수업을 통해 중

성 요소를 귀납적으로 분석한 결과, 확산적 사고 및 비판

학교 영재들의 문제 발견과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

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력, 아이디어 교류와 협력 등의

학창의인성과 관련된 요소를 분석하였다.

과학창의성 요소와 자연환경의 부정적 변화에 대한 염

연구의 과정은 문헌연구, 예비연구, 본 연구로 구성하여

려, 생물보호, 인류의 생존, 교육 및 법에 의한 행동실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 소재 지역공동 영재학급 1학년 20

의지, 생명윤리, 과학자의 책임 있는 기술개발 등의 인

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

성 요소가 발견되었다. 학생들은 문제 발견과 해결 과정

하고 분석하였다. 수업에서 활용된 과학창의인성 프로

의 각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생성된 아이디어

그램은 미래문제해결 모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예

를 분석 및 평가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디

비연구에 적용되었던 미래문제해결 6단계 모형을 5단계

어를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제재정의를 통해 기존

로 수정하여 지식학습(개념탐구), 문제발견(글로벌이슈

의 발상을 변화시키고, 글로벌이슈와 관련된 가정에 대

탐색, 핵심문제 선정), 문제해결(해결아이디어 제안, 실

한 의문은 모둠의 문제 발견과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

행계획 개발) 등 3과정 5단계로 이루어진 총 7회 20차시

였다. 학생들의 토의 과정에서는 지식이 교류되고 생각

로 운영되었다.

이 공유되는 등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

자료 수집 및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미래문제

다. 그리고 적절한 역할 분담과 수업 참여 격려 등의 팀

해결 모형을 적용한 글로벌이슈 중심 과학수업의 문제

워크에는 리더십이 주요하게 작용하였고, 이러한 리더

발견과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중학교 영재들의 과학창

십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

의인성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수행된 개

각된다. 또한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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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연환경의 부정적인 변화를 염려하

과 실천은 무엇이며, 둘째, 학생들이 활동 경험을 통해

고 인류의 생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과학

실제로 구성한 TSK의 이해는 무엇인가 등이다.

기술 개발의 도구로 생명체 사용을 염려하였고, 환경보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멘토 교사로 모든 수업

호를 위한 교육과 국제사회의 노력, 과학기술은 자연과

에 참여해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했고, 총 37회(1기 18회,

인류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한다는 내용

2기 19회)의 수업 영상과 해설 대본 그리고 심층 개별 면

을 제시하였다.

담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매 차시의 대본과 발표 자료, 에
세이, 창덕궁 활동지, 학생 개인 포트폴리오, 해설 평가
지, 프로그램 지원서와 사전‧사후 조사지, 해설 소감문 등

문화 유산 현장에서 이루어진 한국 전통
과학 지식의 교육적 의미 탐색

의 자료가 함께 분석되었다. 2014년과 2015년의 활동을
개별적으로 1차 분석한 후 주요 장면을 통해 소주제를 도
출하고, 이를 통합하여 분석한 후 주제를 도출했다.

이지혜
이화여자대학교

leejihye0909@gmail.com

연구 결과는 문화 유산 현장을 통한 TSK 학습 과정, 학
습 결과로 드러난 TSK의 이해, 문화 유산 현장을 통한
과학 교육의 의미 순으로 제시했다. 먼저 문화 유산 현장

본 연구는 과학 교육 내용에 문화적 평등성과 다양성을

을 통한 TSK 학습 과정은 현장에 적용된 TSK의 이해와

제공하고 한국 전통 과학 지식(traditional science

문화 유산 현장의 사회․문화적 상황과의 연결 측면으로

knowledge: TSK)의 교육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장에 적용된 TSK를 이해하는 과정

으로, 문화 유산 현장을 활용한 TSK 교육 프로그램을 제

은 학생들이 현장을 즉흥적이고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안하며 그것의 적절한 교육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것으로부터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체험의 장으로 다루며

연구의 목적은 문화 유산 현장이 제공하는 TSK의 특성

깊이 있는 TSK 지식을 습득해 가는 것으로 발전하는 과

을 통해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습 상황과 실천은 무엇인

정이다. 학생들은 문화적 공감대를 통해 현장을 경험적,

지, 그리고 학생들이 TSK에 대해 실제로 알게 된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했고, 현장의 TSK 대상에 대해 정서적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문화 유산 현장인 창덕궁을

공감과 감각적 이해를 경험했다. 학생들은 점차 현장과

배경으로 ‘우리과학문화해설사 되어보기’ 프로그램을 개

지역 자연 환경을 연결시켜 TSK를 이해하고, 학교 과학

발해 2014년과 2015년에 중학교 1~2학년 9명(2014년 7

인 서양 근대 과학(western modern science: WMS)을

명, 2015년 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했다.

활용해 현장의 TSK를 해석하고 표현했다. 학생들은 더

창덕궁의 전통 과학을 해설하기 위해 학생들은 관련 자

욱 완전한 참여로 다가가며 현장을 통해 자신의 과학 개

료를 수집하고 현장과 교실을 오가며 내용을 탐구했다.

념 지식을 수정하고, 실험을 통해 TSK에 대한 신뢰를 형

학생들은 스스로 해설 대상을 정하고, 대본을 작성한 후

성했다. 마지막에 학생들은 문화 유산의 현장성을 반영

초등학교 4~6학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설을 진행

해 전통 과학을 해설했다. 문화 유산 현장의 사회․문화적

했다. 문화 유산 현장은 TSK와 관련된 다양한 전통 가운

상황과 연결하는 과정은 대상의 과학 정보 자체에 대한

데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시킨 조상들의 토착 지

이해로부터 시작해 그것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식(indigenous knowledge: IK)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

더해가며 TSK에 대한 이해의 틀을 확장하는 과정이다.

다. 또한 문화 유산 현장은 과학과 그 배경을 복합적으로

또한 학생들은 이러한 TSK가 문화를 공유하는 타인(일

드러낼 수 있는 통합 교육 소재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

반 관람객, 전문 해설사 등)과 공유되는 것을 경험했다.

학습의 관점에 따라 학습을 공동체 참여 과정의 실천으

학생들은 전통 자연관(세계관)을 통해 TSK를 이해하고

로 해석하고, 이에 문화 유산 현장의 특성이 TSK 학습에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점이 상대적인 것임을 인식했다.

핵심 맥락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이후 그들은 다른 자연 환경, 역사‧문화적 상황, 자연관

본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첫째, 문화 유산 현

을 가진 세계의 문화 유산과 창덕궁을 비교하며 TSK를

장의 TSK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상황

포함한 과학 지식이 문화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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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이해했다. 학생들은 이런 TSK의 문화적 이해
를 그들의 해설에 반영해 소통했다.
둘째, 학습 결과로 드러난 TSK의 이해는 TSK의 특성 이

국내 어린이 대상 과학전시물의 현황 파악
및 전시 개선 모형 개발 연구

해와 전통 과학 학습의 의미에 대한 이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과학 지식으로서 TSK의 특성에 대해
삶과 문화 속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 경험의 축적
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는 것, 시대적 중요성을

정다혜, 박영신
조선대학교

jdh30828@naver.com

반영한다는 것, 통합 지식의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21세기의 과학은 글로벌 이슈인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개

WMS와 공유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 등을 이해했고 해

발하고 사회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

설에 이런 TSK의 특성을 반영했다. 전통 과학 학습의 의

하여 과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

미 측면에서 학생들은 TSK 학습을 통해 자국 문화에 대

하게 되었다. 이에 학교교육에서는 과학적 소양을 갖춘

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TSK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학

전달하고 공유했으며, 학습에 TSK를 적용하고, 전통 과

교교육뿐만 아니라 학교밖 교육인 비형식 교육에서도 과

학의 미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소통 과정

학적 소양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에 이런 전통 과학 학습의 의미를 반영했다.

과학 교과의 학업 성취는 높으나 정의적 측면에서 낮은

셋째,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화 유산 현장을 통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연구 보고를 보았을 때, 어릴 때부

과학 교육의 의미를 제시했다. 문화 유산 현장을 활용한

터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키워주고 과학적 탐구방법

과학 교육은 WMS를 중심으로 한 ‘교실 내 과학 문화’로

을 접한다면 정의적 측면에서의 수준 역시 높일 수 있을

부터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교실 밖 과학 문화’로의 이

것이다. 그러므로 비형식 교육기관인 과학관 중에서도

동을 의미하며, 학습 목표, 학습 내용, 학습 장소, 학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과학관에서 과학적 소양의

과정, 소통 대상 등에서 기존 영역을 확장했다.

함양을 위한 과학전시물과 전시 공간의 연출에 관한 연구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 유산 현장을 통한 TSK 교

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육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 학생들이 TSK

연구는 1)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과학관 과학전시

를 통해 과학 문화의 시각을 형성하고 다문화 관점을 이

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특징을 찾고, 2) 모범적인 전시

해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

개선 모형을 개발ㆍ제시하여 어린이 과학관의 전시기획

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문화 유산 현장의

에 있어 하나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3) 전시

TSK가 가진 맥락적, 경험적, 정서적 요소를 TSK 교육

모형을 통한 적용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계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문화 유산 현

본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먼저, 전시 평가 분석틀을 개발

장은 과학 지식의 전체론적이고 순환적인 측면을 학습

하였다. 분석틀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문헌고찰을 통해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넷째, TSK를 가르치는

내용, 매체, 공간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개

데 있어 과학 활동 결과로서의 TSK 뿐 아니라 과학 활동

발된 전시 평가 분석틀의 내용 측면에서는 전시물의 내

과정으로서 TSK의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

용 구성과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

생들이 TSK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대상과 소통함

으며, 매체 측면에서는 전시 매체의 분류와 관람객이 매

으로써 과학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적 정체성,

체를 접하는 형태를 활동으로 정의하여 구성하였다. 그

소속감, 책임감을 함양하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를

리고 공간 측면에서는 관람객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통해 문화 유산을 통한 TSK 학습의 교육적 의미가 드러

미치는 요소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구분

났으며, 이것을 시작으로 과학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하여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전시 현황

TSK 교육 구조가 더욱 체계화되어 가기를 기대한다.

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대상은 어린이 전문 과학관인 I어
린이과학관과 M어린이과학관 2곳과 종합과학관인 국립
S과학관과 국립N과학관, 국립D과학관, 국립B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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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G과학관 내의 어린이관 5곳, 총 7곳을 선정하였다.

쳐 여행을 떠나는 느낌을 주도록 스토리텔링식의 전개가

분석 대상인 어린이과학관에 방문하여 전시물 및 전시

진행되도록 배치하여 ‘신체’와 ‘자연 현상’, ‘주변 사물’에

공간을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대한 각각의 소주제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각 어린이과학관의 전시물 및 전시 공간 전반에 대

다. 부가적으로 영유아와 보호자를 포함한 어린이관의

해 분석틀에 따라 전시 내용, 전시 매체, 전시 공간 측면

관람객을 위한 ‘영유아 놀이공간’을 별도의 공간으로 연

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과학관

출하였다. 어린이의 발달 특성에 맞도록 텍스트보다는

에서의 효과적인 전시 연출에 대해 이상적이라고 판단

이미지를 이용한 전시 매체를 활용하였으며, 전시 매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한 결과에서

는 각 소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시 매체를

전시 연출의 미비한 점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면서 앞서

활용하였다. 어린이관람객이 유추하기 쉬운 단서를 제공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전시 개선 모형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주제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하였다. 그리고 전시 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있도록 색상과 조명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 모형의 전시 연계프로그램을 분석틀을 기반으로

이러한 전시 개선 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시

하여 개발하고 2016년 11월 5일부터 27일까지 총 8회에

모형의 ‘거울’에 대한 전시물을 선정하고, 분석틀을 바탕

걸쳐 국립광주과학관의 어린이관에 방문한 어린이관람

으로 연출한 본 전시물의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

객에게 적용하였다. 이는 그림평가지와 추가적인 면담

하였다. 어린이관람객의 그림평가지를 분석하여 전시 모

을 통해 전시 모형의 적용효과를 확인하였다.

형 적용 효과를 확인한 결과, ‘거울의 반사’에 대한 개념을

그 결과, 국내 어린이과학관에서 ‘신체’와 ‘주변 사물’, ‘자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시 내용이 정확히 전달

연 현상’을 전시 내용으로 한 전시현황을 분석했을 때, 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이러

찰과 설명적 매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형태로 어린이관

한 체험형 인터렉티브 매체가 어린이관람객의 호기심과

람객에게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

흥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비교적 연출이 간편한 공간 요소인 설치물에 의존하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어린이과학관의 전시 현황에 대

는 경향이 높고 전시물의 배치가 주제와 연결하기 어려운

해 파악하였으며 미비한 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색상, 조명에 의한 전시관 전체

기 위하여 전시 모형을 개발하였다. 향후 새로운 어린이

의 분위기 조성이 효과적이지 않아 대체적으로 전시 내용

과학관의 설립이나 현 어린이과학관의 개편에 있어 효

및 전체적인 스토리를 유추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과적인 전시 기획과 연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다음으로,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전시를 위한 개선방향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을 모형으로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전시 전반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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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과 방법론적 원칙에 대한
믿음이 정량적 자료 해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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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 박종원 , 김익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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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2전남대학교

STEAM을 활용한 과학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서 학생의 과학자본이
모형구성과정과 개념이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호주 초등학생들의 ‘계절의 변화’
수업을 중심으로

jwpark94@jnu.ac.kr
1

2

구형규 , 주혜은 , 최승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정량적 자료를 분석할 때, 분석과정
에서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이다. 학생들이 정량

3

1

서울대학교, 2맥쿼리대학교, 3서울대학교

hkkoo77@gmail.com

적 자료로부터 변인들간의 관계를 찾는 이전의 연구
(Kim et al., 2016)에서 학생들의 사고과정과 사고전략,

본 연구는 융합인재프로그램(STEAM)을 적용한 과학모

그리고 오류 유형들이 밝혀졌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결

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의 과학자본에 따라

과는 많은 학생들이 변인들간의 관계를 단순한 관계식

과학모형구성과정과 개념이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다는 매우 복잡한 관계식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었다.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두 가지 가

이를 위해 한국과 호주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

설을 제안하고,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자료와

으로 계절의 변화에 대한 6차시의 공동수업을 진행하였

관련된 배경지식이나 자료 해석에 대한 방법론적 믿음

다. 한국에서 2학급 50명, 호주에서 1학급 25명, 총 75명

이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 학생들과 각 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한 교사 3명이 연

16명의 과학교육과 대학생이 참여하였다. 배경지식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량적 자료와 함께 자료에
대한 배경정보를 준 경우와 주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학
생이 자료 해석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방법론
적 믿음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료를 해석할 때
복잡하지만 자세한 관계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지,
또는 핵심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가능하면 단순한
관계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지를 조사하고, 그러한
믿음에 따라 자료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
다. 연구 결과, 두 가지가 모두 학생의 자료 해석, 즉 정
량적 자료로부터 변인들간의 관계를 이끌어내는데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연구결
과의 의미를 논의하고, 앞으로의 연구과제도 소개하고
자 한다.

구에 참여하였다. 학생의 과학자본과 개념이해에 대해
서 알아보기 위해 67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과학자본 질
문지와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된 계절의 변화 관련 사전,
사후개념 확인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과학자본 설문지,
개념 확인 질문지, 수업 활동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
고 수업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하여 학생들이 모형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하는지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인
터뷰를 위해 설문지와 활동지, 질문지에 대한 분석을 바
탕으로 학생들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과학자본이
많으며 모형구성과 개념이해 수준이 높은 학생(그룹1),
과학자본이 적지만 모형구성과 개념이해 수준이 높은
학생(그룹2), 과학자본은 많지만 모형구성과 개념이해
수준이 낮은 학생(그룹3), 과학자본이 적으면서 모형구
성과 개념이해 수준이 낮은 학생(그룹4)으로 나누었다.
이중에서 그룹1, 2, 3에 속하는 학생들을 2명씩 뽑아서
총 6명의 학생들을 인터뷰하였다. 두 나라 학생들의 과
학자본 설문지를 비교 분석하는 양적연구를 하였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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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모형구성과정 속에서 나타난 상호작용과 인터뷰

융합인재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

에 대한 분석은 질적 연구의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해 학

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생들의 과학자본과 모형구성과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두 나라 학생들 간의 과학자본 총합
에 따른 학교별 차이는 국가에 따른 문화적 차이보다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부모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역사회연계 과학이슈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교 교사, 외부 강사, 지역
전문가의 인식

차이로 인해 발생하였다. 학생들을 과학자본에 따라 분
류하면 주로 중간 그룹이 가장 많은 항아리형 분포가 나
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공립초등학교 남학생의 경우는

김가형, 이현주
이화여자대학교

kkjjeneb@naver.com

이와는 다른 피라미드형의 분포를 보였다. 학생들의 모
형구성에 대한 선행지식이 비슷한 상황에서 모형구성이

본 연구는 지역사회연계 과학이슈 프로그램(Community-

나 개념이해의 정도는 과학자본 보다는 교사의 모형과

based Socioscientific Issues, 이하 SSI-COMM)을 적용

모형구성에 대한 지식(Meta Modeling Knowledge)의 영

하고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한 학교 교사, 외부 강사, 지역

향이 더 컸다. 모형구성의 과정을 보면 과학자본이 높은

전문가 등의 운영 주체자들의 인식을 탐색하였다.

학생들은 주로 인지적 상호작용과 메타 인지적 상호작

SSI-COMM은 유기동물 이슈, 미세먼지 이슈, 재활용 이

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제

슈 등 학생들이 지역에서 직면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슈를

안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통해 모둠 모형의 방향

다루었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한 학기 동안 16차시로 운

을 정하고 이끌어 가는 역할을 많이 하였다. 과학자본 중

영이 되었으며 학생들의 과학이슈에 대한 흥미와 지역

간 그룹의 학생들은 정의적 상호작용이나 조직적 상호작

사회로의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와 학교 밖 활

용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동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4명의 학교 교사, 4

효과적인 모형구성과 개념이해를 위해서 교사의 모형과

명의 외부 강사, 6명의 지역 전문가가 인터뷰를 통해

모형구성과정에 대한 지식(Meta Modeling Knowledge)

SSI-COMM에 참여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연구 결과, 학

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과학자

교 교사, 외부 강사, 지역 전문가 모든 운영 주체자들은

본이 모형구성과정에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SSI-COMM의 교육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에 과학 탐구 활동에서 학생들의 과학자본을 고려한 모

그리고 그들은 모두는 지역의 과학이슈에 대한 관심이

둠구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나

더 커졌으며 그들의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

부모들은 과학자본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여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였다. 특히, 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과학자본을 이해하고 이를 높이려는 노력이

SSI-COMM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기회를

필요하다. 과학자본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과학에 대한

가졌으며 외부 강사는 학교 밖 활동이 학생들의 학습에

흥미가 낮기 때문에 과학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이기 위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

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와 같은 융합인재

을 관찰을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전문가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모형구성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 프로그램

동기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에 매우 만족하였다. SSI-

본 연구는 학생들의 과학탐구과정으로서의 모형구성과

COMM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적 활동을 원

정과 과학자본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과

활하게 하는데 학생과 운영 주체자들의 참여를 장려하

초등학생들의 과학자본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

는 교육 모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점,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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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찾도록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는 35명의 생물예비

난이도가 다른 생명과학 공통성 발견
과제 수행 시 나타나는 뇌 활성의 차이
비교 분석
1

김용성 , 정진수

교사들이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세타파의 경우, 쉬운
난이도 과제와 비교하여 어려운 난이도 과제 수행 시 세
파타의 활성은 전두엽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후두
엽에서는 증가하였다. 알파파의 경우, 쉬운 난이도 수행

2

시보다 어려운 난이도의 과제를 수행할 때 전두엽에서

1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대구대학교

알파파의 활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베타파의 활

dr-kys@naver.com

성은 어려운 난이도의 과제를 수행할 때 쉬운 난이도의

이 연구의 목적은 난이도가 다른 공통성 발견 과제를 수

과제 수행시보다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에서 유의미하

행할 때 나타나는 뇌 활성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게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감마파의 경우 쉬운 난이도

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뇌파 측정 과제를 개

의 과제를 수행할 때와 비교하여 어려운 난이도의 과제

발하였다. 뇌파 측정 과제는 기준과제와 분류과제의 2가

를 수행할 때 감마파의 활성이 전두엽에서는 감소하였

지 유형으로 개발하였다. 기준과제는 화면에 표시된 더

고 두정엽과 측두엽에서는 활성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하기 표시를 바라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공

연구는 공통성 발견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학생들이 겪

통성 발견 과제는 쉬운 난이도의 과제와 어려운 난이도

는 인지적 특성을 뇌파의 상대파워스펙트럼 활성 차이

의 과제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쉬운 난이도의 과제는

분석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학생들의 과학 탐구 기능 지

2개의 동물 그림에서 공통성을 찾는 활동으로 구성하였

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어려운 난이도의 과제는 10개의 동물 그림에서 공통

• Session 1-2 Evaluation/Gifted Education Etc.
11:10~12:30, Thursday, February 9 / 102 Bldg. 11

영재교육기관별 영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향: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기관의 중등과학, 수학영역
프로그램 중심으로

무의 빈도로 중복체크하여 평가하였다. 내용(추상성, 통
합성, 실생활 관련성, 복잡성, 연속성), 탐구(문제해결
력, 창의성, 고차원적 사고력), 태도(자기주도성, 도전,
의사소통능력)는 3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과학영역은 총
405개 주제이며,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대한 주

김연희, 임연휘, 조갑룡

제를 비슷한 분포로 배차하였으나, D 영재교육기관의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물리영역이 다소 적게 다루었으

salmonori@korea.kr

며, F 영재교육기관과 I 영재교육기관은 생물영역을 각

본 연구는 부산시 교육청 소속의 8개 영재교육원의 중등

각 11.4%, 18.4%밖에 배치 안 하였다. 수학영역은 총

영재 교육과정의 과학, 수학영역의 학습내용 실태분석

369개 주제이며,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확률과 통

을 통하여, 영재교육의 목표에 맞게 교육내용을 구성하

계, 기하 및 기타의 주제 영역으로 다루었다. 수학의 모

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앞으로의 영재교육과

든 영역을 학습하기 보다는 특히 H 영재교육기관은 기

정의 학습내용 선정ㆍ개발의 방향설정의 기초자료가 되

하영역만 크게 다루어 30.2%를 차지하였으며, 확률과

어, 차별화된 영재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

통계는 단지 7.9%만 다루는 결과가 나왔다. I 영재교육

다. 연구분석자료는 교육과정의 부산시 영재교육기관별

기관은 함수영역에서 단지 5개 주제로 다루어 9.8% 비

운영계획서, 결과보고서,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을 차지하였다. 수학영역에서는 지식면의 통합성이

프로그램 분석틀은 내용의 수준과 내용, 탐구, 태도면에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연속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 분석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수준은 속진과 심화롤 유

탐구영역에서는 문제해결력이 가장 높게, 창의성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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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태도면에서는 자기주도성이

둘째,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있어 초등

가장 높게,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과학영

학교 때는 교육적으로 의도된 활동(학교 과학수업)과 일

역에서는 실생활관련성이 가장 높게, 통합성이 가장 낮

상적 활동(과학관련 책, 만들기 키트 등)의 영향을 동시에

게 나타났으며, 탐구부문에서는 문제해결력이 가장 높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학교

게, 창의성과 고차원적 사고력은 낮게 나타났다. 태도부

과학수업의 영향을 주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 과학관련

문에서는 자기주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전성,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의 형성은 초등학교 때는 동물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키우기, TV시청, 만화책 읽기와 같은 일상적 활동과 주변
사람들(선생님, 간호사)과의 접촉으로 인해 도움을 받은
경험이 주로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일반계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관련
진로선택 및 변화 이해: 과학진로
문화자본 관점을 중심으로

가면서 매우 다양한 외재적, 내재적 자원들이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셋째, 과학관련 진로를 꾸준히 유지한 학생들은 과학 및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외재적 자원을

안주영, 윤선미, 최승언, 김찬종

끌어들이면서 흥미를 갖는 과학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하

서울대학교

고 과학관련 진로 선택을 구체화하였으며, 다양한 외재

d1113@hanmail.net

본 연구는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관점에서 일반계 고등

적 자원과 상호작용하여 내재적 자원을 강화하는 모습
을 보여주었다.

학교 학생들의 과학관련 진로 선택과 그 변화가 어떤 요
인에 의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일반계 고
등학교 학생들의 과학 분야로의 진로 선택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목적에 맞게 설문지를 개발하여 일반계 고

천체 전시물 비교 연구: 전시특성 및
지구과학 교육과정의 반영 정도를
중심으로

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과학관련 진로를

김수경, 박은지, 김찬종, 최승언

선택한 학생들의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요인 및 특징을 알

서울대학교

아보았다. 설문 결과 과학관련 진로의 포기, 중간 선택,
유지한 경우에서 각각 4명씩의 참여자를 선별하였고, 12

tnrud0227@snu.ac.kr

천문학은 학생들의 호기심과 탐구하고자하는 욕구가 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우 높은 분야이나 교실 수업이라는 제약이 있어 학습의

을 통해 과학진로 문화자본의 각 요인이 학생들의 진로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았다.

로 등장한 과학관은 교실 수업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 그

첫째, 학생들은 외재적 자원을 기반으로 가정, 학교, 지

러므로 과학관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역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의무 및 상호관계 규범을 통해

천체 관련 전시물의 교육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를 보

내재적 자원을 형성하였다. 이 때 형성된 내재적 자원은

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시 내용을 효과적

과학관련 진로에 대한 희망 여부를 결정하였다. 초등학

으로 표현함에 있어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

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학생들이 과학관련 진로

펴보았다. 또한 천체전시물의 주제 및 내용과 각 나라의

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내재적 자원의 요인이 다양

과학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분석을 통해 학교과학교육에

해지고, 그 영향도 증가하였다. 초등학교 때는 주로 과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기준으로

학 및 과학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를 중요시 한 반면, 고

사용한 교육과정분석틀은 한국, 일본의 국가 수준의 과학

등학교로 가면서 진로인식, 적성인식, 진로 가치 요인을

교육과정과 미국의 국가과학교육기준(National Science

함께 고려하여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였다.

Education Standards) 및 차세대 과학기준(NGS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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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거로 하였다. 특히나 빅 히스토리 관점을 가진 천체

족도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보다 만족도 높

전시물은 따로 선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은 차기 과학교과서 개발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미국과 일본의 과학

자 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문헌조사, 개방형 설문조

관은 국내에 비해 빅뱅 우주 전시 등 천체와 관련된 전시

사, 선행 연구 조사 등을 통해 과학교과서 체제의 하위

컨텐츠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으며 체험형 전시물이 주

요소들을 선정하고 설문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

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국내 과학관에도 우주의 원리와

문 도구는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 400여명을 대

같은 내용을 관람객이 보다 실감나게 체험해볼 수 있는

상으로 한 Pilot test를 통해 신뢰도 검증 결과 α=.94의

체험형 전시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세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최종 설문지는 학습 내용, 단원

나라 천체전시물의 내용은 모두 과학교육과정과 잘 연

구성, 탐구 활동, 평가 문항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된 내적

계되어 있었다. 다만 교육과정 상에서 빅뱅 우주와 같은

체제와 무게, 크기, 종이의 질, 색, 글꼴, 레이아웃, 사용

내용은 선택교육과정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환경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외적 체제, 그리고 일반적인

보건대, 대다수 학생들은 이를 학습할 기회가 부족할 것

만족도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여 학생용 50문항, 교사용

이다. 따라서 필수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과

5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전국을 서울, 경기 인천, 충청,

학관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천체전시에 있어서 충실한

경상, 전라 제주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설문

교육과정의 고려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이상
의 결과로부터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천체전시물 제작의
방향성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상을 고르게 모집하여, 총 학생 13,000여명, 교사
1,100여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는 기대성과 차이를 이용해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 대
체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

2009 개정 과학교과서 체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1

2

3

4

박윤배 , 박영신 , 임희준 , 차희영 , 윤은정

5

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체제별로 살펴봤을 때 내적 체제
의 경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데 반해 만족도
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 체제는 대
체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즉, 기대에 준하거나 기대 이

1

경북대학교, 2조선대학교, 3경인교육대학교,

4

났고 이어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만족도가 상대적

5

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끝으로 과학교육

한국교원대학교, 경북대학교

ypark@knu.ac.kr

전문가, 교과서 집필자, 교사, 디자인 전문가 등의 의견

본 연구는 2009 개정 과학교과서 체제에 대한 사용자 만

수렴을 통해 과학교과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Session 1-3 Teaching & Learning Integrated Education
11:10~12:30, Thursday, February 9 / 101 Bldg. 11

준들을 비교하여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과학 글쓰기에

과학 글쓰기 분석 기준 비교

나타나는 학년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

임옥기, 김효남

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 글쓰기와 관련된 연구들의 글

한국교원대학교

쓰기 분석틀에 제시된 범주와 준거들을 조사하여 관련

lok007@hanmail.net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과학 글쓰기 분석

과학 내용 및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쓰기

요소는 글쓰기 영역과 과학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

를 통해 과학적 소양 및 과학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목적

과학적 사고력에 따라 과학 글쓰기를 분석한 경우, 과학

으로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교수ㆍ학습 방법과 평

글쓰기에 나타난 논의를 분석한 연구 등에 따라 과학 지

가 부분에 토론과 함께 과학 글쓰기가 신설되었다. 이 연

식, 과학적 설명, 해결방법, 글의 주제, 글의 짜임새, 문

구의 목적은 과학 글쓰기 관련 연구들에 나타난 분석 기

장 구성, 과학적 사고력, 논증의 구성 요소 등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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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과학 글쓰기 연구 사례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들에 나타난 과학 글쓰기 분석 요소들의 공통점, 차이점

연구자는 중학교에서 배우는 과학개념 및 현상에서 형

을 비교하여 초ㆍ중ㆍ고 학교급별 학생들의 과학 글쓰

이상학적 의미를 찾아 정리하였다. 둘째, 예비 과학교사

기에 나타나는 학년별 특성을 이해하는데 이를 활용하

들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과

고자 한다.

학개념 및 현상에 관계된 형이상학적 의미를 찾아보도
록 하였다. 셋째, 위의 두 집단에게 과학개념 및 현상에
서 찾은 형이상학적 의미가 그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과학 교과서 속 과학개념 및 현상과 관련된
형이상학적 의미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일상생활 및 과학수업 속에서 형이상학적
의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연구
김민경, 박종원
전남대학교

jwpark94@jnu.ac.kr

지 여부와 형이상학적 의미가 중고등학교 과학수업 시
간에 지도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마지막
으로 두 집단이 찾은 형이상학적 의미를 인성의 핵심요
소인 미덕과 관련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결과적으로, 중 2 과학 교과서 내 두 단원에서 10개의 과
학개념 및 현상을 추출하여 대상자들에게 제시했을 때,
많은 예비과학교사들은 관련된 형이상학적 의미를 찾아
내었다. 그들의 응답을 분석해보면 형이상학적 의미를

쿤에 의하면, 패러다임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 핵

다양한 노력, 협동, 변화, 보존, 선택, 균형 등 몇 가지

심 법칙과 이론적 가정, 핵심 법칙의 대표적인 적용, 핵

큰 특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의미

심 법칙과 실제 세계를 연결하는 실험장치 및 기술, 일반

가 일상생활에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예비과학교사에 비

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원리들, 일반적인 방법론적 규정

해 학생들의 응답이 더 긍정적이었고, 형이상학적 의미

들(Charlmers, 1986, p.91). 과학을 배우는 학생도 패러

가 과학수업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

다임의 5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핵

비교사에 비해 학생들의 응답이 더 긍정적이었다. 이번

심 법칙과 가정, 대표적인 적용사례, 핵심법칙과 관련된

발표에서는 이러한 응답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

실험 등은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가르쳐지고 있지만,

미를 논의하고, 형이상학적 의미와 인성요소인 미덕과

형이상학적 원리들과 일반적인 방법론적 규정들은 충분

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

히 지도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가 과학 수업시간에 형이상학적 의미를 지도하는 방

과학학습에서 그 시대의 과학적 패러다임을 전달한다는

법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한다.

관점에서 볼 때, 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과학적 개념
및 현상과 관련된 형이상학적 의미(metaphysical meaning)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많은 학생들은 물리는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세
계를 묘사하거나 표현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책임을 접목하기 위한 과학교육의
구조 및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통합교육
전략 제안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물리개념 속
의 형이상학적 의미는 자연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관
계된 근본적인 시각과 관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뉴
턴의 제 3법칙에 관한 형이상학적 의미는 학생들 수준에

1

2

손연아 , 오준영
1

2

단국대학교, 한양대학교

yeona@dankook.ac.kr

서 찾는다면 ‘주는 대로 받는다’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가 사회적 요구는 교육 패러

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학생들에게 과학이 그들의 일상

다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는 과학 교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

교육의 방향과 주요 초점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

도록 하기 위해서도 형이상적 의미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

고 가정하였다.

와 같은 국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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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으로는 통합과 융합, 다원적 가치의 이해, 지역사회

을 통해 해결할 문제를 설정하고 탐구해나갔으며, 연구

에 대한 감수성, 사회 윤리적 이슈에 대한 책임, 민주 시

결과를 국제 학회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학회에서 발

민적 태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표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이 같은 과학 동아리 활동 과정

는 학생들에게 학교교육을 통하여 개인적 책임, 사회ㆍ

및 학회 참여과정에서의 개인의 경험을 면담을 통해 심

국가적 책임, 국제적 책임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

층적으로 탐색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노력

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책임 있는 민주 시민으로

하였다. 면담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국제 학회를 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교육목적으로 설정된

비하고 참석하는 경험에서 겪은 보람, 어려움, 새롭게

다. 과학교육에서 이러한 노력으로, 과학을 싫어하고,

알게 된 점, 깨닫거나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

포기하는 학생들의 과학 학습 회복력을 증가시켜, 과학

였다. 연구 결과는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현상학적

과목은 자신이 꼭 배워야할 유용한 교과라는 것을 인식

관점에서 경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에서 사

학생들은 새로운 주제로 연구하는 과정에 많은 시행착

회적 책임을 접목하기 위한 과학교육의 구조를 제안하

오와 어려움이 따른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은 새

고, 새로이 제안한 과학교육의 구조에 적합한 교육의 한

로운 주제를 설정하고 그것에 맞는 준비 자료와 설계를

방안으로써, 과학교육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합하는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교육 전략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통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합과학교육과 융합인재교육에서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탐구를 설

접목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계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법들을 배우고 익힐

2009 개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과학교육 핵심

수 있었다. 둘째, 학생들은 국제 학회 준비를 통해서 자

내용을 추출하였고, 여기에 관련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신이 연구한 과제를 자신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

바탕으로, 과학교육에 사회적 책임을 접목하기 위한 새

러 학자들과 전문가들에게 발표하고 학문적인 조언을

로운 과학교육의 지향점과 범주를 정립하였다. 마지막

듣는 경험을 갖게 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자유롭게 의

으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과

사소통을 하면서 폭넓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

학교육의 연결고리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셋째, 과학 동아리 학생들은

사회적 책임을 접목한 과학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국제 학회 준비를 하면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예

통합교육 전략을 제안하였다.

술과 과학이 융합된 새로운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을 통
해서 이전과 다르게 기술과 공학 분야에 깊은 관심을 많
이 갖게 되었고, 기술과 공학이 결합된 산출물이 사람들

중학생의 과학 동아리 활동결과의 학회
발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1

최윤희 , 문공주

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넷째, 과
학 동아리 학생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과학ㆍ
예술이 융합된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

2

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의 관심분야와 기술ㆍ공학과

1

숭문중학교, 2이화여자대학교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확장하여 생각할 수 있게

silveruni272@hanmail.net

되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

본 연구는 중학교 과학 동아리 학생들이 국제 학회에 참

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석하는 경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의미들을 현상학적 방

경험의 교육적 가치와 학생들의 경험을 다양한 영역으

법으로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과학 동아리 활동

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강조하였다.

Bringing Scientific Literacy Forward: National & International Perspectives | NRT

st

2017 KASE the 71 General Meeting & International Conference | ORAL PRESENTATION

• Session 2-1
11:10~12:30, Thursday, February 9 / 101 Bldg. 10-1

Investigating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licker Usage and Student
Participation Preferences on Physics
Learning Outcomes
1

2

1

Yu-Ta Chien , Yu-Hsien Lee , Chun-Hui Jen ,
3

1

Sonya N. Martin , Chun-Yen Chang
1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Taiwan,

2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Taiwan,

3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yutachien@gmail.com

in non-verbal ways) or Verbal Participatory (students
who prefer to participate in verbal ways). Preliminary
results of the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using
pre-test scores as the covariate, indicated that students
who used clickers had significantly higher learning gains
than those who did not use clickers (p<.001). Students’
participatory types will be further added into the statistical model to see whether student participation preferences have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with clicker
usage and students’ learning gains. Implications for the
results will be shared and discussed in detail.

Clickers are widely viewed as an efficient tool for promoting students’ engagement and learning outcomes in
science classrooms. By using clickers, the teacher is
able to request every student in a class to give answers
to his/her questions. Students’ learning progress can
be monitored in real-time, thus, students tend to keep
focused on learning tasks. Moreover, the use of clickers
can create a safe space for shy and unsure students
who can participate more easily in class because each
individual answer is collected silently and privately. As
a result, it is assumed that compared to students who
prefer classroom verbal interactions, clicker usage is

Conceptual Understanding of Ligh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Science-Art Convergence Lessons
Using Hologram Pyramid and Media
Facade
1

2

3

Kongju Mun , Dalah Yang , Hey-Eun Chu ,
4

Sonya Martin
1

Ewha Womans University, 2Eonnam Elementary School,

3

Macquarie University, Australia, 4Seoul National University

munkongju@gmail.com

more beneficial for students who do not typically choose
to speak up in class. This proposal describes a work-in-

A science-art convergence lessons have the advantage

progress that seeks to verify the aforementioned

of motivating students to learn science. In this study,

assumption. A quasi-experimental study has been done

we designed a science-art convergence lessons by ap-

with 107 11th grade students in Taiwan. Students were

preciating and making artworks related to light to help

assigned to take a lecture either with(n = 72) or without

elementary students understand scientific concepts re-

(n = 35) clickers. The learning topic was static

lated to light. The media façade and hologram which

equilibrium. Two lectures were equivalent to each other

can increase students' interests in learning scientific

in terms of content and length. Pre- and post-tests

concepts and experiences of innovative technology as-

were administrated to estimate students’ learning gains.

sociated light can be presented. Students can be inter-

The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in Classroom –

ested in learning science through this kind of activities.

Science (EPIC-S) questionnaire was employed to identi-

Students can have various experiences through the pyr-

fy students’ participatory preference types, such as

amid, for example, observation of floating image in the

Silent Participatory (students who prefer to participate

air which reflected and shaped through projected light

= = = = | N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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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light source on the smart phone. Students are

teachers to critically reflect on the role of the teacher

able to understand the concepts of light source and light

by engaging them in a series of experiential activities.

reflection clearly though the comparison process be-

Activities included a lecture by a parent with child with

tween light source and light path due to experiencing

disabilities, a site visit to a special education school,

media façade and hologram pyramid. A total of 48 ele-

an interview with teachers and a principal at a special

mentary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cience-art con-

school, and developing and implementing science lessons

vergence lessons. We have developed five items to assess

at a full-day science fair for SEN students. After each

students' conceptual understanding of light and all par-

activity, teachers were asked to reflect on their beliefs

ticipants were evaluat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by responding to a series of writing prompts encouraging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founded that students'

pre-service science teachers to autobiographically re-

understanding level of light was increased. In addition,

flectt on their beliefs about teaching science to Special

the students enjoyed the science-art convergence les-

Education Needs (SEN) learners. Autobiographical

sons and showed interest in light-related arts.

writing as a form of reflection has been shown to be
a powerful agent for change in teacher beliefs, attitudes,
and practices. We share analysis of students’ autobio-

Examining the Impact of
Autobiographical Reflective Writing on
Pre-Service Science Teachers’ Beliefs
about Teaching Science to Special
Education Needs (SEN) Students

graphical reflections on the science fair to examine how
an experiential science teaching event impacted
pre-service teachers’ belief and attutudes about about
SEN students and the value of teaching science to SEN
students. We raise questions about the need for additional research that combines content instruction and

Da Yeon Kang, Sonya N. Martin

special education and we share implications for the need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for additional course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diane911219@snu.ac.kr

that educates science teachers about how to effectively
Inclusion education is becoming more widely practiced

teach SEN students.

in Korean K-12 schools. As a result, science teachers
can expect more students with physical, cognitive, and
emotional/behavioral disabilities who will benefit from
specialized instruction may be in included in the science
classroom. Unfortunately, pre-service teachers in
Korea currently receive very limited teacher preparation
courses or teaching experiences focused on special education and special needs learners. As a result, future
science teachers are not effectively prepared to teach
science to students with special needs. To address this

Study of Learning Achievement and
Relationship with Science Leaning
Motivation on Nutrient Lesson of
th
Grade 8 Students by Student Teams
Achievement Divisions (STAD)
Natkitta Singyabut, Pairoth Termtechatipong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miyugi27@gmail.com

concern, we developed and co-taught an experiential
course designed to engage pre-service teachers in a ser-

Due to the science learning achievement of grade 8th stu-

ies of activities to have them reflect on their beliefs

dents from the Demonstration School of Khon Kaen

about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course was de-

University (MODINDAENG) on nutrient lesson score was

signed to challenge teachers’ assumptions and have

approximate 50% which lower than the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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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learning is a group-centered and stu-

Second part: Resul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

dents-centered approach their motivation in achieving

ing achievement and science learning motivation on nu-

their goal in learning. (Fahman, 2011) Student Team

trient lesson of grade 8th Students by Student Teams

Achievement Division (STAD) is also a coopera-

Achievement Divisions (STAD)

tive-learning strategy in which small groups of learners

(2.1)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achievement and

with different levels of ability work together to accomplish

science leaning motivation on nutrient lesson of 24 grade

a shared learning goal (Mahmood, Tariq et al., 2010).

8th students who got the score more than prescribed

The purposes of the present research were (1) to study

criterion, show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learning achievement on nutrient lesson of grade 8th stu-

correlation between learning achievement and science

dents the Demonstration School of Khon Kaen University

leaning motivation on nutrient lesson at 0.01 (r = 0.648).

(MODINDAENG) by Student Teams Achievement Divisions

(2.2)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achievement and

(STAD) to stipulate that at least 70% of the simple group

science leaning motivation on nutrient lesson of 24 grade

passed the criterion of 70% in all the aspects of the

8th students who got the score more than prescribed

achievement. (2)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

criterion, indicated that Achievement Goal, Science

ing achievement and science leaning motivation on nu-

Learning Value, Learning Environment Stimulation,

th

trient lesson of grade 8 students the demonstration

Self efficacy, Performance goal and Active learning

school of Khon Kaen University (MODINDAENG) by

strategies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learning

Student Teams Achievement Divisions (STAD).

achievement at 0.01 (r= 0.713, r = 0.650, r = 0.605,

th

The sample consisted of 35 grade 8 students from the

r = 0.597, r = 0.590 and r = 0.573)

Demonstration School of Khon Kaen University

In conclusion, the implementation of learning achieve-

(MODINDAENG) those are studying during the first se-

ment on nutrient lesson by using STAD, students were

mester of 2016 academic year. The research instruments

able to stipulate the score averaged 72.00% criterion

were (1) 5 Nutrient Lesson plans using Student Teams

but got 68.75% less than prescribed criterion of the sim-

Achievement Divisions (STAD) (2) the nutrient achieve-

ple group. Although STAD is one of the oldest cooperative

ment test (3) the students’ motivation toward science

learning methods, one study showed that in groups of

learning questionnaire (SMTSL questionnaire) (Hsiao-

mixed ability, low-achieving students become passive

Lin et al, 2005). The data were analyzed and statistically

and do not focus on the task and depending on an in-

tested by means of arithmetic mean, standard deviation,

dividual’s motivation and interest on a particular subject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that will determine how well they would learn (Shindler,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J., 2009) Meanwhile 24 students who got the score more

First part: Results of the study of learning achievement

than criterion show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th

on nutrient lesson of Grade 8 students by Student

achievement and science learning motivation was sig-

Teams Achievement Divisions (STAD) were found that

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on nutrient lesson at 0.01

learning achievement of students had an average score

(r = 0.648). Within the affective components, motivation

of 72.00 and 68.75% of students who passed the pre-

is important because students’ motivation plays an im-

scribed criterion. According to met the set of average

portant role in their science learning achievement

score but it doesn’t meet the prescribed criteria to the

(Napier and Riley 1985).

number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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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3-1 Teacher & Learning
16:40~18:00, Thursday, February 9 / 107 Bldg. 11

소집단 논변 활동에서 나타난 두 교사의
반응성 탐색: 논변의 구조적ㆍ대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례에서 전체 논의가 논변의 구조를 발달시킴과 동시에
논변의 상호작용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었
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들 자신의
추론을 수정하거나 정교화해 나갔고, 교사는 대화적 측

박지영, 김희백

면에 대한 지원 발화를 지속적으로 하여 학생 간 상호작

서울대학교

용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논변 활동을 조

eunbi00@snu.ac.kr

력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사고에 좀 더 초점을
논변 활동은 증거와 추론의 과정을 통해 지식 주장을 정

맞추어 그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스스로 추론을 할 수

당화 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주장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제언한다. 특히 서로 간 의견 확인

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활동을

에 그치기 쉬운 전체 논의 동안 교사가 학생 간 상호작용

조력하는 교사가 학생의 사고에 주의를 기울이며 논변

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발화를 하는 것이 논변의 대화적

의 구조적ㆍ대화적 측면 모두에 반응적일 때, 학생들은

측면을 발달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추론 책임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대화적 과
정을 통해 진정한 과학적 실행을 경험할 수 있다. 본 연
구의 목적은 교사의 반응성에 따라 학생들의 논변 활동
을 어떻게 조력하였는지 알아봄으로써 논변 활동을 지
원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반응적인 수업 사례를 추출하고, 각 사례에서 나타나는
발화 유형 및 학생 활동의 양상을 분석하여 교사가 실행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경력 10년차의 P교사와 3년차의 J교

초등학생은 과학수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과학 교실 탐구공동체 관점에서
접근한 과학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
개발 및 적용
정용재1, 장진아2
1

공주교육대학교, 2서울성일초등학교

yjjoung@gjue.ac.kr

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분석 결과 같은 수업 자료를 활
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교실에서 나타난 교사의 반

‘과학 교실 탐구공동체’란 “자연 현상이나 사물과 관련하

응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P교사는 학생 사고를 중심으로

여 진정한 의심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로 바꾸는 것을 목

하여 그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학생 추론을 깊게 하도

적으로, 참여자로서 목적을 공유한 구성원들이 실제적

록 하는 질문이나 발화를 하였다.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효과에 대한 관찰과 오류가능성을 견지하면서 자유로운

직접적인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추론을 해나가

의사소통을 통해 최선의 설명과 해결책에 이르고자 끊

며 논변의 구조를 발달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J교

임없이 노력하는 교실 공동체”를 말한다. 본 연구의 목

사는 교사의 사고를 중심에 두고 학생들에게 의도된 답

적은 이러한 과학 교실 탐구공동체 관점을 바탕으로 하

을 이끌어내는 질문이나 발화를 주로 하였고, 학생들은

는 ‘과학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를 개발하는 데에

교사의 개입 이후 일련의 추론 과정을 중단하였다. 이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제안된 과

같은 교사 반응성의 두 가지 경로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학 교실 탐구공동체의 탐구 과정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

지원 발화가 사용되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소집단 활동

고, 원격교육 분야 등 다른 학문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 전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두 교사는 주로 논변의

기존의 탐구공동체 관련 조사 도구 문항을 참고하여 크

구조적 측면에 대해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부 사

게 ‘탐구 수행 과정’과 ‘탐구 수행 조건’의 2개 문항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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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총 72개 문항(‘탐구 수행 과정’ 54개 문항, ‘탐

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이 때의 부정적 인식

구 수행 조건’ 18개 문항)의 설문지를 1차 개발하였다.

적 감정은 다른 학생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의해

이후 1차 개발된 설문지를 사용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생성되었다. 연구 결과는 학생들의 반박이 인식적 감정

들(8개 초등학교, 총 48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

과 관련된 인식론적 역동에 의해 나타나게 됨을 보여준

시하였다. 이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417명

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초보적, 수정될 필요가 있는 설

의 응답이 요인분석 등 인식 조사 도구를 정교화 하는

명으로부터 부정적 인식적 감정이 생성되는 것은 모형

데에 사용되었다. 요인 분석과 그 결과에 따른 수정 보완

구성 과정에서 모형 발달을 돕는 정교화형 반박이 나타

결과, ‘탐구 수행 과정’은 총 6개 요인(불일치, 흥미, 임

나게 되는 측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정교화형 반

시적 설명과 검증, 협력적 검토, 개인적 반추, 공동체적

박을 수용하도록 돕는 학생들의 감정 조절은 모형을 발

반추)으로 구성된 42개 문항(Cronbach α = .972), ‘탐구

달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수행 조건’은 총 3개 요인(탐구 실행 의지, 탐구 수행 태
도, 의사소통구조)으로 구성된 17개 문항(Cronbach α =
.924)으로 정교화 될 수 있었다. 끝으로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과학수업에 대한 인식의 몇 가
지 특징과 과학 교육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과학과 핵심개념을 구현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중학교 과학교과서 분석
황요한1, 문공주1, 이현주1, 김덕순2
1

이화여자대학교, 2배재대학교

yohan@ewha.ac.kr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등학생의
인지ㆍ감정적 반박: 인식적 감정을
중심으로

현대의 과학교육은 많은 양의 과학지식을 전달하는데 초
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념들을 연결 지어 이해하
도록 돕는 핵심 개념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전

한문현, 김희백
서울대학교

galaxy_pluto@hanmail.net

세계적으로 과학과에서 강조되어야 할 핵심개념이 제시
되고 있으며,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과학과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재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이 진행되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모형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인

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지ㆍ감정적 반박을 사용했는지, 특히 그들의 감정과 인

에서도 기존의 과학교육과정과 달리 기본 개념의 통합적

지적 과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반박이 나타나게 되

인 이해 및 탐구 경험을 통하여 과학적 사고력 및 문제해

었는지 탐색한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 25명이 과학 수

결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강조되고 있다. 이

업의 일환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6차시 동안 학생들은

에 현장 과학교사들은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한 교수-학

지속적인 논의을 통해 인간 호흡 운동 시스템 모형을 구

습의 실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새로운 교수-학습을 실

성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모형 구성

현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핵심개념을

과정에서 정교화형 반박, 방어형 반박, 비난형 반박을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의 모형을 제안하기 위한 기반 연

사용하였다. 인지적 비형형 상태와 연관된 부정적 인식

구가 필요하다. 이에 교사가 교육과정을 파악하고 교수-

적 감정과 인지적 과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 정교

학습을 계획하는 데 기본이 되는 과학교과서의 변화가 필

화형 반박은 소집단 모형을 정교화하는데 도움을 주었

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과학교과서 관련 연구는 다양

다. 반면 부정적 인식적 감정과 인지적 과정의 상호작용

한 관점에서 개발된 분석 기준에 따라 집필된 과학 교과

을 통해 나타난 방어형 반박과 비난형 반박은 모형의 정

서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왔으며 과학 수업

교화를 이끌기 보다는 다른 학생들의 제안, 설명을 배제

환경의 변화 맞게 교과서를 집필하고 개발하기 위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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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구나 교과서 개발을 위한 모형 제안 연구는 다소 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었으며, 학습한 내

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과 핵심개념을

용과 기술(skill)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

구현한 미국, 호주, 싱가포르의 과학 교과서를 조사하여

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주의 국가 교육과정은

핵심개념 중심의 교과서 구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콘

학생들이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학습할 때 학

텐츠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미국의 The Sciences: An

습 내용에 대한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 있으며,

Integrated Approach는 과학의 핵심 아이디어는‘세상에

학생들이 과학지식의 본성의 이해와 탐구가 지식의 습득

대한 우리의 이해를 위한 틀’로 보았으며 Great Idea라고

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싱가포

명명하였다. Great Idea는 과학에서의 계통을 표현하되,

르 과학 교과서 Science Matter는 두 권의 교과서가 주제

특정한 학제의 경계를 초월하는 것으로 에너지 보존은 천

를 중심으로 단원이 구성된 형태이다. Volume A는 “다양

문학과 생태학에서부터 과학의 지적 틀의 한 부분인 것이

성(diversity)”과 “모델(models)”, Volume B는 “시스템

그 예이다. 이 교과서는 모든 단원은 과학의 모든 영역과

(Systems)”과 “상호작용(Interactions)”의 두 가지 큰 주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떻게 개념들이

제로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함께 논의 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질문들을 목록화 하였다.

바탕으로 핵심개념 중심의 미래형 과학 교과서의 콘텐츠

호주의 Oxford Big Ideas는 싱가폴 핵심개념(big idea or

구성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key concept)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심도 있는 과학 개념

• Session 3-2 Tertiary Education Etc.
16:40~18:00, Thursday, February 9 / 102 Bldg. 11

지구 기후 변화 관련 사회적 문제(SSI)
수업에서 사용된 텍스트가 고등학생의
의사 결정 편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편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용된 신문 기사 텍스트는 장
르 측면에서 UN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다양한 국가의
입장에 대한 상세한 해설보다는 합의 도출이라는 ‘행동

김종욱, 곽제연, 권지연, 하윤희, 이정아,
최승언, 김찬종

을 권고하는 보도 장르’에 가까웠다. 담론 측면에서 ‘주

서울대학교

인공’으로서의 선진국 담론과 ‘악역’으로서의 개도국 담

jonguk@snu.ac.kr

론의 이원 체제가 충돌하고 있었다. 정체성 측면에서 글
에서 인용되는 인물들의 주장이 단언적이었으며, 텍스

본 연구는 지구 기후 변화 관련 사회적 문제(SSI)를 적용

트 화자의 서법도 명시적이고 강한 양태성을 보였다. 텍

한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서 관찰된 학생들의

스트의 이러한 특성은 학생들이 지구 기후 변화를 명백

의사 결정을 분석한 초기 연구에 대한 반성적인 연구이

한 사실로 인식하고, UN기후변화협약은 선택이 아닌 필

다. 학생들은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모형을 사회

수로 인식하게 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국가의

적으로 구성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UN기후변화협약 가입

입장에 대한 인식의 기회보다는 선진국 대 개도국의 입

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릴 것으로 기대하였

장 차이만 집중하여 논지를 전개하도록 유도했다. 본 연

다. 그러나 연구진의 초기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의 의사

구는 SSI수업과 같은 가치판단이 중요시되는 수업의 자

결정은 뚜렷이 편향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

료 선별에 교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함의하며, 또한

서는 수업에서 사용된 신문 기사 텍스트를 비판적 담화

과학 관련 텍스트 분석에 비판적 담화 분석의 유용성을

분석으로 접근함으로써 텍스트의 장르적, 담론적, 정체

보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성적 특성을 밝히고, 텍스트가 고등학생들의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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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언어는 무수히 많은 단어들의 연결로 이루어지며,

문제발견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활용
양상 분석: 대학생들의 학생중심
융합문제해결 활동을 중심으로
백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ll14@kice.re.kr

인간은 단어들의 연결을 익힘으로써 언어를 습득해 나간
다(Miller, 1991). 과학의 언어는 과학적 지식 체계 및 사
고 구조를 담고 있으며(Guthrie et al, 1999; Vygotsky,
1976), 많은 수의 과학용어를 포함한 특수한 연결 구조
를 갖고 있다. 한편,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한 개인은 저
마다의 다양한 사고 혹은 이해를 하는데, 과학 교육에서
는 이를 '구성 개념'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언어학에서는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지식의 양

'머리 속 어휘 사전(mental lexicon)'이라 부르기도 한

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식의 선별과 활용 능력

다. 선행 연구에서는 과학용어를 둘러싼 머리 속 단어 연

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상황학습 이론에 근거한 문제기

결을 ‘머리 속 의미 구조(mental semantic network)’로

반학습은 이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일

표현한 바 있다(Yun & Park, 2015). 머리 속 의미 구조

상에서 과학기술의 활용이라는 목표 달성에 대해 비판
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역 일반적 상
황에서 과학기술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
았다. 구체적으로 강의 간 연계로 이루어지는 학생중심
융합형 문제기반학습에 참여한 대학생들 중, 과학기술
분야를 활용한 네 명의 참여자들의 사례를 탐색하였다.
특히 문제를 형성하는 문제발견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
야의 활용 방식, 활용 이유를 조사하였다. 참여자들의
문헌자료와 면담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은 문제의 구
조화를 위한 구체적 사례, 타 학문 분야와 연계하기 위한
분석 도구 혹은 배경 이론으로 과학기술 분야를 활용함
을 확인하였다. 익숙한 소재를 사용한 참여자들의 경우
에는 사전 경험에 근거한 개인적 흥미로 사용 이유를 설
명할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소재를 사
용한 경우에는 불만족 해소를 위한 기존 학문의 대안으

에서 단어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연결 강도가 강할수록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미 처리가 일어나므로(Collins &
Loftus, 1975), 과학용어를 둘러싼 학생들의 머리 속 의
미 구조(mental semantic network)가 과학언어의 그것
과 유사할수록 과학 학습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Yun & Park(2014)에서는 단어연상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머리 속 의미 구조에서 과학용어 ‘힘’이 ‘씨름’, ‘권력’ 등
일상적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
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과학용어가 과학적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들 보다 일상적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들과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학습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
로 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해당 과학용어의 의미
를 잘 모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과학용어의 과학적

로 설명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문

의미가 비록 거리가 멀고 약하게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제발견을 촉진하기 위해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의

정확하게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

통합적 관점, 메타인지적 조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에서는 학생들의 머리 속 의미 구조에서 과학용어의 일
상적 의미 또는 과학적 의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실제로 해당 과학용어를 어느 정도 이

과학용어에 대한 단어 연상과 개념 이해
정도와의 상관 연구

해하고 있는지와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물리 역학
단원의 기본 개념을 담은 과학용어 5개( ‘힘’, ‘운동’, ‘질
량’, ‘속력’, ‘중력’)를 선정하고, 각 과학용어에 대한 개념

윤은정, 박윤배
경북대학교

ejyun@knu.ac.kr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제작하였다. 개념이
해도 검사는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용어에 대
해 지식, 이해, 적용 수준별로 각각 2문항씩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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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 고등학생 1,190명을 대상으로 5개 과학용어에

발하고 개발된 질문지에 대해 학생들이 조별 토론을 통

대한 단어연상검사와 개념이해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

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했으며, 학생들의 토론 내용

학용어를 보고 과학적 의미를 떠올리는 것, 즉, 머리 속

을 전사하고, 설문지, 면담, 연구노트 등을 주요 연구 데

의미 구조에서 과학용어와 과학적 의미가 일상적 의미에

이터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많은 학생들이 마찰력 현

비해 더 가깝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개념 이해 정

상과 관련한 물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 필수적인 여러

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지 개념들에 대한 공통 맥락을 제대로 형성하고 있지
못하였다. 하지만 몇몇 조의 학생들은 마찰력이 가지는
힘의 특성 및 마찰력의 실재성에 대한 토론, 그리고 구심

공통맥락 형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마찰력에 대한 소집단 토론의 특징
1

2

2

하상우 , 정용욱 , 이경호
1

력, 관성력의 정의와 특성에 대한 토론 등 문제 상황의
직접적인 해결과는 관련이 적으나, 개념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통맥락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등 긍

2

경기과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공통맥락의

hswgcb3@snu.ac.kr

개념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단위라는 측면에
서, 개인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추어진 선개념과 같은 개념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에 영향

보다, 내용 측면에서 학생들의 조별 상호작용을 분석하

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하

기 위한 좋은 개념이 될 수 있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학

지만 학생들의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토론 내

생들이 의심하고 혼란스러워 한 여러 공통맥락들은 다음

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

토론 수업의 개선을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뉴턴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

다만 향후 학생들이 토론에 활용하고 있는 공통맥락이 암

중요한 힘이지만,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힘인

묵적인지, 명시적인지, 구성원 중 일부만 동의하고 있는

마찰력을 주제로 조별 토론 수업을 계획하고, 공통맥락

것인지,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인지 등 공통맥

형성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소집단 토론의 특징을 살펴

락의 수준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았다. 이를 위해 마찰력의 특성을 고려한 질문지를 개

• Session 3-3 Teacher Education Integrated Education Curriculum Etc.
16:40~18:00, Thursday, February 9 / 101 Bldg. 11

미래 직업 연계형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한 과학 수업이 고등학교 특성화반과
인문반 학생들의 진로인식, 과학 흥미도
및 과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1

임은경 , 유미현
1

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고교 교육과정
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투입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낮
은 진로인식, 과학 흥미도 및 태도를 높이고, 그들의 직
업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STEAM 프
로그램 적용 수업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데 있다. 연

2

2

구 대상 집단은 경기도 소재 B고등학교 1학년 특성화반

백암고등학교, 아주대학교

chlove25@hanmail.net

27명과 비교 대상으로 인문반 26명을 선정하여, 우선 그
들의 진로인식, 과학 흥미도 및 과학에 대한 태도 사전검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직업 연계형 STEAM 프로그램이

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미래 직업 연계형 STEAM 프로

특성화반 학생들의 진로인식, 과학 흥미도와 과학에 대

그램을 12차시 적용한 후,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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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식, 과학 흥미도, 과학에 대한 태도에 대한 사후검

를 기피 현상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 과학 교수를 기피하는 교사 5인을 대상으로

첫째, 미래 직업 연계형 STEAM 프로그램이 특성화반 학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하였다.

생의 진로인식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하위영역 중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목표 측면에서 과학 교

에서는 자기이해 영역과 합리적인 진로 의사 결정 영역

수를 기피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수업에서 지식의

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미래 직업 연계형

권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으며, 실험을 제공하는

STEAM 프로그램 적용 후, 특성화반 학생의 과학 흥미도

데 있어서 과학 교과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하위영역 중에

주고자 하였다. 이에 개인 요인 신념 측면에서 교사들

서는 과학에 대한 흥미, 즐거움과 과학에서의 도구적 동

은 자신의 지식 정도를 부족하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기유발 영역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셋째, 미래

학생들이 이러한 자신을 낮게 평가할 거라는 신념을 가

직업 연계형 STEAM 프로그램 적용 후, 특성화반 학생의

지고 있었다. 또한 과학 교수 준비에 있어서 준비할 것

과학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

은 많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평가

고, 하위영역 중에서는 과학 수업의 즐거움 영역에서 통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와 개인 요인 신념의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네째, 미래 직업

충돌에 대해 교사의 불안과 혐오, 분노, 고통 등을 느끼

연계형 STEAM 프로그램 적용 결과 진로인식, 과학 흥미

고 있었다.

도, 과학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특성화반 학생과 인문반
학생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
으로, 미래 직업 연계형 STEAM 프로그램은 특성화반 학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교육과정 비교

생들의 직업인식, 과학 흥미도, 과학에 대한 태도를 향
상시키는데 실제 효과가 있으므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 적용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용욱1, 윤혜경2
1

2

서울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zimusa@snu.ac.kr

에너지는 매우 복합적인 과학개념으로 많은 국가의 과학

동기 체계 이론으로 살펴본 초등학교
교사의 과학 교수 기피 경향
장은진, 김찬종, 최승언
서울대학교

eunjin222@snu.ac.kr

교육과정에서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지만, 교수 학습 과
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본 연
구는 한국과 미국의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에너
지 교육과정의 쟁점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2015 개정교육과정과 미국의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에서 에너지 관련 성취기준을 여섯

과학을 가르치기를 기피하는 초등 교사들은 학생들이

가지 개념 요소(에너지 형태, 에너지 자원, 에너지 전달,

과학을 학습하는 측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왔

에너지 전환, 에너지 보존, 에너지 산일)를 기준으로 비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연구는 현상을 바라보는 시

교하였다. 에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한미 양국의

각에 한계들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당 현

성취기준을 추출하여 여섯 개념 요소에 따라 분류하였

상의 원인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인간이 어떤 일

다. 에너지 관련 성취기준이 학교 급별, 학문 영역별, 에

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동기 체계 이

너지 개념 요소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빈도 분석을 실

론(motivational system theory)을 바탕으로 과학 교수

시하였고, 에너지 개념 요소별로 내용 분석을 병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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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한미 교육과정 모두에서 에너지 개념의 중요

발견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야기하는 교육과정 개편 상

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세부적으로는 강조하고 있는

의 쟁점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개념 요소와 개념 요소별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 Session 4-1
16:40~18:00, Thursday, February 9 / 101 Bldg. 10-1

cepts from biology, chemistry and physics, as well as

Building Bug Batteries: An Integrated
STEM Curriculum Package using a
Design-based Inquiry Approach
1

2

those at the intersections of these disciplines, are needed
to comprehend how an MFC works. This provides an au2

Timothy Ter-Ming Tan , Lisa Toh , Rachel Siew-Lian Teo ,
1

Yew-Jin Lee
1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2

Saint Hilda's Secondary School, Singapore

timothy.tan@nie.edu.sg

thentic, graceful yet complex context to adopt an integrated science instructional approach to cover topics
in the science syllabus.
The teaching of science-as-inquiry is a central tenet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science syllabuses in
Singapore. DBI, also known as design-based learning,

Research Problem

is a less widely used form of inquiry-based learning that

One major goal of inquiry-based instruction is to build

fosters development of deep technical and subject matter

scientific literacy. However, engaging in inquiry activities

knowledge through the collaborative construction of an

alone does not guarantee the latter, especially when the

artifact that is the goal of the activity (Barron and

hands-on doing of science often overwhelms the minds-on

Darling-Hammond, 2008). DBI is enacted as a de-

aspects. Our aim was therefore to design, implement, and

sign-and-build challenge, where students working in
small groups are tasked to build improvised MFCs of
their own design. After appropriate introductory lessons, students are initially guided to conduct controlled
experiments using kit-form MFCs to investigate parameters that influence MFC output (voltage). MFCs remain
a niche area of research and there are very few sources
of basic information available, which compels students
to depend on their own observations, data and reasoning.
Scaffolds are progressively withdrawn so that students
eventually design their own experiments. Experimental
data is communicated and shared online as a class.
Analyses of the shared data suggest avenues for further
experimentation. Next, the design task is semi-structured to encourage the building of several iterative prototypes using reclaimed or waste materials, supported
by inter-group and teacher feedback on the initial
prototypes. These tasks are driven by, and culminate
in, a competitive challenge where MFC batteries made

evaluate an instructional unit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Singapore that would offer opportunities to, i)
engage in authentic inquiry requiring both hands-on and
minds-on participation; ii) develop competencies in the
procedural and epistemic domains of scientific literacy;
and, iii) learn science with a transdisciplinary approach
across biology, chemistry and physics that also features
a broader integration of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domains.
Theoretical Framework
Researchers and school teachers jointly developed a design-based inquiry (DBI) curriculum for Grade 8 learners
centered on a microbial fuel cell (MFC) engineering design
problem. MFCs produce an electric current (“batteries”)
from the biochemical processes of living microbes
(“bugs”), and are available in kit form for school use
(Madden and Schollar, 2001). An understanding of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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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student groups are measured for highest voltage

knowledge and process skills spanning discipline and syl-

and their ability to perform tasks such as lighting up

labus boundaries. They were able to make design decisions

light-emitting diodes. The activities thus combine col-

using evidence-based reasoning, demonstrated crea-

laboration, challenge and competition to facilitate and

tivity in problem-solving and were more aware of the

motivate learning.

interdisciplinary relationships in the science they were

STEM integration is another key feature. The de-

learning.

sign-and-build tasks engage and exercise students in

Students’ perceptions of the program and self-percep-

various engineering and engineering-design skills and

tions of their learning were strongly positive, despite

processes. Students also have to make use of dataloggers

the unconventional and often frenetic nature of the

and sensors, capture and analyze data, and post their

lessons. An analysis of students’ reflective writings re-

data, reflections and critiques online. STEM integration

veals that they were being encultured as, and were adopt-

is a means of achieving STEM literacy (NAE and NRC,

ing dispositions of, student-scientists. Details and ex-

2014), encompassing scientific literacy, technological

emplars will be discussed during our presentation.

literacy, and so on. This broader goal also aligns with

The success factors and daunting obstacles to the im-

the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s 21st Century

plementation of this type of curriculum package in

Competencies (21CC) framework (MOE, 2010). In order

schools will also be discussed.

to develop students in keeping with the 21CC framework,
each student chose specific personal goals from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among the framework’s desired outcomes, namely, crit-

This successfully implemented curriculum package is

ical and inventive thinker (CIT), self-directed learner
(SDL), and caring and collaborative learner (CCL), and
were required to periodically reflect on their progress

distinguished by the convergence of DBI and STEM in-

towards their self-selected goal.

MFC provides opportunities for learners to explore nu-

Methodology

tegration, and in particular, the inclusion of all three
natural science disciplines in a single focal context. The
merous scientific variables and test hypotheses, develop
and optimize MFC designs, and master relevant scientific

We conducted weekly 1.5 to 2 hour lessons over 10 weeks

concepts in a meaningful manner. As learners collabo-

with students identified as high-progress science learn-

ratively tinker with the MFC, science and engineering

ers, in two cohorts, 2015 (n=37) and 2016 (n=40), in a

principles are dialectically activated, which can foster

government-aided co-educational school. Lessons were
conducted by three or four science teachers, and assisted

the growth of scientific literacy.

by non-teaching staff. Data was collected in the form
of student worksheets and logsheets, group final reports,
classroom observations, student and teacher interviews,
surveys, and reflections.
Findings
Despite their age and inexperience, 8/10 (2015) and 10/10
(2016) student groups were able to produce functioning

A First-Year Science Teacher's
Experiences in a Middle School Dual
Language Immersion Program
1

2

1

Patricia Morrell , Erik Mellgren , Sally Hood
1

University of Portland, USA, 2Madison High School, USA

morrell@up.edu

final MFC prototypes during the challenge. Most of the
prototypes successfully produced higher voltages t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first year middle

the reference kit MFC. Students showed gains in content

school science teacher’s experience in a dual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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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rsion (DLI) program. The specific questions ad-

he received eight hour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from

dressed were:

the DLI elementary teacher in the district which included

a) how did the novice navigate teaching both content
and language
b) what challenges did he face, both as a first year teacher in general and as a dual language immersion program instructor specifically
c) what were his successes and challenges
d) what aids would have assisted him in this first year
experience.

strategies to teach dual immersion and examine some
curricula topics for the year; [i.e., what unit lends itself
to what grammatical and speaking (cognates, reflexive,
etc.)].
The middle school that served as the context for this
study was in the second year of DLI. The program involved
two content areas: science and social studies. Most of
the students involved in the DLI program participated

To frame the study we drew on research in four areas:
challenges with DLI programs in middle school (e.g.,
DeJong & Bearse, 2012), teaching without training in second
language pedagogy (e.g., Tedick, Hernandez, & Bateman,
2014), science academic language (e.g., Smith-Walters,
Smith Bass, & Mangione, 2016), and novice teachers’ experiences (e.g., Luft, Dubois, Nixon & Campbell, 2015).
The study involved a three-way collaboration among a

in an 80/20 DLI model in a K-6 feeder school. The teacher
taught five classes of 8th grade Science; three in the DLI
program and two in English. There were approximately
30 students in each class. In the DLI class, about two-third
of the students were native Spanish speakers. He tended
to speak mostly Spanish in the DLI classes, and averaged
about 90% Spanish and 10% English (in his own estimation). In the Spanish classes there was a full time native
Spanish speaker who assisted students as needed and

first year DLI middle school science teacher and two uni-

could provide on the spot translation if/when needed.

versity professors (one science educator and one Second

He would do his planning in English and then translate

Language specialist). One faculty member had supervised

the content into Spanish for his DLI classes. Note, because

the teacher’s student teaching experience and had him

of the limited availability of DLI courses, all students

in her science methods class, so they already had devel-

currently enrolled in the 8th grade Science DLI program

oped a professional relationship before the study.

would take 7th grade Science the subsequent year.

The teacher had a BS in biology and an MAT in Secondary

The study was framed as a case study (Merriam, 2009).

Education. Prior to teaching, he had a varied background

Data collected for the study consisted of interviews (one

that served him well in the classroom. He had a strong

at the start and another at the end of the academic year),

biology background having worked as a lab technician

classroom observations of both the Spanish and English

for a number of years. He honed his communication

science classes by the university faculty members (using

skills by working with a predominantly Latino population

both running record type observational notes and a DLI

while working for a political party. His only experience

protocol to focus on language) plus post observation de-

with DLI was attending a K-2 language immersion school

briefs, and the teacher’s weekly journal reflections. The

as a student and having a mother who was a Spanish

two university faculty read through the interview tran-

immersion teacher. He had four years of high school

scripts, classroom observation and protocol notes, and

Spanish, completed SIOP training the summer prior to

journal reflections separately, identifying major themes.

teaching, and completed one ESL endorsement course

They then compared their notes and analysis, agreeing

in the fall of his first year of teaching. In addition,

on the final set of themes that emerged. These were then

in the summer leading up to his teaching placement,

presented to and discussed with the teacher to val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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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fine the analysis.

The methodology of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com-

The main themes that will be discussed in detail in the

prised 4 stages: Plan, Action, Observe and Reflection

presentation include: facilitation with constant use of

(PAOR) (Kemmis & McTaggart, 1990). During the 'Plan'

Spanish, impact of lack of DLI training and no real mentor,

stage, the teachers had the opportunity to share their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content and language de-

views and assumptions about global warming in order

velopment, lack of awareness of resources/mnemonics for

to establish the focus of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

assisting with content acquisition in Spanish.

on the teaching of STEM. In the ‘Action’ stage, we con-

Over the year, it was evident that the novice teacher greatly

ducted inquiries in which we developed and enacted

improved in his use of Spanish, increased his confidence

strategies for teaching and learning. The ‘Observe’ stage

in his teaching abilities in general and in lesson planning

involved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on the im-

in particular, and developed a strong rapport with his

plementa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Reflection’

students. He developed a stronger understanding of what

stage we reflected on what we learned from the im-

a DLI program should include. Implications from this

plementation and considered how to improve our STEM

study point to the importance of having pedagogical prep-

teaching and learning project.

aration in DLI/ESL, a mentor, common planning time with

In this project 5 strategies were developed for enhancing

other DLI instructors in the school, and a DLI program

STEM teaching and learning on the topic of global warm-

identity in the building.

ing: (1) Teachers study together in the four learning
areas of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2) Peer teaching; (3) Teaching and learning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Enhancing STEM Teaching and
Learning Inthe Topic of Global
Warming

though Problem-based Learning or Project-based

Yupaporn Horasirt, Porntip Rinthaisong,

an exhibition of students' work. The project 7 steps were

Prowploy Chaipromma, Theerasak Thongdee,

followed in developing the lesson plan for teaching STEM

Chokchai Yuenyong

Education on the topic of global warming: (1)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yhorasirt@gmail.com

Learning; (4) Collaborative teaching and learning emphasising working together in groups and reflecting on
students engagement; and (5) Authentic assessment and

Identification; (2) Information; (3) Planning and design
of the innovation; (4) Assumptions and testing; (5)
Modification; (6) Assessment; and (7) Exhibition.

This study reports strategies for enhancing primary

Overall, the project developed the teachers' under-

school science teachers’ development of STEM teaching

standing of global warming, helped them to establish

and learning on the topic of global warming. The teachers

lesson plans, and developed their teaching of proj-

were engaged in a collaborative action research project.

ect-based learning. The results show that students' mean

The participants included the researcher and 3 teachers

achievement and attitude post-test scores were higher

drawn from each of 10 schools (N=30) in the office of

than the mean pre-test scores.

Khon Kaen Primary Education Service Area 3,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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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5-1 Teaching & Learning
09:30~10:50, Friday, February 10 / 107 Bldg. 11

과학교육에서 인성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미디어의 사전적 정의는 정보 전달 수단이 되는 문자나
영상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남일균, 임성민

매개물이다. 미디어는 신문과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대구대학교

올드 미디어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뉴

nik2714@naver.com

미디어까지,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누적적으로 발
달해왔다. 미디어 교육의 목적은 미디어의 속성을 바르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과학교육 연구문헌들을 분석하

게 이해하고,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해석과 선별적 수용

여 과학교육학에서 인성 관련 연구의 동향을 조사하는

태도,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창의적으로 의미를 표현하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KCI 등

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연구자는

재 학술지와 국내 석ㆍ박사학위 논문 중 인성 관련 문헌

국어, 사회 교과교육 연구자들과 함께 2016년 7월~12월

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주제, 출판년도, 연구 설계 및

까지 ‘미디어 기반 학습에 기초한 한국형 교실수업 모델

방법, 연구 대상 등의 범주별 준거 특성으로 분석하였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과학과 미디어 교육

다. 연구 결과, 총 59편의 KCI등재 논문과 75편의 석ㆍ

과 관련된 문헌 연구를 수행하여 과학과 미디어 교육 연

박사학위 논문이 추출되었고 이중 인성, 윤리, SSI, 도덕

구가 학생의 인지적ㆍ정의적 발달 관련 연구, 교사와 예

과 관련된 주제가 각각 41%, 33%, 23%, 2%를 차지했다.

비교사 관련 연구, 스마트 기기 또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

연도에 따른 분석결과 2012년을 기점으로 인성 관련 과

연구, 디지털 교과서 개발 관련 연구로 분류할 수 있음을

학교육논문의 수가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음

밝혔다. 이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과학과 미디

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대상에서는 문헌연구가 가장 많았

어 기반 수업을 분석하고, 과학과 뉴 미디어 기반 교육

고 일반학생 대비 영재 학생의 비율을 고려할 때 인성과

모델을 제안하였다.

관련된 많은 연구가 영재학생 중심으로 수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질적 연구와 혼종의 연구
설계 논문이 양적 연구 설계의 논문수를 앞서기 시작했
다. 연구방법은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골고루 사용되어
16%에서 19%정도의 비율을 보여 주었고 질적 연구 방법
이 12%, 검사 도구 타당성 연구가 2%로 가장 낮은 비율
을 차지하였다.

중학생들의 소집단 모델링 과정에서
3차원 외적 표상의 기능
윤병일1, 오현석2, 최승언1, 김찬종1
1

서울대학교, 2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earthyun@naver.com

본 연구는 달의 위상 변화 단원과 관련하여 3차원 외적

‘미디어 기반 학습(MBL: Media Based

표상이 중학생들의 소집단 모델링 과정에 어떠한 역할

Learning)’에 기초한 한국형 교실수업

을 하는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소

모델 개발 연구: 과학과를 중심으로

재의 중학교 3학년 1개 학급을 대상으로, 2차원의 외적
표상을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3차원 외적 표상을 모델링

변태진

과정에 활용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차원 외적 표상의 사용과 모델링 활동 참여와의 관계를

tjbyun@kice.re.kr

알아보기 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집단 구성원들
의 수업 참여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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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3차원 외적 표상은 (1) 소집단 구성원들에게

결과를 예상하고, 실험을 통해 결과를 얻고, 실험 결과

공통의 내부적 표상 구성하도록 하고, (2) 모델에 새로운

를 설명하기 위한 논변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은

조건을 추가하며, (3) 내적 표상과 외적 표상의 커플링을

정수리, 척추, 손등 위에서 핸드폰 진동 감지 시간을 측

통해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조작하며 추론하도록 돕는

정하는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수업에 대한 교사의 생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소집단 모델

을 알고자 교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각 소집단 활동

링 활동 참여 양상 측면에서 살펴볼 때, 3차원 외적 표상

과 교사 인터뷰를 녹음·녹화하였다. 녹음 기록을 전사

을 사용할 경우 “Off-task” 영역에서의 참여가 줄어들고

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소집단 논변 활동에서

“모델링” 영역에서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타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

났다. 또한 2차원 외적 표상 사용 시 모델링 활동에 소극

행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는 반응적 지원의 시

적으로 참여하던 학생이 3차원 외적 표상을 사용할 경우

작점이 될 학생 사고를 이끌어내는 질문과 함께 소집단

적극적 참여자로 변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실행에 개입하였다. 교사는 논변 수업에 대한 인식과

본 연구는 학생들이 천문 단원과 같이 3차원 공간을 다

학생의 사고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생산적 프레

루는 모델링 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 3차원의 외적 표

이밍을 드러냈으며, 이를 토대로 수업에서 학생들의 사

상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를 이끌어내며 논의의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교사는 평가자의 관점을 지양하고 학생의 아이디어에
반응하여 반박 발화를 함으로써 논변 활동의 일원으로

소집단 논변 활동에서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 변화를 유도한 반응적 교수학습
탐색

참여하였다. 교사는 이러한 참여를 통해 소집단 내의
인지적 권위 구조를 변화시켰으며, 학생들에게 논변 활
동에서 기대하는 실행의 예시를 보여주어 생산적 프레
이밍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반응적 교수 실행

하희수, 김희백

결과 학생들은 생산적인 과학적 실행을 보였고, 이는

서울대학교

snudunoy717@snu.ac.kr

학생들의 변화된 인식론적 프레이밍에서 비롯된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학생이 과학적 논변 활동에서 진

본 연구는 반응적 교수법이 학생들의 생산적인 과학적

정한 과학적 실행에 참여하도록 생산적 프레이밍을 지

논변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중학교 2학년

원하는 교사의 반응적 교수 전략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

학생 30명과 교사 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고 자극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응 단원의 논변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실험

• Session 5-2 Creativity
09:30~10:50, Friday, February 10 / 102 Bldg. 11

초, 중학교 과학교과 연계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탐색

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활동부터 넓은 의미로 창작을 통
해 인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교육까
지 다양한 목적을 갖고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

1

김민기 , 박정우

2

1

한국발명진흥회, 2서울대학교

minkee@kipa.org

에 도움을 주고자 지역 교육청 및 한국발명진흥회는 2년
에 걸쳐 과학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학생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초등학교 5,6 학년과 중학교 1-3학

발명교육은 좁은 의미로는 학생들이 과학 등의 정규 교

년을 대상으로 7종의 초, 중등 과학교과 연계 발명교육

과 이해에 기반을 두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7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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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 발명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양적, 질적으로

적 특성), 9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온

분석하였다. 경기도 교육청의 협조로 선정된 중점교원

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STEAM R&E 활동이 시작

100명(초등 20개교 55명, 중학교 23개교 45명)이 본 프

되는 초기(사전)와 활동을 모두 마친 후(사후)에 두 차례

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각 교사 당 1개

에 걸쳐 이루어졌다. 참여 학생은 사전 검사 313명, 사후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검사 300명이었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결과는 SPSS

을 진행한 교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장, 단점 및

21.0을 이용해 t검정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후 검

보완점 등의 의견이 수합되었으며, 참여 학생 671명을

사의 전체 문항 평균 점수가 사전 검사에 비해 통계적으

대상으로 과학창의성 및 발명 태도 검사가 실시되었다.

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검사지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과학창의성 행동특성

영역의 개방성 외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상승을 보

점검표”(신원호, 2015, 30문항) 및 “학생 발명의 태도 검

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STEAM R&E 활동이 학생들의

사지”(임형규, 이춘식, 2012, 24 문항)를 선정하여, 수정

창의적 인재 역량의 함양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

및 적용 하였다. 조사 결과 학생의 과학창의성 및 발명

로 확인하였으며, 학생들의 창의적 인재 역량이 어떻게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통계적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적조사가 후속연구로 진행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도구, 문항에 대해 학교급

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을 고려하여 그 시사점을 설명하려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추후 과학교과와 발명교육의 연계에 대한 구체적 실
행 방향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한다.

발명인재 핵심역량 요소 도출을 위한
델파이 조사

STEAM R&E 활동을 통한 고등학생의
창의적 인재 역량 변화

문공주 , 황요한 , 김민기 , 이경표 , 김미희

문지영, 문공주, 황요한, 김성원

1

1

2

2

2

1

이화여자대학교, 2한국발명진흥회

munkongju@gmail.com

본 연구에서는 발명인재 핵심역량 요소 도출을 위한 전

이화여자대학교

문가 그룹을 선정하여, 전문가 그룹 의견을 토대로 한

jiyeong86@gmail.com

발명인재 역량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발명교육 및
우리나라 교육부는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할 창의

발명영재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적이고 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 융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였다. 또한 발명 인재의 미래 직업군에 대한 명료화

융합인재교육(STEAM)은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

를 통한 발명인재 역량을 재정의 하였다. 이에 델파이

미와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조사 방법을 통해 발명인재의 미래 직업과 발명인재의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수행된 STEAM R&E

역량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다. 발명인재의 역량을 도

(Research and Education)는 실생활과 관련된 융합적

출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은 국내의 발명교육 및 발명영

문제 상황에 대하여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를 하

재교육 전문 연구자 12명 및 발명교육 경력이 있는 교원

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과학

8일은 포함하여 총 20인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연

기술 사회에 적합한 인재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

구자들은 발명교육 및 발명영재와 관련된 연구 및 교육

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 수행된 STEAM R&E 사

을 10년 이상 경험한 전문가들이었으며, 전공은 과학교

업의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6 STEAM

육, 교육과정, 기술교육, 기계, 전자, 공업 교육 등이었

R&E 활동에 참여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인재

다. 연구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델파이 조사 연구에

역량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검사도구는 5점 척도의

참여하였으며, 델파이 조사 방법을 통한 연구 방법에

창의적 인재 역량 검사지(지은림 & 주언희, 2012)를 사

대한 이해가 높았다. 연구 결과, 발명영재의 미래 직업

용하였고, 총 32개 문항과 3개 영역(인지적/정의적/사회

영역은 ‘발명가 및 컨설턴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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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공학자/과학자’, ‘정보통신 분야’, ‘특허 관

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소개하고 스스

련 분야’, ‘창업 및 기업가’, ‘제작 및 설계’ 이었다. 또한

로 주제를 찾아 탐구역량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을 다

발명인재의 핵심역량 요소로는 지식⋅학분즉 역량에 하

루고 있다. 최초 탐구주제 발견에서 학생들은 AlphaGo

위 9요소, 기술⋅기능적 역량에 하위 7요소, 직무수행

의 영향으로 인공지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역량에 하위 7요소, 인성역량에 하위 11요소로 전체 34

이를 활용하여 Google에서 시도하고 있는 무인자동차와

요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융합적 지식

같은 스스로 판단하여 작동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

의 습득, 설계 및 제작 능력, 호기심과 관찰력, 공동체

발해보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그

의식 및 공감 능력 등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발

러한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무엇

명인재의 미래 직업과 발명역량을 탐색하였으며, 이 같

이 있을지 고민하게 하고 해결책을 간접적으로 가이드

은 결과에 바탕을 둔 역량 중심의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해주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외부 환경에 대한 센싱과

설계를 제안하였다.

이를 데이터화 하여 데이터 프로세싱을 통해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적인 사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
다. 학생들은 센서로서 주변에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초

대학 연계 RnE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STEAM
소양의 발전
1

2

3

이승우 , 조오근 , 김영민
1

동서대학교, 2낙동고등학교, 3부산대학교

seungwoo@dongseo.ac.kr

음파 센서를 사용하였고, 데이터 프로세싱과 모터 컨트
롤을 위해 아두이노 메가보드를 활용하였다. 단순한 초
음파 센서의 작동에서 벗어나 학생들은 자율주행 시스
템의 확장을 위해 2개의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게 되었고
자동차 프레임을 3D 프린터로 제작할 수 있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환경하에서 학생들은 지적호기심을 가지고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이라는 STEAM적 프로젝트를 완성

본 연구에서는 대학 연계 RnE (Research and Education)

하기 위해 역량을 발휘하였고 점진적인 능력의 발전을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ICT (Infor-

확인할 수 있었다.

• Session 6-1
09:30~10:50, Friday, February 10 / 101 Bldg. 10-1

Moving Towards Scientific Practices:
A Study of Selected Learning Outcomes
from the Intended Primary Science
Curriculum in Six East-Asian State
Yew-Jin Lee, Peter Peng-Foo Lee,
Timothy Ter-Ming Ta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peter.lee@nie.edu.sg

educated in science. Now, teachers should incorporate
important ideas such as cross-cutting themes, core
ideas, and science as practices into their classrooms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2). Moreover, the integration of disciplines traditionally classified under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has been re-emphasized as a “package” with
many commonalities. Above all, such ideas as found in
the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NGSS)

Research problem

(http://www.nextgenscience.org/) are believed to bet-

Recent proposals in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desired

ter realize two important domains of knowledge that

outcomes of science education are moving towards a

teaching science by inquiry is unable to fulfil adequately:

more sophisticated conception of what it means to be

the procedural and the epistemic where the former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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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scores the doing of science and the latter its evalua-

phrase of some LO do not reference scientific/disciplinary

tion and justification of data, claims and theories

content in biology, physical science or earth science,

(Osborne, 2014). Of course, mastery of subject matter

but instead index aspects about the scientific process.

knowledge—the traditional foci of many school curricula

These are represented by the following examples:

—is not ignored although the mere accumulation of facts
is now subservient to the broader and more enduring
goals of critical thinking of life and work writ large,

• To identify features on maps and photographs
(Hong Kong)
• To draw sketches/maps and other graphical representations to display information about places

that is, scientific literacy.

(Hong Kong)
Theoretical framework

• Use the five senses to observe the characteristics

To what extent are these learning outcomes (LO) present

of objects (e.g., color, sound when tapped, odor,

within the intended curricula in primary science in East

weight, etc.) (Taiwan)

Asia? Whether states use the learning outcomes or

• Be aware that some of properties of objects can

learning standards, specifications in the intended school

undergo change and vary (e.g., ice melts when the

curriculum normally contain two components: a verb

temperature rises) (Taiwan)

(describing the cognitive processes involved), and a noun
phrase (the knowledge to be obtained/manipulated)
(Anderson et al., 2001). In the following example,
“observe” is the command verb while the rest of the
sentence (the noun phrase) is the knowledge outcome

• Classify objects based on their features or properties (e.g., size, shading, etc.). (Taiwan)
• Understand that the results of scientific inquiry
should be open to re-verification (China)
• Be able to perform careful observations using sim-

to be learnt.

ple tools (magnifier, microscopes, etc.) and express

Observe a variety of living and non-living things and

(the results) with diagrams and words (China)

infer differences between them.
In our research, we have thus examined the curricula
from six East-Asian states (China, Hong Kong, Taiwan,
Japan, Korea & Singapore) and found this to be typical.1)
We have also analyzed the conceptual demands of these

Table 1. Numbers of learning outcomes in six East Asian
states showing the domains areas of life science, physical
science, earth science, science practices and unclassified
or Science & Technology types.
Life
science
(%)

Physical
science
(%)

Earth Scientific Unclass
science practices or S&T
(%)
(%)
type

Hong Kong
18 (31.5) 8 (14.0)
(n=57)

9 (15.8) 19 (33.3) 3 (5.4)

curricula using revised Bloom’s taxonomy to determine
what and how well should students learn (see Table 1).
These results have been published and serve as a useful
comparison of the range and scope of conceptual demand
among different states (Lee, et al. 2017).

Japan
(n=31)

9 (29.0) 15 (48.4) 7 (22.6)

Findings

China
(n=162)

52 (32.1) 33 (20.4) 49 (30.2) 28 (17.3)

From our pool of 560 LO, we have found that the noun

Taiwan
(n=114)

1) Technically speaking, Hong Kong is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AR) of China, a territory and not a
state although for convenience it will be called as such
here. By designating all these six regions or territories as states, we wish to remain neutral as to their
legal or political status within international politics.

Korea
(n=113)

8 (7.0)

19 (16.7)

5 (4.3)

25 (22.1) 59 (52.2) 29 (25.7)

Singapore
38 (45.7) 45 (54.3)
(n=83)

0

0

0
0

71 (62.3)

11(9.6)

0

0

0

0

In these LO, the target knowledge is some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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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about scientific processes or nature of science that

sary stage of learning to participate in any

we believe will help learners achieve better under-

practice. These acts, if performed by following

standing of scientific practices. It is clear that not all

instructions, would be considered periphera

of the six states that we have examined contained these

l….Instruction could also declaratively support

kinds of learning outcomes; in half of them not a single

students to understand how all of these aspects

one could be classified this way! On the other hand,
the Taiwanese curriculum has 62.3% of its LO under

of practice fit together and why.
In our presentation, we will discuss whether these are

scientific practices followed by Hong Kong & China.

useful compromises or realistic LO that will assist

These present interesting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teachers to realize scientific practices in East Asia given

learning if we uphold NGSS as a new golden standard

the acknowledged pressures of schooling and

for science education.

high-stakes exams. We further hope to discuss why cer-

We acknowledge that all typical LO will spell out various

tain states seem to have such a large proportion of their

forms of desired knowledge and skills in order to achieve

curriculum under these special LO.

literacy among learners; there is no “content-free”
process in science learning. Yet, we argue that these
objectives represent a special case of transitional stepping stones towards achieving what the US NGSS has
already proclaimed about the value of learning through

Teaching and Learning in Science
Classroom: Case Study the Best
Practice of Thai Instructors

practices. The reason why these outcomes are not genuine practices following NGSS are because

Coupling practice with content gives the learning context, whereas practices alone are activ-

Ruhaisa Dearamae, Jiradawan Huntula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haiza_063@hotmail.com

ities and content alone is memorization. It i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eatures

through integration that science begins to

of teaching and learning in science classroom by the

make sense and allows students to apply the

best practice of Thai instructors. There were four case

material. (NGSS, 2013, p. xiv).
However, these are practical learning activities will help

studies consisting of one pre-service teacher and three

students move towards understanding practices. This

observation and interview and analysed by inter-

is not necessarily a major shortcoming because according

pret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best practice of

to Ford (2015, p. 1047),

Thai instructors had the features as following 1)

in-service teachers. The data was collected by classroom

A full-blown ability to participate in a practice

Students are involved with learning more than listening

may require considerable time and experience

2) Students are involved with development skills 3)

to develop, as different aspects of the practice

Students are involved with higher order thinking 4)

become mastered, and the participant learns

Students are involved with activities 5) Students are

more central aspects of it. Performing scien-

involved with exploration of their attitudes. Moreover,

tific acts according to declarative information

all of instructors were actively engaging their students

(e.g., following a measurement procedure,

to construct knowledge themselves.

providing evidence for a claim when prompted,
learning how respiration works in plants, crit-

1. Introduction

iquing claims, evidence, methods) is a neces-

Science educational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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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 which provide students to gain scientific knowledge

1) Students are involved in more than listening.
2) Students are involved on development of students’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Nuangchalerm, 2010).

skills.

However, there are many science teachers still perform
as teacher centre and lecture instruction. The lecture

3) Students are involved in higher order thinking.

instruction is the teaching that teachers transfer their

4) Students are involved in activities.

knowledge to students and makes the students lake of

5) Students are involved on students’ exploration of

active learning in classroom (Ye Zhao, 2003). To under-

their attitudes.
In addition, all instructors gave an opportunity for the

stand how to teach and learn science in Thai context,
the aim of this research was to study the best practice
of Thai instructors’ classroom selected by a supervisor
to find the features of good teaching and learning.
2. Methodology
The case study was suggested from their supervisor.
There were four case studies including; one pre-service
teacher from Khon Kaen University and three in-service
teachers from Sidawittaya School, Khoksiwittayasan
School and Anuban Chaiyaphum School. This research
collected data by classroom observation and interview.
The data were analysed by interpreting data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ctive learning of Bonwell &
Eison (1991).

students to prepare instruments and did the experiment
by themselves with their group. This helped students
to construct knowledge and discover a new knowledge
by themselves.
4. Conclusion
The best practice of Thai instructors had the features
of teaching corresponding the characteristics of active
learning (Bonwell & Eison , 1991). All of four case studies
used the teaching method that focuses on students’ participation in teaching by experiment within group. There
is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take part experimental
activity by themselves. In addition, all of Thai instructors were actively engaging students to construct
knowledge themselves.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active learning (Bonwell
& Eison, 1991)
 Students are involved in more than listening
 Less emphasis is placed on transmitting information
and more on development of students’ skills
 Students are involved in higher order thinking
(analysis, synthesis, evaluation)

Examine Student' Understanding of
Scientific Argumentation: Thailand
secondary high school
1

2

Wisanugorn Nammungkhun , Chaiyapong Ruangsuwan
1

Banphaisuksa School, Thailand,

2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Students are engaged in activities (such as writing,

Wisanugorn@kkumail.com

reading, discussing, and observing)
 Greater emphasis is placed on students’ exploration
of their attitudes and values

Conceptual Background
Nature of science is heart of learning science. One important component of the nature of science is scientific

3. Research Findings

decision making upon acceptable evidence. The stud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best practice of Thai in-

learns science as scientist that their experimental result

structors had the features of teaching corresponding

will be tested and argued before being accepted.

the characteristics of active learning (Bonwell & Eison,

Scientific argumentation is very important role for writ-

1991) which are;

ing and discussing in science classroom. In addition,
Bringing Scientific Literacy Forward: National & International Perspectives | N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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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also supports ability for reasoning and understanding

entific argumentation also studied. It was found as fol-

scientific concepts as well as the science culture.

lowing

Scientific argumentation characteristic is the process

1. The homogeneity of variance of all 6 parts found

that used by scientist for building and evaluating the

the same variance that significantly accepted (p

claim, such that, the student should be improving and

= 0.280)

experiencing this characteristic (McNeill and Pimental,

2. The different test of mean scores in between 6

2009). The teaching and learning that focus on the argu-

parts found that the difference are statistically

mentation leads to nature of science because science

significant level at .05 (p = .00), such, at least

is social activity of mankind. And argumentation is heart

1 pair are difference

for developing the scientific knowledge, therefore, sci-

3. The different test between mean score of boys

entific argumentation should be promoted to be placed

and girls are found that the difference are stat-

into the school science curriculum (Sampson and Clark,

istically significant level at .05 (p = .524)

2008).
In Thailand, there are very lack scientific argumentation

Implication

in science classroom and it would be one factor for the

The results shows that the students know all 6 parts

failure of science education. To promote the scientific

of understanding of scientific argumentation, argu-

argumentation into the curriculum, the pilot study about

mentation components classification, level of qualified,

the argumentation understanding of student is set as

declaration of claim, references, rebuttal and quality

main aimed of this research.

of reasoning. By comparing the mean score of each part
to other parts, understanding of student toward the part

Methodology

of quality of reasoning is higher than other parts

This pilot research aims to study the understanding to

significantly.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students’

scientific argumentation of grad 10 students. The design

understanding about scientific argumentation is

of this study is quantitative method.

acceptable. However, the larger sample should be stud-

Data

ied before placing scientific argumentation into the les-

The main tool of this study is the Test of Scientific

son plan or curriculum.

Argumentation. It was translated into Thai language
because Thai student has nor familiar with English. The
test targeted participant’s understanding scientific argumentation and components of scientific argumentation.

Teacher Perceptions of Inquiry and
STEM Education in Bangladesh

45 studen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test of scientific
argumentation, the test consists of 6 parts related to
the components of scientific argumentation.

Kazi K. Shahidullah
University of Nevada, USA

kazishahidullah@nevada.unr.edu

Data Analysis

This research explored lower secondary science teachers’

The response of each student had been marked and

perceptions of current classroom practice in Dhaka,

grouped to 6 parts of data. The data have been further

Bangladesh, concerning inquiry and STEM Education

analyzed by using one-way ANOVA, independent- sam-

in order to establish a baseline of data for the reforma-

ple T-Test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for classi-

tion of science education in Bangladesh. Bangladesh has

fying the sample. In addition, the gender related to sci-

been trying to incorporate inquiry-based science 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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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ula since the 1970s. Over the time, the science curric-

practice a certain level of inquiry in their science class-

ula is also aligned with different international science

rooms, though they do not have adequate professional

education movements such as Science for All, Scientific

development. During the study, participants stated that

Literacy,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they did not have sufficient instructional materials and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the curriculum was not articulated enough to support

(STEM) is the most recent movement in the field of inter-

inquiry. At the same time, the participants also reported

national science education.

that they understood and practiced a certain degree of

The study explored science teachers’ perceptions and

inquiry and STEM-based science education, but they

readiness based on their self-reported survey for the

also stated that the current curriculum and instructional

transformation of their classrooms. The survey utilized

materials are not sufficient neither to practice inquiry

Likert-type scale from range 1 (very strongly disagree)

nor to integrate more than one or two disciplines with

to range 6 (very strongly agree), among four hundred

science which is required in STEM integrated teaching.

lower secondary level science teachers, teacher training

Finally, this study recommends a framework for science

college faculties, and university faculties. The data is

education reform suitable for Bangladesh based upon

presented in four different categories: curriculum, in-

successful international science education reformation

struction, assessment,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practices.

Results indicate that the participants understand and

• Session 7-1 Teaching & Learning
15:10~16:30, Friday, February 10 / 107 Bldg. 11

중등교사의 ‘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서 나타나는 담화의 특징

에서는 정보 제공의 주체가 교사로 많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과모사구’ 수업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비슷한 비
율로 정보 제공의 주체가 되고 있다. 또한 일반 수업과는

고영욱, 최승언, 김찬종

달리 ‘과모사구’ 수업에서는 공유된 ‘Given’을 담화의 두

서울대학교

주체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담화의 ‘응집

snsn5@snu.ac.kr

성’을 높이는 부분이 ‘과모사구’ 수업에서는 전체 담화의
약 30% 정도로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와 역할에 대한

이 연구는 중등교사의 ‘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이하

긍정적인 감정을 실어주고 있다. 학생의 능동적인 담화

과모사구)’ 수업에서 나타나는 담화의 특징을 밝혀내는

참여는 진정한 의미의 학습의 기회를 넓혀준다. 일반 수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위해 과학 모델링에 대하

업의 경우 교사 주도에 의한 신속한 정보의 발전이 이뤄

여 관심 있는 지구과학 중등 교사 3명과 전라북도 정읍

질 수는 있지만, ‘과모사구’ 수업의 경우 그것 보다는 학

시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N=80)을 모집하였다. 이들은

생들의 능동적 구성과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 탐구 능력

‘태양의 자전과 흑점의 이동’이라는 주제로 소집단 활동

을 기르는데 용이해 보인다. 이처럼 ‘과모사구’ 수업은

이 없는 일반 교실 수업과 소집단 활동이 있는 ‘과모사

일반 수업과 다른 담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 연구는

구’ 수업을 진행 하였다. 일반 교실 수업의 경우 설명 장

과학 탐구의 본질에 가까운 ‘과모사구’ 수업의 필요성에

르와 보고 장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과모사구’ 수

대한 함의를 가진다.

업의 경우 설명 장르와 탐구 장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이 중 설명 장르가 잘 나타나는 담화를 ‘정보의 흐름’
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사에 관계없이 일반 수업
Bringing Scientific Literacy Forward: National & International Perspectives | 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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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다양한 범위의 모델을 모델로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

메타모델링을 강조한 모델링 수업이
초등학생들의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인식과 모델링 수행에 미치는 영향 탐색

하였으나, 통제반에서는 과모사구 수업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막연히 모델이라고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통제반에서는 수업 후에도 여전히 모델이 무엇인지 정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41.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임성은, 박창미, 최승언, 김찬종

이에 따라 실험반과 달리 통제반에서는 ‘모델의 목적’ ‘모

서울대학교

델의 가변성’과 관련된 항목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

skyblue8435@snu.ac.kr

식이 발달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모델의
설계와 구성’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실험반과 통제반 모두

모델과 모델링을 활용한 수업은 진정한 과학적 실행의

뚜렷한 인식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델의 다양성’과

참여이며, 이를 통해서 과학적 내용을 이해하며, 과학탐

관련된 항목에서는 통제반의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나타

구를 경험하여 과학탐구의 원리와 기술을 익히며, 과학

났지만 모델러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

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4.1%을 차지하였다. 과모사구

라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델과 모델링을 활용한

수업이 이러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

교육방법을 유의미하게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부족한

단되나, 모델과 모델링의 다양한 본성에 대한 폭넓은 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모델링을 강조한

식 보다는 과모사구 수업과 관련한 제한적인 인식을 가지

모델링 수업이 초등학생들의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인

게 함을 알 수 있다. 즉, 모델을 하나의 개념을 명확히 인

식과 모델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초등학생

지하지 못한 채 과모사구 수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모델

들이 모델과 모델링을 활용한 수업에 유의미하게 참여

과 모델링에 대한 인식 수준이 증가한다고 할 수 없었으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며, 초등학생들에게 모델링 수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를 위해서 서울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4학년 2개

모델과 모델링의 본성인 메타모델링 지식의 명시적 접근

의 학급(N=17)2을 선정하였으며 실험반과 통제반으로

방법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실험반에서는 메타모델링

모델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

을 강조한 모델링 수업을 위하여 메타모델링 지식과 관

저 ‘개인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내용 영역’, ‘표상

련된 수업을 1차시 진행한 후 모델링 수업(과모사구 수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조 모델을

업)을 진행하였으며, 통제반에서는 모델링 수업(과모사

구성하는 과정’에서 감소하였지만, ‘표상 영역’에서는 오

구 수업)만을 진행하였다. 과모사구 수업 주제는 ‘구멍

히려 차이가 더 커졌다. 또한 실험반에서 모델의 목적을

이 있는 현무암과 구멍이 없는 현무암이 생성되는 까닭’

고려하여 적합한 모델의 종류를 고려하는 ‘다양성 영역’

이며 4차시 동안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초등학생들이

과 관련된 긍정적인 담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모델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인식(메타모델링 지식)을 알아보

을 평가하는 과정’, ‘개인모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는

기 위해 수업 전ㆍ후로 사전ㆍ사후 설문지와 인터뷰가

실험반과 통제반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조 모델을

사용되었으며, 모델링 수행을 살펴보기 위해서 과모사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모델의 설명력을 고려하여 평가하

구 수업에서 사용된 활동지, 담화내용, 활동 결과물, 인

는 빈도가 실험반에서 더 컸으며, 표상성과 관련한 질문

터뷰 등이 사용되었다. 설문지는 Grosslight et al.

은 실험반에서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모델과 모델링

(1991)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Grosslight et

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실험반에서는 통제반과 달리

al. (1991)와 오필석(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코드를

모델링을 수행할 때 특정한 영역을 고려하여 수행하는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모델링 수행은 Bamberger &

모습을 나타냈다. 즉, 메타모델링을 강조한 수업이 모델

Davis(2013)와 Baek(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질적으

을 구성하는 활동 중 일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로 분석하였다.

인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험반 학생들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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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과학 교실
탐구공동체 관점에서 본 교사의 역할에
대한 사례 기반 고찰
정용재

Building a Theoretical Model of
Intellectual Resources Transfer
between Science and Mathematics:
An Empirical Study
1

공주교육대학교

2

Kyungwoon Seo , Kyong Mi Choi , Brian Hand

2

1

Minnesota State University, 2University of Iowa

yjjoung@gjue.ac.kr

2015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에는 ‘의

kyungwoon.seo@mnsu.edu

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5개

The study presents the development of a theoretical

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에도 ‘과학적 의

model for transfer of intellectual resources that stu-

사소통 능력’과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이 포함되

dents use and develop when learning and doing sci-

어 있다. 이들은 모두 ‘공유’를 추구하거나 기반으로 하는

ence and mathematics. Grounded on the argument

역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 수업에서 공

that critical thinking skill is not domain-specific,

유를 위해서 교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본 연구는

and based on the work of Bailin (2002; 2007) and

과학수업에서 공유를 위해 교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Mulnix (2012), the study argues for the importance

지에 대해 과학 교실 탐구공동체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을

of understanding the intellectual resources students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한 초등교사의 한 차시
수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수업 사례의 분석은 연구자가 1
차 분석을 실시한 후, 초등교사 4인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
여 다시 2차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편, ‘과학
교실 탐구공동체’란 “자연 현상이나 사물과 관련하여 진
정한 의심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
로, 참여자로서 목적을 공유한 구성원들이 실제적 효과에
대한 관찰과 오류가능성을 견지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소
통을 통해 최선의 설명과 해결책에 이르고자 끊임없이 노
력하는 교실 공동체”를 말한다. 수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사 역시 탐구공동체의 일원이어야 한다는 기존 연구의

have that can be transferred across the disciplines.
The theoretical model of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intellectual resources are centered on two parallel epistemic practices students engage in science
and mathematics - searching for reasons (abductive
inference in science and inductive inference in
mathematics) and giving reasons (deductive inference in both disciplines). The model was empirically verified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standardized science

이론적 제안에 따른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시간 확

and mathematics assessments data from 9,300 fourth

보, 아동의 눈높이를 고려한 의사소통, 아동의 서로 다른

grade students. From the analysis, students’ use of

의견 발표 장려, 구성원 전체의 탐구 문제 명료화 유도,

two epistemic practices was verified, and the devel-

실험방법에 대한 아동 스스로의 검토 유도, 아동 간 상호

opment of parallel practices in science was shown to

존중 분위기 조성, 친화적 학급 공동체 운영 등 공유를 위

impact the development of the two practices in

한 교사의 노력을 볼 수 있었다. 또, 교사 중심 의사소통

mathematics. More specifically, a fourth grader’s

의 한계, 도구의 한계, 공간의 한계, 유용함의 한계 등이

ability to search for reasons in science affects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향과 참

his/her ability to search for reasons in mathematics,

여’ 영역에서 공동목표, 주인의식, 유용성/호혜성 등을,

and the ability to give reasons in mathematics was

‘의사소통’ 영역에서 번역, 교환, 수평적의사사소통 등을,

shown to be affected by the same ability use in

‘물리적 환경’ 영역에서 도구/기술, 공간, 시간 등을, 그리

science.

고 ‘심리적 환경’ 영역에서 상호존중/신뢰, 친밀감 등을
위한 교사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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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7-2 Philosophy Teacher Education
15:10~16:30, Friday, February 10 / 102 Bldg. 11

로버트 보일의 정량적 실험, 설명,
그리고 기계적 철학

성과정을 기존의 이론들 간의 대칭성으로 향하여 인식
론적인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과, 그럴듯함으로 향하여
개인의 인지과정과 과학사의 유사함을 가정한 인지 심

김진영

리학적인 특징을 논의한다.

서울대학교

jinyeong.gim@gmail.com

로버트 보일(1627-1691)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법칙적 관계를 발견한 대표적인 자연철학자이다. 본 연

예비교사와 경력교사의 과학 수업
관점 비교

구에서는 보일의 법칙을 둘러싼 실험, 설명, 그리고 기
계적 철학의 세 개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당대 보일의
과학 연구 활동의 철학적, 역사적 의의를 도출한다. 이
와 같은 작업을 토대로, 초등과학교육과정에서 제시된

1

2

전영석 , 정하나
1

서울교육대학교, 2서울수송초등학교

jhunys@snue.ac.kr

보일의 법칙 지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할 수

교사의 전문성 수준은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있는 지도 원칙을 수립한 뒤, 과학적 탐구수행 능력 신장

한 핵심 요인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이라는 직무를

을 위한 보일의 법칙 지도 계획의 적용 사례를 제시할

통해 발휘된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초보자인 예비교

예정이다.

사시절부터 교수 전문성을 갖춘 경력 교사가 되기까지
교사의 일생에 거쳐 발달된다. 예비교사 시절에는 실험
과 탐구를 다루는 과학 수업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이것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대칭성을 을
기반으로 한 특수상대성 이론

은 초임 교사 시기까지 이어지면 학생들의 과학 학습의
질을 저하 시킬 수밖에 없다. 예비교사의 어려움을 줄이
고 과학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 수업의

1

오준영 , 손연아

2

1

한양대학교, 2단국대학교

jyoh3324@hanyang.ac.kr

전문성을 갖춘 경력교사와 예비교사의 과학수업관점을
비교하여 예비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교사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효과

아인슈타인에게는 아름다움은 물리 이론이 자연을 어떻

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업의 전문성을 갖춘

게 표현해야하는가를 결정하는 창의적인 과정의 가정

경력교사가 과학 수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예비

중요한 지침이였다. 과학자들이 아름다운 과학이론 중

교사가 가진 관점을 비교‧분석하여 예비교사교육에 시사

의 하나라는 특수상대성이론을 발견하게 된 원동력은

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원래 당혹스런 실험 결과가 아니었다(물론 마이컬슨-몰

연구의 대상은 14명의 초등예비교사와 9명의 초등경력

리의 실험은 분명히 당혹스런 실험 결과였지만). 뉴턴역

교사로 예비교사, 경력교사 모두 4개의 모둠으로 구성되

학과 맥스웰 전자기이론이라는 두 가지 고전과학의 이

었다. 한 모둠은 3~4명으로 경력교사는 2개의 팀에 중

론적 뼈대가 충돌하였다. 모든 관성기준계는 동등하다

복 배치되기도 했다. 총 8개의 팀은 4개의 교생수업을

는 특수상대성이론은 두 이론을 하나로 통합하여 둘을

관찰하고 수업 비평을 하였다. 한 수업에 예비교사와 경

양립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대칭

력교사가 한 팀씩 지정되도록 분배하였다. 수업 비평 전

성으로 향하였다. 누가 관찰하든 빛의 속도가 언제나 변

에 수업 비평 기준을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되 인상적

함없이 c라는 가정의 출발은 단순성과 논리적 필연성으

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비평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집

로 향한다.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형

한 예비교사와 경력교사의 수업비평문을 2가지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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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교분석하였다. 첫째로 예비교사와 경력교사가 과

신념은 대부분 구성주의 학습관을 따르고 있었다. 하지

학 수업의 어떤 측면을 주로 비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

만 예비교사의 경우 이런 생각이 영역에서만 관찰되었

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수업 비평 기준영역에 맞게

다. 셋 째, 경력교사는 수업의 계획과 실행, 평가에 이르

비평문을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예비교사와 경력교사가

기까지 학습 목표(성취기준)를 중심으로 일관성을 유지

작성한 비평문에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비평을

하는 수업이 좋은 과학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

종합하여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한 신념을 추출하였다. 그

지만 예비교사는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수업 전체를 통

리고 예비교사와 경력교사의 생각을 비교하였다.

찰하는 안목이 부족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예비교사는 수업을

예비교사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예비교사에게 수

볼 때, 수업의 계획과 실천 영역을 주로 비평하고 경력교

업의 다양한 측면을 안내하고 수업을 보는 안목을 확장

사는 수업의 지식, 계획, 실천 영역을 포괄적으로 비평

시키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교사가 갖추지

한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는 교수-학습 지도안이나 교

못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학습 활동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에만 관심

필요가 있다. 이미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이 포함 되어 있

을 가지고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력교사는

다면 예비교사들에게 내면화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

수업의 여러 측면에 대한 비평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민이 필요하다.

둘 째, 경력교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한

• Session 7-3 STEAM Expert Research Announcement
15:10~16:30, Friday, February 10 / 101 Bldg. 11

2009개정교육과정 과학 교과서&지도서 내
STEAM 교육 프로그램 분석틀 개발 및
분석 결과: 초등 5~6학년군을 중심으로

업이 가능한 차시에 단순 표시만 해둔 정도에 그쳤다.
이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개정, 보급된 2009개정교육
과정 5~6학년군 과학 교과서와 지도서 내 STEAM 프로
그램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에 연구된 STEAM 프로그램

김상한1, 김성원2

분석도구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여 초등교육의 현장에

1

대구화동초등학교, 2이화여자대학교

맞는 분석틀을 3개 범주 11개 요소로 구성하여 개발하였

sungwon@ewha.ac.kr

고 이를 활용하여 과학 교과서와 지도서 내 STEAM 프로

이 연구는 STEAM 프로그램 분석 도구를 개발하고,

그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9개정교육과정 초등 과학 교과서와 지도서 내의

첫째, 과학 교과서와 지도서의 STEAM 프로그램을 분석

STEAM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과

할 수 있는 분석틀은 융합설계, 융합역량, 융합평가의 3

학 교육과정 내 STEAM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개 영역과 11개 하위 요소로 구성하였다.

자 한다. 이는 차기 교육과정 과학 교과서와 지도서 내의

둘째, 개발된 분석틀에 의한 교과서와 지도서 내 STEAM

STEAM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학교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STEAM 교육의 목적

현장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다. STEAM 준거틀에 의하여 프

2009개정교육과정의 시행과 동시에 시작된 STEAM 교육

로그램이 구성되어 외형적인 프로그램의 틀은 STEAM

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과학 교과서에

교육에 부합되게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면적

STEAM 프로그램이 그 목적성에 부합되게 반영된 시기

인 STEAM 목적인 창의적 설계과정의 반영과 협력적 의

는 2015년 5,6학년군의 과학교과서가 보급된 시기부터이

사 소통과정은 다른 요소에 비해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

다. 물론 2014년에 개정, 보급된 3,4학년군 과학 교과서

셋째, STEAM 프로그램 적용 후 교육과정의 목표에 도달

와 지도서에도 STEAM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으나 기

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존의 과학 교육내용에 STEAM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수

있지 않아 교사가 수업 연구 시 매번 평가방법과 평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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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향후 개정,

해낼 수 있는 이론적 토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보급하는 교과서와 지도서에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초등 과학교육과정의 교과서와 지
도서 내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STEAM교육 정책 시행교사들의 인식 조사
초등 융합인재교육(STEAM)의 연구
동향 분석
1

김시은 , 김성원
1

2
2

미리벌초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sungwon@ewha.ac.kr

이만재1, 권순희2
1

2

포항양덕초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sungwon@ewha.ac.kr

본 연구는 STEAM 교육 정책에 대한 시행교사들의 인식
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STEAM 교육 정책에 대한 교사들
의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 집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최근 수년간 학교 현장에 도입된 STEAM 교육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

는 여러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그 연구 결과들은 우리

기 위해 “2016년 융합인재교육 전문가 선도교원 양성과

나라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본 연

정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불순

구에서는 STEAM 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

응 양상을 ‘의사소통, 자원, 정책, 행위, 권위’ 관련으로

여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학술 논문을 대상으로 그들의

분류한 Coombs(1980)의 논의를 기준으로 심층 면담을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은 2011년부터 2016

실시해 STEAM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면담

년 9월까지 초등 융합인재교육(STEAM) 관련 연구 논문

이 끝난 후 녹음 자료를 귀납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면

128편이었다. 학술정보원을 통해 검색하여 확인한 연구

담 자료 분석 결과 정책의 목표에서부터 행위에 이르기

논문들을 연도별, 학술지 분야별, 연구대상별, 연구유

까지 전 분야에서 교사들의 부정적 인식이 나타났으며

형, 연구내용, 연구지역의 준거를 통해 분류하고 그들

STEAM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들의 인식조사에 따른 결

연구 논문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점차 많이 출간

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STEAM 교육 정책의 올바른 시

되다가 2014년에 주춤하였고 2015년부터는 다시 증가하

행과 확산을 위해 교육모형의 확립과 학자들의 합의가

였다. 연구방법별로는 양적연구, 혼합연구, 질적연구의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STEAM 교육 정책 성공을 위해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유형별로는 실험연구가 가장 많

서는 교사의 의견을 피드백 받아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실험연구/사례연구, 조사연구, 개

쌍방향식 정책 진행을 위한 사업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발연구, 문헌연구, 사례연구, 조사연구/사례연구 순으

셋째, 각 시도 교육청에서 STEAM 교육 연수를 시행할

로 분석되었다. 연구 내용별 분석 결과 프로그램 개발 적

수 있도록 예산과 전문 인력을 배치해 지역별 집합연수

용 및 효과 분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프로그램

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연수프

개발 적용, 인식 및 태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분석,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현장 적용성이 높은

이론 및 방향 제시, 연구동향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교사 연구회를 늘리고, 상금이 있

지역별 분석으로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

는 “STEAM 프로그램 제작 경연대회” 개최와 같은 유인

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 대구, 제주와 같은 광역시

가가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STEAM 교육과 관

에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련된 성취기준 및 평가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교과

이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화, 학년군

서 및 지도서에 지도방법과 지도안을 제시해 교사들이

간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의

STEAM 수업을 하는 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

확대, STEAM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 개발, 행

다. 여섯째,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급에 책정해

정적‧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융합인재교육의 본질을 구현

STEAM 교육 실행 여건을 마련하고 STEAM 교육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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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책임을 정책 집행자 및 대상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

탄소의 발생을 처음부터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

록 해야 한다. 일곱째, 홍보 및 보급을 위한 홈페이지 관

도록 구성하였다.

리를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수정·보완을 통하여 초
등학교 6학년 6개 학급(약 150명)을 대상으로 그 효과성
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수업을 실행한 현직 초등학교

과학적 문제해결을 기반으로 한
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 구성
방안 탐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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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6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미국차세대과학표준(NGSS) 과학ㆍ공학
실천의 고찰: 초등학교 학년, 핵심개념
중심 실천의 분류와 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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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융합
인재교육(STEAM)이 반영된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 실
현된 교육과정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다양한 선
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과학적 문제해결을 기반으로 한

한아름1, 김성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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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STEAM) 수업의 예시적 프로그램을 개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을 벤치

하고 현장적용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 분석을 통하여 그

마킹하여 도입되는 경우가 많았다(박광렬, 2015). 그

구성 방안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중에서도 미국에서 시작한 STEM 교육에 Art의 요소를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E대학교에서 진행된 융합인재

포함한 STEAM 교육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류

교육(STEAM) 전문가 과정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6명의

청산, 2013).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차세대과학표준(Next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과 함께 현행 교과서에 제시된 융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in US, 이하 NGSS)을

합인재교육(STEAM) 관련 차시들에 대한 분석 세미나를

발표하며 공학과 기술이 과학교육에 연계되는 과학교육

진행하여 개발 방향에 대한 초안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NGSS는 과학교육에 공학개념

과학 교육 전문가와의 협의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인 개

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 방향을 정립하였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과정 안에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은 현행 초등학교 과학과 교

서 ‘공학’ 교과를 따로 배우고 있지 않다(손소영, 2007).

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현직 교사들이 특별한

STEAM 교육의 경우 문제해결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비용과 재료없이도 쉽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설계는 공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으며, 타 프로그램과 다르게

육현장에서 STEAM 교육을 적용하고 있는 교사들에 의

비용과 재료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ICT 및 VR·AR

해 개발․보급된 STEAM 프로그램들은 기술과 공학에 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함으로써 수업의 효율성과

한 인식 부족과 기술과 공학의 구별의 모호함으로 인해

효과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대부분 ‘T/E’로 단순하게 표현되고 있다(안재홍, 권난

본 프로그램의 소재는 6학년 1학기 4. 여러 가지 기체 단

주, 2013).

원의 이산화탄소이며, 학생들은 일상의 다양한 활동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교과로 제시되고 있

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것을 알고, 얼마나 많은

지 않은 ‘공학’이 과학교육 표준에서 핵심개념으로 제시

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었는지 계산해보는 활

된 NGSS를 대상으로 과학과 공학의 관련성에 나타난 특

동을 하게 된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바탕으로 공

징과 과학-공학의 실천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STEAM

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여보는 활동을 통하여 지구온

교육에 반영할 과학과 공학의 융합교육의 시사점을 도

난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을 하고, 이산화

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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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은 NGSS에서 초등학교 해당부분인 1-5

국과학창의재단의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

학년 내용으로 하였다. NGSS에는 가르쳐야할 핵심개념

발 과제’ 결과물로 개발되어 융합인재교육 홈페이지

(Core Ideas)에 따라 과학-공학 실천이 제시되고 있다.

(http://steam.kofac.re.kr)에 공개된 초등학교 프로그

NGSS의 핵심개념은 물상과학(PS), 생명과학(LS), 지구

램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과 인문학 융합의 내용적 측

와 우주과학(ESS), 공학과 기술과학(ETS)이다. 과학영

면과 방법적 측면의 융합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추후

역별 핵심개념에 따라 제시된 8가지 실천을 대상으로

STEAM 프로그램 개발이나 정책 개발, 기 개발된 프로그

분석하였다.

램의 현장 적용을 위한 수정․보완 등에 기초자료와 시사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핵심개념에서

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과학기술 주제 중심형, 설계기반 미래 유망직업 연계

의 실천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탐구과정의 수준이 점점
고차원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학년군의 상승에 따라 실
천의 수준 상승과 다양성이 수반된다. 둘째, 핵심개념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과학-공학적 실천의 차이가 나타난
다. 물상과학에는 공학 활동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학
활동을 융합한 과학 활동이 가능한 반면 생명과학과 지
구과학에는 거시의 세계를 모형으로 개발하는 것이 학
습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실천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공학적 문제해결과정에는 필요나 요구에 의해 문제제기
-다양한 해 개발하기-디자인 최적화하기의 과정이 있

형, 과학예술 융합형, 첨단제품 활용형으로 구분되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된 233개 초등학교 프로그
램들의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내용적 융합 분석을 위해
STEAM 프로그램 내에 연계된 교과목을 S(과학), T/E
(실과), A(미술, 음악, 체육, 국어, 사회, 도덕), M(수
학)으로 구분하였고, Liberal Arts(국어, 사회, 도덕)의
융합 정도에 따라 비교ㆍ분석하였다. 과학기술과 인문
학의 방법적 융합 분석을 위해서는 첨단 과학 기술 연
구와 그 지식의 사용에 있어서의 인문학적 보정
(complement)이 이루어지는 ‘규범적 차원의 융합’과

고 적절한 실천이 있다.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효과적 발전을 위해 상호 도움의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가 STEAM교육을 함에 있어서 공학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적 차원의 융합’으로 구분하

부분을 적용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미래 융합적 인

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TEAM 프로그램 내에서

재를 육성하기 위해 융합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STEAM

Liberal Arts로 구분된 국어, 사회, 도덕 교과의 융합 빈

교육에서 공학활동을 제시할 때 NGSS에서 제시하고 있

도 중 도덕 교과의 융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는 공학적 흐름과 실천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STEAM 교육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적
융합보다는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이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과 인문학 융합

초등학교 STEAM 프로그램의 과학기술과
인문학 융합 실태 분석

의 방법적 측면의 분석에서는 기술적 차원의 인문학 융
합에 비해 규범적 차원의 인문학 융합이 상대적으로 적
게 이루어졌다. 단순히 두 가지 방법의 정량적 비교가

1

한효정 , 권순희

2

1

전주대정초등학교, 2이화여자대학교

sungwon@ewha.ac.kr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나, 일부 윤리적, 규범적 정향
이나 고민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발견됨에도 불구하
고 단순히 기술적 인문학 융합만 이루어져 과학기술의

인문ㆍ사회ㆍ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양면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부재가 염려된다. 또한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 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ㆍ융

STEAM 프로그램에서 분석된 과학기술과 규범적 차원

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우리 교육의 개혁 움직임

의 인문학 융합이 이루어진 경우도 ‘과학기술의 활용에

인 STEAM 교육이 초ㆍ중등 교육과정에 도입된 지 5년

있어서의 인문학 보정’과 ‘과학기술 연구와 발전 그 자

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STEAM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교

체에 대한 인문학 보정’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

육 현장에 보급․적용되었음에도, 과학기술과 인문학 융

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STEAM 프로그램 개발이

합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

나 정책 개발, 교육현장에서의 프로그램 수정ㆍ보완 등

에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부와 한

과 관련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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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어주고자 한다.

첨단 과학기술이 융합된 초등학교 STEAM
프로그램 개발: 우주로 떠나는 여행

본 프로그램에서는 교실 속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우주
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상현실(VR)
을 통하여 우주에 대한 간접 경험으로 태양계에 대한 흥

1

황서영 , 이현주

2

미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증강현실(AR)을 이용하여 태

1

만호초등학교, 2이화여자대학교

양계 구성원에 대한 탐구를 하고 각각의 행성이 어떤 특

sungwon@ewha.ac.kr

징을 지녔는지 학습하면서 행성에 대하여 알게 된 것, 더

20세기는 인간의 오랜 꿈이었던 우주 개발과 탐사를 가

알고 싶은 내용, 궁금한 내용을 ‘lino-it’을 통하여 친구

능하게 만들었다. 금세기 우주 로켓의 개발에 힘입어 인

-교사와 함께 공유하면서 쌍방향 학습을 한다. 이렇게

간은 최초로 달에 착륙할 수 있게 되었고, 지구 주위에

태양계 행성들에 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태양

달 이외에 인간이 만든 수많은 인공위성도 돌게 만들었

계 행성들을 3D 프로그램으로 모델링하여 출력한 후 교

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지구 이외의 행성을 탐사

실을 작은 우주 공간으로 꾸며보는 활동을 한다. 우주에

하는 한편 기상 위성, 원격탐사 위성, 통신 위성, 과학기

대하여 학생들이 상상하고 계획한 행성 탐사의 모습을

술연구용 위성 등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인공위성을 쏘

Cospaces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여 행성 탐사의 꿈을

아 올려 본격적인 우주 시대를 활짝 열었다. 미국항공우

구체적 스토리로 펼쳐보는 활동을 한다. Cospaces는 3D

주국(NASA)은 2030년을 목표로 화성유인 탐사를 추진

가상현실 콘텐츠를 학생이 직접 만들어서 경험할 수 있

중이라고 한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그동안 꿈꾸던 우

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가상현실 속에 풀어내어 스토

주시대가 눈 앞에 펼쳐질 것이며, 새로운 거주 공간 확보

리텔링을 통하여 하나의 스토리를 입혀서 타인과 공유

측면에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우주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수업에 효과적인 매체이다.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 학생들은 [5-1-2. 태양계와 별]

본 프로그램 속에 적용된 여러 가지 첨단과학 도구로 우

을 통하여 우주, 태양계, 행성들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

주를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다. 학생들이 직접 우주를 체험하는 경험을 통해 우주여

를 자극하여 앞으로 다가올 우주 시대의 꿈을 학생들에

행은 먼 미래가 아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으며, 행

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성탐사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 탐험에 대한 꿈과 희망을

• Session 8-1
15:10~16:30, Friday, February 10 / 101 Bldg. 10-1

Service Learning on Vietnamese
Higher Education Supporting Visually
Impaired Pupil's in Learning
Mathematics

and its application on the Vietnamese higher education,
an observation about the education for pupils with visual
impairment, especially about teaching Mathematics to
this target group, in the quest for existing problems
and necessary actions, is considered. Hence, the appli-

Phan Nguyen Ai Nhi
University of Science Ho Chi Minh, Vietnam

pnainhi@yahoo.com

cation SL on Vietnamese Higher Education to build projects supporting these pupils to learn Mathematics would
be implemented and these SL projects’ products also

This paper presents a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be introduced as the practical proofs. The reflection

Service Learning (SL) on Vietnamese Higher Education

of the communities supported and the students who im-

to support for the visually impaired pupils’ Mathematics

plemented these projects will be analyzed to ensure the

learning. Besides the general theory background of SL

possibility of this research orientation. For futur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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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pment, the authors continue researching on building

dents enrolled in school science, their motivation has

projects in other subjects and for other disabled pupil

been decreased significantly (Tuan, Chin & Hsieh,

groups as well.

2005). We think if we can use inquiry-based instruction
into science class, it can enhance different achievers’
inquiry competence as well as their learning motivation.

Exploring Different Achievers' Learning
Motivation in Inquiry-based Science
Club
1

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t (high, middle and low) achievers’ motivation toward
science learning after experiencing one semester inquiry-based science club.

1

Hsiao-Lin Tuan , Chi-Chin Chin , Yen-Ray Guo
1

National Changhua University of Education, Taiwan,

Design/procedure

2

National Taichung University of Education, Taiwan

This study was conducted in four junior high rural

suhltuan@cc.ncue.edu.tw

schools in central Taiwan and adopted quantitatively
Subject/problem

and qualitatively mixed design. Four science clubs from

Enhancing all students’ science inquiry competence has

four public junior high schools were selected to partic-

been promoted during the past decades, and will be

ipate in the study. Students enrolled in the science club

continue in the future (National Research Council

(n=109) were implemented Motivation in Learning

[NRC], 1996, 2000, 2012). At this stage, Next Generation

Science [MILS] (Wu, et al., 2013) questionnaire before

Science Standards [NGSS] (Achieve, 2013) had played

and after the study. There are 8 categories in MILS,

an important role in the reform of K-12 science in-

these are self-efficacy (SE), learning value (LV), learn-

struction worldwide. NGSS also tried to equal different

ing strategies (LS), passive learning strategies (PLS),

achievers’ opportunities of learning science (Lee,

achievement goal (AG), performance goal (PG), environ-

Miller, & Januszyk, 2014). Unfortunately, after stu-

ment stimulation (ES), and test anxiety (TA).

=

Expo gr

=

Con gr

=

HA

MA

LA

All

HA

MA

LA

All

HA

MA

LA

All

HA

MA

LA

All

Scale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F

F

F

F

η2

η2

η2

η2

SE

4.12
(.11)

3.71
(.14)

3.61
(.11)

3.84
(.07)

4.00
(.11)

3.32
(.15)

3.26
(.11)

3.53
(.08)

.06

2.54

9.97**

6.30*

.00

.04

.13

.03

LV

3.44
(.12)

3.01
(.17)

3.01
(.14)

3.16
(.09)

3.37
(.12)

2.84
(.18)

2.83
(.14)

3.03
(.09)

.13

1.34

4.75*

4.42*

.00

.02

.07

.02

LS

3.42
(.81)

3.00
(.13)

3.01
(.15)

3.12
(.26)

4.34
(.85)

2.81
(.13)

2.86
(.15)

3.34
(.26)

1.49

2.10

1.26

.49

.02

.03

.02

.00

PLS

2.73
(.14)

2.10
(.16)

2.23
(.14)

2.35
(.09)

3.08
(.14)

2.27
(.16)

2.41
(.14)

2.59
(.09)

4.41*

.12

.31

2.45

.07

.00

.01

.01

AG

3.95
(.11)

3.62
(.14)

3.62
(.16)

3.74
(.08)

4.02
(.11)

3.52
(.14)

3.24
(.16)

3.58
(.08)

1.17

.21

4.15*

1.57

.02

.00

.06

.01

PG

3.19
(.16)

2.88
(.17)

2.96
(.17)

2.97
(.10)

2.98
(.16)

2.46
(.18)

2.39
(.17)

2.59
(.10)

.03

4.08*

6.44*

7.82**

.00

.06

.09

.04

LS

3.47
(.13)

3.08
(.14)

3.49
(.17)

3.35
(.09)

3.09
(.13)

3.08
(.14)

2.67
(.16)

2.94
(.09)

1.04

.09

11.56** 6.70*

.02

.00

.16

.03

TA

3.39
(.17)

3.57
(.19)

2.99
(.22)

3.32
(.11)

3.38
(.17)

3.45
(.19)

3.03
(.21)

3.28
(.11)

.29

.15

.01

.00

.00

.00

.13

Note: HA: high achiever, MA: Middle Achiever, LA: Low Achiever,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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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s also selected one class of students from

high achievers. Therefore we think low achievers’

the same schools which have similar achievement in

learning motivation can be enhanced, but teacher needs

experimental group as control group. These students

to create constantly supportive inquiry-based envi-

(n=109) also implemented MILS before and after the

ronment for long period of time (one semester). Of

study, but they did not attend science club. We se-

course, in our study, high achievers’ learning motiva-

lected three students from high, middle and low ach-

tion is not enhanced significantly in our study. Future

ievers in each science club to interview them about

study need to explore the reasons, and also can modify

the inquiry-based instruction on their learning

these teaching units to enhance all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motivation.

Eight inquiry-based units were developed which followed guided inquiry instruction to the four science club
which last for one semester. We used 8 units (45~135
min in each unit) guided inquiry-based instruction
(Colburn, 2000) as our intervention in experimental

Creating Semantic Profiles of Students'
Produced Scientific Explanations in
Physics

group. All units emphasized on showing phenomena,
proposing assumptions, designing experiments, operating experiments, analyzing data and discussing with
peers, which represented inquiry competency in this

Tong Yang Lim, Chia Hwee Lim, Jennifer Yeo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Singapore

limch_potato@hotmail.com

Introduction

study.

The ability to produce a scientific explanation entails
Finding and Discussion

the “explicit applications of theory to a specific situation

Finding indicated that in the experimental group, stu-

or phenomenon” (NRC, 2012). Although studies (e.g.,

dents showed significant higher than control group in

Touger, Dufresne, Gerace, Hardiman, & Mestre, 1995)

four categories: self-efficacy (SE), learning value (LV),

show that students often find producing a scientific ex-

performance goal (PG) and environment stimulation

planation challenging, we do not really know what it takes

(ES). If we examined based on high, middle and low

for students to apply theory to the real world in producing

achievers, it indicated that low achievers in ex-

a scientific explanation. This study thus aims to charac-

perimental group increased more MILS categories than

terize the production of students’ scientific explanations

middle achievers. High achievers in both experimental

by examining the abstractness of knowledge used by stu-

and control group show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

dents in producing a scientific explanation. A comparison

data were analyzed using ANCOVA to compare the dif-

between an acceptable and unacceptable explanation will

ferenc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for

illustrate the differences in the types of knowledge used

high, middle and low achievers.

and the thinking and reasoning processes. With knowledge as the centre of our inquiry, we employ the framework

Conclusion

of abstractness of science by Yeo and Gilbert (2016) tha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nhance different

is based on the concept of semantic gravity, one of the

achievement students’ science learning motivation in

constructs of legitimate code theory (LCT) underpinned

inquiry-based science club. Our finding indicated that

by social realist perspective for its focus on the empirical

this kind of arrangement can enhance low achievers’

practice of knowledge creation.

learning motivation, followed by middle achiev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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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Framework

Research Method

Abstractness is one of the components in the framework

Think-aloud interviews with 78 Grade 11 high school

of scientific explanation developed by Yeo and Gilbert

students were carried out to produce an explanation

(2014), which is defined as the distance in the con-

in Dynamics and Thermal Physics (see Figure 2), which

ceptualization from the physical reality is related to

were video-recorded with a focus on the meaning-made

the level of abstractness. They further characterize the

through various modes of representations. Multimodal

abstractness of science in two dimensions: con-

transcripts were produced and the level of abstractness

text-dependency and physical existence (Yeo & Gilbert,

was coded according to the meanings interpreted in each

2016), resulting in four descriptors of knowledge as

clause as shown in Table 1. These codes were then used

shown in Figure 1.

to plot a graph of semantic gravity against clause number
to illustrate the abstractness pattern of the knowledge
produced over time.

Figure 2. Probes for think-aloud interviews
Figure 1. Dimensions of the abstractness of
knowledges in science

Findings
In science, its knowledge is commonly described as gen-

We present the findings with two case examples – an

eral and theoretical (Mortimer & Scott, 2003), meaning

acceptable and a less acceptable explanation on

that it is often removed from any specific contexts and

Dynamics. Examples of thermal physics will be presented

physical existences.

at the conference.

On the other hand, everyday

knowledge is described as bound to specific contexts,

An acceptable explanation, as exemplified in Figure 3,

and is empirical (observables) in nature. Using the no-

is characterized by a semantic wave that shows repeated

tion of semantic gravity, Yeo and Gilbert (2016) employ

movement between SG-2 and SG+2. As seen in segment

Maton’s (2014) description of knowledge of high context

A, Newton’s third law of motion (SG-2) is connected

dependency (concrete and delimited cases) with a nota-

with the empirical and specific context of “man connected

tion “SG+” and knowledge of low context dependency

to both cars” (SG+2), to bring about a theoretical but

(abstract and generalized) to be “SG-” to rank the ab-

specific conclusion that “the car will exert on the man

stractness levels of knowledges, as shown in Figure 1.

an equal but opposite force” (SG-1). This pattern is again

With this framework, we seek to investigate the research

observed in segments C and D. On the other hand, se-

question, “w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abstractness

mantic profile of less acceptable explanations tend to

of scientific explanation produced by students?

have less of such repeated waveform that shifts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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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 Semantic gravity graph of an acceptable (a) and less acceptable (b) explanation

SG-2 and SG+2. For example, in an intuitive explanation
shown in Figure 4, there were only two repeated waveforms showing shifts between SG-1 and SG+2, implying

Preparation for Collaborative Learning
in Environmental Science

some missing reasoning processes and the lack of use
of theoretical and general scientific laws.

LAM Rachel Jan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Singapore

rachel.lam@nie.edu.sg

Discussion and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producing a scientific explanation

There has been a recent interest in designs of learning

necessarily entails the connection of general and theo-

activities that follow the sequence of generating an-

retical scientific knowledge to the specific and empirical

swers, ideas, or solutions to problems prior to receiving

knowledge of the real world. The ability to connect the

explicit instruction of the concepts. Examples include

two knowledges to arrive at specific yet theoretical

Productive Failure (Kapur & Bielaczyc, 2012), invention

knowledge is perhaps the hallmark to producing successful explanation. Yeo and Gilbert (2016) show that
this requires simultaneous processes of contextualizing
a general law and abstracting from the specific context.
This process of simultaneously abstracting and contextualizing is perhaps one reason for students’ diffi-

by contrasting cases (Schwartz, Chase, Oppezzo, &
Chin, 2011), and the explore-instruct approach (Loehr,
Fyfe, & Rittle-Johnson, 2014). These designs fit into
the Preparation for Future Learning (PFL) paradigm,
whereby an exploratory and generative type of task
serves as a cognitive preparation for learning in a subsequent activity that provides learners the canonical

culties in producing an acceptable scientific knowledge.

forms of the concepts (Bransford & Schwartz, 1999).

This study also shows the usefulness of semantic profil-

Aligned to the PFL paradigm, we designed a collabo-

ing in the assessment of students’ scientific explanation.

rative learning activity that sequences a task as follows:

It can help to inform both teachers and students of what

(2) Collaboration with a
(1) Individual preparation 

might be lacking in their explanations, or guide teachers

peer (3) Explicit instruction by a teacher. In our

in extending or challenging students’ explanations.

design, the individual preparation allows a learner to
generate ideas to a problem prior to receiving formal
instruction of the concepts. The collaboration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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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between phase relative to the typical PFL design)

Method. We used a quasi-experimental research de-

then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learners to discuss

sign to assign two intact grade four classes each to

one another’s ideas in order to improve understanding.

a condition: Generative Prep (GP) and Non-Generative

Finally, a teacher provides explicit instruction of the

Prep (NGP). The two classes were similar in overall

concepts. We tested our learning design in grade four

grade level performance and demographics. The study

of a public school in Singapore, focusing on topics in

was run during regular curriculum hours allotted to

environmental science. We share current findings on

Environmental Education. We used eight curriculum

how two forms of preparation affected learning out-

hours over one term (10 weeks) to conduct four lessons

comes on problem solving tasks around the over-

and post-lesson assessments. The current work fo-

production of waste in a large urban city.

cuses on results from the third lesson. After assign-

The research on existing PFL and related work has pri-

ment of condition, the same teacher (i.e., the re-

marily focused on learning outcomes that result from

searcher) taught both classes and equalized time on

manipulating the sequence of tasks. While some studies

task across conditions. The lesson ran for 1.5 hours

have additionally investigated the degree of structure

and the following day, the students individually com-

and guidance provided during the preparation phase

pleted a 30 minute post-lesson problem solving

(Glogger-Frey, Fleischer, Gruny, Kappich, & Renkl,

activity. Twenty-three students were in the GP class,

2015; Loibl & Rummel, 2014), our work centers on how

and 23 in the other class (some students were removed

preparation differentially affects learning from collab-

due to lack of consent). All students worked in dyads

oration in particular. Consequently, we investigate how

during collaboration. We used ANOVA and a dyadic

different forms of preparation foster collaborative

multi-level model that nested students within dyads

learning. (We note that the final phase of activity in

(to cope with nonindependency) for our analyses. We

our three-phase design involves explicit instruction so

also coded and counted learning mechanisms related

that learners can refine their understanding, since dis-

to preparation in the student discourse via the scheme

covering the canonical forms without any direct in-

below to assess whether condition affected this aspect

struction is highly challenging, Kapur, in press.) Our

of the students’ discussions.

findings shed light on how a generative and non-generative way of preparing influences learning from

Results. Immediately after individual preparation, the

collaboration.

GP group showed higher knowledge scores, but the effect
Table 1. Coding scheme for preparatory mechanisms (PM)

Code

Operationalized as:

Cognitive mechanism

PM1

Statements that offer up knowledge obtained in the
preparation task

Builds up knowledge that learners can
bring to the collaboration

PM2

Indications of uncertainty or lack of clarity about knowledge
obtained in the preparation task

Exposes knowledge gaps or inaccuracies

PM3

Questions or comments that prompt a partner to respond to
one’s own or a partner’s ideas from the preparation task

Motivates students to engage

PM4

Explicit “taking up” of a partner’s idea or solution, or aspects
of a partner’s ideas or solution, from the preparation task

Fosters sensitivity to noticing relevant
information

Note: This is 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scheme due to word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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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s (SDs) for knowledge outcomes and preparatory mechanisms
Measure
Direct scores

Condition
Max possible

Effect sizes*

NGP

GP

Preparation

10

05.17 0(2.46)

06.30 (2.23)

.48

Collaboration

10

07.76 0(1.42)

08.23 (1.39)

.33

Post lesson

12

07.92 0(1.43)

07.35 (1.24)

.43

Gains across time

02.72 0(2.03)

01.88 (2.70)

.35

Number PMs/pair

49.60 (29.70)

17.70 (8.42)

1.46

*Note: Cohen’s d was used to calculate effect size

did not reach significance, F (1,45)=2.67, p =.11. A re-

of non-generative preparation. Although these scores

peated-measures dyadic analysis showed an effect of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patterns are still

time (with significant gains in knowledge overall from

noteworthy. The NGP group improved by nearly a full

the preparation to collaboration phase), F (1,66.1)=

point more (10 percent) than the GP group (2.72 points

40.99, p <.01, but no significant effect of condition, F

compared to 1.88,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NGP

(1,25.3)=2.25, p =.15, nor an interaction effect, F

group started off with less knowledge after preparation

(1,66.1)=1.39, p =.24. The dyadic analysis showed no

and collaboration, yet outperformed the GP group in

significant effect of condition on post-lesson outcomes,

the post lesson activity by about five percent. Here,

F (1,22)=2.51, p =.13.
Regarding the preparatory learning mechanisms, there

we also see nontrivial effect sizes in the small-mid

was a significant effect of condition, F (1,19)=10.68,

learning gains after collaborating and higher perform-

p <.01, with the NGP students utilizing more preparatory mechanisms on average throughout their

ance on the post-lesson activity are supported by the

discussions. The descriptive statistics are provided in

in their dialogues. Thus, in the particular context of

the table below.

our study, it is perhaps beneficial for students to pre-

range (.35 and .43, respectively). The NGP group’s

higher number of preparatory mechanisms observed

pare with a non-generative activity because it encourConclusions. Our results on the knowledge scores taken

ages them to make better use of the knowledge gained

directly after collaboration support prior work within

from preparation, while collaborating. Some con-

the PFL paradigm showing a benefit of generative

jectures with regard to these findings include an effect

preparation. The GP group showed better knowledge

of age/developmental maturity and/or subject area.

after collaboration compared to the NGP group by about

We are currently further unpacking how different as-

five percent. Although the results were not significant,

pects of our learning design affect the process of col-

the effect size is not trivial. Observing the knowledge

laborating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preparatory

gains from preparation to collaboration and the post

mechanisms, collaboration mechanisms, and learning

lesson measures, however, we see a potential benefit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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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과학차 및 지역 과학축제 부스 운영에
모두 참여한 초등교사가 느끼는 과학
체험활동의 한계와 활성화에 대한
자기연구
권혁재, 권난주
경인교육대학교

njkwon@ginue.ac.kr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과학에
관련된 정의적 특성 분석
1

2

박성철 , 김효남
1

대상초등학교, 2한국교원대학교

sunkyboy@naver.com

TIMSS 2015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성취도는 상
위권이었지만 흥미, 자신감 등은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최근 방과후 활동이나 학교밖 체험활동이 많아지고 있

국가수준 과학교육과정의 목표인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으며, 주5일제 수업 및 근무 환경에서 비형식 교육의 요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과학에

구와 수요는 더불어 증가하였다. 학교교육은 비형식 교

대한 흥미, 과학적 태도 등 정의적 특성 또한 중요한 부

육과 연계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마

분을 차지한다.

련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과학 체험활동의

이 연구에서는 김효남 등(1998)이 개발한 국가수준의 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써 여러 과학행사의 운

학에 관련된 정의적 특성 평가체제를 이용하여 초등학

영 및 지도교사로 참여한 초등교사의 자기연구이다. 경

교 4~6학년 학생 총 290명을 대상으로 과학에 관련된

기도 과학교육원의 이동과학차 프로그램과 P시교육지

정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평가체제는 인식, 흥미, 과

원청 주관 과학예술 융합 축제에 지도 및 운영을 하면서

학에 대한 태도의 세 개의 주범주 아래 16개의 소범주로

수집한 자료와 경험을 통하여 과학 체험활동의 내용과

이루어져있으며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932이고 검사-

특징을 비교하고 각각의 한계와 보완점을 구체적이고

재검사 신뢰도계수는 0.652이었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자기연구 방법을 수행하였

정의적 특성의 점수는 4, 5, 6학년 순으로 학년이 낮을수

다. 연구자는 2014년부터 지역교육지원청과 경기도 과

록 높았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

학교육원의 과학축제에서 운영위원으로 여러차례 활동

었다. ‘인식, 흥미, 과학에 대한 태도’ 주범주 중 특히 흥

하면서 작성한 교사노트를 비롯하여, 활동 프로그램과

미에서 4학년이 6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

계획서, 사전-사후 협의내용, 참여교사 면담내용, 참여

타냈다. 각 학년 내에서 주범주의 점수는 인식, 과학에

학생 면담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대한 태도, 흥미 순으로 나타났고 각 남녀 내에서도 인

자료를 과학교육전문가 1인과 체험활동 운영 및 참여교

식, 과학에 대한 태도, 흥미 순으로 나타났다. 소범주의

사 7명에게 검토 및 피드백 과정을 거쳐 신뢰도를 높였

경우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학습에 대한 흥미, 과학과

다. 또한 위 연구활동을 진행하면서 만난 현직 교사 1인

관련된 활동에 대한 흥미에서 학년 간 유의미한 차이를

의 과학 체험활동 연구회 활동에 대하여 추가 인터뷰를

보였으며 4, 5, 6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하여 과학 체험활동의 운영

는 협동성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상 어려움 점과 교사 및 학생의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고,

점수를 나타냈다. 대범주와 소범주 각 항목간의 상관관

과학 체험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계는 대다수의 항목에서 상관계수가 0.5 이상이었고, 특
히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학습에 대한 흥미, 과학과 관
련된 활동에 대한 흥미, 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흥
미’ 간의 상관계수는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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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녹음을 통해 전사하였고, 반복적 비교 분석 과정을

실천공동체에서의 교사 정체성 형성:
가치를 꿈꾸는 과학 교사 모임 중심으로
1

정행남 , 유선아

거쳐 실천공동체로서의 ‘가꿈’의 발달과 교사의 정체성
형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로 첫째, 과학교육을 바라보는 ‘가꿈’의 관점의

2

확대이다. 1997년 처음 모임을 시작할 때 STS 수업 지도

1

당산서중학교, 2한국교원대학교

안을 개발하다가 점차 STS에서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

chn0627@empas.com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는 모임의 성격을 교사들이 자발
최근 교사들은 학문적 지식 전달 위주의 교사연수와 개
인의 반성적 사고를 강조하는 반성적 교사교육을 비판
하며, 공동체를 형성,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협력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확산하고 있다(서경
혜, 2013). 학교 현장에서 동료교사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 교사들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수업에
시도하고, 교수실행에 대한 반성 등을 통해 서로가 전문
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Van Driel et al., 2001).
민주시민으로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접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
생하는 다양한 사회윤리적인 문제(socioscientific issues, 이하 SSI)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도 SSI를 다루어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 속에 발생하는 과학적 쟁점에 대해 이해하
고 가치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Sadler &
Zeidler, 2005). 현장 교사들도 SSI 교육의 필요성에 대
해서는 많이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업에서 SSI를 도
입하는 것에서는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Lee &
Witz, 2009; Sadler et al.,2006). 따라서 본 연구는 SSI
주제를 다루는 ‘가치를 꿈꾸는 과학 교사 모임(이하 가
꿈)’이 실천공동체로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가
꿈’ 모임에 참여하는 교사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
정에서 ‘가꿈’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서술함으로써 실
천공동체가 과학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어떤 역할을 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SSI 수업에 관
한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실천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
는 ‘가치를 꿈꾸는 과학 교사 모임’을 정하였고, 모임 활
동을 오래 참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는 ‘가꿈’의 참여계기,
모임활동의 경험, 모임을 통한 전문성신장, 모임에서의
역할, 구성원과의 관계 등이 포함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적으로 STS에서 SSI로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대해
나간 것이다.
둘째, 모임교사들은 자료집이나 단행본을 함께 만들거
나 워크숍을 주최하거나 교사연수, 최근에는 학생대상
토론학교를 운영하면서 상호교류하면서 공동의 작업을
만들어 가며 저마다 실천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SSI저변
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셋째, 교육현장에서 겪는 SSI수업의 갈등이다. 단행본
을 쓰고, 토론학교에서 능숙하게 토론수업을 구사하지
만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말싸움으로 생각하는 중학생
을 대상으로 SSI에 관한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한
다. 하지만 교사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SSI관련 동
아리를 조직하거나 수업의 일부분을 SSI로 바꾸는 등 학
교현장에서 SSI를 실천하는데 노력한다.
넷째, 모임활동을 통한 교사의 정체성 형성이다. 참여교
사에게 ‘가꿈’모임은 든든한 조력자이자 버팀목이 되고,
같은 교육철학을 공유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
는 끊임없이 공부하게 만드는 학교와 같은 곳이다. 교사
들의 정체성 형성에 ‘가꿈’이라는 실천공동체가 그 역할
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꿈’활동을 통해 교사들은 과학 지식에만 국한
하지 않고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지향점을 가지고 단
행본이나 토론학교와 같은 공동의 작업을 통해 학교현장
에서 실천을 공유하고 한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과
정이나 학생의 수준이 못 미쳐 SSI 수업을 실천하는데 갈
등을 겪지만 끊임없이 SSI 교육지향을 위해 노력한다. 이
러한 실천공동체로서의 ‘가꿈’은 교사들의 정체성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동교과 교사들끼
리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수업이나 어려움을 공유
한다면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큰 견인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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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략적인 설명을 한 뒤, 피검사자가 직접 선택한 과학

과학 개념에 대한 은유적 표현을 통한
영재교육 담당 과학교사들의 과학 개념
이해도 분석 및 창의성 계발 방법 제안

용어에 대하여 본 연구진이 개발한 창의적 은유 표현 검
사지를 통해 30분 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검사를 실시하
였다. 대부분의 과학교사들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이해
를 바탕으로 과학용어와 대체용어를 정의하였다. 하지

황정훈, 김영민
부산대학교

cyanmentor@hanmail.net

만 창의적 은유 표현은 성별, 교과별, 나이, 학교 급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학 개념 이해도 검사 및 창의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 개념에 대한 은유적 표현 분석을

은유 표현 도구’는 과학교사들의 과학 개념 이해도를 심

통한 영재교육 담당 과학교사들의 과학 개념 이해도 분

층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

석 방법을 제안하고, 과학 개념에 대한 창의적 은유

구에서 개발한 도구는 교사를 비롯하여 학생들의 과학

(Creative Metaphors, Reverse Scientific Metaphors,

개념 이해도 분석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독창

개념적·이론 구성적 은유와 반대과정이며, 과학적 용어

성, 유창성, 융통성, 연관적 사고와 같은 창의성 계발에

가 근원영역이고 주위 현상이나 삶에서의 경험이 목표

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창의적 은유 표현은

영역이 됨) 표현이 과학교사들의 창의성 계발에 주는 시

과학뿐만 아니라 국어, 사회와의 연관, 철학이나 가치관

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까지 표현할 수 있어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STEAM 수업

영재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 심화과정에 참여한 과학교

의 한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사 17명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창의적 은유와 검사에 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Session 9-2 Culture Curriculum
09:00-10:20, Saturday, February 11 / 102 Bldg. 11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에서의 과학 학습
의미 탐색: 스마트 기기 활용을 중심으로

용한 과학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적 의미를 탐
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과학 탐구 활동의 도구로
서 스마트 기기와 측정 도구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파

김미경, 신동희
이화여자대학교

mkkim84@gmail.com

악해보고자 한다.
양동마을, 현장 체험 학습, 과학 탐구 등에 대한 선행 연
구를 분석하고 양동마을을 방문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문화 유산은 역사성과 함께 실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

사전 학습, 현장 체험 학습, 사후학습으로 구성된 양동

에 보다 생동감 있게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마을 과학 현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양동마

수 있는 문화적 매개체이다. 양동마을은 조선 시대 초기

을 과학 학습 프로그램은 서울 지역 한 대학교에서 운영

에 형성되어 마을의 입지와 가옥에 조선 시대의 주요 사

한 과학 교실에 다녔던 18명의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에

상과 사회 제도가 반영되어 있는 세계문화유산이다. 특

게 2015년 9월 ~ 2015년 10월 동안 적용했다. 교육적 효

히 양동마을은 다른 문화 유산과 달리 마을 형태의 문화

과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수업과 면담 과정을 녹화했고,

유산으로서 아직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정주(定住) 문화

사전·사후 조사지, 면담 전 조사지, 학생들의 발표 자료,

유산으로 가치가 높다. 양동마을의 높은 역사적 가치와

활동지 등을 수집하고 반복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과정

실재성은 문화적 실재성을 지닌 과학 탐구 활동을 가능

에서 과학 교육 전문가 1인과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교육

하게 한다. 이번 연구는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마을을 활

적 의미를 탐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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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학생들이 사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활동 익히기’ 단원에 대한 교사의

용한 학습 도구인 스마트 기기와 측정 도구는 학생들의

인식과 지도 실태, 탐구 단원 지도 효과에 대한 인식을

교육 경험에 영향을 주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모둠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 교과 수업을 지도한

은 스마트 기기가 자동 측정해 줌으로써 측정 활동이 약

경험이 있는 3~6학년 교사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화된 과학 학습을 경험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모둠

를 실시하여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은 측정 활동보다 문화 유산이 강조된 과학 학습을 경험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양동마을의 사회·문화적 내용

첫째, 탐구 기능 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

을 중심으로 양동마을에 대한 지식을 형성했고, 정서적

과 85.4%의 교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5단계 리

경험을 통해 양동마을에 대한 자신만의 장소감(sence of

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4.21이 나와 대부분의 교

place)를 가졌다.

사들이 탐구 기능 지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

이에 반해, 측정 도구를 사용한 모둠은 기온, 고도 등 자

타났다. 또한 탐구단원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대

연 환경 요소를 반복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측정 활동이 강

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탐구 단원의 필요성

조된 과학 학습을 경험했다. 반복적 측정 과정을 통해 학

인식에 대한 서술형 응답을 분석해본 결과 ‘탐구 단원 지

생들은 측정 결과를 자기화했고, 양동마을의 자연 환경

도가 학생들의 탐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긍정

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형성했다. 특히, 측정 도구를 사

적인 응답과 함께 ‘탐구 기능을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지

용한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모둠보다 양동마을

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부정적인 응답도 있었다.

을 종합적으로 이해했다. 학생들은 양동마을이라는 문화

둘째, 탐구 단원 지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62.6%의 교

유산 현장을 다양한 감각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사가 교과서에 제시된 대로 맨 처음에 ‘탐구 활동 익히

장으로 인식했고, 양동마을의 경치, 흙 내음 등을 경험하

기’ 단원을 수업하였다. 반면, 35.8%의 교사가 수업 시

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본 연구를 통해 문화 유산에서

기를 변경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탐구 기능을 학습 내용

이루어지는 측정 방법이 학생들에게 학습 과정에 영향을

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서’ 등의 응답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스마트 기기와 측정

있었다. 탐구 단원 지도 시수에 대해서는 37.4%의 교사

도구가 학생들의 과학 학습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을 면밀

만이 교과서에 제시된 차시대로 6차시 수업을 진행하였

히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 6차시 초과하여 지도한 교사가 9.8%였고, 그 이유는
‘주어진 차시수 안에서 탐구 기능 지도가 끝나지 않아서’
라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탐구 단원 지도 시수를 감축하

2009 개정 초등 과학 교육과정 ‘탐구 활동
익히기’ 단원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지도
실태 조사

여 수업한 교사는 52.8%로 ‘탐구 기능을 다른 단원에서
지도’, ‘학습 진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등의 응답이 있
었다. 탐구 단원 내용 및 활동에 대한 문항에서는 48%의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과 활동을 그대로 수업하

김현광, 임희준

였지만 33.3%의 교사는 활동을 변경, 14.6%의 교사는

경인교육대학교

내용과 활동을 모두 변경하여 탐구 단원을 수업하였다.

kkang_gg@naver.com

‘탐구 활동 익히기’ 단원 지도의 어려움으로는 ‘탐구 학
2009 개정 초등 과학 교육과정에서는 효과적인 탐구 과

습에 사용할 자료 부족’, ‘학생 수준에 비해 난이도가 높

정 기능의 습득 및 발달을 위해 초등 과학 3~4학년군 1

음’의 응답이 많았다.

학기 교과서에 ‘기초 탐구 활동 익히기’ 단원을, 5~6학

셋째, 탐구 단원 지도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년군 1학기 교과서에 ‘통합 탐구 활동 익히기’ 단원을 처

‘탐구 활동 익히기’ 단원이 학생들의 탐구 능력 향상에

음 도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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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국내 자연사박물관 두 곳의 전시물에 반영된 과학

국내 과학관 및 자연사박물관의 전시물에
반영된 과학의 본성(NOS) 특성 분석 및
과학의 본성(NOS)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따른 발전 방향 모색
유지연, 박영신
조선대학교

on22630@naver.com

의 본성을 분석한 결과, 역시 대부분 암시적인 과학의
본성으로 나타났으며, 관찰과 추론(INF)의 과학의 본성
요소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과 지구과학부분에 나타나
는 과학의 본성을 조사한 연구(이정원, 2016)에 의하면
7차 교육과정 지구과학부분에서는 사회·문화적(SSC)
과학의 본성, 검증 가능한(EMP) 과학의 본성이 지배적
으로 나타났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 지구과학 부분에

전 세계 과학교육의 목표인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필

서는 관찰과 추론(INF), 창의성과 상상력(CRT)이 지배

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의 본성의 중요성은 점점 더

적으로 나타났다. 형식 교육기관에서 지배적으로 나타

강조되고 있다. 과학적 소양 함양 및 과학의 대중화를 위

나는 과학의 본성 요소와 비형식 교육기관에서 나타나

해 비형식 교육기관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형식

는 과학의 본성 요소가 적절하게 다르기 때문에, 형식

교육기관에서의 과학의 본성에 관한 연구에 비해 비형식

교육기관과 비형식 교육기관 모두에서의 과학의 본성

교육기관에서의 과학의 본성에 관한 연구가 적은 실정이

함양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과

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비형식 교육기관인 과학

학관 전시물에 제한적으로 나타난 과학의 본성을 보충

관에서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특징을 분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학사를 반영한 과학관

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과학관 전시물 기반의 과

전시물 기반의 과학의 본성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한 후

학의 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적용하는데 있다.

질적 연구를 통해 설문을 개발하여 투입하였다. 그 결과

먼저, 과학관에서의 과학의 본성 분석 도구를 개발한

사전과 사후검사에 명시적으로 반영시킨 과학의 본성

후, 개발한 분석도구(NOSAT_ISM)를 적용하여 국내 과

요소인 잠정적인(TEN), 창의성과 상상력(CRT), 사회·문

학관 4곳(국립과학관 2곳, 자연사박물관 2곳)의 전시물

화적(SSC), 과학적 방법(MET)의 과학의 본성 요소의 경

의 과학의 본성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과학관에 과학의

우, 질적 연구를 통해 알아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

본성이 어떤 종류, 어떤 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 알아보

었다. 하지만 암시적으로 반영시킨 과학의 본성 요소인

았다. 과학관 전시물의 과학의 본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

이론의 본성(THE), 법칙의 본성(LAW)의 경우에는 긍정

로, 과학관 전시물에 제한적으로 나타난 과학의 본성을

적인 변화가 없었다.

보충하기 위해, 과학관 전시물 기반의 과학의 본성 교육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과학관과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를 교육

자연사박물관 이라는 전시관의 주제에 따른 특징별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처치 전, 후에 설문지를

전시물에 나타나는 과학의 본성 요소가 달랐다. 또, 암

통한 과학의 본성 함양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큰 변화가

시적인 접근의 과학의 본성 반영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나타난 참여자를 대상으로 비 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알

따라 과학관에서 과학의 본성 함양을 위해, 과학관 전시

아보고자 하였다.

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국내 과학관 두

관람객의 과학의 본성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곳의 전시물에 반영된 과학의 본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

만, 명시적인 과학의 본성을 반영하였을 때 그 변화가

분 암시적인 과학의 본성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사

크다는 점에서 명시적인 과학의 본성 교육 프로그램을

회의 관계(STS)의 과학의 본성 요소가 지배적으로 나타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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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대화, 토론 프로그램 등 과학관의 새로운 역할을 반

21세기 과학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과학관 종사자 인식 조사
1

윤아연 , 시정곤
1

국립과천과학관,

국내 과학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학문적 논의뿐만 아니
라,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또한 소수에 불과하다.

2
2

영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기획되어 왔다. 하지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과학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

KAIST

들이 새로운 과학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어떠한 인식

anastar22@hanmail.net

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과
과학기술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점

학관의 네 가지 새로운 역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 커지고 과학의 속성(NOS)에 대한 인식도 점점 변화

서울 소재 3개 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서대문자연사

하면서,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의 목적과 의미

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개관예정)- 종사자 대상 설문

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과학관에서도 이러한 흐름

조사와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 과학의 속성(NOS), 과학

을 받아들이기 위한 논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적 소양의 목적, 과학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이들의 생

왔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선진 과학관을 중심으

각을 분석하였다.

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다룬 전시나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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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관측실습을 통한 초⋅중등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석현, 권지연, 윤병일, 김종욱, 하윤희, 최윤성, 곽제연,
김찬종, 최승언

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였기에, 학생들이 보다 높은 흥
미와 목표 의식을 가지고 관측 기술의 습득이나 실험 설
계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그룹에서 함께 실
험을 설계하고 분석하면서 과학을 하는 것(doing science)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

shga@snu.ac.kr

학생은 과학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금껏 경험한
여러 현상들을 이용하므로, 사전 경험이 풍부한 학생일
수록 과학 지식을 잘 구성해 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나은 과학 학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천문학 분야에
서는 관련된 과학 지식을 구성할 만큼의 사전 경험을 갖

초등학생들의 평면 입사경계면에 따른
빛의 굴절에 대한 개념
1

2

강은주 , 박종호
1

2

국산초등학교, 진주교육대학교

bonee1@hanmail.net

기 위해 체계화된 반복된 천문 관측과 이를 도와주는 장
비가 필요하므로 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과학 수업 이전에 일상생활로부터 얻은 경험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

을 토대로 자연현상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

생들의 학습 경험을 지원할 천문관측실습 기반의 과학

한 개념은 수업 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거나 강화되어 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학적 개념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고 있는 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교

개발되었고, 각 대상별 12차시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수 학습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 전 학생들이

크게 기초(Fundamental), 설계(Design), 실습(Practice),

가지고 있는 개념 분석이 선행되어야한다. 이에 과학교

분석(Analysis) 단계로 나뉘며, 모든 단계는 소그룹 별로

육에서 학생들의 오개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

함께 참여하도록 구성되었다. 기초 단계에서는 교사와

으나 빛의 굴절 개념에 대한 개념 연구는 다소 미흡한

학생들이 함께 알아내보고자 하는 연구 과제를 공유한

실정이다.

다. 그리고, 천체 관측을 처음 해보는 학생들을 위한 망

본 연구에서는 평면 입사경계면에 따른 빛의 굴절에 대

원경 관측법과 디지털 카메라 사용법을 학습한다. 설계

한 학습을 하지 않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빛의 굴절에

단계에서는 해당 과제를 해결해 내기 위한 실험을 고안

대한 개념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초등학생 4-6학년을

한다. 단순히 요리책 같이 과제해결법을 제시해주는 것

대상으로 ‘빛 반사 및 굴절 개념 평가’(LRRCE)의 반구조

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어떠한 관측이 필요하고,

화 질문지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특징

이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생각한다. 실습 단계에서는

적인 응답을 한 학생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

설계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관측 데이터들을 직

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평면 입사경계

접 얻어낸다. 그리고 분석 단계에서는 실습 단계에서 얻

면에 따른 빛의 굴절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고, 과학적 개

은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연구 과제를 해결해낸다.

념 변화를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

단순한 실습을 넘어 참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위 네 단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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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서 나타난
논증활동의 특성

고등학생이 이온 결합에 대해 생성한
비유의 특징 분석: 학생의 인지적 특성에
따른 비유의 특징 비교

곽제연, 권지연, 김종욱, 하윤희, 최승언, 김찬종

김민환 , 권혁순 , 김유정 , 노태희

서울대학교

1

kjy1089@snu.ac.kr

1

2

1

1

서울대학교, 2청주교육대학교

alsks11@snu.ac.kr

과학적 모델이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설명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온 결합에 대해 생

체계이며,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사용된다.

성한 비유의 특징을 비유 생성 개수와 대응 관계 이해

모델을 구성해 가는 과정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강조되며,

도, 비유의 소재와 유형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모델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과

를 학생들의 개념 이해도와 논리적 사고력, 비유 추론

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

능력에 따라 비교하였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5개 고

들은 관찰 혹은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논

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395명이 연구에 참여하

증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데이터에 더 적합한

였다. 연구 결과, 개념 이해도, 논리적 사고력, 비유 추

모델을 생성, 평가, 수정하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거쳐 과

론 능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은 비유를 더 많이 생성하는

학적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해나간다. 한편, 현대사회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한 비유에 대한 대응 관계 이해도

는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

는 논리적 사고력과 비유 추론 능력만 관계가 있었다.

(socioscientific issue, ssi)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학생들이 비유를 생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소재는 조사

있으며,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소재를 학습에 도

한 인지적 특성 중 목표 개념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만

입하기를 권하고 있다(위수민 외, 2014). 과학교육은 일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개념 이해도가 높을수록 다양한

상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소재를 활용하여 비유를 생성하였다. 학생들이 생성한

있는 과학적 소양의 함양을 목표로 하며, 이는 문제를 인

비유의 유형은 일부 인지적 특성과 관련이 있었다. 예를

식하고 관련된 증거를 구분, 해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들어, 개념 이해도와 논리적 사고력이 높은 학생들이 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ssi 관련

과 그림을 모두 사용한 비유를 더 많이 생성하였다. 작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쟁점

위성과 추상도, 체계성의 측면에서 비유의 유형은 인지

과 관련된 과학적 데이터를 직접 수집, 분석하는 기회를

적 특성과 관련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통해 쟁점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심도 깊

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은 사고 과정이 필요하며 원인과 결과를 토대로 한 예측
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학생들
의 자발적이며 협동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과 과학적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이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을 만드는

자연선택 개념 형성을 위한 논변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인식적 이해와
학습 발달 과정 관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 과학관련 사회쟁점(ssi)을 도
입하고자 하였다. ssi소재 중 하나인 ‘지구기후변화’의 원

박철진,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hycha@knue.ac.kr

인을 주제로 한 모델링 기반 학습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모델링 활동에 나타난 논증활동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

이 연구는 초등과학 영재학생들의 자연선택 핵심 개념

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모델링 활동이 ssi의사결정 토론

습득을 위한 논변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담화에서 드러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난 인식적 이해와 논변활동 학습발달과정 수준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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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참여의 수준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것이다. G광역시

연속성 이해를 위한 핵심 개념이며, 감수분열은 유성생

소재 영재교육원 6학년 학생 20명이 연구 동의를 거쳐

식을 하는 생명체가 세대를 거듭하여도 염색체 수를 유

참여하였다. 논변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통한 담화에서

지하며, 다양한 자손이 나타나도록 하여 생명의 다양성

인식적 이해가 드러나는데, 개념에 따라 소집단 구성원

을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기작이다. 현재 적용 중인

의 인식적 이해 수준이 다른 3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을 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감수분열을 다룰 때 감수분

점 집단으로 선정하여 담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담화에

열 관찰 실험을 함께 다루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실험방

서 드러난 인식적 이해의 요소는 본성, 일반성, 정당화,

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 제시되어 있어 실험

청중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논변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합과 식

동의 학습발달과정은 논변의 구성과 비평을 중심으로 내

물을 이용한 감수분열 관찰 실험의 수행성공률을 높일

재적 인지 부하 여부를 근거로 만든 분석틀을 사용하여

수 있는 개선된 방법을 재료 준비 및 채집, 시료 고정,

분석하였다. 또한, 협력적 참여는 아이디어의 공유 및 평

염색 및 프레파라트 제작의 세 단계로 분석하여 제공하

가와 소집단 구성원들의 논변활동 참여에 따라 네 단계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꽃봉오리는 2cm 내외 길이의 정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학생들의

단부에 위치하고, 꽃밥 고정액이 엷은 황색을 띠는 것을

논변활동에서 드러난 인식적 이해는 자연선택 하위 개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료를 고르게 펼친 후 충분히 염

별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 개념별로 담화에

색하여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하여야 또렷한 상

드러난 인식적 이해의 수준은 높거나 낮았으며, 인식적

을 얻을 수 있다. 실험 성공의 경험은 과학에 대한 긍정

이해 수준이 담화에 드러나지 않는 개념도 존재하였다.

적인 인식으로 이어지므로 교과서와 교육과정 개발 시

둘째, 소집단 구성원의 인식적 이해 수준에 따라 논변활

에는 실험 수행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

동 학습 발달 과정 및 협력적 참여 수준의 차이가 드러났

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인식적 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논변활동의 학습발달
과정 및 소집단의 참여 수준은 높았다. 셋째, 학생들은
대안적 주장 제시 또는 평가적 모델링 방법으로 문항을
제시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대안적 주장에 대한 문제점에

역학적 평형 문제에서 지속적 불일치
상황에 대면한 대학생의 사고과정 분석

대해 논의하고 자신의 주장과 비교하여 초점이 된 개념
에 대해 깊이 있는 논변활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
째, 구체적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된 논변활동에서 인식
적 이해 및 논변활동의 학습발달과정 수준과 참여 수준

안준호, 최혁준
한국교원대학교

slasla32@naver.com

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생산적인 논변활동을 위

불일치 상황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개념변화

해서는 인식적 이해의 중요성 뿐 만 아니라, 논변활동 프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불일치 자료의 적합성이나 불일

로그램 제작 시 논변활동 학습발달과정을 고려한 논변활

치 자료의 효과 등과 같은 불일치 자료의 특성을 연구하

동지 제작 및 자료 제시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거나 불일치 상황에 대한 학생 반응을 연구함으로써 개
념변화 전략을 발전시키고 정교화 시켜왔다. 하지만 이
러한 연구들은 학생들이 불일치 상황에 대면했을 때, 개

감수분열 관찰 실험 성공률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념변화가 일어나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는 구체적인 이
유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불일치 상황에서 학
습자의 생각이 바뀌게 된 주된 이유와 학습자의 생각이

안주현, 송세이, 전상학

변해가는 과정 등을 확인하고, 학습 내용보다는 학습자

서울대학교

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하다.

tokkist@snu.ac.kr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학생의 예상에 대

생물학은 물론 생명과학 교과에서도 세포분열은 생명의

한 불일치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이 불일치 상황에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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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끌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생명 현상을 진화적 관점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방법은 지속적 불일치 상황을 유도할

이해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개인별로 검사를 시행하

본 연구는 진화 개념에 관해서 교사나 학생들이 스스로

였으며, 이후 1대1 면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

가지게 되는 메타인지적 확신판단에 관한 연구 관심을

다. 다음은 검사 시행 과정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질문지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문헌 연구이다. 이 연구 성

작성 자료와 면담 내용을 이용해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

과들은 진화학습에서 학생들이 가지는 확신판단 정도

하였다.

를 조사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학생들의 진화

본 연구는 교육 현장에서 행해지는 개념변화 수업이 더욱

에 대한 오개념과 과장된 확신 판단 여부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의 불일치 상황에서

진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의 사고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념변화

것이다.

수업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진화학습과 메타인지판단에 대한
이론적 고찰

고등학교 생명과학 학습의 지식 이해,
문제 풀이, 융합 사고에 대한 fMRI 기반
두뇌 활성 연구

양필승, 차희영

오재영, 권승혁, 권용주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hycha@knue.ac.kr

kwonyj@knue.ac.kr

생물학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진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들이 생명과학 교과를 학습하

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화에 대한 지

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요소인 지식

식이 부족하거나 과학적 개념과는 다른 대안개념들을

이해, 문제 풀이, 융합 사고 활동에 대한 두뇌 활성 특성

가지고 있다. 진화개념을 학습하는 데 여러 장애가 있음

을 fMRI를 기반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을 보고해 온 많은 선행 연구자들은 ‘종교성’에 관심을

이를 위해 지식 이해, 문제 풀이, 융합 사고에 대한 각

집중해 온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

각의 과제 영향을 고려하여 서로 관련 없는 주제를 선정

근하여 진화학습에 대한 장애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한 후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수정⋅보완을 거치며

것은 ‘확신판단(confidence judgment)’이란 변인이다.

fMRI 측정을 위한 타당한 예비 과제를 개발하였다. 이

기억에 대한 판단이 추후 이어지는 학습전략과 시간배

과제를 충남 소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투입하

분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자

여 제한된 시간 안에 적절한 난이도로 사고를 유발할 수

신의 기억에 대한 판단은 종종 과장되거나 축소되어 있

있는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fMRI 본 측정은 충북 소

다. 메타인지는 점검과 통제를 통해 인지과정 전반을 조

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획득한

절하고 유지하는데, 이와 같은 점검과정을 ‘메타인지 판

데이터에 대한 두뇌 활성 분석과 기능적 연결성 분석을

단’이라고 한다. 메타인지 판단의 하위개념 중 하나인

통해 각 사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특이적인 활성 영

‘확신판단’은 학습 후에 인출과정에서 자신의 답에 대한

역과 해당 영역간의 시간적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

확신의 정도를 스스로 평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

그 결과 생명과학 학습에서 공통적으로 전전두엽의 중

의 지식과 기억에 대한 확신판단은 실제 수행 수준보다

전두이랑(Middle frontal gyrus, BA6)에서 많은 활성이

높거나 낮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이론에 의한다면, 진

나타났으며 이는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파지되어 있는

화개념에 대한 정확도와 확신 수준도 당연히 불일치 할

기존에 학습했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학습이 이루어짐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진화에 대한 학습 전략 선택과 과

의미한다. 또한 중전두이랑을 기반으로 각 학습에서의

제 성취에서도 ‘확신 판단’은 진화 개념 학습을 실패로

고유한 두뇌 활성 영역 및 기능적 연결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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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이해는 전전두엽(Prefrontal lobe)과 해마옆이랑

는 도구 사용의 특징을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 대

(Parahippocampal gyrus), 후두엽(Occipital lobe)의 활

상은 고등학교의 과학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1, 2학년

성 및 기능적 연결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논리적인

학생 23명으로, 학생들은 6개 조로 나누어 한 학기동안

순서로 관련성 있게 제시된 글과 그림에 의해 해마옆이

과학 탐구를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였다. 학생들

랑이 관여하고 후두엽에 의해 처리된 시각적 정보들은

의 탐구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하며 관찰하였고, 반구조

전전두엽에 의해 기존에 형성된 인지 구조를 기반으로

화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준비물 요청서와 조별

생명 현상에 대한 의미를 구성한다. 문제 풀이는 시상

활동지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학

(Thalamus)을 통한 전전두엽(Prefrontal lobe)과 후측

생들이 탐구에 필요한 도구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선정

두정엽(Posterior parietal lobe), 후두엽(Occipital

한 도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도구 발생이 이루어

lobe)의 활성 및 기능적 연결성을 기반으로 보기의 진위

지지 못하고 탐구가 중단되었다. 학생들이 선정한 도구

를 평가한다. 이는 후두엽을 통해 제시된 문제의 글과

의 어포던스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거

그림에 대한 시각적 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지고 전전두

치며 도구 발생이 일어날 때까지 탐구 활동이 제한되었

엽과 후측 두정엽에 의해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작

다. 도구 발생은 도구의 특성과 제한을 인식하는 단순

업 기억에 유지함으로써 보기의 옳고 그름을 평가한다.

한 도구 사용인 도구의 수용과 이를 인식하지 않는 체화

또한 융합 사고는 양측의 전전두엽(Prefrontal lobe)과

된 도구 사용인 도구의 전유로 나타났다. 도구의 전유

하두정소엽(Inferior parietal lobule), 측두엽(Temporal

는 도구 사용에 익숙해지기 위한 도구의 수용을 거친 후

lobe)의 활성 및 기능적 연결성을 기반으로 생명과학 지

이루어졌지만, 일상생활에서 도구의 어포던스가 이미

식을 통해 공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전전두엽에서

체득된 도구의 경우 도구의 전유가 곧바로 이루어졌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설정한 목표는 하두정소엽에 의해 다

도구의 전유를 통해 도구의 어포던스가 확장되기도 하

양하고 복잡한 생명 과학 지식과 공학적 지식을 인출하

였지만, 도구의 일반적인 어포던스 내에서 도구의 전유

여 측두엽과 함께 논리적 사고를 통해 창의적인 산출물

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을 현실화하고 평가하는데 관여한다. 즉, 생명과학 학습

과학 탐구에서 도구에 대한 인식의 재고를 위한 시사점

에서 지식 이해, 문제 풀이, 융합 사고 과정은 각각의 신

을 논의하였다.

경학적 특성에 따른 두뇌 수준의 시스템이 존재함을 의
미한다. 따라서 각 학습은 두뇌 시스템의 차이에 따른다
는 실증적인 신경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어떤 생명과학 학습을 선택하느냐에 따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평가 요소 선정에
관한 연구

라 두뇌 발달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뇌
가소성에 따라 반복적으로 특정 학습만을 위주로 이루
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교수-학습 전략임을 제시
하고 있다.

장경애,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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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핵심 역량
으로 제시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교육에서 의사소통능

고등학생의 학교 과학 탐구 활동에서
나타나는 도구 사용의 특징

력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과학 교육에 있어서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많은 연구에서 과학적

이재원, 노태희, 이선경

의사소통능력은 과학적 소양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

서울대학교

고(Keys et al., 1999; Spektor-Levy et al., 2009),

jaewooner@snu.ac.kr

과학교육에서 의사소통은 그 과정에서 과학적 개념과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교 과학 탐구에서 나타나

지식을 구성하며,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킨다(Lem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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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들어 논변 프로그램과 같

련지식과 읽기, 쓰기의 세 가지 요소라고 결론내렸다.

은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세 가지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의

이 개발되고, 과학적 의사소통능력과 다른 종속변인들

구성 요소들은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의 검사 도구를 개

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발하기 위한 기초 범주로서 기능이 가능하고, 과학적 의

만, 이들의 효과를 검증할만한 적절한 검사 도구가 많

사소통능력에 대한 연구 인프라를 갖추는 데 기여를 할

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검사도구는 전성수(2013)가 개발
한 초등학생용만 있을 뿐, 중⋅고등학생용은 없다. 따
라서 중⋅고등학생용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검사 도구
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논의기반 탐구학습에서 논의적 글쓰기와
설명적 글쓰기에 대한 중학교 학생들의 인식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연구는 그 요소들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연구 논문 및 도서 등에서 언급해 온 과학

장정윤
서울대학교

prigia@snu.ac.kr

적 의사소통능력의 정의를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포함시

본 연구에서는 논의기반 탐구학습의 두 가지 글쓰기 활

키고 있는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과학적 의사소

동인 논의적 글쓰기와 설명적 글쓰기에 대한 중학생들

통능력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타인의 생각이나 정보

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논의기반 탐구학습에

를 읽기⋅듣기⋅보기의 방법을 통해 받아들여 이해하고

참여한 6,7,8학년에 재학중인 총 102명의 중학생을 대상

해석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어 쓰기⋅말하기의 방법을 통

으로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해 나의 생각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정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글쓰기 활동을 지식을 구성하고

의를 내렸다. 여기서, 과학적 지식이란 과학적 지식, 용

개념 이해 증진을 위한 인지적 활동으로써 여기고 논쟁

어, 상징, 약속, 다이어그램, 지도, 그래프, 수학적 식 등

적 글쓰기와 설명적 글쓰기 활동의 연계성에 대해 인식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하고 있었다. 특히 어떻게 다중표상의 사용이 개념 이해

이와 같은 정의를 가지고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을 크게

에 유용한지를 인지했다. 학생들은 글쓰기 대상의 인지

‘지식(과학적 지식과 의사소통 관련 지식)’, ‘읽기/듣기/

가 언어의 변형을 요구하며 이것이 개념이해와 학습에

보기’, ‘쓰기/말하기’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분류하여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 또한, 글쓰기 대상의 인식에 따

구성 요소별로 과학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선행 연구 문

라 두 가지 글쓰기 활동에서 다중표상의 사용이 다르게

헌들을 분석해 보았다. 총 12개의 문헌 중에 의사소통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관련 지식을 포함한 문헌은 9개, 읽기/듣기/보기를 포함
한 문헌은 8개, 쓰기/말하기를 포함한 문헌은 12개 모두
해당이 되었다. 다만, ‘지식’ 요소에서 과학적 지식을 포
함한 문헌은 2개만 해당이 되었고, 과학적 지식을 평가
하기 위한 검사 도구들은 많이 개발되어 있고 범위가 워

진화 개념 이해를 위한 논변 활동 과정에서
생물 전공 교사 포함 여부에 따른 진화
개념 및 담화 차이 분석

낙 방대하므로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
한 검사도구의 형태가 선다형 문항이 될 경우에는 ‘듣기’
나 ‘보기’요소를 평가할 문항은 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정선영,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hycha@knue.ac.kr

나의 생각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할 때 ‘말하기’ 요소

이 연구는 진화 개념 이해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

도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선다형 과학적

하여 생물 전공 교사 포함 여부에 따른 소집단 논변활동

의사소통능력의 구성 요소에 적합한 범주는 의사소통관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담화를 중심으로 소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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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드러난 진화 관련 오개념의 차이를 확인하고, 소집
단 별 발언 기능 차이, 주제별 소재에 따른 증거 제시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이용한 논변활동

중학교 진화 수업을 위한 디지털 교재
개발 및 적용

프로그램은 총 7차시에 걸쳐 진화의 핵심 개념 8가지를
순차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순환학습모형으로 구성이
되었다. 본 연구는 잠정적인 논변 및 소집단 내 논변에서
이루어진 담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차이를 알아냈

정유나,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hycha@knue.ac.kr

다. 생물 전공 교사 포함 여부에 따른 담화의 차이를 확

진화의 오개념을 개선하고 올바른 진화 개념 형성을 위

인하고자 소집단을 생물 전공 집단, 전공 혼합 집단, 생

한 학습적인 시도가 많이 있었지만 디지털 교과서를 활

물 비전공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캠코더 및 녹음기를 설

용한 진화 수업은 시도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치하여 촬영 및 녹음한 결과를 전사하여 총 303쪽의 전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은 서책형 교재를 활용한

사물을 확보하였다. 소집단별로 드러난 오개념과 발언

수업보다 학습 동기, 성취도, 과학적 태도, 흥미도 등 면

기능의 차이는 연구자 및 석사과정 2인이 각각 코딩하여

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중고등학생 뿐 만

일치되지 않은 부분은 수차례의 워크숍을 통한 일치 과

아니라 생물 교사들도 진화에 관해서는 많은 오개념이

정을 거치면서 분석을 수행했으며, 과학교육전문가 1인

있음을 확인해 왔는데 이는 진화를 학교 교육과정 내에

의 검토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서 배우기 전부터 읽어 왔던 과학서적이나 진화란 용어

연구 결과 생물 교사 포함 정도에 따라 진화 개념을 이

의 일상적인 용어로서의 사용 등으로 인해 이미 선개념

해하고 논변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언 기능 중 정

으로 오개념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진화 선

보 찾기에서 생물 전공 교사 집단은 개념에 대한 정보

개념 중 자신이 어떤 오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요구 발언보다는 구성원 간 견해나 관점을 요구하는 발

것이 학습의 시작이며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시 교사와

언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화 개념 또는 해결

학생과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바로 수정될 수

해야하는 과제와 무관한 발언 또한 적게 사용하는 것으

있다고 보았다.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은 전개 시

로 나타났다. 생물 비전공 교사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다양한 미디어로 개념을 재미있게 제시함으로써 진화

비해 가장 다양한 오개념이 나타났는데, 특히 경쟁 개

개념도 올바르게 성립함과 동시에 진화의 흥미도 높일

념에 관한 논변활동에서 목적론적 설명과 내부의지적

수 있을 것이며, 생명과학에 대한 흥미가 증가될 것을 기

설명을 나타냈다. 따라서 목적론적 설명과 내부의지적

대할 수 있으므로 진화수업을 위한 디지털 교재를 개발

설명이 주로 드러나는 경쟁 개념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여 적용해 보고 효과를 알아보았다.

의 경쟁 개념과 구분지을 수 있는 교수적 전략 개발이

진화 수업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 제작은 전자책 저작 도구

필요하다. 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낸 오개념으로

인 iBooks Author를 활용하였고, 2009 교육과정을 바탕

는 정향진화 오개념이 있었는데 긴 시간에 대한 인식이

으로 2009 교과서 내 진화관련 단원을 분석하여 연구한

부족함에 따라 동반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공 교사 및

내용과 수준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그림, 동영상 등을 제작

비전공 교사 모두에게서 드러난 대진화 개념 관련한 긴

하였다. 개발한 디지털 교과서는 적용 총 4차시 수업 분량

시간에 대한 이해를 도울 교수적 전략도 필요하다고 본

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화 단원 수업 시간에 서책

다. 표면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진화 개념 검사지와는

형 교재를 사용하는 반과 개발된 디지털 교재를 사용한 반

달리 진화 개념 이해에 관한 논변활동은 전공 교사와

으로 구분하여 적용을 해 보았다. 진화 수업을 위한 디지

비전공 교사 간 개념 이해 정도의 차이가 있기에 좋은

털 교과서가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의 성격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논변활동 및 진화에 대한 개념

유형별 개념 검사와 생명과학 흥미도 검사, 진화 수용 및

부족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를 시

흥미 검사,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검사와 수업에 대한

사한다고 볼 수 있다.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조반과 비교분석하였다.
서책형 수업과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을 비교한 결과
Bringing Scientific Literacy Forward: National & International Perspectives | O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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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책형 수업과 디지털 교재 수업 모두 진화 개념 향상에

by using Lesson Study, it is necessary to have well-lesson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으나, 생명과학 흥미도와 진화

planning and an educational innovation which is the

흥미도는 디지털 교재 수업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증

Lesson Study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teachers

가하였다. 그 후에는 학생을 유형별로 나누어 디지털 교

and the lesson plan implication. This will contribute to

과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학생 유형은 수용성

the elevation of education quality to reach international

정도에 따른 성격과 디지털 리터러시에 따라 그룹을 분

standard.

류하여 효과를 알아보았다. 수용성으로 학생을 분류하

Therefore, the theory, principles, and innovation have

였을 때는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디지털 리터

been adopted to develop Science lesson plans through

러시로 분류하여 수업을 진행한 집단에서는 스마트 기

5Es inquiry cycle model emphasizing analytical thinking

기에 친숙한 그룹이 더 수업에 적극적이었다. 디지털 교

skills by using Lesson Study on the topic of Substances

재 만족도 역시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 결과는 진화에

in Daily life for grade 6 students with the purpose that

대한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은 올바른 진화 개념

students will be able to develop higher thinking process.

향상 뿐 아니라 진화 흥미도와 생명과학 흥미도 향상에

This research was aimed 1) to develop science lesson plans

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through 5Es inquiry cycle model emphasizing analytical
thinking skills by using Lesson Study. 2) To study the
analytical thinking skills of student after learning by

The Development of Grade 6 Lesson
Plans Through 5Es Inquiry Cycle Model
Emphasizing Analytical Thinking Skills
in the Substance in Daily Life Topics
by Using Lesson Study
Phruetiwas Labphoo, Somjin Srimuang

lesson plans that developed by Lesson Study. The participants were two groups of grade 6 students in unit F2/2
(40 students) as first target group and unit F1/2 (39
students) as second target group from the Demonstration
School of Khon Kaen University, Primary School (Faculty
of Education). The duration was in semester 1 of academic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year 2016. The research instruments are 1) Twelve lesson

phruetiwas_@hotmail.com

plans of Science subject through 5Es inquiry cycle model
emphasizing analytical thinking skills by using Lesson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the basic education core

Study and 2) Test of analytical thinking ability in Science

curriculum, the vision of Science learning area is to de-

learning area for grade 6 students. The data collection

velop students’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together

was done through the classroom learning management

with willingness and happiness in learning; study and

of 2 observers; recording the result and reflection at

search for knowledge and systematic problem-solving;

the end of the period. Besides the analytical thinking

logical, analytical and constructive thinking; and scien-

ability testing was conducted by using 4-multiple choice

tific-mindedness that lead to creative thinking and bet-

format for 16 items. The data analysis that is 1) Analyses

ter development of life quality. Regarding the mentioned

quality of lesson plan by paraphrase the reflection from

rationale, elementary education is the key part in build-

2 observers and from self-reflection in each period all

ing and develop the quality of learning process of stu-

of twelve lesson plans and 2) Analyses analytical thinking

dents as well as the basis of living especially Science

ability test by calculated to find average and percentage,

which is about life and its surroundings. This subject

and then classify the target group that is very good,

is basic and required when furthering education.

good, fair and bad.

To pursue the goal of learning process through 5Es i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reveal that is 1) the quality

quiry cycle model emphasizing analytical thinking skills

of lesson plan became better as a result of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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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eachers in lesson planning by using Lesson Study.

learning approach oneleventh-grade students’scientific

2) The result of analytical thinking ability test revealed

explanation regarding physics concept of light refraction

that the students who don’t learned through Lesson Study

and theirmotivation towards science. Twenty-eight stu-

process (first target group) showed ability in analytical

dents ina public high school in Thailand were recruited

thinking at the level of very good for 37.5 percent and

into this study and they were administered an open-ended

the level of good for 32.5 percent and the level of fair

scientific explanation test and a science motivation ques-

for 30.0 percent. The students who learned through

tionnaire both before and after their participation with

Lesson Study process (second target group) showed abil-

the simulation-based inquiry learning activity. Regarding

ity in analytical thinking at the level of very good for

the analysis of Wilcoxon signed-rank test, the results

64.102 percent and the level of good for 30.770 percent

showed that the students increasedscientific ex-

and the level of fair for 5.128.

planationability on light refraction phenomena.In an ad-

By developing the lesson plan, the lesson developed in

dition, they showed a better motivation on self-efficacy

quality which is because of the cooperation of teachers

in science after interacting with the simulation-based

in lesson planning through Lesson Study process until

inquiry learning approach.This finding indicated that the

it reached their satisfaction. Lesson Study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instruction; different classroom dimensions are viewed by teachers and then exchanging
the findings and knowledge tend to occur and plan the
lessons together. Learning activities which were developed using Lesson Study emphasizing analytical thinking
showed that students developed the analytical skill; the
first target group, most of the learners possessed the analytical skill at the level of very good and good which is
35.5 and 32.5 percent respectively. The second target
group has the skill at the level of very good and good,
or 64.102 and 30.770 respectively. To sum up, learning
activities through 5Es inquiry cycle model emphasizing
analytical thinking skills by using Lesson Study are able
to promote the analytical thinking skill.

inquiry-based physics learning with computer simulation
could be an effective approach for enhancing students’
scientific explanation and promoting their self-efficacy
belief in science motivation.
1. Introduction
Recently, scientific inquiry-based learning process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way of learning in science
and is worldwide mentioned as fundamental learning approach in science-based education. In today community
of science education, an important goal of science learning
i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explanation
performance for students through inquiry-based science
learning approach. Moreover, science motivation is also
a targeted factor that influences the successful of inquiry-based science learning (Srisawasdi & Patcharin,
2015). To promote students’ scientific explanation ability,
motivation to learn science is critical part to engage them

Teaching the Refraction of Light
through Simulation-based Inquiry
Learning: A Result on High School
Students’ Scientific Explanation Ability
and Science Motivation

in deeper understanding of scientific concept and encourage them to create appropriate explanation of scientific
phenomena. To be able to successfully develop students’
learning performance in scientific phenomena, they may
need to be promoted both scientific explanation ability

Kodchakorn Lamsombat, Niwat Srisawatdi

and science motivation. As such, science educators and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educational researchers have concentrate on investigating

niwsri@kku.ac.th

effective way of inquiry-based science learning to facilitate

This paper presents the effect of simulation-based inquiry

students’ scientific explanation and science motivation.

Bringing Scientific Literacy Forward: National & International Perspectives | 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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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t with the rapid growth of computerized tech-

learning activity with computer simulation has been de-

nologies in the practice of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veloped to enhance students’ active physics learning on

inquiry-based learning with computer simulations is gen-

refraction of light phenomena in this study.

erally seen as a promising area for science education
(Srisawasdi & Kroothkeaw 2014; Srisawasdi & Patcharin,

3. Methods

2015; Srisawasdi et al., 2016). In addition, digital technol-

A total of 28 eleventh-grade students, age ranging from

ogy-based approaches to science learning offer computer

17 to 18 years in a local public school at the Northeastern

simulations with ample opportunities for students’ in-

region of Thailand participated in this study. A one group

quiry-related learning environments for the development

pretest-posttest experimental design procedure was se-

of learning performance (de Jong & van Joolingen 1998;

lectively employ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utten et al. 2012; Srisawasdi & Kroothkeaw 2014;

simulation-based inquiry learning in refraction of light

Srisawasdi & Patcharin, 2015, Vreman-de Olde et al.

concept. The inquiry activity covered main concepts of

2013). According to the benefits of inquiry-based learning

rule of refraction, relationship between reflection and re-

incorporated with computer simulation, this study aims

fraction of light,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al depth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imulation-based inquiry

and apparent depth of the object under water. To measure

learning approach on students’scientific explanation re-

the students’ scientific explanation ability and their moti-

garding physics concept of light refraction and their sci-

vation towards science, three open-ended scientific phe-

ence motivation.

nomena, regarding claim-evidence-reason component,
and a 25-items science motivation questionnaire, regard-

2. Simulation-based Inquiry Learning on Light Refraction

ing Intrinsic motivation (IM), Career motivation (CM),

In the context of Thailand basic education in science, stu-

Self-efficacy (SEC), Self-determination (SDT) and Grade

dents need to gain scientific concept of light refraction

motivation (GM), were administered both before and after

properly in order to understand related and advanced

their participation with the simulation-based inquiry

physics concepts in the future, i.e., interference of light

learning activity. After, Wilcoxon signed-rank test has

wave and spectrum of light. Moreover, without under-

been performed to analyze the scientific explanation and

standing the concept of light and its properties, students

science motivation scores.

may not understand many scientific domains (Srisawasdi
& Kroothkeaw, 2014). Due to abstract relation and com-

4. Results and Conclusion

plexity of light refraction concepts, Thai students hold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isconceptions on the difference between reflection and

difference (Z = -4.454, p < 0.001) between scientific ex-

refraction of light, direction of light propagation after

planation scores on pretest (Mean = 1.82, S.D. = 1.72)

its refraction, and the cause of light refraction (Srisawasdi

and posttest (Mean = 8.00, S.D. = 3.36). This indicated

& Kroothkeaw, 2014). These learning difficulties can be

that the students significantly increased their scientific

significantly reduced by using simulation featured visual-

explanation ability after participating with the simu-

izing unobservable scientific phenomena both macro-

lation-based inquiry learning approach. In considering

scopic, microscopic, and symbolic levels of representation

their science motivation,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Srisawasdi & Patcharin, 2015). In addition, studen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Z = -2.762, p <

practice scientific method in the context of performing

0.01) between pretest (Mean = 14.07, S.D. = 3.44) and

their own investigations, while at the same time develop

posttest (Mean = 17.14, S.D. = 3.14) on SEC only, while

knowledge of the concept with the support of simu-

there were no significantly difference for IM (Z = -.469,

lation-based inquiry learning. As such, a series of inquiry

p = 0.639), CM (Z = -.963, p = 0.335), SDT (Z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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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920), and GM (Z = -1.248, p = 0.212). This indicated

of gases at observable and non-observable levels, they

that the students have better science motivation on

are able to understand several processes in the environ-

self-efficacy belief after interacting with the simu-

ment, such as the amount of oxygen and carbon dioxide

lation-based inquiry learning approach.

generated in the atmosphere (Andersson& Bach, 1996).

In a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s an evaluation of simu-

Participants included 13 males and 25 females who studied

lation-based inquiry learning in physics of light re-

in grade 11 at a rural public high school. They were asked

fraction on high school students’ scientific explanation

to complete the modeling test as pretest and posttest to

ability and their science motivation. The finding indicated

examine the effect of the instructional strategy on their

that the inquiry-based physics learning with computer

performance in the curriculum content in the topic of gases.

simulation could be an effective approach for enhancing

Students’ worksheets were also gathered to assess their

students’ scientific explanation and promoting their

improvements in the modeling performance across three

self-efficacy belief in science motivation.

MBI activities – Boyle’s law, Charles’s law, and gas
diffusion. Data from tests and worksheets were analyzed
to assess the quality level of modeling performance.

Engaging Thai High School Students
in Modeling Practice

Elements of modeling performance included drawing, core
concept, labeling, and representation. Three levels of such
performance were classified as following; high, medium,

Pannaporn Omee, Romklao Artdej

low are scored 2, 1, 0 respectively. That was quantitative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data by using Wilcoxon signed-rank test. In the pretest,

prim.oo@hotmail.com

most students slightly faced difficulties in expressing their

It is well accepted that model plays significant role in

modeling experiences – their performances were catego-

studying chemistry since explaining phenomena helps stu-

rized as low level. This reflected that engaging students

dents to integrate their understanding for both observable

in modeling practice has shown to be inconsiderate by

and non-observable features (Harrison, & Treagust, 1996;

teachers. Accordingly, several science teachers lack strat-

Shwartz, et al., 2007). Providing students to present their

egies for supporting their students in such practice, al-

expressed mental models is needed to assess what students

though models are frequently used in textbooks (Shwartz,

understand. Meanwhile, students seek to predict and ex-

et al., 2007). Results from the posttest, the level of stu-

plain chemical phenomenon through inquiry based learning

dents’ modeling performance were medium. It is noted that

experience. Thus, chemistry instruction should concern

the percentage of the students who could express their

these issues. Model-based inquiry (MBI) is an instructional

modeling was higher than that in the pretest. However,

strategy used in this research. It incorporates two ideas

when considering in each element, it was found that there

of model-based learning and inquiry-based learning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osttest

(Dass, Head, & Rushton, 2015). Previous research study

and pretest scores. To compare overall performance in the

suggests that this strategy helps students to learn scien-

pretest and posttest, mean rank of students’ modeling of

tific works – allow students to freely plan and carry out

gases in the posttest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an experiment in order to create evidence-based ex-

pretest (Z= 5.358, p<0.05). In conclusion, the im-

planations in terms of model generation – construction,

plementation of MBI is an initial point to support Thai

testing, and revision (Windschitl, Thompson, &Braaten,

high school students the use of models and to highly en-

2008). Gas is an important chemical content in high school

courage them in practicing modeling to help them mean-

curriculum and is highlighted in the current study. If stu-

ingfully understand chemical phenomena.

dents are able to understand the behaviors and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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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와 대학교 화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대학교수 인식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고찰
백은숙, 홍훈기

가짜 일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교육과정 분석
유경환, 이재승, 최혁준
한국교원대학교

skeeze@hanmail.net

서울대학교

ichbes@snu.ac.kr

본 연구는 물리과 수업의 일의 개념에 대한 학습에서 ‘가
짜 일’에 관련된 물리 교사의 인식과 교육 과정에서 잘못

이 연구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화학과 교육과정의 연

된 개념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였

계성에 대한 대학교수의 인식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

다. 가짜 일은 물체가 회전하지 않은 강체의 경우에는 일

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 중 개선점을 언급하고,

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의 개념

앞으로 시행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에 도움

과 차이가 생기게 된다. 학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짜 일

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의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도움이

연구문제는 첫째,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따른

되지 않지만, 물리 교사들이 가짜 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

대학교수의 일반화학 강의 방향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둘째,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화학과 교육과정
의 연계성에 대한 대학교수의 인식은 어떠한지, 셋째,
새롭게 적용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바라는 점은 무엇
인지이다. 연구의 대상은 일반화학 강의를 한 경험이 있

고 있으면 학생들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많이 이루
어져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러한 논의가 없어 이를 소
개하고자 한다.

는 대학교 화학과 교수 10명이다. 연구는 2016년 9월부
터 12월까지 진행되었고, 질적 연구방법으로 반구조화
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산-염기 학습발달과정 연구: 산-염기
모델의 관점 중심으로

선택한 과목은 대학교수의 일반화학 강의의 수준과 속

최 희1, 백성혜2

도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 둘째, 2009 개정 과

1

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지금까지 교육과정 중에 대학
의 일반화학과 가장 가깝지만, 고등학교 현장의 실제적
인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화
학I⋅화학II’를 선택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선택하는
추세로 인해 화학 교과 교육에 문제가 심각하다. 셋째,
새롭게 적용될 교육과정에는 이론과 실험을 병행하여
실생활에 접목시키고,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현장
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과 시
사점을 제안한다.

율량중학교, 2한국교원대학교

chem1210@naver.com

산-염기에 대한 학습은 쵸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까
지 모든 학교급에서 이루어지는 주제이다. 그러나 오랜시
간에 걸쳐 산-염기를 학습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산
-염기 개념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산-염기 개
념 학습의 어려움과 오개념에 대한 연구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는데, 학생들의 산-염기에 대한 혼란의 원인으로
다양한 산-염기 모델의 설명방식의 충돌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학생들이 혼란을 느끼는 많은 부분은 새로운 산염기 정의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데, 설명체계
가 단순하지만, 설명범위가 좁은 아레니우스 모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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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먼저 학습한 후, 설명범위가 넓으나 설명체계가 복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각 교과별 성격과 목표는 국가

잡한 브뢴스테드-로우리 모델을 학습할 때, 그 혼란은

와 사회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위수민,

극대화된다. 이러한 혼란은 단순히 브뢴스테드-로우리

2011), 국가 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이 다르고,

모델의 복잡함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다른 것이 있는

목적으로부터 도출되는 목표 또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데, 바로 달라지는 관점 때문이다. 학생들이 복잡한 산-

따라서 교육과정 비교 연구에 있어서, 목표 및 내용을 분

염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관점에 대한 발

석 하기 위해서 사회적, 역사적, 철학적 기반을 분석하

달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

여 연구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염기 모델에서 다른 산-염기

본 연구의 목적은 몽골과 한국의 과학교육과정의 목표

모델의 설명방식으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관점의 발달을

를 비교 분석 하는 것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중심으로 산-염기 학습발달과정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몽골과 한국 과학교육의 사회

산-염기 학습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적, 역사적, 철학적 배경을 분석하여, 과학 교육 목표에
밎는 요인을 알아본다. 둘째, 몽골과 한국 과학교육과정
의 목표를 ‘신Bloom 교육과정 목표 분석틀’로 분석한다.

몽골과 한국의 과학교육과정 목표
비교 분석

셋째, 몽골과 한국 과학교육과정의 목표를 ‘Yager의 과
학교육 목표의 6가지 영역’로 분석한다.
연구 대상은 몽골과 한국의 중⋅고등학교 과학교육과정

Ganchimeg Gantumur, 차희영

목표이다.몽골의 경우 학년 별, 교과별 목표가 따로 있

한국교원대학교

고,한국의 경우 중⋅고등학교의 과학과 목표와 성취기준

ganchimeg_bio@yahoo.com

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 양 국가의 과학 교육과정 목표에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제시된 용어 서술어를 비교분석하고, 신Bloom과 Yager

교육은 뚜렷한 목표와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을 기반으

의 분석틀 활용하여 좀더 세부 분석을 실시하였다.

로 계획되어야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정

연구 결과 몽골 과학 교육과정 목표에 진술된 용어 서술

목표는 교육과정 문서에서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목적,

어가 한국과 비교 했을떼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

목표 및 명세목표(aims, goals and objectives)를 통합하

었으며, 반면 한국의 경우 과학 교육과정 목표의 용어

는 것으로 학습자가 교육과정과 상호 작용함에 따라 성

서술어가 다양하게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Yager의

취하도록 하는 일종의 방향을 제시한다(Murray Print,

과학교육 목표 6가지 영역으로 분석 한 결과 몽골의 경

1993).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목표를 먼저 진술하여

우 ‘개념 영역’와 ‘탐구 영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창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명세목표로부

성 영역’, ‘태도 영역’, ‘세계관 영역’에 해당하는 목표가

터 내용이 도출되고 이 명세목표와 학습내용으로부터

없거나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반

학습활동이 나오며 이들 세 요소 모두 평가 전략을 이끌

면 한국의 경우 중⋅고등학교에서 Yager의 6가지 영역

어 내는 데 도움을 준다(Murray Print, 1993).

이 골고루잘 나타났으며, 그 중 세계관 영역에 해당하

Murray Print(1993)는 교육과정 목표를 진술할 때, 그

는목표는 다른 5가지 영역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

원천이 되는 중요한 요인들을 경험적 자원, 철학적 자

으로 분석 되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양 국가의 과학교

원, 교과의 자원 세가지로 나눴으며, 경험적 자원을 사

육과정 목표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회에 대한 연구와 학습자에 관한 연구으로 구분하였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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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1-3 Evaluation (평가)
st

15:40~16:40, Thursday, February 9 / 1 Floor Hallway Bldg. 11

중등 예비 화학 교사의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의 특징 분석

abilities have been considered as an essential competency to prepare them to be scientifically literate person which is the main goal of science education (Kuo,

김혜리1, 노태희1, 한재영2, 강훈식3
1

2

3

서울대학교, 충북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ghost22@snu.ac.kr

Wu, Jen, & Hsu, 2015;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2000). Open inquiry can develop the students’ skills in
learning through thinking and experiment. Learners are

이 연구에서는 중등 예비 화학 교사가 지필평가 문항을

responsible to develop experimental procedure and free

제작하는 과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8명의

to think in a condition that teacher provides questions.

예비 화학 교사가 발성 사고법을 통하여 기체 법칙에 대

In addition, previous knowledge also enables learners

한 6개의 지필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발성 사고 과정과

to use their capabilities in scientific questing. The basic

개별 심층 면담 전사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비

of science inquiry abilities imply thatall scientific in-

교사들은 지필평가 문항 제작 과정에서 문항 제작 계획

vestigations begin with a question (Lederman, 2009).

단계의 체계성 부족, 수업과 평가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The purpose of the present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인식 및 고려 부족, 문항 유형 결정 기준의 다양성, 문항

of open inquiry on middle school students’ scientific

의 행동 영역과 난이도 판별 곤란, 교사용 지도서 활용의

inquiry abilities of factors affected chemical reaction.

제한성과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오해, 검토 관점과 내용

This content knowledge is significant to study advanced

의 제한성 및 검토시기에 따른 차이점 등의 6가지 특징

concepts in high schools and Thai science curriculum

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예비교사들이 지필평가 문항

at the middle school levelwhich desires students to carry

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주로 고려하는 측면과 부족한 측

out an experiment and understand how factors affected

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예비교사의 지필평가 문

chemical reaction.The participants were 8th graders

항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

(n=31) who studied at a middle school located in the

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northeast part of Thailand. A one group pretest – posttest design, non – experimental research, was adopted.
Scientific inquiry abilities(i.e., formulate a hypothesis,

Middle School Students’ Scientific
Inquiry Abilities: Findings from
Thailand

plan and carry out an investigation, manipulate experimental data, and generate scientific explanation)
were assessed using the open ended-test. Students’ responses were interpreted, scored using a rubric, and

Suttatinee Paphochai, Romklao Artdej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faafarh@gmail.com

computed to compare the quantitative results between
pre- and post-test. Bo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reported. Willcoxon signed rank

Open inquiry is an approach which greatly places em-

test was used to compare mean rank between the pre-

phasison scientific practicein order to promote students’

and post-test. Data from science investigation reports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science work (Jim nez-

in each open inquiry laboratory task wasalso examined

Aleixandre & Crujeiras, 2016). Earlier studies demon-

students’ scientific inquiry abilities. Importantly, the

strate that involving students in open inquiry setting

complexity level wa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n

helps them improve cognitive ability. Moreover, inquiry

analysis of four sub-abilities of scientific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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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uskal-Wallis test was then used to compare mean

throughout the open inquiry laboratory tasks. For fur-

rank in each open inquiry. Results from this study re-

ther research, scaffoldings should be found to improve

vealed that the mean rank of the post-test was statisti-

them in planning and carrying out an investigation, ma-

cally higher than that of the pre-test (Z = -4.402, p

nipulating experimental data, and generating scientific

< 0.05). When taking sub- abilities of scientific inquiry

explanation. It could be concluded that open inquiry

into consideration, planning the investigation has been

is way to increase students’ scientific inquiry abilities.

regarded as the most difficult activity for students

Findings from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s for both

(Jiménez- Aleixandre &Crujeiras, 2016; Jones et al.,

teachers and science educators to engage and practice

2000). Surprisingly, there was only students’ pro-

their abilities through open inquiry learning environment.

gression in formatting hypothesis which was improved

• Session 1-4 Creativity (창의성)
15:40~16:40, Thursday, February 9 / 1st Floor Hallway Bldg. 11

창의성에 대한 예비초등교사의 암묵
이론 탐색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주 자료는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
으며, 면담은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예비초등교사와
면대면으로 이루어졌다. 면담 초반에 참여자에게 창의

박은지, 이선경

성에 대해 떠오르는 단어를 자유롭게 적도록 했으며, 기

서울대학교

록한 단어를 중심으로 2-3시간 동안 면담이 진행되었

starryblue@snu.ac.kr

다. 이 같은 방법은 최인수와 표정민(2014)이 제시한 암

최근 창의성에 대한 과학교육연구는 이론적인 모색을

묵 이론을 밝히는 네 가지 방식 중 심리적 구인을 가진

넘어서서 보다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시도되고 있다. 본

사람의 특성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연구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계의 흐름에 발맞추는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구자간 반복적인 상호 분석

동시에, 우리나라 교육현실과 문화를 반영한 교사의 창

및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은 암묵 이론을 발견할 수 있었

의성에 대한 개념 및 구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 첫째, 예비초등교사들은 크게 일반 창의성, 과학 창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의성, 그리고 학교과학에서의 창의성을 구분하여 생각

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암묵 이론(implicit theories)

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일반 창의성의 경우 예술 분야

은 한 개인이 살아오면서 겪은 어려 경험들과 지식들이

또는 일상이나 사회생활 맥락에서 관점이나 태도 또는

총체적으로 모여 만든 이상적인 개념, 즉 일종의 원형

실천적인 측면의 창의성을 쉽게 떠올리는 반면, 과학 창

(prototype)으로, 사회문화적 가치에 영향을 받으며 자

의성은 과학 지식 및 전문성에 기반한 창의성을 뜻하는

신과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

경향이 강했으며, 학교과학에서는 현재 우리의 초등교

의 창의성에 대한 개념 역시 암묵 이론으로서 형성되어

육 현실을 고려한 제한적인 창의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탐색해 보는 일은 분명 의미

많았다. 둘째, 위의 세 가지 구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있는 생태학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선행 연구들이 주로

으로 창의성이란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생성할

현직 교사들의 창의성 개념을 살펴본 데에 비해, 본 연구

수 있는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새로

에서는 예비교사들의 창의성 개념을 살펴보는 것에 초

운 것의 생성이 기존의 것으로부터 가능한지 아닌지에

점을 두었다. 예비교사야말로, 아직 교사로서의 현장 경

대한 상반적인 입장과 함께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에 대

험은 부족할지 몰라도, 창의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비교

한 다양한 수준의 개념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창

적 최근의 교육과정을 학생으로서의 경험했으며, 이를

의성은 타고나는가 혹은 길러질 수 있는가의 부분에 있

통해 새로운 안목을 가진 현장 교사로서 활동할 여지가

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창의성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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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그 수준과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어떤 교육

적은 수의 문제발견을 하였고 적절한 문제해결 방법을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고 인

많이 찾지 못하였다. 또한 문제상황과 과학적인 관련이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과학에서의 창의성

없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거나 비슷한 의미의 중복된 해

과 연결해 보았을 때, 창의성을 기르기보다 오히려 줄어

결방안이 있었고 문제해결 방법을 정교하게 진술하지

들게 하는 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강했고, 이

못했다.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한 질문과
방법을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간적 여유와 이
렇게 자발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연스러운 교수-학습방
법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발명영재관련 연구 키워드의 언어네트워크
분석
1

1

2

2

황요한 , 문공주 , 김민기 , 이경표 , 김미희

2

1

문제해결과정에서의 협업양상에 따른
과학영재의 새로운 문제발견 및
문제해결에서의 창의성 요소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2한국발명진흥회

yohan@ewha.ac.kr

본 연구에서는 발명영재의 언어적 개념을 다면적으로 이
해하고 관련된 키워드들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발명

최점임, 강유진, 김지나

영재, 발명교육과 관련된 국내연구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부산대학교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6년 11월 13일 기

joonmom@hanmail.net

준으로 KCI 등재 및 KCI 등재 후보 학술지에서 ‘발명영
재’를 주제어로 한 논문의 수는 총 70편, ‘발명교육’을 주

창의성과 협업은 과학교육에서 중요한 주제인데 비하

제어로 한 논문의 수는 총 308편이었다. 분석방법은 연

여, 현장 수업 적용사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창의

도별, 학술지별, 학술분야별 논문 게재 수에 대해 기술통

적 문제해결 수업에 협업 활동이 어떤 창의성 요소를 향

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논문의 주제어는 주요단어 및

상시키는지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공출현단어의 빈도를 가시화하는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문제상황

적용하였다. ‘발명영재’를 주제어로 한 논문은 2008년부

을 제시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실시하였다. 학생

터 학술지에 게재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발명교육 및

들은 개별활동과 협업활동으로 구분되어 문제해결 과정

발명영재와 관련된 논문의 수는 지속적으로 그 수가 늘

을 거쳤다. 6주 뒤에 새로운 문제상황을 제시하여 문제

어가고 있다.

해결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새로운 창의적 문제해결

발명영재와 관련된 연구 논문 70편의 논문의 주제어는

과정에서는 참여학생 전원이 개별활동을 하였다. 이 과

모두 259건 이었다. 주제어에서 2회 이상 사용된 단어는

정에서 문제해결에서의 협업 양상에 따라 새로운 문제

‘발명영재’ 34회, ‘발명영재교육’ 20회, ‘발명’ 8회, ‘발명

상황에서 문제발견과 문제해결에서의 창의성 요소가 어

교육’ 6회, ‘영재교육’ 6회, ‘영재’ 5회, ‘창의적 인성’ 4회

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며, ‘기질’, ‘내용표준’, ‘문제의구조화정도’, ‘발명영재

연구 결과, 협업 양상에 따라 새로운 문제발견과 문제해

교육프로그램’, ‘초등발명영재’ 가 모두 3회, ‘STEAM’,

결에서의 창의성 요소가 다르게 나타났다. 협업 과정에

‘과학영재’, ‘기업영재’, ‘발명영재성요인’, ‘발명영재창의

발언 횟수가 많고 모둠원의 의견에 반응을 나타내며 흥

적 성향’, ‘생애목표’, ‘성격’, ‘영재프로그램’, ‘잠재적기

미를 가지고 토의를 주도한 학생은 다양한 범주에서 가

업가’, ‘진로성숙도’, ‘창의성’, ‘창의인재개발’, ‘초등학교

능성 있는 문제발견을 하였고 적절한 문제해결 방안을

발명영재’, ‘초등학교’, ‘팀문제해결학습’이 모두 2회로

많이 찾아내었다. 또 독창적인 문제를 발견하거나 문제

나타났다. 그 외 ‘ICT’, ‘JTCI’, ‘LSI’, ‘MCTI 성격유형’,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협업 과정에 발언 횟수가 적으

‘RSP’ 등 131개의 단어가 1회 나타났다.

며 딴 곳을 보거나 집중하지 않는 태도로 참여한 학생은

주제어들은 영재와 발명을 중심으로 교육, 창의, 발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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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학교와의 관계가 가깝고, 팀, 내용, 선발, 영재교육,

있음을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인성은 창의성과 초등

진로, 창의성, 프로그램, 인성, 개발, 교사, 기질, 성향,

과 관련되며, 성향은 검사도구와 관련이 있었다. 요인은

요인, 융합인재교육, 인식, 검사도구 등이 연결된 것으로

발명, 영재와 같은 중심 단어와 관련이 깊지만 인식, 내

분석되었다. 발명, 영재, 창의, 교육이 관계가 깊이 연결

용, 선발 등과 관련이 적게 나타났다. 초등은 팀, 학교와

되어 있었으며, 융합인재교육은 인식, 교육, 영재, 발명,

관련성이 높음. 초등 프로그램에서 협동학습이 자주 연구

프로그램, 영재교육과 관계가 있었다. 중등 및 고등 교육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현

에 대한 키워드가 부족하고, 진로는 초등, 발명교육, 영

재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발명영재에 관련된 연구가 중

재, 발명, 교육 등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과 연결되지만 관

등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창의성 및 진로교육과

계가 약하게 나타나 이를 통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관련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 Session 1-5 Teacher Education (교사교육)
st

15:40~16:40, Thursday, February 9 / 1 Floor Hallway Bldg. 11

자유탐구실험에서 초등 예비교사의
탐구설계 및 수행에 대한 경향 분석

2016년 9월~10월까지 3가지 주제로 자유탐구 실험을 진
행하였다. 실험진행 방법은 1주차에는 초등 교육과정 내
에서 소개된 실험을 주제로 하여 가이드 실험을 진행하

심헌태, 유선아

고, 2주차에는 1주차에 진행하였던 실험과 관련된 자유탐

한국교원대학교

구주제를 각 조별로 준비하여 실험을 진행하여 실험보고

shimheontae@gmail.com

서를 제출 하도록 하였다. 각 1주차에 제시한 가이드 실험

자유탐구는 과학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정의에서 결론 도

은 불꽃반응, 양배추지시약, 암모니아 분수 실험이었으

출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 스스로 수행하는 탐구방식으로,

며, 자유탐구 실험에 대한 실험보고서는 실험하는 과정을

학생자신이 실제 과학자가 하는 방식으로 과학적 탐구를

담은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도록 하여 실험과

하게 하는 것이다 (Baek, Lim & Kim.2015). 우리나라는

정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실험 조 구성

지난 교육과정에서 탐구능력 향상을 과학교육의 중요한

은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구분 없이 각 조별로 3~4명으

목표로 계속해서 강조해왔으며, 2007교육과정에서는 자

로 구성하였으며, 학생들의 탐구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

유탐구 과정을 신설하였고, 2015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관찰하기 위해 실험이 진행되는 동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나 학교현장에서

안 한 명의 연구자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특이사항을 기

는 내용과 개념이해의 효율성 측면을 위하여 탐구과정이

록하였고, 실험의 진행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 자

자세히 서술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적 탐구가 적

유탐구 실험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탐구주제의 선정과

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Shim. 2007) 또한, 이런 교

실험수행에 대한 경향 및 특성은 실험 관찰일지와 각 조

육과정을 거친 예비교사들은 자유탐구의 경험이 거의 없

별로 작성된 총 18개 실험보고서를 분석하여 파악하였다.

어 탐구설계 및 수행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 결과,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주제를 설정하고 탐구과

나타났다 (Lim et al., 2010).

정을 설계해야하는 자유탐구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들의 탐구 실험 수행에 대

험주제를 선택하는 것은 대부분 인터넷 및 교육과정에

한 시사점을 도출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초등 예비교사

서 제시된 비슷한 주제나 유형의 실험을 선택하는 모습

들이 자유 탐구 실험을 수행할 때 탐구 주제 선정과 실험

이 나타났다. 자유탐구실험의 실험과정에서는 1차 실험

설계 및 수행에서 어떤 경향과 특성을 보이는지 관찰하고

에서 제시된 결과를 얻어낸 조는 그대로 실험을 종료하

분석하여 보았다. 연구대상 및 기간은 자유탐구실험 수업

여 단편적&지시적 확인실험 수준에 머무는 모습이 보였

을 수강하는 예비초등교사 6개조 총 23명을 대상으로

으며, 1차 실험에 실패한 조 중에 절반정도의 조만 실험

Bringing Scientific Literacy Forward: National & International Perspectives | ONV

st

2017 KASE the 71 General Meeting & International Conference | POSTER PRESENTATION

방법과 조건에 대해 고민하고 목표로 한 결과를 얻기 위

을 이용하여 교사의 주목과 해석, 반응을 분석하였다.

해 실험방법이나 조건을 변경하여 실험하는 모습을 보

연구 결과 교사가 학생들의 활동 수행과 산출물 제출이

였다. 그에 반해, 선택한 실험주제에 대해 직접 실험을

라는 행위에 주목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대답의 옳고

설계하여 수행한 조는 실험 전에 미리 실험기구 설치 방

그름을 평가하고, 학생들의 오개념을 교정해주는 반응

법에 대한 모식도를 직접 그려서 준비해왔으며, 실제 학

을 보였다. 그리고 시간 내에 산출물을 완성하기 위해

교 현장에서 수월하게 사용가능한 빨대, 고무찰흙 등으

모둠점수와 가산점이라는 수단을 주로 활용하여 외적

로 실험기구를 꾸미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시간 내에 실

동기를 부여하였다. 반면, 교사가 학생들의 사고에 주

험을 완료하지 못하자, 수업시간이 끝난 이후에 따로 실

목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질문과 대답의 의미를 되묻고,

험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한 사고의 원인을 탐색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학생

이는 가이드 실험을 제시한 경우에도, 자유탐구의 경험

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교수설계의 문제로 해석함

이 없는 초등 예비교사들은 자유탐구 실험을 설계하고

으로써 교수설계를 수정하고 새로운 전략을 제안하였

수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

다. 또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제시된 현상을

다. 또한 안내된 실험에서 발견된 어려움이나 실패를 개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취하고 수업의 자

선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경

원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교사가 학

우도 있었으나, 탐구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생들의 사고의 본질에 반응하여 수업을 실행하기 위해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때, 초등 예비교사의 자유탐구

서 교사의 주목과 해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비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

을 제안한다.

려움이나 탐구 실험 수행에서의 다양한 경향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에서
드러난 초등 예비교사들의 PCK 탐색
학생 사고에 주목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따른 교사의 반응 양상 : 과학 논변수업을
중심으로
윤선미, 김희백
서울대학교

ysm00@snu.ac.kr

이신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vivimoon1@kice.re.kr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 탐구수업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하면서 드러나는 초등 예비교사들
의 PCK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초등 예비교

교사가 학생들의 사고에 반응하는 능력은 학생들의 사
고에 주목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사고에 주목하고 해석
하는 방식에 따라 교사의 반응과 수업 실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였다. 남녀공학 중학교에 재직 중인

사들은 초등과학탐구수업을 수강하는 교육대학교 2학년
31명의 학생들로 2-3인 1조로 과학탐구수업을 설계 및
시연하였다. 예비교사들은 동료가 시연한 과학 탐구 수
업에 학생 입장에서 참여하였으며, 매 수업이 끝난 이후
에 시연된 수업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하였다. 예비교

과학교사 1인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참여 교사의 2개

사들의 동료평가를 분석한 결과, 예비교사들은 동료평

반 수업을 녹화하였다. 학생들의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

가에서 교수지향, 교육과정, 학생, 수업전략, 평가에 대

해 광합성 주제로 개발된 7차시의 논변활동 과제를 학

한 지식을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평정자의 교수지향을

생들에게 제시하고 소집단에서 논변활동이 이루어지도

알 수 있었다. 예비교사들은 주로 수업전략에 대한 지식

록 하였다. 수업 촬영 비디오, 교사와 학생들의 발화

을 평가하였으며, 학문적 엄격함과 지식 전달의 교수지

전사본과 교사와 연구자 간의 협력적 성찰(3회) 전사본

향을 보여주면서도 활동중심의 교수지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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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PCK 구성 요소 측면에서 동료 평가를 한 학생들

개별적으로 시각화한 모델을 이용하여 조별 토의를 거

은 본인의 수업 실연에서 본인이 강조한 PCK 구성 요소

쳐 조별 모델을 구성하고 조별 발표와 논의를 통하여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 수업을 설계하고, 본인이 나타낸

class 전체 모델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포함한다. 개별

교수 지향에 따라 수업을 실연하였으며, 탐구 수업 시연

및 조별로 구성한 모델은 점전하를 중심으로 한 전기장

이후에 개인의 교육적 지식이나 신념, 가치에 대한 반성

벡터의 위치와 방향, 등전위선의 간격, 등전위선과 전기

인 전문적 수준의 반성을 하였다. 예비교사들은 동료의

장의 관계와 같은 정보들을 모두 고려하였는가, 일부를

수업 실행 평가를 하면서 본인 수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

고려하였는가에 따라 각각을 3개의 수준으로 구분하고

안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이러한 수준이 소집단 활동 및 class 전체 활동을 통하

통해 예비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지원에 대한 시사점

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학생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들은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모형이 정교해지고 각 정보
들을 고루 고려하는 상위 수준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초기 개별 모형과 조별 모형이 큰 변화가

시각화 전략을 활용한 전자기학 수업에서
물리 예비교사의 정신모형 변화 분석

없이 기존의 개념을 발전시키지 못하거나, 초기 개별 모
형이 가지고 있던 옳은 개념들까지도 소집단 활동을 통
하여 사라지고 오히려 더 하위 수준의 모형으로 변화되
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한 후 기말

최연정, 김성원

고사에서 동일한 시각화 활동 문제를 출제한 결과 모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옳은 답을 구성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소

yjungchoi@gmail.com

수 조별 활동을 주도했던 학생들만이 옳은 답을 구성하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시각화 활동을 통한 물리 예비교

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 활동 후에 이루

사들의 전자기학 기본 개념에 대한 정신모형 변화를 통

어지는 소집단 시각화 활동 당시에는 학생들이 개념에

하여 소집단 시각화 활동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하여 이해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

사범대 2, 3학년에 재학 중인 물리 예비교사 28명을 대

더라도 그 개념들이 지속되어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상으로 전자기학 수업을 실시하고 전자기학의 기본 개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념 중 하나인 전기장과 전위에 대한 수식을 활용하여 시

따라서 이러한 소집단 활동을 통한 수업의 경우 개별 학

각화를 해보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시각화 활동은 개별

습자가 습득한 개념을 지속시킬 수 있는 수업 전략을 구

활동과 조별 활동, class 전체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상할 것을 제안한다.

• Session 1-6 Integrated Education (통합교육)
15:40~16:40, Thursday, February 9 / 1st Floor Hallway Bldg. 11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과학관련
사회윤리쟁점(SSI) 접목 Science-ESD
수업모델 개발
이한용, 손연아
단국대학교

handrago@hanail.net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
기존에 없었던 ｢재해⋅재난과 안전 단원｣이 신설되어,
안전한 생활을 위해 과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해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며,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교
육부, 2015).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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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지진교육은 대부분 모의훈련이

발의 단계는 ‘사회문제해결형 ESD 수업모델’의 8단계

나 영상물 시청 등 형식적인 훈련 정도로 그쳐 왔다. ‘재

수업설계절차(손연아 등, 2014)’를 5단계(교육과정의 통

해⋅재난과 안전’에 대한 주제는 과학지식의 이해뿐만

합적 분석→ S-ESD 내용조직도→ S-ESD 수업전개도

아니라, 사회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탐구적으로 그 문제

→ S-ESD 교수학습과정안→ S-ESD 수업 활동지 및 평

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

가지)로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그리고 수업모델 전체

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

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과정은 ‘SSI 논증활동 담화클러

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수업모델은

스터(고연주, 최윤희, 이현주, 2015)’를 적용하였다. 이

기본적으로 통합과학교육의 틀 속에서 개발되어야 한

러한 절차에 따라 Science-ESD 수업모델을 초안으로

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손연아(2016)는 현대 과학교육

개발하고, 과학교육과 ESD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에서 강조되는 다양한 통합과학의 방향과 역량 중심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업모델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를

교육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합과학교육의 구조를 정

거쳐,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에

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재해⋅재난

서 개발한 Science-ESD 수업모델을 실제로 학교 수업

과 안전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에 적용하여, 수업교사와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 추가

(ESD)과 과학관련 사회윤리쟁점(SSI)을 접목한 Science-

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현장적합성 있는 수업모델로 최

ESD 수업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수업모델 개

종 개발하고자 한다.

• Session 1-7 Gifted Education (영재교육)
15:40~16:40, Thursday, February 9 / 1st Floor Hallway Bldg. 11

영재교육 경험이 영재 개인의 성취면과
진로면에서의 미치는 효과에 대한
종단연구
김연희, 조갑룡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salmonori@korea.kr

과학영역 영재교육원에 입학한 수학영재 9명, 과학영
재 7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경험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면담을 실시하고 Giorgi 분석방법으로
현상학적으로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수학영재교육 경험이 성취면에서 6개와 13개의 주제
를 도출하였으며, 진로면에서는 4개 중심의미와 14개
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과학영재교육경험이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영재교육을 받은 영재들의 역

성취면에서 7개 중심의미와 21개의 주제를 도출하였

추적 연구를 통해 영재교육이 본인들의 성취정도 그

으며, 진로면에서는 5개 중심의미와 11개의 주제를 규

리고 진로선택에 미친 영향을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

명하였다. 영재학생들의 영재교육경험이 성취면과 진

로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심층적으로 의미를 분석하

로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고, 그 경험이 영재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를

학생들의 영재교육 경험의 의미를 토대로 앞으로의

통해 영재교육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종단연구를 실

영재교육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시하였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수학,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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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1-8 Etc. (기타)
st

15:40~16:40, Thursday, February 9 / 1 Floor Hallway Bldg. 11

The Role and Development Plan of
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for Enhancing
Biological Resources Education Effect

course, professional course and specialized course) and
provides a total of 12 educational programs, offering systematic and specialized education on biological resources.
In order to solve the imbalance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each region and to expand the base of education

Jin-Sung Jeon, Hae-Ran Kim, Jong Tae Lim
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on biological resources, it is working on educational co-

Exhibition & Education Bureau, Education Planning &

operation projects with relevant local community organ-

Management Division

izations, “Biological Resources Young Dreamer Creative

cnrwp@nnibr.re.kr

Class” for underprivileged students, and “Visiting

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Doctors” program for schools located in remote areas. In

is performing research, exhibition, and education proj-

addition, by making students directly experience the ex-

ects related to freshwater biological resources in order

periments in the latest life science through “Biological

to secure the national bio-sovereignty, to preserve bio-

Resource Academy” and “Research Class for Freshwater

diversity and to make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re-

Biological Resources”, it is providing students oppor-

sources, and it is developing and managing various expe-

tunities to enhance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creatively

rience education programs to raise professionals in bio-

and to satisfy scientific curiosity. In this way,

logical resources. Since the opening of the institute, a

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total of 474 training sessions have been held and a total

will lead the development of creative and integrated bio-

of 10,586 trainees received training on biological re-

logical resources education programs in line with the

sources(as of November 15, 2016). The Biological re-

times, in order to lead a new paradigm of biological re-

sources curriculum is divided into three courses(general

sources education.

• Session 2-1 Integrated Education (통합교육)
10:20-11:20, Saturday, February 11 / 1st Floor Hallway Bldg. 11

‘식물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을 활용한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학업성취도에서
실험반은 비교반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p<.01). 식물 관련 다큐멘타리 영상 제작을 주제로 한

1

고민영 , 홍승호

2

STEAM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유의미

1

동광초등학교, 2제주대학교

하게 향상시켰다. 따라서 학생들은 통합하여 사고할 기

shong@jejunu.ac.kr

회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본 연구는 초등과학 4학년 ‘식물의 생활’ 단원에 대해

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 기법과 변인들

‘식물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을 활용하여 융합인재

이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교육(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있다.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에서는 하위영역인 ‘동기

알아보았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반에

적 요소’ 영역에서만 차이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전반적

는 개발된 12차시의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비

인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

교반에는 2009 개정교육과정의 12차시 이론적 수업을

한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STEAM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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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검사에서는 과학흥미도, 소통, 과학가치, 과학자아

회 활동, 과학⋅수학 실험 활동, 특강 및 강연 활동, 진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러 교과

로 탐색 활동, 과학⋅수학 동아리 활동, 과학 봉사 활동,

를 융합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과학 이외의 다

자율연구(R&E) 활동이라는 9개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

른 교과에 대한 흥미를 길러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

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

며, 차후의 STEAM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실생활과의 연

용과 목적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를 강화한다면 학생들의 교과 효능감과 진로 선택에

는 이를 중복 체크하여 그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과학중점학교 학생

STEAM 수업을 통하여 학습자는 만족감이 매우 높은 것

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들의 유형

으로 나타났다. 학습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융합인재교

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중점학교 운영에

육에 대하여 높은 만족감을 보인다는 점은 학습 콘텐츠

있어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의 개발 방향이 기존의 교과 중심적 접근에만 머물러서
는 안 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피지컬컴퓨팅이 주는 과학영재 학생의
과학 활동에서의 인식 변화
과학중점학교 과학 및 수학 체험활동
활동 유형 분석

김미영,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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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남희 , 심규철 , 박종석 , 손정우 , 이기영 , 이봉우 ,
차정호 , 김종희 , 최재혁 , 서헤애 , 한재영 , 조헌국
1

2

3

4

21세기 사회에서는 과학과 컴퓨터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6

7

8

없을 만큼 컴퓨터과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강원대학교,

5

mykim7@ewhain.net

단국대학교, 대구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9

충북대학교

skcshim@kongju.ac.kr

컴퓨팅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이하 CT)의 활
용은 인간의 인지능력으로는 수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
했던 작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학의 역량을 증대

과학중점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 즉 과학적 문제의 해결

제공하고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수학 체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컴퓨팅 기기를 통해 모델화 및

활동을 5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하고, 그 과학모델의 다양한 변

학⋅수학 비교과 체험 활동은 수업 시간표에 제시된 교

수들을 예측하는 데에 컴퓨터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

과를 제외하고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

고 있다. 과학 분야뿐 아니라 현재 및 미래사회에서는 일

활동을 의미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이라 지칭하기도 한

상의 문제를 컴퓨터 활용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가

다. 이들 창의적 체험활동은 현재 각 과학중점학교의 특

많아지고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공학기술 교육의 실천이

색에 적합하도록 과제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활

확대되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2013년

동으로 이뤄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과학중점학교에서

을 기점으로 과학교육에서 컴퓨터기반의 공학기술을 실

이루어진 창의적 체험활동들의 활동 유형을 분석하여

천하자는 국가 정책이 발표되어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

각 과학중점학교들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는

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고 있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

으나 과학교육에서의 적용사례와 효과는 아직 다양하게

에서는 과학중점학교 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한 2015년

제시되고 있지 않다.

99개 학교, 2016년 100개 과학중점학교를 분석 대상으

본 연구에서는 초등 과학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이 제출한 운영성과보고서를 통

‘피지컬컴퓨팅과 3D 모델링&프린팅’ 수업을 진행하여

해 각 학교에서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들을 확인하고,

공학과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와 과학 활동에

이를 과학 캠프 활동, 조사 및 견학 활동, 과학⋅수학 대

서의 공학기술의 활용해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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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를 사전사후 설문지와 면담을 통해 살펴보았다.

생활’ 단원 및 ‘식물의 생활’ 단원을 융합한 STEAM 프로

교육용프로그램언어인 스크래치로 쉽게 제어가능한 피지

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이러한 접근이 초등학생의

컬컴퓨팅 아두이노와 비트브릭을 활용하여 인간의 움직

창의적 문제해결력, 과학 탐구 능력, 정의적 영역에 효과

임과 센서와의 반응을 살펴보고 SW로 제어하는 과정을

가 있는지 확인하고, STEAM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의 만

배우도록 하였다. 이외에 3D프린터와 프린팅하기 위한

족도는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물에 뜨는 생물의 특성을

과정을 알아보고 직접 3D모델링을 하는 수업을 진행하였

주제로 하여 동물과 식물을 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

다. 이 수업은 피지컬컴퓨팅이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능을

록 상황 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으로 구성된

3D 모델링 및 프린팅이 하드웨어로 외형적인 것을 구성하

STEAM 교육 준거를 기반으로 STEAM 프로그램을 구성

는 융합 활동을 제시하고자 설계되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하였다.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한

공학기술 의 활용을 체험하고 배우면서 자신들의 창의적

결과, 실험반 학생들은 창의적 문제해결력, 과학 탐구 능

아이디어를 구현해보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력, 정의적 영역에 있어서 비교반 학생보다 유의미한 향

연구결과 학생들은 다른 SW보다는 Scratch를 가장 많

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

이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이 ICT

정에서 간학문적 영역이 효과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

여러 교과를 통합하기 위한 단계가 체계화되어 제공될

통신기술)나 코딩 등의 SW교육 관련해서 남학생보다

필요가 있다. STEAM 교육의 모호성을 극복하고, 현실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과학에

이고 명료한 지침을 확보하여 ST EAM 수업을 재구성하

서의 공학과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공학기

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동물과 식물을 융

술을 활용한 과학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수업 전과 후

합한 STEAM 수업을 적용하는데 있어 생물의 공통점과

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학기술

차이점을 생각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으

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를 만들고자

며, 생물이 서식 환경에 적응한 방법을 토대로 생물의 특

하였으며, 수업후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함에 있어

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과 공학적인 활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교육에서 공학이나 기술
의 실천은 과학적 지식이 응용되고 구체화되는 것을

술과 접목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사용가능한 실용적인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에서 나타난
고등학교 학생연구의 특성 분석:
생명과학분야를 중심으로

것이 만들어진다며, 과학외의 다른 학문과의 융합이

이원철, 심규철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주대학교

경험하게 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생들은 과학은 즐겁고 재미있지만 공학 또는 기

kcshim@kongju.ac.kr

‘수생생물은 어떻게 물 위에 뜰 수
있을까?’에 대한 STEAM 수업의 효과
1

이상호 , 홍승호

2

본 연구는 2006~2015년 까지 전국과학전람회 생명과
학 분야(동물, 식물 부문) 출품작 중 전국대회 입상작
을 대상으로 학생 연구의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도 교사들에 대한 전람회 지도 지원 방안

1

제주서초등학교, 2제주대학교

과 학교 현장의 학생 연구 지도 인프라 구축, 나아가

shong@jejunu.ac.kr

작품 심사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이 연구는 동물과 식물 관련 학습의 융합을 통해 생물의

하였다. 이를 위해 작품이 속한 학문영역, 교육과정 유

특성과 서식 환경의 관계를 학습하는 융합교육 방법으

관성, 논리적 추론 형식의 유형, 연구방법, 사용된 기

로,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3∼4학년군의 ‘동물의

구 유형, 연구의 제한점 등을 포함하는 분석틀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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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여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에서 2015년

및 해수의 이입 정도가 기수갈고둥 서식에 영향을 주고

에 가까워질수록 생화학적, 유전학적 연구의 비중이 큰

있었다. 12개 조사구역에서 채집된 기수갈고둥의 개체 수

폭으로 증가했고 내용 수준 또한 일반적으로 고등학생

는 1회 평균 50마리 정도였다. 하천수는 수질등급기준

들이 가진 실험적 지식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어 전문가

1-2등급 이내의 양호한 상태를 보였으나 주변의 서귀포

의 도움이 크게 필요한 연구가 증가했으며, 학생 연구

항에서 흘러 들어오는 폐기름, 관광지에서 버려지는 쓰레

에 비중 있게 사용된 실험 기구들 역시 일반 고등학교

기 등 오염원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며, 앞으로 이 지역에

에서 기본적으로 비치하고 있지 않은 기구들의 사용이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와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역에 대하여 각 학교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멸종위기 생

전국 고등학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일반 고등학교 학

물에 대한 보전과 관리의 측면에서 생물종다양성, 환경교

생들이 전람회와 같은 학생 중심의 연구 활동을 할 때

육 등과 같은 체험학습 자료의 개발이 요구된다.

큰 제한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도 교사
의 학생 과학 작품 지도를 위해서는 첨단 실험 기술 지
식 제공, 전문가 연계 방안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학생들의 활발한 자기 주도적 탐구를 위해 일반 고등학
교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실험 기구의 지원이 필요하다
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생 수준
을 넘어서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자기 주도적 연구를

홍콩의 과학 영재들을 위한 STEM
프로그램 사례 분석
1

1

2

3

4

5

한화정 , 심규철 , 박종석 , 서혜애 , 손정우 , 이기영 ,
이봉우6, 차정호7, 김종희8, 최재혁8, 한재영9, 조헌국6
1

공주대학교, 2경북대학교, 3부산대학교, 4경상대학교,

독려하기 위한 과학전람회 운영 및 심사의 방향이 필요하

5

다고 할 수 있다.

9

강원대학교, 6단국대학교, 7대구대학교, 8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skcshim@kongju.ac.kr

멸종위기동물 기수갈고둥(Clithon
Retropictus)의 서식 환경 조사
및 체험학습 방안
1

한지상 , 홍승호

2

본 연구는 홍콩의 과학 영재들을 위한 STEM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홍콩은 과학 영재들에
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및 해외 대학,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의

제주서초등학교, 2제주대학교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약 300개의 프로그램을

shong@jejunu.ac.kr

구성하여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1

영재들을 위한 교육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기수갈고둥은 환경부 멸종위기동물 2급으로 중국, 한국,

학부모의 정신건강까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학생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 제한적으로 서식한다. 우리나라

학부모에게 심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미성취자 학생들이

에서는 남해안 및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만 분포하는 것으

영재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또한 영재교육

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서 좀 더 구체적

연구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담당 부서에서 체계

인 기수갈고둥의 분포와 서식환경을 규명하는 연구의 일

적이면서 다양한 STE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현장

환으로 새로운 서식지를 보고한다. 기수갈고둥의 서식지

학교에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

인 천지연 하류 지역은 해안에서 유입되는 해수와 만나

들은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

기수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그 범위는 해안 접안지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코스, 천문학 코스, 자동차 기술

로부터 약 30m에 불과하며 하상은 주로 시멘트로 이루어

입문 코스, 생물학 코스, 금융 게임 이론 등을 수시로 개

진 중앙보 지역이다. 분포 상황은 하천 바닥의 상태, 유속

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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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큰 효과를 보였다. 앞으로의 STEAM 프로그램 개발

‘생물은 어떻게 먹이를 잡을까?’를 주제로
한 STEAM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효과

에서도 교과 개념과 더불어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기르
는 방향으로 구안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적
용된 STEAM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

홍진석1, 홍승호2

결력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학생들의 창의적 문

1

제주서초등학교, 2제주대학교

제해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앞

shong@jejunu.ac.kr

으로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과학 교과 내 지식 융합 기반
본 연구에서는 과학 교과 내 ‘동물의 생활’ 단원과 ‘식물

의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학

의 생활’ 단원의 융합을 시도하여 조류의 부리와 식충식

을 중심으로 하는 STEAM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개발되

물의 생김새를 융합한 STEAM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3학

어 있으나, 과학 교과 내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년의 과학 탐구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정의적 영역

STEAM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므로 교과 내 지식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STEAM 프로그램

융합하여 다루는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

을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하위 요

있었다. 첫째, 조류의 부리와 식충식물의 생김새를 융합

소 전부에 대해 유의한 효과를 얻은 것은 아니므로, 향상

한 STEAM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기초 탐구 능력 향상

되지 못한 하위 요소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

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하위요소의 관찰 영역

로 보완한다면 의미 있을 것이다.

• Session 2-2 Culture (문화)
10:20-11:20, Saturday, February 11 / 1st Floor Hallway Bldg. 11

과학관 활성화를 위한 과학커뮤니케이션
기반 참여모형(Engaging Model)
전시해설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예비과학교사의 도슨트 실습을 바탕으로

model) 전시해설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
의 목적은 예비과학교사들이 교육을 통해 과학커뮤니케
이션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여모형의 전시패널
을 참여모형 전시해설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도슨트 실
습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박구름, 박미소, 류다혜, 이은항, 박영신

이를 위해 예비과학교사 2인은 2016년 9월부터 4개월 15

조선대학교

주 동안 과학교육전문가로부터 도슨트의 역할, 참여모형

hanpan100@naver.com

과 결여모형, 과학커뮤니케이션, 전시해설프로그램개발
과학관은 전시물과 전시패널 또는 전시기반 해설을 통

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후 편의표집에 의해 국립G과

하여 과학을 소통하는 장으로써 과학교육의 목표인 시

학관에서 각자 전시패널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전시패

민들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시키는 곳이다. 과학적 소양

널의 분석도구는 기존의 분석도구인 SEPAT(Science

함양을 위해서는 과학탐구를 경험하고 이런 경험들을

Exhibition Panel Analysis Tool)의 요소 5가지를 7가지

가능하도록 하는 과학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념, 과학의 본성, STS, 인식, 즐거움, 흥미, 의견)로

현재 과학관의 전시패널 대부분은 과학커뮤니케이션 요

세분화하여 수정한 분석도구 R_SCAT(Revised Science

소를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관람객들의 참여를 이

Communication Analyzing Tool)을 개발하여 이용하였

끌어 내지 못하는 결여모형(Lack model)으로 구성되어

다. 분석한 전시패널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수정⋅보

있어 관람객들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시키기 어렵다. 그

완하여 전시해설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도슨트 실습에

러므로 과학커뮤니케이션 요소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적용하였다. 도슨트 실습은 국립광주과학관에서 4주 동

있고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모형(Engaging

안 8회 이루어졌으며, 각 회당 4시간씩 진행되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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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트들의 과학커뮤니케이션 전달 능력이 함양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시해설 프로그램 과정을 동영상으로

STEM직종: 필요 숙련을 중심으로

촬영하였으며, 개발된 전시해설프로그램이 관람객들에
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도슨트 실습생들의 과
학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도와 도슨트 전문성 함양

장혜원, 최혁준
한국교원대학교

hwjang@knue.ac.kr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도슨트 실습생들은 실습 사전, 사

과학교육에서 STEM 교육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루

후에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매 회 실습일지 작성, 실습

어져왔으나, 과학기술직종(STEM직종)에 필요한 역량

이후 사후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슨트 실습을 위
해 선택한 전시패널을 분석한 결과, 과학커뮤니케이션
요소 중 개념위주로 나타났으며 과학의 본성, 인식, 즐
거움 요소는 나타나지 않았고 관람객들의 참여가 결여
된 결여모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예비과
학교사들은 과학교육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과학적 소양
을 함양할 수 있는 전시해설 프로그램 시나리오를 수정

에서부터 출발한 STEM 교육에 대한 논의는 좀처럼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직종에 초점을 맞추
어, 미국직업정보(O*NET)에 담긴 숙련 데이터를 활용
하여 주성분분석(PCA)으로 157개의 STEM직종을 소그
룹으로 분류한 후, 각 직업군의 주요 숙련을 기술한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 직종의 필요숙련과 과학기술 직종
직업군의 다양성을 보여주어 향후 과학기술 진로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완하면서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참여모형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전시해설프로그램 실습을 통해
이 연구에 참여한 예비 도슨트들의 과학관, 과학관교육,
도슨트 및 전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전시해설을 위한 추가적인 체험활동으
로 인해 전시해설을 더욱 활성화된 참여모형의 해설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시해설

오리엔티어링을 활용한 지구과학
체험활동에서의 공간 능력 특성
최영진, 신동희
이화여자대학교

cyj7292@naver.com

이 도슨트와 같은 커뮤니케이터를 통하여 관람객들에게

본 연구에서는 오리엔티어링을 활용한 지구과학 체험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으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특

며, 특히 도슨트는 전시해설을 결여모형에서 참여모형

성을 분석하였다. 지구과학에서 필요한 공간 능력을 함

의 해설이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양하기 위해 여러 공간 능력을 필요로 하는 오리엔티어

파악되었다.

링 활동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사전 검사와

본 연구를 통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결여모형

6차시의 수업, 그리고 사후 검사를 통해 학생별 학습 특

의 전시해설을 참여모형의 전시해설로 변화시키기 위해

성을 살펴보고, 오리엔티어링 특성과 공간 능력 간의 관

전문성이 갖춰진 도슨트의 해설과 전시에 대한 내용의

계를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나침반과 지도, 등고선, 스텔

동기부여 또는 확장된 체험활동이 필수적인 것으로 드

라리움과 별자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천체 이동에 대

러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증가하는 과학관 수에 맞게
전문성을 지닌 과학관 교육자 즉, 도슨트 및 해설사의
양성이 시급한 일이며 또한 과학에 대한 소통이 가능하
도록 전시기획 및 개발을 위한 전문 전시개발자의 양성
이 필요하다.

해서 배운 후, 야외에서 2인 혹은 3인으로 조를 이루어
배운 방법들을 활용하여 오리엔티어링 활동을 진행하였
다. 학생들의 오리엔티어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말
과학교실에 참여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 5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사전 검사 결과와 사후 검사 결과, 각
차시별 수업과 학생들의 활동 과정을 녹화한 영상, 그 과
정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다양한 활동지를 수집하여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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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또한, 프로그램 완료 후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그

다. 공간 능력과 다른 두 능력 간의 관계는 명확히 드러나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 않았으나, 모든 연구 대상자의 경우 오리엔티어링 능

첫째, 해당 프로그램 전후에 검사지를 통해 학생들의 오

력과 지구과학적 내용 학습 능력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

리엔티어링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검사한 결과,

났다. 마지막으로, 오리엔티어링이 사회 과목이라고 인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의 과

식하고 있던 학생들의 수업 전의 생각이 수업 후 오리엔

학 성적이 긍정적인 경우 스스로의 오리엔티어링 능력에

티어링이 과학과도 깊이 연관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공간 능력과 오리엔티어링 능력, 지

둘째, 학생들은 오리엔티어링 과정에서 공간 시각화와

구과학 내용 학습 능력의 평가 방법을 동일화하여 세 능

공간 방향화, 공간적 관계를 모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

력 간의 관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

났으며, 그 중에서 특히 공간 시각화와 공간 방향화를 주

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천문 내용을 주로 활용한

로 사용했다. 셋째, 사전⋅사후 검사에서 드러난 학생들

프로그램으로, 천문 영역뿐만 아니라 지구과학의 다른

의 공간 능력과 수업과 활동 과정에서 관찰된 오리엔티어

분야들을 활용한 공간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링 능력, 그리고 수업 과정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평가한

지구과학에서 교육 가능한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

학생들의 지구과학적 내용 학습 능력의 관계를 살펴보았

으로 기대한다.

• Session 2-3 Teacher & Learning (교수학습)
10:20-11:20, Saturday, February 11 / 1st Floor Hallway Bldg. 11

과학 교육에서의 협력적 문제해결 중심
교수모델을 통한 실천적 인성 역량의 함양

험집단에는 인성 역량 함양을 위한 협력적 문제해결 수
업을 총 8차시, 비교집단에서는 교과서를 활용한 일반
강의식 수업을 과학교양과 과학 교과목에서 적용하였

권정인, 권동욱, 남정희

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학생 모두 인성 역량 함양을

부산대학교

위한 협력적 문제해결 수업을 접하기 전에 과학 교과에

ssamkji@naver.com

서 인성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이나 협력적 문제해결 수
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은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여러

CoProC 수업의 주제는 과학 교양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

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2009년에

하여 1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7개의 주제를 선정하

는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지만 실제

였다. 프로그램 중 2개의 주제는 단원의 사회과학적 이슈

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에 관련한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3개의 주제는 단원의 과

이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에서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통

학 탐구적인 주제를 선정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은 과학교

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과학교육에서 함

육 전문가 1명, 과학교육 박사과정 4명, 석사과정 4명이

양해야 할 인성 역량을 추출한 후 이 인성 역량이 포함된

공동으로 선정 후 개발하였고, 초기에 개발한 프로그램에

협력적 문제 해결 중심 교수모델을 학생들에게 적용하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였다. 중소도시에 위치한 과학중점고등학교로 지정된

이 연구에서 협력적 문제해결 중심 교수모델의 수업을 통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자연과학계열 중 실험 집단 2개

해 발전시킬 수 있는 인성 역량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

학급 71명, 비교 집단 2개 학급 69명을 연구대상자로 선

해 개발한 인성 역량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인성 역량

정하였다. 실험 집단은 여학생 35명, 남학생 36명으로

검사는 SPSS WIN 1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성되었고, 비교 집단은 여학생 22명 남학생 47명으로

정량분석을 하였고, 공변량 분석(ANCOVA), t-test로 통

구성되었다.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 학년 동안 실

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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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문제해결 중심 교수모델의 적용하기 전과 후의

준 차이가 없었으나, ‘진화’의 범주는 약 33%의 차이가

인성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유의미하게 변화된 인성 역

나타났고 논증 구조를 가장 갖추지 못했던 ‘분류’ 범주의

량 별로 변화된 원인을 알아보고자 협력적 문제해결 중

경우에는 분석 사례 중 50%에 해당하는 수업이 논증 구

심 교수모델의 반성 및 평가 단계에서 진행한 글쓰기 내

조를 갖춘 형태로 변형되어 진행되었다.

용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실험 집단 학생들이

본 연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과학 교과서의 논증 구조

비교 집단 학생보다 배려, 협력, 소통, 책임, 자기조절,

를 분석함으로써 교과서 학습 내용의 논리적 완성도를

윤리, 정직의 인성 역량이 유의미하게 향상 되었다는 것

파악하고, 더불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의 적절

을 알 수 있었다.

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교사들이 더욱 효과적
인 수업을 하기 위해 어떤 논증 요소를 추가하여 수업해
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준다.

중학교 과학 ‘유전과 진화’ 단원의 교과서와
수업 사례에서의 논증 구조 분석
김동희, 김용진
경상대학교

gnuedu@nate.com

학생 주도적 물리퍼레이드 실험 수업 개발
및 적용: 힘과 운동 개념을 중심으로
1

2

장혜원 , 김하나
1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과학 교과서 ‘유전과 진화’ 단

한국교원대학교, 2서울영원초등학교

hwjang@knue.ac.kr

원의 논증 구조 유형 및 수준을 분석하고, 실제 수업 사례
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학교 현장에서는 실험수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편찬된 중학교 과학 교과

간, 기자재, 인력의 부족으로 탐구 실험수업을 수행하지

서 9종 전체와 현직 교사 6인의 수업 사례이다. 논증 구조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2차

의 분석은 툴민(Toulmin)의 논증 모형을 기반으로 개발

시 안에 6개 이상의 주제에 관한 실험을 학생 주도적으

한 과학 교과서 논증 구조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로 수행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물리 퍼레이드 수업을

과학 교과서 논증 구조의 분석 결과, ‘유전과 진화’ 단원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힘과 운동 개념을 중심으로 한 물

의 경우 총 13가지의 논증 구조 유형이 나타났고 교과서

리 퍼레이드 실험 수업을 개발하고, 경기도 지역의 인문

1종당 각각 5～9가지의 논증 구조 유형을 포함하는 것으

계 고등학교 2학년 4개 학급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

로 나타났다. 총 99개의 분석 결과 중 66개(약 68%)의

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전에 힘 개념 검사에 참여하였

학습 내용이 기본 논증 요소인 결론(C), 자료(D), 보증

고, 7개의 주제에 관한 물리 퍼레이드 수업 이후에 사후

(W)이 모두 사용된 CDW 유형(제 3수준) 이상의 잘 조직

검사에 응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학생 주도적 물리 퍼레

된 논증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교과서의 종류는

이드 실험 수업은 힘과 운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습득

다르지만 동일한 성취기준 아래에서는 비슷한 논증 구

하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 유형이 사용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논증 구조의
수준은 ‘유전’ 범주에서는 제 3수준 이상, ‘진화’ 범주에
서는 제 4수준과 제 2수준, ‘분류’ 범주에서는 모두 제
2수준의 논증 구조를 보였다.
실제 수업 사례의 논증 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33건의
수업 사례 중 27건(약 82%)의 수업이 제 3수준 이상으로
논증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사들이 수업을 재구성

모델 중심 수업 설계를 이용한 고등학생의
부력에 대한 개념 변화
김희정,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thigpen1@nate.com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교과서에서 논증 구조가 잘 갖
추어진 ‘유전’ 범주의 경우에는 교과서와 수업의 논증 수
= = = = | OPM

과학 교육의 중요 목적 중 하나는 올바른 개념을 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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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고, 그것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모델링

물체가 뜨고 가라앉는 것을 밀도의 개념으로 학습하였

능력을 통하여 자세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생활에서의

고 일상적인 관찰을 통한 경험으로 형성된 선개념이 단

다양한 생각들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개

순히 밀도의 크기만을 강조하고 밀도의 영향으로 변화

인의 개념에 대한 선지식과 요구되는 지식을 재구성할

되는 부력은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대하

따라서 부력과 관련된 여러 변인, 즉 대표적인 오개념을

는 개념 중 하나이지만 교사와 학생들에게 비과학적 개

형성하는 질량, 무게, 부피, 수압, 깊이, 밀도 등을 조절

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부력이다.

하며 부력에 미치는 관계를 자세하게 학생들에게 학습할

이 연구의 목적은 모델 중심의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수 있도록 해야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학습 활동에 효과

부력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개념 변화에 영향

적인 것이 모델 중심의 수업 설계이며 과학적 개념으로의

을 미치는 변인과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이해를 돕는 교수-학습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의 참여 학생들은 16명의 고등학생들로 모델중심수업을

스스로 전략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하며 교사들은 모

도입한 물리 개념 이해라는 방과 후 학교를 수강하였다.

델과 모델링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무엇이

이들은 부력과 관련된 핸즈 온 활동을 하면서 모둠 별로

모델 중심의 수업 설계이고 어떻게 모델에 대한 이해를

합의 모델 만들기를 하였고 여기서 도출된 모델을 통하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통하여,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

여 학생들의 선개념을 분석하였다. 선개념을 파악하고

는 개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이 이

만들어진 물속 같은 물체의 다른 깊이에 정지해 있는 문

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가 문제해결력 향상과 지식

제 상황을 학생의 개인별 초기와 수정 모델을 만들도록

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 스스로 좀 더 깊

하여 개념 변화 과정과 관련된 변인들을 파악하였다. 그

이 생각하게 하는 모델중심수업을 교사들이 적용할 수 있

후 7명의 초점 학생들에게 심층 인터뷰를 하며 개념 변

도록 제안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화의 원인을 증거를 들어 설명하도록 요구하였다.
합의 모델 만들기에서 학생들은 밀도가 일정한 유체에
서는 수압이 일정하게 달라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
고, 물체의 질량이 부력과 관련 있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부력의 원인이 압
력차에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여 부력을 수압, 압
력, 무게와 혼동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힘
의 화살표의 크기와 방향을 잘 그리지 못하며, 자신이 직

열 현상과 관련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초등학생에게 나타나는 직관적 사고
발현의 특징
박준형, 송진웅
서울대학교

joonhyeongpark@snu.ac.kr

접 자유물체도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학에서 직관적 사고(intuitive thinking)는 중요한 역

그리하여 질량과 부피를 통제한 물속 같은 물체가 다른

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깊이에 있는 문제 상황에서의 초점 학생들의 초기와 수

이미지를 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과학교육에서

정모델 및 심층 인터뷰를 분석하였다. 첫째, 물속에 정

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학교육에서 주로 강조되는 것은

지하고 있는 물체는 중력과 부력의 합력이 0인 걸 교사

논리적인 사고이며, 직관적 사고는 그 중요성에 비해 평

의 개입으로 알고 있음에도 비과학적인 개념인 부력의

가 절하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크기가 작아져서 물체의 위치가 물속 아래쪽에 있다고

통하여 직관적 사고의 특징을 도출하고, 경험 연구를 통

최종 모델을 형성하였다. 이것은 부력과 압력을 같은 차

하여 초등학생들의 직관적 사고가 발현되는 특징을 살펴

원의 물리량으로 착각하여 두 물리량의 상호 가감의 결

보고자 하였다. 문헌 연구에서는 과학교육 학술지와 과

과로서 해답을 찾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둘째, 학생

학교육 서적에서 ‘직관(intuition)’과 ‘직관적(intuitive)’

들이 물속 물체의 운동에 대하여 밀도 개념을 이용하여

를 핵심어로 관련 문헌을 선정한 뒤 그 문헌들에서 나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난 직관적 사고의 특징을 6가지(다양한 경험이 필요함,

Bringing Scientific Literacy Forward: National & International Perspectives | OPN

st

2017 KASE the 71 General Meeting & International Conference | POSTER PRESENTATION

새로운 연결이 나타남, 불충분한 정보 속에서 논리적 추

적 상호작용은 과학학습에서 효과적이며 성취도에 영향

론이 어려울 경우 나타남, 전체적인 느낌으로 판단됨,

을 준다는 결과는 많이 보고되고 있다.

자명함으로 도달, 시각적 상징으로 나타남)로 유목화 하

논의 기반 탐구 과학수업은 탐구의 전 과정에서 논의와

였다. 경험 연구에서는, 직관적 사고의 특징을 바탕으

쓰기를 강조하는 학습전략으로 활동의 전 과정에서 학

로, 초등학생 9명을 대상으로 열 현상과 관련된 문제를

생들 사이의 논의에 의한 협상과 합의 과정을 중요시하

해결하도록 제시하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여 분석

고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강조되고 있는 논의 기반 탐

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를 해결할 때에 직관적 사고가

구 과학수업에 역할 결정 및 배정의 단계를 두면 협업능

발현되는 특징을 무의식적으로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와

력을 향상시켜 배려, 협력, 공감의 인성역량 함양에도

의식적으로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초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등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사

이 연구에서는 논의 기반 탐구 과학수업을 적용하면서

용한 전략은 1) 경험에서 유추하기, 2) 구체물과 추상적

역할을 결정하고 모둠 내 역할을 분담한 집단과 역할분

개념을 연결 짓기, 3) 충분하지 않은 정보 속에서 예감하

담을 하지 않은 집단에서 인성역량에 어떠한 변화가 일

기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의식적으로 사용

어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남녀

한 전략은 4) 그림으로 그려보기, 5) 다른 관점으로 생각

공학 학생 120명이며, 한 학기 동안 4차례에 걸쳐 논의

해보기, 6) 통합하기, 7) 몰두하기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반 탐구 과학수업을 적용시켰다.

나타난 학생들의 직관적 사고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내거나 전체적인 느낌으로 핵심 요인을 판단하여 문제
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과학교육에서 학습자에게 있어서 직관적 사고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인성 역량 비교 분석
안영주, 조혜숙, 남정희
부산대학교

haegolbagajy@hanmail.net

논의 기반 탐구 과학수업(ABI)에서
역할분담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인성역량
변화 분석
서민숙, 박지연, 남정희
부산대학교

africa-33@hanmail.net

이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인성과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인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인성 교육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시사
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미래 한국인이 가져야 할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가 활발

의 “총론”과 “과학과 교육과정”이다. 2009 과학과 교육

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의 공통적인 의견

과정에서 공통 교육과정의 “과학(중학교 1~3학년군)”과

은 교과별 특성을 살리면서 학습자의 핵심역량 개발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과학”을 분석하였고, 2015 과학

위한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는 점

과 교육과정에서 공통 교육과정의 “과학(중학교 1~3학

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한

년)”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과학탐구실

핵심역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핵심역량의 대범주를 (1)

험”을 분석하였다. 인성과 관련된 내용은 인성교육진흥

인성 역량 (2) 지적 역량 (3) 사회적 역량으로 구성하고

법에 핵심가치⋅덕목으로 제시한 “정직”, “책임”, “존중”,

있으며 인성역량을 지적 역량 및 사회적 역량의 토대로

“배려”, “소통”, “협동”을 기준으로 삼고 분석하였으며,

규정하는 등 인성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성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나 위 핵심가치⋅덕목에

과학은 탐구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에 의한 합의를 통해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교육과정 분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들의 사회

석은 과학교육전문가 1명,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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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의를 통해 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유전개념에서 더 많은 개념 퇴

연구 결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목표”와 “추구하는

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인

인간상”에 인성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으며, “학습내용

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점수와 비교했을 때 공업계특

성취기준”에는 인성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었다. “학

성화고 1학년 과정에서는 개념의 이해를 유지하였으나,

습지도 방법”에 협동과 소통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

2학년 과정에서 개념 퇴행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되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에 인성과 관련된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공업계고등학교의 기

내용이 많지 않았다.

초생물개념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개념변화이론에 대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인성

서 논의한다.

과 관련된 내용이 2배 이상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내용 성취기준에 인성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는 2009 개정 교육과정보다 인성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등학교 과제 연구 수업에서 탐구 문제
발견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탐색
이지선, 최연정,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sunjilee15@naver.com

공업계 특성화고 학생의 진화 및
유전 개념 분석

과학 전문교과인 ‘과제 연구’는 학생들이 토론과 조사를
거쳐 특정 과학 과제를 선정하여 실험 실습을 수행하고

이고은, 하민수

결론을 도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연구 과정

강원대학교

을 체험하여 과학자가 갖추어야 할 연구 수행 능력을 기

msha@kangwon.ac.kr

르기 위한 과목이다. 일반 교과와는 달리 학습자가 학습
이 연구는 공업계특성화고 1,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탐구를 하게 되므로

596명을 대상으로 진화와 유전개념의 이해를 확인하고

학습자의 성취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이며 내적 학습 동

자 진행되었다. 이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과학에서 유

기를 유발하고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 신장에도 매우

전과 진화개념을 학습한 이후 생물 개념에 대한 추가학

효과적이다.

습이 없었다. 참여 학생들의 중학교 입학성적은 백분위

이때 가치 있는 탐구 문제를 발견하고 제안하는 것은 과

41~100% 내에 분포하고, 참여 학생의 68%는 백분위

학 탐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탐구 문제는 창의적이

61~70%에 분포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 학생들의 진화

고 자기주도적인 과학 탐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와 유전 개념이해를 측정하기 위해 AAAS에서 개발한

여러 연구에서 탐구 문제 설정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

진화와 유전개념에 관한 20개 평가문항을 사용하였다.

조되어 왔다. 그러나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연구를 이끌

사용한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라

어나가는 것을 어려워하며 특히 탐구를 설계하는 것보다

쉬 분석, 내적 일관성 신뢰도 분석을 하였으며, 학년간

스스로 탐구 문제를 정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어려워하는

개념이해 점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학적 탐구 문제 도출을 돕기

검정, Mann-Whitney U 검정, 동일한 검사도구를 활용

위한 체계적인 교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어

하여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자료

떠한 과정을 거쳐 탐구 문제를 발견하며 탐구 설계 시 이

와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연구

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과 AAAS 진화와 유전 개념평가문항은 공업계고등학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과학자의 탐구 과정 중

교 학생들의 개념이해를 측정하는데 타당한 도구임이

문제발견 과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확인되었다. 공업계특성화고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

위해, 문제발견과정을 강조한 과학적 탐구 교수학습 프

라갈 때 유의미한 수준에서 개념이해의 퇴행이 있음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탐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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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견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개방적 문제 탐색’, ‘문헌

의되어 왔으며, 과학 탐구 방법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연구 및 자료 검색’, ‘탐구 문제의 변형 및 확장’, ‘탐구

증진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따라

문제의 공유 및 평가’, ‘탐구 문제 제안’의 하위 다섯 단

학생들은 과학 탐구가 곧 실험이라고 생각하거나 과학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에서 학생들의 문제 발견

탐구 방법이 획일적이라고 생각하는 등 과학(탐구)의 본

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활용하였다.

성에 대한 정교하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

본 프로그램을 경기도에 위치한 일반 고등학교에서 개

다. 이러한 과학 교육 현실에서 실험과학과 다른 탐구 특

설된 ‘과제 연구’수업에 한 학기동안 적용하였다. 이 수

징을 가진 지질학 탐구는 학교 과학 탐구의 다양성을 확

업에 참여한 학생은 과제 연구 수업에 자발적으로 참여

대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 고등학교 2학년 13명으로, 5팀으로 나뉘어 과제를 수

본 연구는 과학교육에서 지질학 탐구가 고유의 해석과

행하였다. 학생들은 본 교수학습 프로그램 과정에서 탐

학 및 역사과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즉 실제적

구 주제를 찾고 연구를 설계하기 위하여 주제와 관련된

(authentic)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교육 신념을 전제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였다. 학생들의 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질학의 차별화된 탐구 요소를

구 과정이 담긴 포트폴리오와 최종 연구 계획서를 자료

도출하고, 대표적인 그 동안의 야외 지질 학습에서 이러

로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탐구 문제가 어떻게 발전하고

한 지질학 탐구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

구체화되는지 파악하고자 (1) 정확성, (2) 지식의 적용,

는 것이다. 지질학의 철학적⋅역사적 배경 및 과학교육

(3) 검증 가능성, (4) 변인의 네 개의 평가 요소를 추출한

에서 과학의 본성 학습의 필요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

뒤 이를 기준으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탐구

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결과, 식별력 있는 관찰, 시각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로써 학생이 주도적으로 탐구 문

표상, 귀추적 추론 및 통시적 사고 등 네 가지가 지질학

제를 설정하고 탐구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학습

탐구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최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근 20년간(199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야외 지질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거나 야외 지질 학습 방
법을 소개한 국내외 논문 148편을 분석했다. 그 결과, 관

국내외 야외 지질 답사 교육 현황:
지질학 탐구 특성을 중심으로
정찬미, 신동희
이화여자대학교

찰은 거의 모든 야외 지질 학습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외의 요소는 암묵적으로 나타나거나 나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야외 지질 학습에의 시사점을 논했다.

littlefruit@naver.com

지질학 탐구는 대상과 함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과학 탐구와 다르다. 지질학 탐구의 목적은 지구가 현재
의 모습을 가지기까지 발생한 사건을 순차적으로 밝혀
내거나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다. 따라서 지질학자들은 야외에서의 직⋅간접적 관찰
과 측정을 바탕으로 지질학적 사건 및 원인을 추론하는
형태의 탐구를 진행한다. 지질학 탐구는 남아 있는 지질
정보로부터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 과거를 추론한다는
점에서 역사학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역사과학’ 및 ‘해

Who Talks Less in Science? Exploring
Factors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Verbal Participation in Class
1

1

2

Chun-Hui Jen , Yu-Ta Chien , Sonya N. Martin ,
3
1
Hye-Eun Chu , Chun-Yen Chang
1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Taiwan,

2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3

Macquarie University, Australia

yutahchien@gmail.com

석과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과학교육에서 탐구에 대해 꾸준히 강조되고 있음에도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불구하고, 학교 과학의 탐구는 주로 실내 활동 위주로 논

levels of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their p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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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verbal participation in science class. The factors

Predict-Share-Observe-explain (PSOE) approach. Forty-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nteraction

one of students in Grade 11 were taught. The tree-tier

anxiety and verbal participation were also explored. One

Multiple-choice questions were used to collect data before

th

hundred and fifty one 11 grade students from a public

and after learning through three PSOE lesson plans. Then

high school in Taiwan we resurveyed utilizing the

the answers of students were grouped and compared the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in Classroom–Science

frequency between each group. The results found that

(EPIC-S) questionnaire and the Social Interaction

before PSOE activities there was 17.31 percent of students

Anxiety Scale (SIAS). It was found that (1) students' levels

had scientific knowledge and 43.17 percent of student

of social interaction anxiety were negatively associated

after the activities had scientific knowledge.

with verbal participation in science class; and that (2)
a significant factor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1. The Research Problem
Currently, most of the students learn by focusing on mem-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verbal participation.

orization contents and not focusing on understanding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social interaction anxiety

knowledge. This problem can caused student cannot con-

perceived their classroom interactions with peers as be-

struct the knowledge by themselves. Furthermore, in

ing less positive, which resulted in less verbal partic-

Physics students have difficulty to understand physics

ipation in the science class. However, students’ positive

content because they are only follow the lecture or

perceptions of their interactions with the teacher did

textbook. Therefore the student are easily to have an

not appear to be a mediating factor for predicting stu-

alternative conception on Physics. The Refraction of Light

dents’ verbal participation in class. Findings from this

is one of Physics concept which is usually occur under

study may provide researchers and educators a better

many physical situations in our daily life. Most students

understanding about how personal traits, such as stu-

have misconception on this topic. Therefore, the teacher

dents’ social interaction anxiety levels, may influence

is the one crucial factor to solve students’ misconception

on students’ preferences for engaging in verbal

by providing learning activity in classroom. The re-

participation.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searcher interested on to improve students’ conceptual

learning environment research and for teaching practices

on the Refraction of Light through Predict-Share-

positive perceptions about interactions with peers was

designed to promote student verbal participation in whole
class and small group discussions. We offer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bout how these findings can be used

Observe-Explain (PSOE) approach. This teaching approach can enhance students’ learning by collaboration
in the classroom and they can share idea on their group.

to inform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2. Theoretical
The Predict-Share-Observe-Explain (PSOE) approach is

Developing Student’s Conception on
Refraction of Light in Grade 11 by
PSOE Approach

instructional sequence based on a model of teaching and
learning called "conceptual change" and consists of four
steps: Predict, Share, Observe, and Explain (KIRAY &
etc., 2015 and Brown & Concannon, 2016). The Predict

Thitisan Buchathip, Jiradawan Huntula

step (P), enhances students and allows the teacher to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identify students' initial conceptions. The Share (S), step

jirahu@kku.ac.th

allows students to collaborate, reformulate, and refin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ment the conception

scientific ideas. The Observe step (O), provides students

of students on the Refraction of Light through

to observe data, or evidences. The Explain step (E), a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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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to generate scientifically accurate ideas based

post. Considering the percentage of students with the

on data they have collected or observed.

correct answer in the scientific knowledge level, there
17.31 percent before activities and 43.17 percent after

3. Methodology

the activities. In contrast considering the percentage of

To develop student’s conceptual understanding on the

students in the misconceptions and Lack of knowledge

Refraction of Light in grade 11 students by Predict-

levels, in both levels the percentage of students was re-

Share-Observe-Explain approach (PSOE). Pre-ex-

duced after the activities.

perimental designs, One-group pre-test and post-test,
i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The target group

5. Conclusion

was 41 students in a local public school at the northeastern

Following the research data found that the students have

region of Thailand. Three lesson plans were constructed

a few understanding in scientific knowledge level before

and used. Ten questions of a Three-Tier Multiple Choice

using PSOE and their understanding is rising after using

Questions test, the first tier to check students’ con-

PSOE. It can confirm that PSOE can develop student' con-

ception, the second tier to check students’ reasoning abil-

ception in Refraction of Light.

ity and the third tier to check students’ confident in responding question, was used to collect data. The data
was analyzed by divided students’ understanding into six
levels, which were scientific knowledge, Misconception
(false positive), Misconception (false negative), Misconception,
Lucky guess, lack of confidence and Lack of knowledge
(Brown & etc., 2015). Then the amount of students in
the scientific knowledge level was compared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activities.

The Study Mental Representation on
Neuron and Functional Neuron for
Grade 11 Students using Inquiry-Based
Learning (7Es)
Boonthip Duangchan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bt_thip@hotmail.com

Nowadays, concepts of learning about the nervous system
of grade 11 are complex to understand. Especially functional neuron in the process of nerve impulses and the
transmission of nerve impulses between neuronsalso have
the misconception because students don’t understand the
functional neur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onceptual science of neuron and functional neuronusing inquiry-based learning 7 steps (7Es).
Figure 1: The percentage of students with correct
answers of each item form the Three-Tier Multiple
Choice Questions test of the Refraction of Light.

Data were collected from 34 students, who studied in
the 1st semester of 2015 academic year at Demonstration
school of Khon Kaen university. Analysis mental representation’ student from the drawing, using a coding

4. Research Finding

framework prepared by Kose (2008) and Reiss and

The research found that in all questions of the Three-Tier

Tunnicliffe (2001). This framework have five level of con-

Multiple Choice Questions test the number of the students

ceptual understanding. The result were as follows :

before learning by PSOE approach are lower than the

The majority of studentswho are able to explain the f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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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of the neurons were correct but incomplete. The
drawing shows that a mental representation of neurons
was 52 percent ranking concept in comprehensive repre-

X is a learning plan using inquiry-based
learning 7 steps (7Es).
O is a drawing shows mental representation
after learning

sentation drawings level (Level 5). 44 percent of the drawing shows that a mental representation of action potential

- Instrument

was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drawings level(Level

1) Development tools: Learning plansof neuron and func-

5). 62 percent of the drawings show that a mental repre-

tional neuron for grade 11 students using inquiry based

sentation of synapses were partial drawing level (Level

learning (7Es) have 3 learning plans as follows:

4). Therefore, teachers should develop learning activities

1.1) Learning plans of neuron

that provide students to understand the scientific con-

1.2) Learning plans of action potential

cept, so as to reach thecomprehensive representation

1.3) Learning plans of synapse
2) Collected information tools: Collected from drawing

drawings level (Level 5).

of neuron and functional neuron for grade 11 students
using inquiry based learning 7 steps (7Es)

Introduction
Science teaching needs to focus on learning process and
practices studying systematically with event group in
many ways such as observation, survey inspection, and
experiments in the laboratory. It will make the students
have the ability inquiry learning. Problem solving ability
of the scientific development thought processes are advanced including the the scientific attitude, moral ethics,

Analysis
All the drawings were analyzed by the researcher. Using
a coding framework prepared by Kose(2008) and Reiss
and Tunniciffe (2001). Using this framework, five level
on conceptual understanding were identified for this research-no drawing (level 1), non-representational drawings (level 2), drawings with misconceptions (level 3),

able to work with others easily, consistent with the core

partial drawings (level 4), and comprehensive repre-

curriculum of basic education in 2551 that developing

sentation drawings (level 5).

learners achieve important performance, including communication ability, thinking, problem solving, life skills,

Finding

and the use of technology. (Ministry of education, 2551).

The analysis of data obtained fro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on the subject. Agent ideas neuron and functional

Methodology

neur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fter learning mental

- Participants
A total of 34 students, who studied in grade 11 at
Demonstration school of KhonKaen university, par-

representation of neuron drawingshave 4 levels. The level

ticipated in this study.

2 have 1 student, who were 3 percent,the level 3 have
5 students, who were 15 percent, the level 4 have 10 students, who were 30 percent and the level 5 have 18 students, who were 52 percent. The mental representations

- Research type
This research is a pre-experimental design.The researcher used one group post-test design is a select
1 group to test after usinginquiry-based learning 7
steps (7Es). Layout model experiment as follows:
X

O

of action potential drawings have 3 levels. Thelevel 3
have 5 students, who were 15 percent, the level 4 have
14 students, who were 41 percent, the level 5 have 15
students, who were 44 percent.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synapse drawings have 4 levels. The level 2 have
3 student, who were 9 percent, the level 3 have 3 students,
who were 9 percent, the level 4 have 21 student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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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62 percent and the level 5 have 7 students, who

problem stated is also occurred in one of the most complex

were 20 percent.

subject namely exact science.
Exact science is the subject which points its focuses in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knowing the systematic nature phenomenon. It means

This study revealed students have misconception of neu-

the subject does not only talk about a bundle of provided

ron and functional neuron. The students confuse the type

knowledge of any facts, concepts, or principles, but it

of neuron include the events occurring at stages in action

also deals with the process of a finding.

potential and synapse. Moreover, others mental repre-

One of subject which is classified under the applied exact

sentation such as, explanation, description, drawings and

science is Chemistry. It facilitates the students to learn

model. All of these materials are suitable for teaching

about the natureand human itself, and also it can be

the nervous system to increase the scientific concept.

developed to be adapted in daily life context. Learning
process in Chemistry is emphasized in learning-based
experience by the purpose to develop students’ competence

Free-gram (Free Chemical Practice
Program): Improving Students’
Comprehension in Chemistry by using
Computer-Based Program to Visualize
the Conceptual Teaching Material
Amal Jaya, Iwan Setiawan, Ummu Kalsum
State University of Makassar, Indonesia

amaljaya15@gmail.com

in roving/searching and then understanding the nature
scientifically.
In contrast, conventionally the students usually learn
by memorizing than actively looking for it to build their
own learning experience toward the chemical concepts
given. It may be caused by the teacher whouses an old
school way to deliver the learning material such as by
speech and writing conventionally, whereas they may not
realize that knowledge and technology have shown their

The development progress of a state and its nation isde-

development. As the result, it canaffect the students’

termined by the quality of thehuman resources. As the

achievement in learning Chemistry because they lack in-

quotation given by Nelson Mandela which

terest toward the way the teacher teaches.

shouts that “Education is the most powerful weapon which

Today’s global era demands all the nations to compete,

you can use to change the world”, we can conclude that

to show their power, as the most developed nation than

one of the ways that can be done to change the nation

the others. They incredibly try to find the most suitable

or even the world is to maximize the human resources

way to createa brilliant generation. The process of learn-

startsfrom educational field. In other words, the quality

ing which is combined with technology-based learning

of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in producing a quali-

can be an alternative and effective way to teach the learn-

fied human recourse. So, it should be supported by a

ing material in order to build a great nation with good

good system in term of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s.

background knowledge. It will encourage the students

In fact, there are still many educational institutions tha-

to attract their curiosity in learning.

tapply a conventional system toward the approach used.

Basically, the students need to learn through a concret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is not viewed in a real

object or a visual object. So, they can understand the

conceptualization, so the students find a difficulty to

abstract concept of the material easily. The abstract con-

understand the teaching material in order to develop their

cept can be achieved inthe various levels of learning.

idea. The students commonly only use memorizing method

Unfortunately, in any certain conditionsit cannot be

without understand the purpose of the material well. The

guaranteed because even an adult that generally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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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abl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ten also needs

notion “Improving Students’ Comprehension in Chemistry

visualization. According to Dale in Arsyad (2009: 10),

by Using Free Chemical Practice Program (Free-gram)”

the way the people catch the abstract concept, and get

in order to facilitate the students (or even the teacher)

achievement in learning experience views that it is gotten

by providing a computer-based program to help them

through the eyes or visualization (75%), the ears or sound

to visualize the conceptual teaching material in teaching

(13%), and the other senses or sensory (12 %).

and learning process.

The finding above proves that people immediately use sen-

The combination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 gives

sory senses in learning process. For the students, the

many impacts in creating positive learning atmosphere.

knowledge that they get can be gained by visualizing than

The finding of Free-gram will be able to support the

only by memorizing the learning material. The students

students in understanding the conceptual material, so

need to be facilitated in providing the (visualization) tools.

their creativity will be developed through the material

However, we cannot deny that to provide tools and practical

given because this program can give them a change explore

materials in chemistry is quite expensive and dangerousfor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it in a safety way.

students. So, another alternative way is needed, for exam-

Free-gram is designed by using macromedia flash player

ple by adapting technology and information into education.

or commonly known as a graphic multimedia and anima-

Besides helping people in solving their problems, technol-

tion program. This program issuitable for desktop and

ogy also can be adapted to facilitate the learning process,

android-based upgrading. It will provide an interactive

for instances: (1) increasing the quality of teaching, (2)

teaching presentation especially in the material of chem-

widening teaching access in education, (3) decreasing ed-

ical bound which is mostly talking about the combination

ucation cost, (4) taking a part in globalization, and (5)

between two or more solutions. This program will show

developing the ability in ICT skills which is needed by

the material illustration in animation effect, so the stu-

the students in working place or in the future.

dents can understand the material well because they can

Nowadays, technology is existed in human daily life be-

do some practices and get experiences on it. They can

cause of its advantages. Technology is not only used as

explore their thought without any worries about any dan-

communication tools but it is also used as a source of

gerous chemical materialsin the experiment done. This

entertainment such as for game, music, and so. The rapid

is aimed to help the students toget a clear knowledge

development of technology is necessarily adopted in edu-

and comprehension about how the chemical elements can

cation so it will also get a rapid development as its aims.

be combined oneanother and directly know about how

Concerning that case, the writers give a concept or a

the result in a visual animationis.

• Session 2-4 Teacher Education (교사교육)
10:20-11:20, Saturday, February 11 / 1st Floor Hallway Bldg. 11

뜨거나 가라앉는 현상에 대한 과정적 관점의
설명방식이 교사의 개념 변화에 미치는 효과
김성기1, 백성혜2
1

전남과학고등학교, 2한국교원대학교

mcarey2000@nate.com

뜨거나 가라앉는 현상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걸쳐
모든 학교 급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하지만 이 현상에
대한 이해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까지도 대안개념에 머
물러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뜨거나 가라앉는 현상에 대
한 기존의 밀도와 부력에 대한 설명방식이 갖는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과정적 관점의 설명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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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이 과정적 관점의 설명방식은 1) 유체와 물체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산염기 개념을 지도하

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2) 뜨거나 가라앉는 결과

기 전 교사들의 산염기 모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야 함

판정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현상에 대한 근본 원리인 중력

을 시사한다.

을 초점을 두면서 현상의 과정을 추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설명방식을 위한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지레를 제시하
였으며, 이는 위의 2가지 사항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가시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설명방식이 개념 변화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알아보고
자 과학교사 30명을 대상으로 단일집단 전후 비교 설계를
통해 양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때 송그론
(2016)이 개발한 검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교사
들은 사전검사에서 평균 3.28수준(S.D.=0.32)의 설명력
을 보였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3.81수준(S.D.=0.13)
의 설명력으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다.

협력적 멘토링 과정에서 나타나는 멘토링
유형 분석 및 멘토 전문성 판단 기준 설정
정도준, 박지훈, 남정희
부산대교육대학원

dojunssam@naver.com

교직입문과정에서 초임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
기 위한 교사교육 방법 중의 하나로 경력 교사에 의한 초
임 교사의 멘토링(mentoring)이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있
으며, 특히 과학 교육에서 초임 교사들의 교수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한 전문성 신장 방법으로 멘토링이 효과가 있음
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하지만 성공적인 멘토

산-염기 모델에 대한 화학 교사들의 이해
박철용1, 김성기2, 최 희3, 백성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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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을 위해서는 멘티의 역할 못지않게 멘티 교사의 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멘토 교사의 전문성도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교수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초임중
등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협력적 멘토링 프로그
램의 효과가 멘토의 멘토링 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
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멘토의 멘토링 전문성을 판단

학생들이 가지는 대안개념의 근원 중 하나가 교사의 대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안개념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올바른 과학적 개념 이해는

이를 위해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간 실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따라서 교사의

한 협력적 멘토링 프로그램 연수에 참가한 멘토-멘티

모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

45쌍 중에서 멘토의 멘토링 경험에 따라 12쌍을 연구 대

에서는 화학 교사들의 Arrhenius, Brønsted-Lowry,

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자료는 멘토와 멘티

Lewis 산 염기 모델의 이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가지

교사의 다섯 차례 멘토링 대화 녹음본 및 전사본, 멘토

측면으로 조사하였다. 첫 번째는 모델간의 관계 표현을

교사의 효능감 검사, 멘티 교사의 만족도 설문지 등이 있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는 주어진 화학반응식에서 물질의

으며, 추출 된 멘토의 멘토링 전문성 판단 기준은 과학교

분류할 때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육전문가 1명, 과학교육박사학위 소지 과학교사 1명, 박

를 위해 K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있는 24명의 교사를 대

사과정 3명, 석사과정 ?명이 협의를 통해 분석의 타당도

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산

를 높이고자 하였다.

염기 모델간의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바라보는 관

연구 결과, 협력적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는 주로 평

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가자(Evaluator), 교사(Teacher), 지시자(Instructor),

들은 하나의 모델 관계로 고착화된 사고를 하고 있었다.

지지자(Supporter), 역할 모델(Role Model), 조력자

두 번째, 물질을 분류하는 활동에서 대다수의 교사들은

(Facilitator)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잘못된 모델 사용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

에 따라 멘토링 유형을 평가적(Assessing), 지시적

다. 이는 화학 교사들이 산염기 모델에 대한 이해가 부족

(Instructing), 반성적(Reflecting) 유형으로 분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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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멘토의 멘토링 경험이 증가할수록 반성적

1. The Research Problem

멘토링 유형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Normally, people have a solution of solving problem in
several ways. The easiest solution is trial and error by
using data from their own observation. Nowadays a prob-

생물실험수업에서 나타난 예비교사와
경력교사의 반성적 사고에 관한 사례연구

lem is more complicated but the best solution is solvedby
the Scientific Method (Deno & etc., 1987). Most of students
in Thailand are taught to describeonly the scientific

황신영, 정영란

content. Therefore students areunable to think and solve

이화여자대학교

problems using the scientific process. The researcher is

boniris@hanmail.net

interested in to study scientific problems solving of grade
최근 교사의 전문성 발달과 관련하여 반성적 사고를 알아

6 students through lesson study on the Substance in daily

보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실습

life lesson.

이나 모의수업 시연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으로, 실험수
업 또는 실험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반성적 사고의 연구는

2. Theory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한편 예비교사들의 경우 자신의

The lesson study is innovative in class to develop teacher

수업에 대한 반성을 할 때 주로 기술적 반성에 치우치고,

professional with model that teachers work together by

생산적 반성의 수준은 낮아 수업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preparing lesson plans together and reflecting the results

대안을 모색하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박미화

of the lesson plan in terms of the objectives that need

등, 2007; 윤혜경, 2012). 이에 비해 경력교사들의 경우

to occur with students. The result of this collaboration

신임교사 기간 동안의 교수경험 및 이에 대한 반성을 통

enables to develop both content knowledge and skills of

해 교사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가므로(박윤배, 1992; 박승

learning to resolve the immediate situation in the lesson

재 외, 1993), 더 많은 교육경험을 통해 높은 수준의 반성

plan, as well as help teacher to improve student learning

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ember et al., 2000). 따

(Fernandez & Yoshida, 2004; Lewis & etc., 2004 and

라서 예비교사의 수업반성은 경력교사의 수업반성과는

Narumon, 2009).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되나, 이제까지 예비교사와 경력교

The Scientific Problems Solving is a primarily scientific

사를 비교하여 각각의 반성적 사고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

approach based on the scientific method implementing the

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물실험 수업에서

process consisting four steps as following: 1) Statement

나타난 예비교사와 경력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조사하여

of the Problems 2) Defining the Problem or Distinguishing

각각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교사의 실험관
련 교사전문성 함양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The Scientific Problem Solving of
Grade 6 Students Through Lesson
Study Framework on Substance in
Daily Life
1

2

Penpimon Ponsombat , Wanipa Sukreyapong ,
2

1

Somjin Srimueng , Jiradawan Huntula
1

Khon Kaen University, Thailand,
Satit Khon Kaen University School, Thailand

2

jirahu@kku.ac.th

Essential Features 3) Searching and Formulating a
Hypothesis4) Verifying the Solution (Deno & etc. 1987).
3. Methodology
The implementation of activities under the Substances
in daily life consisted of lesson plan in 12 plans. The
target groups were 2 classrooms, which were taught by
the lesson plans developed by lesson study framework
as shown in the picture 1. There were 39 students in
classroom I and 38 students in classroom II. There were
three people collaboration together; a pre-service, a observer and a supervisor. All people in team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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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plans together and implemented with the first

Framework completed all the steps during the research.

classroom. The reflection of the lesson was based on

The pre-service teacher performed better after the re-

the observation data. The lesson plan was revised and

search period.

implemented again with the classroom II.

5.2 The scientific problems solving of students on substance
in a daily life was studied with students in grade 6 by
using the Problem-solving test after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The scientific problems solving of students were
identified in to five issues consisting of; “Excellent”,
“Good”, “Reasonable”, “Poor” and “Very Poor” as shown in
the table 1. Most students in both target groups were in
the Excellent and the Good level.
Score
Group of
students

The number of students
Average
Excellent

Good

Reaso
Poor
nable

Very
Poor

Group I

30.15

23.08

41.03 23.08 10.26

-

Group II

32.26

42.11

26.32 21.05 10.53

-

5. Conclusions
The data shown that the lesson study framework helped

Picture 1. Lesson study Framework

teacher reaches the goal of improving scientific problems
4. Results

solving of students. In additional the teachers in team

4.1 The lesson plans on the substance in a daily were

developed the collaboration also enables immediate develop

constructed. There were twelve lesson plans constructed

the suitable lesson for students. We would like to claim

by Lesson study Framework with the better quality.

that effectiveness of the lesson plans strongly affected

Collaboration of teachers in team via Lesson study

to the students’ learning.

• Session 2-5 Evaluation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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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S(Changes in Attitude about the
Relevance of Science) 문항을 이용한
과학의 관련성 인식에 관한 검사도구 개발
박은주, 이상의, Arif Rachmatullah, 하민수
강원대학교

skyblue96@hanmail.net

한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과학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과학적 지식과 우리
삶과의 관련성을 이해해야 하며, 과학교육자들은 학생들
의 과학지식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평가
도구를 확보해야 된다. 이 연구는 미국의 과학교육전문가
들에 의해 개발된 CARS(Changes in Attitude about the
Relevance of Science) 문항을 번역하여 우리나라 학생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

들에게 투입한 뒤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

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일상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

되었다. CARS 검사도구는 총 5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

로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과학은 우리의 삶과 밀접

으며, 3개의 버전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버전은 공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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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8개와 각 버전별 다른 17문항으로 이루어진 25개의 문

each four constructs. And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학생이 59개의 문항을 모두 수

ship between academic track and trajectory groups. We

행할 수 없기 때문에 8개의 공통문항을 연결문항으로 하

found that humanities track students were divided into

여 문항연결방법을 사용하였다. 과학교사 2인과 과학교

two different trajectory groups while almost students in

육전문가 1인에 의하여 번역된 문항은 3개 버전으로 구분

science and science-core track were affiliated same

된 뒤 787명의 중ㆍ고등학생들에게 투입되었다. 3개의

group.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consid-

버전에 포함된 공통문항들의 난이도를 활용하여 상관관

eration of diversity in students’ trajectory is needed for

계분석을 하였고,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뒤 3개

improvement Korean students’ motivation.

버전의 자료를 연결하였다. 그 이후 라쉬 분석, 내적 일
관성 신뢰도 등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59개의 문항 중에서 부적합 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의 난이도가 유사한 문항들을 두 개 버전으로 다시
구분하여 동형의 2개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성차와 학급간의 차이도 확인하였다.

유전과 진화개념 문제 해결에서 나타나는
과잉확신 인지편향 분석
우미경, 하민수, 아리프 라흐마툴라흐
강원대학교

msha@kangwon.ac.kr

A Longitudinal Trajectory of Science
Motivation i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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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그 동안 경제학, 심리학, 교육학 등에서 연구
되어 온 과잉확신편향을 과학개념문제 풀이의 상황에서
연구한 것이다. 고등학생들이 유전과 진화 개념 문제를
해결할 때 나타나는 과잉확신편향, 반성적 확신, 정확한
확신을 확인하고 다양한 확신들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
법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4개의 유전과 진화

sein3027@gmail.com

개념평가문항에 확신에 대한 척도를 함께 묶어, 235명의
In this research, we attempted to explore trajectories

인문계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개념평가문항의 결과와 확

of Korean students’ motivation to learn science using

신의 척도 수준에 따라 과잉확신편향점수, 반성적 확신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Especially we focused

점수, 정답에 대한 정확한 확신 점수, 오답에 대한 정확

on changes in five motivational constructs, self-efficacy,

한 확신 점수를 생성하였다. 새롭게 생성한 점수들의 자

intrinsic motivation, grade motivation, self-determi-

료를 바탕으로 라쉬 분석, 내적 일관성 신뢰도, 난이도

na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addition, the relation-

등을 분석하여 과잉확신편향 관련 점수들의 타당도와

ships between students’ academic track and each tra-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생성한 점수들을 바탕으로

jectory group were examined. Using Science Motivation

과잉확신편향의 성차와 계열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

Questionnaire II (SMQ- II), 255 male high school students’

결과 개념평가문항과 확신에 관한 척도를 바탕으로 과

data were collected during five semesters. Longitudinal

잉확신편향을 측정하는 방법은 충분한 수준의 타당도와

data were analyzed performing Group-based trajectory

신뢰도를 보였다. 과잉확신편향에 관련된 기존의 많은

modelling analysis with utilizing R package-software.

연구들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

Also Chi-square (χ2)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여 과잉확신편향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과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ck and each trajectory. As

잉확신편향에서 성차뿐만 아니라 계열과의 교호효과도

the results, we founded that students share same tra-

확인할 수 있었다.

jectory patterns in self-efficacy. While two distinct trajectory classes, (‘high’ and ‘low’ group) were found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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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에서라는 말을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요?

AAAS 생태개념 검사도구 번역본의
타당도, 관련 변인 탐색 및 국제 비교
이상의, 박은주, Arif Rachmatullah, 하민수
강원대학교

sangeui@bioteacher.me

협력적 문제 해결력은 21세기 개인이 지녀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 여러 가지 미래적 역량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
다. 협력적 문제해결력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구성원이 함께 협업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교환하
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Hesse

et al., 2013).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기반 탐구 수업
생태개념은 생명과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며, 과학적

에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량들을 바탕

생태개념의 이해는 최근 생물다양성 및 지속가능한 발

으로 개발한 협력적 문제 해결 중심 교수모델(CoProC)

전 교육을 위하여 중요하게 고려된다. 생태개념의 이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협력적 문제 해결력의 변화를 살

를 확인하는 평가문항이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요구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개념
평가도구는 없었다. 이 연구는 AAAS Project 2061에서
개발한 생태개념에 관한 45개의 평가문항을 번역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생태개념의 이해
수준과 관련이 있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AAAS 생태개념

펴보고자 하였다.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틀은 ACT21S
(Assessme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바탕
으로 개발하였다. 이 평가틀을 이용하여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8가지 주제로 CoProC수업을 받는 고등학교 2

평가문항은 생물교사 2인과 생물교육전문가 1인이 번역

개반 학생들의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사회적 기능과 인

하였으며, 중학교 2학년 학생 377명, 고등학교 2학년 학

지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생 460명을 대상으로 투입하였다. 문항수가 많기 때문
에 45개 문항을 21개의 공통문항을 두고 33문항씩 두 세
트의 문항집으로 만든 뒤, 문항 연결 방법을 사용하였
다.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반
응이론의 라쉬 분석,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여러 변인(학교급, 성별, 다큐멘터리 영상 시청, 계열,
환경 캠페인 참가 유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ANOVA,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또한 AAAS
Project 2061에서 제시된 미국 중등학생들의 정답률과
비교하여 한국과 미국학생들의 생태개념의 이해 수준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45개 문항의 번역본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
성별, 다큐멘터리 영상 시청 유무에 따른 생태개념의 이
해 수준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한국과 미국학생들의
생태개념의 이해 수준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과학 교육 평가에서 나타나는 불일치 사례:
고등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성취를
중심으로
정수임, 신동희
이화여자대학교

dinosue@chol.com

우리나라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 참여하게 되면서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성취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과학 영역에서 높은 인지적 성취와 낮
은 정의적 성취간의 격차를 우려하는 각계의 반응이 나
타나기 시작했다. 과학이 주요 평가 영역이었던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06에 비해 PISA 2015의 결과에서는 정의적 성취가 소

협력적 문제 해결 중심 교수 모델(CoProC)
수업을 통한 고등학생의 협력적
문제해결력 변화
이은령, 강유진, 남정희
부산대학교

kom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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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OECD의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
다. 반면, 과학에 대한 인지적 성취도는 PISA 2015 참가
국 72개국 중 상위권(5위~8위)을 차지하여 인지적 성취
도에 비해 정의적 성취도가 현저히 낮은 불일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과학 교육과
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과학 교육 현장에서 인
지적 성취도와 정의적 성취도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우선

POSTER PRESENTATION(포스터발표)

적으로 파악하여 불일치의 양상과 현상을 분석해야 할

않는 네 유형의 학생들 33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 과학

필요성을 드러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 고등

에 대한 인식, 과학 관련 성취에 대한 자기 진단 및 인식,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에 해당하는 과학 학업 성취도와

과학 학습에 대한 경험, 인지적⋅정의적 성취에 영향을

정의적 성취도를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로 함께 분석하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하여 면담을 진행하여 질적 분석을

여 불일치의 유형, 불일치 현상의 원인에 대한 단서, 과

시도했다. 그 결과 양적 자료에서 나타나는 불일치 현상,

학 학습에서 인지적 성취와 정의적 성취의 불일치 경험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간 불일치 현상을 발견했고, 특별

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적 자료로

히 검사 도구와 검사 상황의 관점에서 불일치의 의미를

는 연구에 동의한 2016학년도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학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성취와 정의적 성취가 일

생들 308명의 과학 교과의 1학기 학기말 성적을 활용했

치하지 않는 현상에서 학생들이 겪는 경험을 재구성하기

다. 물리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성취도는 T점수

위하여 학생들의 면담을 부호화하여 초기 코딩과 축 코

로 환산하여 인지적 성취도로 분석했으며 정의적 성취도

딩의 방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를 통해

는 PISA 2006에서 타당화한 정의적 영역 26문항을 설문

실제 과학 교육 현장에서 과학 교육과정으로부터 얻은

조사했다. 두 양적 자료인 인지적 성취도와 정의적 성취

생생한 인지적 성취도와 정의적 성취도의 불일치 현상을

도의 결과를 비교하여 둘의 관계가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학생들의 경험의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었다.

• Session 2-6 Philosophy (과학사 철학)
10:20-11:20, Saturday, February 11 / 1st Floor Hallway Bldg. 11

화 운동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여기에 반영된 과학의 본

초창기 과학잡지에서 나타나는
과학대중화 운동의 목적, 내용,
그리고 과학의 본성 요소

성 요소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조선>의
사설에 나타난 과학대중화의 목적은 산업기술의 발전을
통한 사회의 발전이었으며, <백두산>의 경우 청소년 과

이형문, 송진웅

학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그 목적이었다. 또한 <과

서울대학교

학조선>의 기사에 나타난 과학대중화의 내용에는 발명과

iamagom0@snu.ac.kr

기술 발전을 위한 내용 이외에도 유전학과 같은 순수 과
학 이론이 소개되었다. 그에 반해 <백두산>은 생활 관련

과학대중화는 과학을 일반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활동과

과학 내용이 많이 기술되었으며, ‘글 잘 배우는 법’ 등의

움직임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과학대중화

교육 관련 내용도 소개되었다. 한편 <과학조선>과 <백두

운동이 과학교육의 확산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특히,

산>의 창간호에서 주로 나타나는 과학의 본성 요소는 과

과학잡지는 초창기 우리나라 과학대중화 운동의 대표적

학에 대한 정의와 과학의 사회문화적 가치로 구분될 수

인 접근 중 하나로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의 과

있으며, 실증주의와 귀납주의를 강조하는 내용 중심의

학대중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우

전통적 관점보다는 상대주의와 연역주의를 강조하는 과

리나라에서 과학대중화 운동은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

정 중심의 현대적 관점이 더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로 전개되었고, 이때의 가장 대표적인 과학잡지는 <과학

진행한 초창기 과학대중화 운동에 대한 분석은 현재에

조선>과 <백두산>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조

도 진행되고 있는 과학대중화 운동의 목적이 지금의 사

선>과 <백두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초창기 과학대중

회적 요구에 맞춰 이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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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워크숍

WORKSHOP
• Workshop 1

15:40~16:40, Thursday, February 9 / 105 Bldg. 10

사다리꼴 4장의 필름을 이용하여 그림이나 핸드폰 속

3D 홀로그램 투영기 만들기와
VR기기 체험하기

의 영상을 공간에 재현시킬 수 있는데 수학의 ‘각’, 과학
의 ‘반사’의 원리가 접목되어 쉽고 재미있게 단원의 개념

박기영1, 황미옥2, 신영준1

을 학습하며 미래의 첨단기술의 함께 소개할 수 있다.

1

경인교육대학교, 2서울가재울초등학교

VR 이란 1989년 ‘재론래니어’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yjshin@ginue.ac.kr

현실에 있지 않은 가상의 현실을 재현하는 것으로 미래

홀로그램은 영상이 공간에 재현되는 그림을 말한다.

의 첨단 과학 기술 중 가장 가까이, 많은 분야에서 활용

스타워즈, 아이언맨, 아바타 등 많은 영화 속에서 소개

되는 것이다.
외국의 구글 및 우리나라의 삼성과 LG 에서도 VR 분

된 것으로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미래의 기술 중 하나로
연구하고 있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홀로그램이지

야의 컨텐츠를 계속 연구 개발할 것이라고 한다.

만 초등학교 교과에서는 빛, 반사 등의 단원과 연계하여

본 워크숍에서는 VR 기기를 체험하며 미래의 기술인

쉽고 간단하게 3D 홀로그램을 재현할 수 있다.

가상현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홀로그램 투영기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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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hop 2

09:30~10:50, Friday, February 10 / 105 Bldg. 10

과학교육에서의 사회네트워크분석법(SNA)의
이해와 적용

2) 넷마이너(NetMiner)평가판 (Cyram, 2015):
(http://www.netminer.com/download_buy/dow
nload/download-readList.do)

신세인
전북대학교

3. 실습 내용

sein3027@gmail.com

1) 네트워크 분석 기본 원리

1. 들어가며
최근 다양한 융합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사
회네트워크분석법(Social Network Analysis; SNA)은
과학교육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복잡한 현상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워크샵에서는 사회네트워크분석 및 언
어네트워크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에 대한
기본적 원리에 대해 살펴본 후, 간단한 사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분석을 실습해보고자 합니다.

① Node와 Link의 정의와 특성
② Node set의 기본구성 및 특성
③ 일원모드와 이원모드 네트워크
2) 실습
① 분석계획
연구의 목적과 노드, 링크를 정의하고 자료 수
집 방식에 대하여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② 자료수집
계획에 맞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위한
node set과 link set을 구성해보는 단계입니다.
③ 자료전처리
자료의 전처리는 네트워크 분석에서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특히 언어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자료의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자가
설정한 타당한 기준에 따라서 전처리를 수행하
도록 합니다.
④ 사회 네트워크 및 언어 네트워크 분석
넷마이너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의 기본적 과정
을 실습할 예정입니다. 넷마이너 실습은 크게 1)
네트워크의 밀도, 평균 연결정도 같은 기본적인

<학생들의 가설에 대한 인식 네트워크 예시>

네트워크 지수, 2) 각 노드의 구조적 지표인 중심
성지수(Centrality), 3) 네트워크 내의 하위그룹
(cluster) 확인, 4) 네트워크 내의 각 노드의 구조

2. 실습 프로그램

적 역할(role)분석, 5) 도식화(Visualization) 과
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워크샵에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예정입
니다. 분석 실습을 위해 워크숍 참여자 분들은 노트북을
가져오셔야 하며, 미리 아래의 Url에서 프로그램을 설치
하신다면 원활한 워크샵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KrKwic (박한우 & Leydesdorff, 2004) 프로그램은 DOS
프로그램으로 C드라이브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1) KrKwic 소프트웨어:
http://www.leydesdorff.net/krkwic/
= = = = | 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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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필름을 활용한 색채의 생성, 변화, 그리고
Polage 이미지 제작

법을 이용하여 미술작가 Austine W. Comarow는 인상적
인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녀의 작품들을 폴라주
(polage)라 불렀다. 폴라주 제작은 투명 셀로판지 같은

정용욱, 최우석

복굴절물질을 투명한 그림판에 오려붙이는 과정을 포함

서울대학교

한다. 완성된 그림판은 그 자체로는 투명하지만, 그림판

zimusa@kaist.ac.kr

을 두 편광필름(polaroid film) 사이에 삽입하면 작가가
의도한 시각 이미지가 생생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
이 오려붙이기를 통해 작품을 만들고 그 결과로 마치 색

Ⅰ. 서 론

종이를 오려 붙인 모습과 유사한 시각효과를 만들어낸
인간을 둘러싼 시각요소는 크게 형태와 색채(color)로

다는 점에서 폴라주는 꼴라주와 유사하다. 또한 편광기

구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색채는 감각의 핵심적 요소이

를 회전시킴으로써 관찰되는 시각이미지의 색채가 매우

다. 색채는 또한 물리학, 화학, 생리학, 생물학, 공학, 심

역동적으로 변한다. Austine의 폴라주 기법과 작품은

리학, 언어학, 미학, 회화,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가 뒤

http://austine.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에 You

얽힌 대표적인 융합 주제이기도 하다.

Tube를 통해서도 많은 폴라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인간은 10만 가지 이상의 색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한

본 워크숍에서는 편광필름을 이용하여 색을 만들고

다. 이렇게 다양한 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으

변화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이미지

로부터 색체를 구분하는 여려 체계들이 제안되었다. 색

를 제작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본 워크숍은 크게 다음

체 구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색의 3요소인

의 세 가지 활동을 포함한다.

색상(hue), 명도(lightness, brightness, value), 채도
(chroma, saturation, colorfulness)를 바탕으로 색을
나누는 것이다. 색상은 주어진 색과 동일하게 보이는 일
치색을 단일파장의 빛과 흰색의 빛의 조합으로 만들 때
단일파장에 해당하는 시각적 감각을 말한다. 두개의 빛
을 혼합하였을 때 무채색이 되는 색의 조합을, 각각 서로
보색이라 한다. 채도는 위와 같이 만든 일치색에서 흰색

1) 편광필름과 투명 색아크릴판을 이용한 색채의 변
화: 색혼합, 명도변화, 채도변화
2) 폴라주 기법을 이용한 색채의 생성 및 변화: 색의
생성, 보색으로의 변화, 명도변화, 채도변화
3) 폴라주 이미지 제작: 이미지 페이드 인(fade in), 페
이드 아웃(fade out), 이미지 전환

빛이 점유하는 비율을 말한다. 명도는 물체나 빛의 색이

Ⅱ. 재 료

지니는 밝기의 정도이다.
현재에는 색의 3요소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는 과정이
주로 물감을 섞는 실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실

모둠별로 다음 준비물이 필요하다.

습을 위해서는 섞는 물감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색상, 명도, 채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실습 과정를

- 편광필름: 10cm*10cm 크기로 3장

통해 명도 단계, 채도 단계를 만드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 투명 색아크릴판: 10cm*5cm 크기로 색상별로 한

상당한 기술과 시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과학적 원리를

장씩(Red, Blue, Green)

이용한 단순한 방식의 색상, 명도, 채도 변화가 가능하다

- 투명 복굴절 물질: 셀로판 테이프, PVC 판, 복굴절

면 과학교육과 미술교육의 좋은 융합사례가 될 것이다.

이 있는 아크릴, 코팅 필름, transparency 필름 등

편광을 통한 간섭색을 활용하면 다양한 색채와 색채

- 밑판으로 사용할 복굴절이 없는 투명판: 복굴절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

없는 아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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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 A4 종이
- 백색광: 스마트폰 플래시
- 공작도구: 칼, 가위

① 스마트폰의 플래시 기능을 이용하여 백색광을 만
든다.
② 투명 파랑아크릴판과 투명 빨강 아크릴판에 각각
편광필름을 붙인다. 이때 두 편광필름의 편광축이

Ⅲ. 활동방법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한다.
③ 두 아크릴판을 나란히 붙이고 약 160도 정도의 각

1. 편광필름을 통한 빛의 투과양상 확인

도를 이루게 한다.
④ 두 스마트폰의 플래시를 켜고 각각의 아크릴판을

이 활동은 편광필름이 특정한 편광방향의 빛만 통과
시킴으로서 투과된 빛의 세기가 변하는 양상을 확인하
는 것이다. (편광필름은 빛의 진행방향에 수직한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킨다.)

통과시킨다. 이때 흰색 종이에 도달하는 두 빛이
반쯤 겹치도록 한다.
⑤ 흰 종이의 겹친 영역과 아크릴판 사이에 제 3의 편
광필름을 놓고 회전시키면서 겹친 영역의 색의 변
화를 관찰한다. (이상 파랑과 빨강의 색혼합)
⑥ 앞선 조건에서 파랑 아크릴판만을 때어내고, 파랑
아크릴판에 붙여놓은 편광필름은 남겨둔다. 이 상
황에서 제 3의 편광필름을 회전시키면서 겹친 영
역의 색의 변화를 관찰한다. (빨강의 채도변화)
⑦ ⑤에서 파랑 아크릴판과 붙어있는 편광필름을 모
두 떼어내고 관련된 스마트폰 플래시도 꺼서 빨강
빛만을 흰 종이에 남겨둔 후에 제 3의 편광필름을
회전시키면서 색의 변화를 관찰한다. (빨강의 명도
변화)
3. 편광필름-투명 복굴절물질-편광필름

[그림 1] 겹친 편광필름을 통과할 빛의 세기변화

① 하나의 편광필름을 지날 때 빛의 세기가 어떻게 변
하는지 확인한다.
② 두 편광필름을 겹친 후 빛을 통과시킬 때 투과된
빛의 세기를 확인한다.

겹층구조를 통한 색채의 생성 및 변화
이 활동은 polage의 기법을 통해 색을 만들고 색채의
색상, 명도, 채도를 변화시켜보는 것이다. polage의 기
법은 기본적으로 편광필름-투명 복굴절물질-편광필름
겹층구조에 백색광을 비추어 색을 만들어낸다.

③ 겹쳐진 편광필름 중 하나를 회전하면서 투과된 빛
의 세기가 최소가 되는 조건을 찾는다.
④ 편광필름을 얼마만큼 더 회전할 때 투과된 빛의 세
기가 최대가 되는지 찾는다.
2. 편광필름과 투명 색아크릴 판을 활용한
색채의 변화
이 활동은 편광필름과 투명 색아크릴판을 이용하여 색
채를 혼합하고 색채의 명도, 채도를 바꾸어보는 것이다.

= = = = | ORO

[그림 2] 겹층구조를 통한 색의 생성 도식

WORKSHOP(워크숍)

③ 밑판을 회전시키면서 색의 변화를 관찰한다.

1) 세부활동 1
① 겹친 편광필름을 통과하는 빛의 세기가 가장 작도
록 편광필름을 겹친다. (즉 두 편광필름의 투과축
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한다.)

Question) 밑판이 얼마만큼 회전할 때 색변화가 반복
되는가?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② 투명한 밑판에 셀로판 테이프를 붙인 후 두 편광필
름 사이에 넣고 백색광을 쪼이고 반대편에서 색채

3) 세부활동 3

를 관찰한다. (색채가 뚜렷하지 않으면 밑판을 회

① 앞선 활동에서 색이 가장 선명할 때 밑판의 회전을
멈추고 색채를 관찰한다.

전시킨다.)
③ 밑판을 회전시키면서 색의 변화를 관찰한다.

② 밑판 앞뒤 편광필름 중 하나를 회전하면서 색의 변
화를 관찰한다.

Question) 밑판이 얼마만큼 회전할 때 색변화가 반복
되는가?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Question) 밑판이 얼마만큼 회전할 때 색변화가 반복
되는가?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2) 세부활동 2
① 겹친 편광필름을 통과하는 빛의 세기가 가장 크도

4. Polage 이미지 제작

록 편광필름을 겹친다. (즉 두 편광필름의 투과축
이 활동은 폴라주 이미지 기법인 이미지 페이드 인

이 서로 평행이 되도록 한다.)
② 투명한 밑판에 셀로판 테이프를 붙인 후 두 편광필

(fade in), 이미지 페이드 아웃(fade out), 이미지 전환방

름 사이에 넣고 백색광을 쪼이고 반대편에서 색채

법을 배우고, 이를 활용하여 간단한 이미지를 제작해보

를 관찰한다. (색채가 뚜렷하지 않으면 밑판을 회

는 것이다.

전시킨다.)

• Workshop 4

09:00~10:20, Saturday, February 11 / 105 Bldg. 10

Invention Education Programs Integrated
with Biology

constructing materials. The second is to test the
suitability of Luffa as a scrubber in their kitchen.
Students discuss various physical features a scrubber

박지영1, 김민기2
1

should have and design how they can prove each

2

서울대학교, 한국발명진흥회

property.

ypark.on@gmail.com

The workshop is for the second activity, especially to
test strength of dried Luffa fiber. The participants

The program includes two activities. The first is to

would discuss the desirable features a scrubber has

compare live Luffa with Cucumber and Zucchini.

within a group. They extract several fibers from a dried

Students could discover its strong fiber-construct

Luffa and measure the strength using spring balance

through observation with microscope. Then the program

and weights. Participants could construct test design

could guide for students to consider various usage of

and reflect its appropriateness. Also they would argue

Luffa. Students could understand Luffa as a useful

some advantage and disadvantages their design has.

plant; for healthy juice, a medical ingredi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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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Exhibition 1.

Exhibition 2.

검지관을 이용한 실험프로그램

안드로이드용 실험어플 사이언스샵 / MBL /

(회사명) ㈜ 싸이언스파크
(대표자) 김종인
(연락처) 02-742-6518, 010-8869-6518
(이메일) sci-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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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김 희 백 (서울대학교)

기획실무이사 : 심 규 철 (공주대학교)
재무실무이사 : 강 남 화 (한국교원대학교)
홍보실무이사 : 전 영 석 (서울교육대학교)
사

무

장 : 오 기 철 (한국교원대학교)

학술행사위원회
위

원

장 : 남 정 희 (부산대학교)

실 무 이 사 : 오 필 석 (경인교육대학교)
조 직 위 원 : 심 규 철 (공주대학교)
강 남 화 (한국교원대학교)
박 종 석 (경북대학교)
박 영 신 (조선대학교)
맹 승 호 (서울교육대학교)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위

원

장 : 유 준 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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