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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일정표 및 장소
●

제1일 2015년 7월 24일(금)

시간

●

발 표 및 내 용

09:30~10:00

등 록

강의동 1층 접수처

구두발표(Session 1)
1-1

1-2

202호
좌장 : 박종호

10:00~12:05

204호
좌장 : 심재호

이영희
최상희
심현표
심영숙
윤혜경

강의동

1-3

1-4

401호
좌장 : 박종석

지영래
한광석
이현정
이윤희
김윤숙

403호
좌장 : 오필석

박은우
전성수
김용규
이지원

변문경1
김다운
변문경2
곽정호

12:30~13:30

점심식사

13:30~13:40

개 회 사 (김희백 / 한국과학교육학회 회장)

13:40~13:50

축

13:50~14:30

기조강연 1 (박승빈 / KAIST 생명화학공학과)

14:30~15:10

기조강연 2 (박종원 / 전남대학교 물리교육과)

202호
좌장 : 윤혜경

2-2

204호
좌장 : 이기영

이경호
유정숙
강정은

사회: 남정희

강의동

2-3

403호
좌장 : 조광희

이민주
김현애
정은미

3-1

202호
좌장 : 이경호

3-2

204호
좌장 : 이현주

701호
좌장 : 이영희

류민정
고연주
이수아

이기영
이차은
경희경

윤은정
황요한
강경희

3-3

워크숍1

2-4

이봉우
강은희
김미정

구두발표(Session 3)

405호
(15:20~16:20)
박기영

슈펙스 홀

남윤경
정나진
조광희

이신영
황정훈
이솔희

심포지움3

지경준

강의동 1층

과학교수학습

엄증태 오재영 송그론 방유경 배주영 심규철 장혜지 윤지민/용민준
심재호 손은지 강여은 이지현 이효정 유옥희 박세희1

과학교사교육

박세희2

과학문화교육

박주은

과학교육과정

박다혜 김국현 김대이 오광택 신혜영 문성진 김세림

과학학습평가

김경한

초등과학교사

이지원 최지미

중등과학교사

이윤희

대학과학교육

오은주

통합과학교육

18:50~19:20

정기총회

19:20~20:50

리 셉 션

최현경

(사회 : 심규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05호
(16:20~17:20)

3-4

701호
좌장 : 이봉우

슈펙스 홀
(15:20~17:50)

워크숍2

강의동

403호
좌장 : 김영신

심포지움2

국가 및 국제 수준의
과학 교육 평가 체제
탐색 및 교사의 평가
및 수업 전문성 신장
방안

포스터발표(Session 1)

==== |S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과정공개토론회)

휴 식

2-1

17:50~18:50

(10:00~12:30)

사 (강성모 / KAIST 총장)

구두발표(Session 2)

16:35~17:50

슈펙스 홀

식당동

15:10~15:20

15:20~16:35

심포지움1

401호
(16:20~18:50)
한국발명진흥회
∙ 2015 창의발명 프로그
램 연구 개발 소개
∙ 청소년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
∙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과학교육에서 지
식재산교육 접근 방법
∙ 학생과 교사를 위한 특
허 명세서 작성 워크숍

슈펙스 홀
식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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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일 2015년 7월 25일(토)

시간

●

발 표 및 내 용

08:30~09:30

등 록

강의동 1층 접수처

구두발표(Session 4)
4-1

09:30~11:10

202호
좌장 : 강남화

4-2

강의동

4-3

204호
좌장 : 김지나

401호
좌장 : 차희영

4-4

403호
좌장 : 최혁준

이종봉

하지훈

오준영

이주현

유미현
최준영
이지애

맹승호
김수정

조헌국
임희경

김 별
백종호
박병삼

405호
(09:30~10:30)
한재영

포스터발표(Session 2)

11:10~12:10

강의동 1층

과학교수학습

이지은 박혜민 김태은 박지연 박준형

과학교육과정

최민지

과학교사교육

인수정 한재영

과학학습평가

윤연주 신세인 이형재

과학문화교육

임인숙 장진아

초등과학교사

윤선미

중등과학교사

김지혜 김형진

대학과학교육

박지영

통합과학교육

전재돈

과학창의성교육

변문경

기 타

12:10~12:30

폐 회 식

●

(사회 : 심규철)

장소 및 발표장

워크숍3

정영희 김아름
슈펙스 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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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목록표
심포지움
심포지움 1

(p. 41)

10:00~12:30, 7월 24일(금) / 슈펙스 홀

2015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및 경과
장영록
한국과학창의재단, 2015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
신영준
경인교육대학교, 2015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
심규철
공주대학교, 2015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과학 교육과정 시안
곽영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탐구실험 교육과정 시안
손정우
경상대학교, 2015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진

심포지움 2

(p. 43)

15:20~17:50, 7월 24일(금) / 슈펙스 홀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의 행동 영역 체제 개선 방안
김동영, 이창훈, 이재봉, 신일용, 김현정, 동효관, 김미영, 이신영, 안유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 방안
이창훈, 김동영, 신일용, 김현정, 김미영, 이신영, 안유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사 학습공동체를 통한 과학과 범교과 수업컨설팅
곽영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과학과 서답형 문항 심층 분석
1

1

1

2

2

동효관 , 김현경 , 이인호 , 권경필 , 이규호
1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인교육대학교

PISA 2012 과학 평가틀 하위 요소별 상위 4개국 성취 비교 분석
구자옥, 이재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TIMSS 문항을 통해 본 교육과정 국제비교
이재봉, 구자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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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 3

(p. 46)

16:20~18:50, 7월 24일(금) / 강의동 401호

2015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 프로그램 연구개발 소개 :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김민기
한국발명진흥회

청소년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 카이스트 IP영재기업인교육원 사례
허남영
KAIST IP 영재기업인교육원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과학교육에서 지식재산교육 접근 방법
손정우
경상대학교

학생과 교사를 위한 특허 명세서 작성 워크숍
나영민 변리사
특허법인 주원

구두발표
• Session 1

10:00-12:05, 7월 24일(금)

❚ Session 1-1

좌장 : 박종호

(p. 55)

강의동 202호

미국 교사 자격 기준안을 통한 우리나라 중등 과학 교사 1차 선발고사 문항의 분석
이영희
단국대학교

Enhancing preservice teachers’ science self-efficacy beliefs and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through scientific investigations
최상희1, 이영희2
2

1

University of North Georgia, 단국대학교

문화역사 활동이론 관점에서 예비과학교사 공동체의 수업에 대한 반성 분석 : 3년간의 생물 실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사례
심현표, 유금복, 전상학, 황세영1
서울대학교, 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Design-based Learning(DBL) 교사연수에서 나타나는 교사들의 특징 탐색 : 교수목표와 수업전략을 중심으로
심영숙, 장신호
서울대학교

과학 수업 비디오에 기초한 반성 활동은 초등 예비교사의 전문적 시각을 어떻게 증진시키는가?
윤혜경1, 송영진2
1

춘천교육대학교, 2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 Session 1-2

좌장 : 심재호

(p. 57)

강의동 204호

국내 ․ 외 교육연구에서 사용된 시스템과 시스템 사고 분석
지영래, 송진웅
서울대학교

초등학생의 학습양식 요소 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광석, 이경란, 박종호
진주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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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그물 형성 방식과 아동이 가지는 인지적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이현정, 이은경, 이경란, 박종호, 백남권
진주교육대학교

실험수업에서 반성적 사고 훈련 전략인 리런(RERUN) 적용 효과
이윤희, 최혁준
한국교원대학교

우리나라 STEAM 프로그램의 과학 · 공학 실천적 특성
김윤숙, 정지현, 허송이, 이지선,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 Session 1-3

좌장 : 박종석

(p. 60)

강의동 401호

2009 개정 고등학교 과학교과서 탐구활동 분석 : 차세대 과학기준(NGSS) 실천요소 중심으로
박은우, 이영희
단국대학교

초중등 학생들의 나이에 따른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의 변화
전성수1, 박종호2
1

회원초등학교, 2진주교육대학교

지적장애학생의 사전 ․ 사후 뇌파 상대파워스펙트럼 활성 차이 비교 분석을 통한 분류학습 프로그램 적용 효과 분석
김용규, 정진수
대구대학교

과학영재의 연구윤리 준수 및 인식 실태 조사
이지원1, 이소자키 테츠오2, 김중복1
한국교원대학교, 2히로시마대학교

1

❚ Session 1-4

좌장 : 오필석

(p. 62)

강의동 403호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 과학수업에서 초등 학습자의 학습 흥미와 태도 변화 분석
변문경, 조문흠
성균관대학교

달 관측으로 알아보는 케플러 운동
김다운, 이충일
순천대학교

World festival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based on STEAM
변문경, 조문흠
성균관대학교

성격에 기초한 정서적 개별화 영재교육의 필요성
곽정호, 양경은
한국교원대학교

• Session 2

15:20-16:35, 7월 24일(금)

❚ Session 2-1

좌장 : 윤혜경

(p. 63)

강의동 202호

사범대학 교과목과 부설학교 수업실습 간 연계성 탐색 : 교생 대표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1

2

3

4

1

1

1

이경호 , 문홍주 , 신재성 , 유은지 , 안정곤 , 이종선 , 오지은
2

1

3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고등학교,

4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에 참여한 초 · 중등 교사들의 STEAM교육에 대한 인식 비교
유정숙, 황신영, 한인식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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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여성과학교사의 과학교사로서의 진로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강정은, 허송이, 이지선, 정지현,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 Session 2-2

좌장 : 이기영

(p. 65)

강의동 204호

R&E 연구 경험을 통한 과학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정체성 발달 탐색
이민주, 김희백
서울대학교

초등학교 과학수업의 혼성 공간(Hybrid Space)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행위주체성(Agency)
김현애, 강은희, 김희백
서울대학교

중고등학교 과학시험 준비를 위한 학습자료의 유형별 활용 정도 비교
정은미, 박종원
전남대학교

❚ Session 2-3

좌장 : 조광희

(p. 67)

강의동 403호

미국의 한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융합교육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해결과제
류민정, Nathan Mentzer, Neil Knobloch
퍼듀대학교

대학생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SSI 논증활동의 양상 비교 분석
1

2

1

고연주 , 최윤희 , 이현주
1

2

이화여자대학교, 숭문중학교

창의적 문제해결이 특허(patent) 교육에 미치는 영향 : 로켓에 대한 통합적 문항(integrated problem) 개발을
중심으로
이수아
경북대학교

❚ Session 2-4

좌장 : 이영희

(p. 68)

강의동 701호

뉴턴은 어떻게 ‘뉴턴링’을 설명했을까? : 빛에 대한 뉴턴의 업적과 해석
이봉우
단국대학교

초등학생들의 과학 정체성 변화와 과학 관련 진로 포부의 관계
강은희, 김희백
서울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적 논증 : 초등 2-3학년 학생들과 교사의 교실대화 사례
김미정1, Wolff-Michael Roth2
1

2

University of Alberta, University of Victoria

• Session 3
❚ Session 3-1

16:35-17:50, 7월 24일(금)
좌장 : 이경호

(p. 70)

강의동 202호

학습 발달과정(Learning Progressions)의 타당성 검증: 지구의 운동과 태양계 학습 발달과정의 사례
이기영1, 맹승호2, 박영신3, 이정아4, 오현석5
강원대학교, 2서울교육대학교, 3조선대학교, 4서울대학교, 5서울사대부설중학교

1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사고 질문의 역할
이차은, 김희백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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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탐구활동 분석 : 물리영역을 중심으로
경희경, 이지선, 정지현, 허송이,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 Session 3-2

좌장 : 이현주

(p. 72)

강의동 204호

과학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와 과학 학습 성취도와의 관계 분석을 위한 생각 나열하기 기법의 도입
윤은정, 박윤배
경북대학교

소프트웨어 활용 STEAM 교육이 고등학생의 프로그래밍과 컴퓨팅사고력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황요한, 박윤배
경북대학교

STEAM 프로그램 적용이 중학생의 메타인지에 미치는 영향
강경희
제주대학교

❚ Session 3-3

좌장 : 김영신

(p. 73)

강의동 403호

Engineering Integrated Science (EIS) As A Potential Direction For Reforming Technical High School
Science In South Korea
1

2

2

Younkyeong Nam , Seoung-Hey Paik , Sun-Ju Lee
1

The College at Brockport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

과학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끓는점 실험장치의 특징 비교
정나진, 백성혜
한국교원대학교

Bloom의 신 교육목표분류학에 따른 고등학교 과학 및 사회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비교 분석
조광희
조선대학교

❚ Session 3-4

좌장 : 이봉우

(p. 75)

강의동 701호

Characteristics of In-service Teachers’ Teaching Plans in STEAM Education
1

1

2

이신영 , 한인식 , 백성혜
1

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고등학교 영재학급 학생의 창의적 은유 표현에 대한 사례 연구 : 물리에 관련된 과학 용어에서
황정훈, 김영민
부산대학교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이 인식하는 과학 학습 환경 및 학습 적응 과정 분석
이솔희, 정영란
이화여자대학교

• Session 4
❚ Session 4-1

09:30-11:10, 7월 25일(토)
좌장 : 강남화

(p. 76)

강의동 202호

딜레마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딜레마의 의미와 과학교사 교육에의 함의
이종봉1, 이정규2, 이경호1
서울대학교, 2캘리포니아대학교 산타바바라

1

‘적정기술’ STEAM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과학 진로지향도, 과학적 태도, 융합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미현1, 유화수1, 박기수2
아주대학교, 2서울대학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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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업에서 나타나는 중학생 행동의 정량적 분석 : 침묵속의 참여와 시선을 중심으로
1

2

1

최준영 , 나지연 , 송진웅
2

1

서울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프로젝트 학습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교사역량 요소에 대한 과학영재 담당교사의 인식
이지애1, 박수경1, 심종암2, 임길선3, 김영민1
1

부산대학교, 2경남과학고등학교, 3부산고등학교

❚ Session 4-2

좌장 : 김지나

(p. 78)

강의동 204호

초등과학교과서 전자저작물에 탑재된 멀티미디어 자료 분석
하지훈1, 신영준2
안산고잔초등학교, 2경인교육대학교

1

초등 과학교사들의 천문 내용에 대한 주제특이적 PCK 발달과정 : 태양계의 구조와 행성의 운동
2

1

3

2

4

맹승호 , 이기영 , 박영신 , 이정아 , 오현석
1

2

3

4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조선대학교, 서울사대부설중학교

예비 과학교사들의 교육실습을 위한 POCoM(Practical On-site Cooperation Model)의 활용
김수정, 박종원
전남대학교

❚ Session 4-3

좌장 : 차희영

(p. 81)

강의동 401호

1758-1759년 동안의 핼리혜성의 발견 이해 : 전통적인 동서과학문화를 중심으로
오준영1, 김유신2, 김천휘3, 민병미4, 손연아4
한양대학교, 2부산대학교, 3충북대학교, 4단국대학교

1

과학은 아름다운가? 과학의 미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학생들이 인식하는 미적 가치의 분석
조헌국
단국대학교

초등학생을 위한 인체탐험캠프가 건강증진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
임희경, 박정현
강원대학교

❚ Session 4-4

좌장 : 최혁준

(p. 82)

강의동 403호

한 과학고 교사가 수업준비 상황에서 겪는 교과내용지식 이해의 어려움과 해결 과정 : 흐르는 유체를 다루는
상황을 중심으로
이주현
세종과학고등학교

디자인 기반 학습에서 나타나는 초등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 분석
김 별, 장신호
서울교육대학교

예비 과학교사의 탐구지도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탐구의 인식과 실천 사이의 딜레마 해소를 중심으로
조성민, 백종호
서울대학교

초등학교 학교연못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 및 활용방안
박병삼, 권난주
경인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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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 Session 1

17:50-18:50, 7월 24일(금)

❚ 1-1 과학교수학습

(p. 87)

강의동 1층

초등과학 전기회로 단원 디지털 교재 개발과 적용 : iBooks Author를 활용하여
엄증태, 이난형, 권용주
한국교원대학교

ibooks Author를 활용한 초등학생용 생물의 적응 내용 디지털 교재 개발
최지나, 오재영, 권용주
한국교원대학교

부력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발달 과정 분석
송그론, 백성혜
한국교원대학교

KLU note 활용을 통한 대학생의 메타인지 능력 변화와 효과
방유경, 최혁준
한국교원대학교

초등 5~6학년 과학 교과서의 과학 모델 분석
배주영, 강남화
한국교원대학교

과학중점학교의 고등학생 과제연구 운영에 대한 기초 조사 연구
심규철1, 김종희2, 박종석3, 손정우4, 이기영5, 이봉우6, 차정호7, 최재혁2
공주대학교, 2전남대학교, 3경북대학교, 4경상대학교, 5강원대학교, 6단국대학교, 7대구대학교

1

소집단 구성에 따른 7학년 광합성 개념의 지위 중복 변화
장혜지
경북대학교

중학교 과학 수업에서 현장교사와 예비교사의 수업모형 활용에 대한 어려움 분석
윤지민, 용민준
단국대학교

예비교사의 다양한 수업 모형 개발에 대한 인식 및 상호 평가 내용 분석
심재호, 이진영, 최경철
부산대학교

협력적 멘토링에서 나타나는 멘토교사의 상호작용 특징 변화
손은지, 이임일, 남정희
한국교원대학교

예비과학교사들의 모델링에 대한 인지과정 변화를 통한 모델 형성 능력의 탐색
1

1

1

1

2

1

강여은 , 권정인 , 박지훈 , 이임일 , 이동원 , 남정희
1

2

부산대학교, 경남대학교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한 과학 수업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 ‘물질의 특성’과 ‘일과 에너지
전환’ 단원을 중심으로
이지현, 우애자
이화여자대학교

예비과학교사들이 과학을 좋아하게 된 경험의 특징과 영향
이효정, 김희경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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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화학 교육에서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을 기반으로 한 탐구 수업의 적용과 효과
유옥희, 우애자
이화여자대학교

‘두 풍선 실험(Two-balloon experiment)’ 에 대한 고등학생과 예비과학교사의 이해 탐색
박세희, 윤희숙
강원대학교

❚ 1-2 과학교사교육

(p. 94)

강의동 1층

(p. 95)

강의동 1층

(p. 95)

강의동 1층

(p. 96)

강의동 1층

예비화학교사의 원자모형의 적용에 대한 탐색
안성원, 박세희, 윤희숙
강원대학교

❚ 1-3 통합과학교육
중 · 고등학교 화학 교과와 수학 교과의 학습 내용과 성취도 연관성 분석
최현경, 우애자
이화여자대학교

❚ 1-4 과학문화교육
과학관 전시물의 과학기술 관련 이슈 반영 정도 분석
박주은
경북대학교

❚ 1-5 과학교육과정
미국 Nature-Study 사상의 한국 도입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박다혜, 박종석
경북대학교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종적 연계성 분석 및 미국 차세대 과학 기준(NGSS)와의 비교 연구 : 지구과학
기권과 수권을 중심으로
김국현, 이효녕, 여채영, 전재돈, 백소연
경북대학교

생명과학Ⅰ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단원의 교육과정 일치도 분석
김대이, 김영신
경북대학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과학교과서 물리영역의 시각적 정보 인식유형 분석
오광택1, 박종호2, 윤석주3
장재초등학교, 2진주교육대학교, 3경상대학교

1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이온 결합 설명 유형 및 학생들의 이해도 분석
신혜영, 우애자
이화여자대학교

증기 압력 내림에 대한 화학 II 교과서 내용 분석 및 화학 교사들의 이해 조사
문성진, 박종윤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과 교과서에 나타난 열과 열에너지 정의 및 용어 사용 의미 분석
김세림, 박종윤
이화여자대학교

❚ 1-6 과학학습평가

(p. 100)

강의동 1층

학생 평가활동을 적용한 논의 기반 탐구 과학수업이 모둠의 주장-증거 구성에 미치는 영향
김경한, 이선우, 박덕찬, 김민철, 남정희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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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초등과학교사

(p. 101)

강의동 1층

(p. 102)

강의동 1층

(p. 102)

강의동 1층

학습 조력자 활동이 예비 물리교사들의 기하광학 개념에 미치는 영향
오은주, 이지원, 문예린, 김중복
한국교원대학교

‘통합탐구’ 단원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지도 실태 및 그 효과 인식
최지미, 박종석
경북대학교

❚ 1-8 중등과학교사
물리교육에서 윤리와의 연관성 및 필요성에 대한 물리교사들의 인식 조사
이윤희, 최혁준, 안준호, 정준형
한국교원대학교

❚ 1-9 대학과학교육
학습 조력자 활동이 예비 물리교사들의 기하광학 개념에 미치는 영향
오은주, 이지원, 문예린, 김중복
한국교원대학교

• Session 2

11:10-12:10, 7월 25일(토)

❚ 2-1 과학교수학습

(p. 103)

강의동 1층

과학관 전시물을 이용한 활동에 포함된 8가지 과학 실천 분석
이지은, 최애란
이화여자대학교

황새를 테마로 한 영 · 유아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혜민, 차희영, 윤현주, 박시룡, 김은옥, 김경철
한국교원대학교

전자기 복사와 물질의 상호작용 관련 현상에 대한 과학고 학생들의 이해
김태은, 정용욱, 송진웅
서울대학교

학생의 어려움을 고려한 과학수업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 지식 신념틀을 중심으로
1

2

박지연 , 이경호
1

2

대전과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과학교실을 하나의 실행공동체로 볼 수 있을까?: 초등학교 과학수업의 교실 수준과 모둠 수준의 분석 사례
박준형1, 나지연2, 정용재3, 송진웅1
서울대학교, 2춘천교육대학교, 3춘천교육대학교

1

❚ 2-2 과학교육과정

(p. 106)

강의동 1층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교과서 화학 관련 단원의 탐구 활동 분석 : 8가지 과학 실천을 중심으로
최민지, 최애란
이화여자대학교

❚ 2-3 과학교사교육

(p. 106)

과학교사의 효능감 관련 국내 과학 교육 연구 동향 분석 :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인수정 최애란
이화여자대학교

전국과학전람회를 관람하는 예비 과학교사의 인식
한재영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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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동 1층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 2-4 과학학습평가

(p. 108)

강의동 1층

AAAS 진화개념 문항을 이용한 한국과 미국 학생들의 진화 오개념 비교
윤연주1, 차희영1, 하민수2, 박혜민1
한국교원대학교, 2강원대학교

1

이공계 직업동기 검사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1

1

1

2

1

신세인 , 정영희 , 김아름 , 하민수 , 이준기
1

2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자기장 평가문항 적용을 통한 초등학생의 탐구 과정 기능의 지식상태 구조와 위계 분석
이형재1, 박상태2
덕암초등학교, 2공주대학교

1

❚ 2-5 과학문화교육

(p. 109)

강의동 1층

‘지혜로서의 과학교육’ 가능성 모색 : 지혜에 관한 심리학계연구동향 분석 및 과학교육에의 시사점
임인숙, 송진웅
서울대학교

과학 교실규범의 형성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 참여적 관점을 중심으로
장진아, 송진웅
서울대학교

❚ 2-6 초등과학교사

(p. 110)

강의동 1층

(p. 111)

강의동 1층

끓음에 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
윤선미, 백성혜
한국교원대학교

❚ 2-7 중등과학교사

학생용 산림교육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교사 직무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해본 결과 분석
김지혜1, 박윤미1, 김희채1, 이해주1, 김정현2
국립수목원, 2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1

예비물리 교사들이 개발한 물리1 교과서의 특징
김형진, 이경호
서울대학교

❚ 2-8 대학과학교육

(p. 112)

강의동 1층

(p. 112)

강의동 1층

(p. 113)

강의동 1층

(p. 113)

강의동 1층

과학교과 논리 및 논술 강좌의 정체성 탐색
박지영
서울대학교

❚ 2-9 통합과학교육
과학 탐구 기반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배태윤, 이효녕, 여채영, 전재돈, 백소연
경북대학교

❚ 2-10 과학창의성교육
STEAM 기반 스토리텔링 과학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실천적 지식 탐구
변문경
성균관대학교

❚ 2-11 기 타
인문계고등학생의 이공계 직업동기 형성과정: 근거이론을 적용한 질적연구
정영희, 신세인, 김아름, 이준기,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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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희망 계열에 따른 직업가치관 구조 분석
김아름, 정영희, 신세인, 이준기
전북대학교

워크숍
• Workshop 1

(p. 117)

15:20-16:20, 7월 24일(금) / 강의동 405호

역사 속에서 과학을 찾다. 조선시대 비행기 ‘비차’ 모형 만들기
박기영, 신영준 / 경인교육대학교

• Workshop 2

(p. 117)

16:20-17:20, 7월 24일(금) / 강의동 405호

(p. 118)

09:30-10:30, 7월 25일(토) / 강의동 405호

거울블록세트(MBS)를 활용한 창의적인 문제 만들기
지경준1, 박종원2 / 1광주지산초등학교, 2전남대학교

• Workshop 3
과학교육 논문 글쓰기 자기 점검
한재영 /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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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기조 강연

PLENARY
• Plenary 1

13:50-14:30, 7월 24일(금) / 슈펙스 홀

공학자가 본 과학적 소양과 진로 교육
박승빈
(KAIST 대외 부총장/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 기기와 검색엔진에 익숙한 세

생각된다.

대를 Digtal native 라고 하고, 이에 반해 어른이되어 이

공학자의 입장에서 과학적 소양을 이야기하라고 한다

런 기기를 접한 세대를 Digital immigrant 라고 하는 것

면 역시나 다소 편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을 본 적이 있다. 간단한 메모는 펜과 종이가 더 편한 세

우선 공학이란 무엇인가? 공학은 기술적 문제를 대상으

대들이 아마도 digital immigrant 부류에 속하지 않나

로 하는 학문으로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

생각한다. 이 단어를 보고 나니 Tech-native와 Tech-

책을 제시”하는 데 필요로하는 구조화된 지식을 집대성

immigrant 라는 단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

한 학문이다.

다. 산업혁명의 본산인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은 현

공학과 공학자의 의미를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의

대적 의미의 과학과 기술을 삶의 일부로 받아 들여 문화

사 법조인 과학자를 공학자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좋을

의 일부로 발전시켜왔다. 이에 반해 한국은 현대적 의미

것 같다. 우선 이 직업군의 사람들이 전문으로 다루는 학

의 과학과 기술을 삶의 일부 혹은 문화의 일부로 생각하

문은 당연히 의학 법학 과학 공학이다. 각 학문이 연구

기 전에 “국가 발전의 초석”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학은 신체, 법학은 사회법, 과

“과학입국” “기술보국” 같은 휘호를 어렵지 않게 볼 수

학은 자연현상, 그리고 공학은 “불편함, 딜레마” 등이다.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들 각 직종의 사람들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활동은, 의

과학과 기술을 “이윤을 남긴다”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

사는 진단과 처방, 법조인은 법의 집행과 재판, 과학자

지고 접근한 결과 한국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산업국가

는 관찰과 해석이다. 공학자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

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현재 수준의 경제적 풍요를

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각 직군에 요구되는 덕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업적 성공은 과학과 기술에 대

목은 의사는 인간에 대한 사랑, 법조인은 정의감, 과학

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 원래 과학은 철학적

자는 호기심, 공학자는 상상력이다. 아울러 각 직업이

사유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기술은 자신이 스스로 호기

추구하는 궁극적 이상은 의사에게는 건강한 사회, 법조

심을 가지고 뭔가 만드는 과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불

인에게는 정의로운 사회, 과학자에게는 합리적인 사회,

행하게도 이런 “풀뿌리 과학 기술 문화”가 없이 거두어

그리고 공학자에게는 최적화된 편리한 사회라고 볼 수

들인 상업적인 성공은 과학 교육과 기술의 점진적 발전

있다.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결

엔지니어에게 과학적 소양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필

과가 되었다. 과학과 기술은 “성공적 대학입시 교육”이

요하고 동시에 충분한 소양이었다. 하지만 엔지니어의

란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과학교육이 얼마나 왜곡될 수

역할이 다양해지고 사회와 경제계의 요구가 많아짐에

밖에 없는지 일선 현장의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따라서 과학적 소양은 여러가지 필요한 지식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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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게 되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해 보면 과학적 소양은

순한 호기심이나 현상에 대한 설명보다는 특정한 상황

머리에 해당한다. 엔지니어에게 추가로 요구되는 지식

을 설정하면 더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공학자의 입

은 기업가 정신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이다.

장에서는 모든 문제는 "디자인"의 문제이다.

이 두가지 지식은 인간의 두 다리에 해당한다. 탁월한 머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란 시각디자인 패션 디자인 등

리와 튼튼한 두 다리는 엔지니어가 뛰어다니는 데 필수

예술 분야의 활동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전통 공학에

적인 지식이다. 이와 동시에 엔지니어에게 두 손은 실제

서는 다양한 과학적 추론과 경험에 기초해서 시행착오

로 아이디어를 구현해서 공정 제품 혹은 서비스를 만들

없이 필요한 부품이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아울러 꿈과 열정이라는

을 의미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공학 디자인은 문제를

심장이 없이는 좋은 엔지니어가 될 수 없다.

알아내고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과정을 포함하는

과학교육에서 과학은 수식어이다. 핵심은 교육이다.

것으로서 인문학적 소양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교육은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간의 다양한 접

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교육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촉을 전제로 한다. 교실에서 가르치는 일은 선생님과 학

보다는 사회, 경제, 기술적 난제를 염두에 두고 이를 어

생 간의 접촉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과학

떻게 해결할지 "디자인”하는 능력의 일부로 과학교육을

교육은 다른 어떤 교육보다 선생님과 학생 간의 많은 의

재조명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견 교환이 필수적이다. 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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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소양에 대한 주요 질문들과 몇 가지 제안
박종원
(전남대학교 물리교육과)

I. 서 론

날 민주시민으로서 좋은 삶을 지낼 것으로 기대한다. 과
연 일반인들의 SL과 그들의 삶의 질과는 양적인 상관관

과학적 소양(SL: Scientific Literacy)에 대한 언급은
이미 1950년대부터 있어왔다(Murcia, 2009). 이후 많은

계가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둘 간의 양적인 관계
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

과학자와 과학교육자, 과학교육정책 입안자들이 SL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수업 자료와
모형이 개발 적용되면서 그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II. 본 론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L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
어야 할 많은 질문들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L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질문을

1. 첫 번째 질문 : SL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정의와
구성요소들을 어떻게 하나의 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제시하고, 그 질문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SL이 지난 195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같은 의미
로 사용되어 온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 왔고(DeBoer,

첫 번째 질문: SL에 대한 정의와 분류, 수준, 그리고

2000; Holbrook & Rannikmae, 2009; Fensham, 2008,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가 왜 이렇게 다양할까? SL을 하

p. 27),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나의 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는 없을까? 만일 가능하다

(Yore, Pimm, & Tuan, 2007; Jim, 2001). Shamos

면 SL에 대한 하나의 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1996) 역시 과학적 소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무엇
을 의미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질문: SL에서는 과학 지식과 개념의 이해와

이에 초창기부터 SL은 관련 구룹(집단)의 관점에 따라

탐구의 수행과 같은 과학 자체에 대한 것뿐 아니라, 여러

다양하게 정의되고 강조점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 있

가지 과학 외적인 것들(예를 들면, 과학과 기술과의 관

었고(Gable, 1976, p. 61), 최근까지도 SL이 하나의 합의

계에서부터 과학의 윤리적 태도, 과학사와 과학철학의

된 정의가 없이, 여러 문헌에서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논

이해, 일상적 상황에서의 과학적 의사결정, 공공의 목적

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Fives et al., 2014).

을 위한 과학의 사용과 통제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

예를 들어, SL에서 사회-과학적 이슈들에 대한 의사결

다면, 여러 가지 과학 외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과학 자체

정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았지만(Holbrook & Rannikmae,

가 약화되는 것은 아닐까? 한정된 교육과정 속에서 과학

2007; Miller, 1998), Graber et al. (2001)은 SL의 구체

자체의 주요 내용들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과학 외적인

적인 요소들을 역량(competency)으로 제시하기도 하였

것을 충분히 강조하는 것이 가능할까? 즉 과학자체의 내

고(예를 들면, 과목내용에 대한 역량, 윤리적 역량, 사회

용과 과학 이외의 내용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적 역량 등), Klein (2006)이나 Elliot (2006), Norris &

세 번째 질문: 학교교육을 통해 SL을 잘 지도하면 훗

Phillips (2003)등은 SL에서 과학저널을 읽을 수 있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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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포함하여 강조하였다. 또 Choi et al. (2011)은 SL

Choi et al. (2011)은 이전의 SL에 대한 논의에 추가적으

이 개인적 상황에서 전세계적(global) 상황으로 확장되

로 4개 측면(big idea의 통합적 이해, 특성과 가치, 메타

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지, 글로벌 시민의식)을 강조하여, 5개 요소로 구성된

이렇게 SL에 대한 서로 강조가 다른 이유는 SL이 사

SL 평가틀을 제안한 바 있다 (표 1 참고).

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사회적 상황이나 시대에 따

SL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SL을 분류하는 연구도 많이

라 변하게 마련이기 때문일 수 있고(Choi et al., 2011),

있어 왔다(표 2). Shen (1975)은 과학지식과 기능이 사용

SL에 대해 과학자나 과학교육자뿐 아니라, 과학사회학

되는 범위에 따라 SL을 3가지로 분류하였고, Branscomb

자, 사회과학자, 비형식 과학교육자 등과 같이 서로 다

(1981)은 과학지식과 기능이 사용되는 맥락이 취미수준

른 구룹에서 서로 다른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일 수도

의 상황인가, 전문가 수준의 상황인가, 또는 기술적 상

있다(Gable, 1976; Laugksch, 2000).

황인가, 언론적 상황인가 또는 과학기술 정책 상황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SL의 합의된, 공통된 요소들을

등에 따라 7가지로 SL의 맥락을 구분하였다. 또 Shamos

제안하려는 노력들은 많이 있어왔다. 예를 들면, Five et

(1996), Bybee (1997), Lauugksch (2000)와 Lee (2014)

al. (2014)은 기존의 SL에 대한 대표적인 문헌 13개를 종

는 과학적 소양을 수준에 따라 나누었다. 즉 Shamos

합하여, 6개의 요소로 구성된 SL틀을 제안한 바 있고,

(1996)는 일반인의 과학적 소양 수준에서 과학전문가의

[표 1] 과학적 소양 요소
출처

SL의 구성요소

Miller (1983)

시민 과학 소양 (civic SL)을 강조: (1) 신문이나 잡지에서 대립되는 관점을 읽는데 충분한 기초과학
용어, (2) 과학탐구의 본성과 과정에 대한 이해, (3) 과학 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Miller, 1998에서 인용)

이전의 연구들로부터 강조되어 왔던 과학적 소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핵심적인 과학내용에
대한 지식과 과학과 비과학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2) 과학과 그 응용에 대한 이해, (3)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 (4) 독립적인 과학학습, (5)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6) 과학지식을
Norris and Phillips
문제해결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 (7) 과학에 기반한 사회적 이슈에 지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
(2003)
(8) 과학과 문화와의 관계 및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9) 호기심과 놀라움과 함께 과학을
감상함(appreciation), (10) 과학의 혜택과 위험에 대한 지식, (11) 과학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과학활동(scientific enterprise)을 다룰 수 있는 능력.
Chen, Shi, & Xu
(2009)

(1) 과학지식-과학개념, 과학이론, 과학과정, (2) 과학적 인식(awareness-)과학기술에 대한 태도,
과학지식과 방법의 의식적 사용, 의식적 검증, 과학기술이 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인식, (3) 과학적
능력-일반적 능력(과학기술 상황에서 개인적/공공적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지식의 사용), 특별한
능력(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Murcia (2009)

(1) SL은 다음 세 가지 지식을 통합(blend)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과학의 본성, 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
주요 과학용어와 개념, (2) SL은 아는 것 뿐 아니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을 탐구와
발견의 도구로 사용, 문제해결하는 것을 배우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주거나 문제해결이
기여하도록 과학을 사용, (3) 여러 상황 속에서의 과학의 사용과 역할에 대한 비판적 반추

Choi et al. (2011)

(1) 내용지식(통합적, 상황의존적 과학지식의 이해, 과학지식의 사회-과학적 이슈에의 적용), (2)
과학하는 마음(Habit of mind) (복잡한, 개인적, 사회적, 전세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료찾기와 사용, 추론과 증거에 기초한 주장) (3) 특성(character)과 가치(믿음체계와 선호도, 21세기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 (4) 인간활동으로서의 과학(과학의 본성, 과학과 기술과의 관계
및 과학의 간학문적/협업적 본성 이해), (5) 메타인지와 자시주도(self-direction) (자신의 인지상태와
인지능력의 이해, 평생교육의 동기역할)

Five et al. (2014)

(1) 과학의 역할 (문제인식, NOS와 개념의 이해), (2) 과학적 사고와 수행 (여러 가지 탐구기능들의 수행),
(3) 과학과 사회 (일상생활에서의 과학 적용, 정책에 포함된 과학 이슈들, 의사결정), (4) 과학매체
(과학보고서의 평가, 과학보고서 출처의 평가), (5) 수학 (수학의 사용, 수학 적용의 이해), (6) 동기와
믿음 (과학의 가치, 자기효능감, 과학에 대한 개인적 인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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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과학적 소양의 분류
출처

SC의 분류

Shen (1975)

과학지식과 기능이 사용되는 범위에 따라, (1) 실제적 SL, (2) 시민적 SL, (3) 문화적 SL (Laugksch,
2000에서 인용)

Branscomb (1981)

과학지식과 기능이 적용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1) 방법론적 SL, (2) 전문적 SL, (3) 보편적
(universal) SL, (4) 기술적 SL, (5) 초심자(amateur) SL, (6) 언론적(journalistic) SL, (7) 과학정책
소양, (8) 공공적 과학정책 소양

Shamos (1996)

과학적 소양의 수준에 따라, (1) 문화적 SL, (2) 기능적 SL, (3) 진정한 SL

Bybee (1997)

과학적 소양의 수준에 따라, (1) 용어적 (nominal) 소양, (2) 기능적 과학 기술 소양, (3) 개념과 과정적
소양, (4) 다차원적 소양

Laugksch (2000),
Lee (2014)

과학적 소양의 수준에 따라, (1) 학습된 SL (학습을 통해 얻어진 것이며 지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사용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2) 역량을 갖춘 SL (학습된 지식의 숙달되어 있으나 적용되는 맥락이나
활동이 제한적이다), (3)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고, 사회에서특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과학적 소양까지 3단계로 나누었고, Bybee (1997)는 과

(public)

학기술 용어 정도를 아는 수준에서부터 철학적, 역사적,

- 개인적 연관성: 개인의 발전, 개인의 흥미와 호기심,

사회적, 문화적 차원을 포괄하여 이해하는 수준까지 SL

개인의 요구와 필요성, 개인의 안전 등과 관련된 것

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였다. Laugksch (2000)은

을 의미한다.

1962~1995년 동안의 주요 논문 12편을 정리하여, 과학

- 공인적 연관성: 국가의 발전, 공공의 안전, 자연/환

적 소양을 그 수준에 따라 3가지(학습된 SL, 역량을 갖

경 보존, 에너지 절약 등 공공의 목적과 관련된 것을

춘 SL, 시민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SL)로 나눌 수 있

의미한다.

다고 하였고, Lee (2014)는 이 분류틀에 1997~2007년
동안의 논문 7편을 추가하였다 (표 2 참고).

(2) 범위(Scope)축: 과학 내(inward science), 과학 외
(outward science)

이와 같이 다양한 SL의 정의, 강조점, 유형과 수준 등

- 과학 내: 과학 지식, 법칙과 원리, 탐구기능 등 과학

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SL을 하나의 틀로 이해할

자체의 내용지식(content knowledge)과 과학적 탐

수는 없을까? 물론, 복잡한 현상을 하나의 틀로 제안하

구기능이나 사고기능을 의미한다.

면, 다양성이 배제되고, 특별한 강조점이 나타나지 않으

- 과학 외: 과학과 관련된 외적 상황이나 학문분야, 예

며, 소수의 입장이 제외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

를 들면, 일상생활, 공학/기술, 과학사/과학철학, 과

구하고 하나의 틀을 제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학언론, 윤리 등을 의미한다.

다양한 관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다양한 요구와 맥락에서의 적용이 일관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다.

(3) 역량(competency)축: 인지/마음(cognition/mind),
수행/실천(execution)
- 인지/정의: 알고(knowing), 이해하고, 적용하기, 인
식하기와 같은 인지적 측면과 함께, 선호하고 믿기,

제안 1: SL의 일관된 이해와 논의 및 적용을 위해 3차원으로
구성된 SL 모델을 제안한다.

태도를 갖추는 정의적 측면을 의미한다.
- 수행/실천: 과학적 탐구 수행하기, 의사소통하고 논
쟁하기, 의사결정하기, 지원하고 투자하기 등과 같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3차원 축으로 구성된 SL 모델

은 실행적 측면을 의미한다.

(그림 1)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L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3차원 SL 모델의 어떤 요소
(1) 연관성(Relevance)축: 개인적(personal), 공익적

에 속하는지 간단히 분석해 본 예를 들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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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차원 SL 모델
[표 3] SL 내용의 분석 예
Relevance

SL 내용

Pe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Norris & Phillips, 2003)

O

인간의 복지를 위해 과학과 기술의 유용함뿐 아니라 한계를 인식한다.
(NSTA, 1982)

In

O

기술의 응용(안경 또는 핵발전소)과 그때 수반되는 의사 결정을
이해한다. (NSAT, 1982)

O

Competency

Out

O
O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생활수칙을 세울 수
있다.

공중위생의 생물학적 지식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Pu

Scope

Cog/Mind
O

O

O

O
O
O

O
O

Exe

O
O
O

O

[표 4]는 SL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3차원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범위에서 과학 내 외의

MSL(Model of Scientific Literacy)틀에 따라 분석한 사

어떤 내용으로 어떤 역량 등을 강조하는지를 분석하는

례이다. [표 4]에서 원의 크기는 SL로 언급된 내용의 양

데에는 활용가능하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표 4]에서

에 비례하도록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제 9차 교육과

대부분의 내용들이 개인적인 범위 내의 내용임을 알 수

정 ‘빛과 파동’ 단원을 보면, 인지적 측면과 실행적 측면

있다. 과학 외적인 것에 대한 강조도 NSTA의 경우를 제

(여기에서는 대부분 탐구활동이다)이 비슷한 빈도로 제

외하고는 매우 적은 편이다. 실행의 경우에는 비교적 인

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마음 측면과 함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

아직 3차원 MSL(그림 1)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교육
= = = = | OS

나,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탐구활동을 실천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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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과학적 소양 내용의 분석 사례
Relevance
Source

personal

Scope

public

science
inward

Competency
science
outward

cognition/
affection

performance/
execution

NSTA (1982)
Norris & Philips
(2003)
온도와 열

0

9차교육
과정

물체의 빠르기

0

(초등 5~6
학년군)

전기의 작용

0

렌즈의 이용

0

힘과 운동

0

9차교육
과정

열과 우리 생활
빛과 파동

0

(중학교 1~3
일과 에너지
학년군)
전환
전기와 자기

하였기 때문이며, 의사결정이나 논쟁, 지원과 같은 다양
한 유형의 실천내용인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한 과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와 실천 등...
물론 SL을 위해서 과학 자체에 대한 학습도 강조해 왔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 SL의 균형있는 강조를 위

다. 예를 들면, Shen (1975)은 과학적 소양의 6가지 요소

해 어떤 영역의 SL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

(기초과학 지식의 이해, 과학의 본성 이해, 과학자의 윤

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적 기준 이해, 과학과 사회와의 상호연관성 이해, 과
학과 인간성(humanities)과의 상호연관성 이해, 과학기

2. 두 번째 질문 : SL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과학 자

술간의 관계와 차이의 이해) 중 하나로, ‘기초 과학지식

체의 학습과 과학 외적인 것에 대한 학습간의 조화를 어

의 이해’를 첫 번째로 제시하였고(Liu, 2009에서 인용),

떻게 이룰 수 있을까?

Norris & Phillips (2003)이 정리한 과학적 소양 11가지
에서도 첫 번째로 과학의 핵심내용에 대한 지식을 제시

SL에서는 과학 자체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강조된

하였다. PISA(OECD, 2006, p. 25)에서도 SL을 4가지 요

다. 과학사 및 과학철학의 기본이해, 과학신문의 이해,

소로 설명하면서 첫 번째 요소로 ‘개인의 과학적 지식,

사회-과학적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공공의 목적에 위

그리고 문제인식/새로운 지식의 습득/과학적 현상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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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학 관련 이슈에 대한 증거에 기초한 결론 도출을

내용간의 대립)이 과학교육 개혁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

위한 과학지식의 사용’을 들고 있다.

적이 있어왔다(Dillon, 2009).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

그러나 SL을 강조하면서, 과학자체에 대한 학습

한 두 가지 접근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양립불가의

(Vision I by Roberts, 2007)과 과학 외적인 것에 대한

관계라고 보고자 한다. 따라서 SL을 위해서는 다음 [제

학습, 예를 들면, 사회-과학적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을

안 2]와 같이 과학 외적인 내용의 강조를 우선해야 한다

위한 학습(Vision II by Roberts, 2007)이 서로 잘 융합

고 본다.

되지 못하고 대립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중반, 영국에서는 A-level 교육
과정이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science
for everybody’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미래에 과학기
술 분야의 직업으로 진출하지 않을 대다수의 학생을 위
한 (STS와 NOS를 강조하는) 교육과정 개혁이 시작되었

제안 2. 과학적 소양인(일반인)을 위해서는 과학지식 체계
중심이 아닌, 과학 외적인 내용 중심으로 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즉 일반인의 경험과 일상생활,
일반인의 요구와 일반인에게 필요한 것과 관련된
과학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실제 과학교육 개혁과정에서
STS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무디어지고, 다시 전통적인

Kolsto (2001)는 SL을 위해서는 과학지식 내용이 중

과학개념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에서 물리, 화학, 생

요하지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지식들이 성인이 되어

물, 탐구의 4영역이 다시 강조되었다고 한다(Fensham,

살아갈 삶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어떻게 기여

2002). 따라서 영국의 Beyond 2000에서는 지난 교육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정이 1960년대 GCSE 교육과정과 다를 바 없이 내용중심

와 관련해서 Law, et al. (2000)의 연구를 참고할 만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Millar &

다. 그들은 홍콩에서 일반시민이 일상적으로 놓이는 대

Osborne, 1998).

표적인 상황으로 5가지(가정과 직장에서의 안전, 의학/

호주에서도 과학적 소양의 강조와 함께 Vision II가

건강과 위생, 영양과 섭식, 실생활품 선택과 적절한 사

강조되었으나 과학자가 반대하였다고 하고(Fensham,

용, 레저와 오락)를, 사회적 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

1998), 캐나다에서도 Vision II가 시도되었으나 다시

으로 3가지(환경보호, 도시 계획, 도시 발달)를 제시하

Vision I으로 회귀되었다고 한다(Blades, 1997). (Robert,

였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한다면, SL을 위한 과학교육과

2007, p. 771에서 인용).

정에서는 위의 상황과 관련된 과학지식을 추출하여 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고시된 제 7차 교육과정

학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에서 ‘생활과 과학’ 이라는 과목이 도입된 바 있다. 이 과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구체적

목에서는 내용 영역이 ‘건강한 생활’, ‘안전한 생활’, ‘쾌

으로 어떠한 내용을 과학수업시간에 배우고 싶어하는

적한 생활’, ‘편리한 생활’로 구성되어 있고, 10학년에서

지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과학’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과목으로 도

이와 같이 과학적 소양을 위해서는 학생과 일반인 입

입되었었다. 그러나 3년 후에는 선택하는 학생들이 없어

장에서 그들과 관련된(관심, 흥미, 요구, 경험 등과 관련

지면서 자동적으로 거의 폐기된 사례가 있다.

된) 상황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
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내용지식]과 [탐구활동] 뿐

[표 5] 7차 교육과정 ‘생활과 과학’ 선택비율

아니라, [상황]도 주요 목차로 제시될 수 있다. 즉 제시

연도

생활과 과학 (%)

된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과 관련된 과학지식을 이해

2011

24.2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을 과학적으로 이해

2012

10.9

하고, 그 상황에서 필요한 의사결과이나, 의사결정을 위

2013

0.0

한 토론과 논쟁 활동이 주요 내용으로 교육과정과 교과
서에 제시될 수 있다. 즉 교육과정에서 어떤 개념과 탐구

따라서 이러한 대립(과학자체의 내용과 과학 외적인
= = = = | OU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듯이, 어떤 상황에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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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안전과 관련해서 과학수업시간에 배우고 싶어하는 내용(중학교 3학년 35명)
배우고 싶어하는 내용

안전상황

비행기가 추락할 때 사용하는 낙하산의 원리?

연관단원

비행기

세월호 사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

일과 에너지의 전환
힘과 운동

배

배 침몰 사고시 승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졸음운전시 졸음이 오는 눈은 시력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힘과 운동
자극과 반응

교통

자동차의 안전속도는 어떤 식으로 정하는 것일까? (80, 100 등)
에어백이 터지는데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과 에너지의 전환

자동차

일과 에너지

신호등 색깔은 왜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선정되었을까?

자극과 반응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를 사용했을 때와 아닌 경우, 충격량

자전거

힘과 운동

에볼라, 메르스같은 병이 생겼을 때 백신, 백신이 없을 때 대처방법
식중독에 걸리는 메카니즘이 궁금하다.

자극과 반응
건강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게 쏘이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소화, 화, 호흡, 배설

건강

지구계와 지권의 변화

음주 후 술 깨는 약의 원리

자극과 반응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덜 다칠까?
문이 멀리 있는 곳에서 불이 나 방 안에 갇혔을 때 취해야 할 행동
떡을 기름에 튀기면 폭발하는 이유?

요리

요리를 할 때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산에서 들짐승을 만났을 때 살아남는 방법

일과 에너지

생활

열과 우리 생활
열과 우리 생활
일상생활 열과 우리 생활

등산

전기용품을 사용시 감전이나 누전이에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힘과 운동
전기와 자기

전기

콘센트를 물 묻은 손으로 만졌을 때 감전이 일어나는 이유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가 안전할까?

지진

지진이 날 때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전기와 자기
자연재해

안전모를 쓰면 얼마나 안전할까?

지구계와 지권의 변화
지구계와 지권의 변화
일과 에너지

보호장구가 실험안전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안전장치

책상 모서리가 어떤 모양이어야 부딪혔을 때 덜 아플까?
새끼발가락을 다치지 않으려면 양말의 모양이 어떻게 되야 할까?

안전장치

일과 에너지
힘과운동/자극과반응
일과에너지

이 과학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서 제기된 문제

홀 등) 등, 화학분야에서는 연료전지, 전자현미경 관찰,

를 해결하며 의사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정할 필요

신약개발 등, 생물 분야에서는 신종 바이러스, 유전자

가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그림 2]와 같다.

조합 및 복제, 환경호르몬, 뇌파, 생명윤리 등, 지구과학

물론, 위와 같은 실생활적인 [상황]만이 학생들이 관심

분야에서는 싱크홀, 달의 뒷면 관찰, 온실효과 등, 첨단/

있고 필요로 하는 것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현대기술 분야에서는 친환경/대체 에너지, 인조인간/로

시간여행이나 블랙홀과 같은 주제는 위의 상황에 포함되

봇, SF영화, 3D 프린터 등이 있었다.

지 않지만, 실제 학생들이 매우 관심있어 하고 흥미로워

이러한 측면에서 상황뿐 아니라, 포괄적으로 학생들

하는 주제이다. 예를 들어, Park et al. (unpublished)이

이 과학과 관련해서 무엇을 알고 싶고 무엇을 배우고 싶

학생들이 과학수업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내용을 조사한

어하는 지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에 배우고 싶어하는 내용들 중에

관련된 연구로 오래된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Park &

서 현대과학에 해당되는 내용이 전체 내용들 중에서

Park (1999)의 연구가 있다. 그 연구에 의하면, 307명의

65.9%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참고)

고등학생은 과학과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배우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물리 분야에서는 핵/힉스입자,

내용으로 1인당 평균 5.5개를 응답하였는데, 그 내용을

고에너지 입자 충돌실험, 상대성 이론(블랙홀과 화이트

주제어로 나누어 본 결과, 주제어가 378개로 분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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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E.D. et al. (1994). Heinemann Physics in Context: Physics Two.

Bloomfield, L.A (000). How Things Work: The Physics of Everyday Life

[그림 2] 교과서 목차에 [상황]이 포함된 사례
[표 7] 9~10학년 학생들이 과학수업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내용 중 현대과학 내용 비율 (n=191)
구분

분야별 비율

전체

Physics

Chemistry

Biology

Earth Science

Technology

전체

131(28.1*)

31(6.7)

139(29.8)

77(16.5)

88(18.9)

466(100)

현대과학

91(19.5*)

12(2.6)

83(17.8)

44(9.4)

77(16.5)

307(65.9)

* 괄호 안의 %는 전체 응답 466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임.

= = = = | PM

PLENARY(기조강연)

있어,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이 정말 핵심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하

다. 주제어를 분야별로 정리하면, 물리분야 59%, 화학분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교육과정에서 선정된 내

야 13%, 생물분야 34%, 지구과학분야 20%, 기타 2%인

용들이 과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연과 우리 주변의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응답을 상황별로 구분해 보

과학적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예측하는데, 핵심적

면 [표 8]와 [표 9]과 같다.

이고 중요한 내용들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학생과 일반인의 관점에서 선정된 내용들이 과

각 상황에 해당되는 응답들 중에서 20명 이상의 학생

학 지식 체계의 입장에서 구조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

들이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학생이나 일반의 관점에서 그들이

다. 선정된 내용들이 위계와 논리, 또는 실험적 증거들

필요로 하는,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관련된 상황과 중

에 따라 구조화되지 못한다면, 과거의 백과사전식, 또는

심으로 내용을 선정할 때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겉핥기식 내용의 나열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SL을 위해서는 과학지식 내용이 어떻게 도

수 있다.
첫째, 이러한 과정에서 선정된 과학지식은 generic

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된다. 이에

science knowledge로, 과학 전문가가 강조하는 지식의

DeBoer (2000)는 과학 내용과 다른 중요한 내용들간의

내용과 수준과는 다를 것이다. 물론 Atkin & Hemls

합리적인 균형이 해결되어야 할 도전이라고 지적하였

(1993)에 의하면, 과학 전문가가 선정한 과학내용도 그것

다. 그러나 Millar (1996)는 하나의 교육과정이 앞으로

[표 9] 1999년 연구결과, 고등학생이 배우고 싶어하는 과학 내용의 상황(II)별 응답수 (n=307)
상황 II

정보통신

생활용품

과학현상

교통기관

우주

에너지

방위산업

시설물

가상현실

자연현상

응답수

490

173

122

110

55

34

24

16

6

3

[표 8] 1999년 연구결과,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과학내용의 상황(I)별 응답수 (n=307)
상황 I

공학/응용

일상/자연

추상/이론

실험

기타

응답수

1033

350

270

27

9

[표 10] 1999년 연구결과, 고등학생들이 궁금하거나 배우고 싶어하는 주제와 내용 (n=307)
상황I

상황II

주제

내용 예

응답수

일상

정보

녹음/녹화

음악테이프 등에 어떻게 녹음을 할까?

93

일상

생활

컴퓨터

컴퓨터의 구조와 원리

61

공학

교통

비행기

비행기는 어떻게 해서 날 수 있는가?

41

추상

우주

우주

우주 팽창은 왜 일어나나?

40

일상

생활

텔레비젼

TV는 어떻게 전차를 영상으로 옮길 수 있을까?

36

일상

생활

CD

CD 안에 어떻게 음악이나 영상을 넣을 수 있을까?

31

공학

우주

인공위성

인공위성은 어떻게 뜨고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가?

30

일상

생활

자동차

자동차의 구조 및 움직이는 원리

29

일상

정보

반도체

작은 반도체에 어떻게 엄청난 정보를 집어 넣을 수 있을까?

28

추상

우주

블랙홀

블랙홀은 무엇이고 그 원리는?

28

일상

생활

팩스밀리

팩스밀리에서 어떻게 종이에 적힌 글자가 전달되는가?

26

공학

우주

우주선

우주왕복선은 어떻게 되돌아 오고 어디에 착륙하는가?

24

일상

정보

전화

전화기에서 어떻게 음성이 전달되는가?

24

공학

가상

타임머신

영화에서 나오는 타임머신은 만들 수 있는가?

23

일상

정보

방송

방송국에서 가정까지 전파/신호가 어떻게 전해지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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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련 전공으로 진출할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double-layered cur-

에게 동시에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은 정당화되지 않았

riculum (이중으로 겹친 교육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고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Turner, 2008

있다(표 11).

에서 인용). Fives et al. (2014)도 과학적 소양이 특정한

사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초등과정과 중학과정에서

이공계 진출을 위한 준비과정이 아니라, 일반교육으로서

는 과학지식 체계 중심으로 내용이 선정되어 왔고, 특별

과학의 폭넓은 기능적 이해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p.

활동/동아리/과학반/방과후 활동이나 학교밖 비형식 교

550). 이에 DeBoer (2000)는 모든 학생이 많은 과학지식

육활동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련성을 강조하는 교

내용을 모두 배워야 한다는 짐을 없애준다면, SL이 보다

육이 진행되고 있다.

더 성공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Fensham

이에 [표 11]은 현재의 이중 교육과정을 반대로 바꿀

(2008)도 과학적 소양을 목표로 하는 Benchmarks of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즉 초등 및 중학 과정에서는 미래

Scientific Literacy (AAAS, 1993)가 과학을 전공할 학생

의 이공계 진출과는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위한 일반교

들에게 필요한 이상의 과학 내용을 선정하였다고 비판

육으로서 SL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하

한 바 있고, Millar & Osborne (1998, p. 5)도 Beyond

고, 그러한 필수 교육과정에서는 학생과 미래의 일반인

2000 보고서에서 현재 과학지식 내용이 상황(context)

에게 관련된, 그들이 관심있어 하는 내용으로 선정되어

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야 한다는 것이다.

Shamos (1996) 역시 SL을 위한다는 거창한 주장 뒤에는

그리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미래의 이

이공계 진출을 보다 더 격려하기 위한 실제적 목적이 있

공계 진출을 꿈꾸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특별활

었고, 그러한 양립불가한 두 목표 때문에 SL이 성공하지

동/동아리/방과후 활동이나 비형식 교육에서 과학지식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SL을 위한

체계에 따른 과학자체가 중심이 되는 내용을 다루는 것

교육과정이라면, (1) 모든 것을 다 다루려는 내용 중심이

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아닌 과학에 대한 인식(awareness)과 감상(appreciation)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시 이러한 이중 교육

을 위해 과학을 지도해야 하며, (2) 이를 위해서는 자연

과정이 반대로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정

뿐 아니라 인공적인 환경을 포함해서 건강이나 안전과

은 미래의 직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

같은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이미 이러한 시도를 위

다. 외국에서도 SL은 모든 이를 위한 목표로서 16세 이

한 좋은 학습자료를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며, (3) 아

전까지만 강조되어야 할 목표라고 명시하고 있다(Millar

직 교육과정에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다루기 위

& Osborne, 1998, p. 9). 따라서 16세 이후(우리나라 고

해 전문 과학자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등학교 1학년)의 고등학교 과정부터는 미래 이공계 진출

결론적으로, 미래의 이공계 진출자를 위한 전문교육

을 계획하는 학생들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운영되어야

의 성격이 아닌, 모든 이의 SL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학

하고, 이 과정에서는 필수 교육내용이 과학지식체계를

습에서는 과학지식의 체계보다는 학생과 일반인의 관점

중심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보조

을 중심으로 하고, 이공계 진출자를 위한 과학학습에서

적으로 특별활동/동아리/방과후 활동이나 비형식 교육

는 과학지식 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과학학습이 두 갈래

에서는 이공계로 진출하지 않을 학생들의 SL을 위해, 그

로 갈라질 필요가 있다.

들에게 흥미롭고 관련있는 내용을 보조적으로 제공해

[표 11] Double-layered science curriculum for two goals of science education
목표 및 내용

초등과정

중학과정

고등과정

- 모든 이를 위한 과학소양 교육
[중심] 모든 학생을 교육과정의 필수 과목
- 학생/일반인에게 필요한/관련된 내용

[보조] 특별활동/동아리,
학교 밖 교육활동 등

- 미래의 이공계 진출을 위한 준비교육 [보조] 특별활동/동아리/과학반/방과 후,
- 과학지식 체계에 따른 전문과학내용
학교 밖 교육 활동 등

[중심] 교육과정 내 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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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는 것이다.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

사실 미래의 직업으로 진출하기 위한(예를 들면, 인문

하고 이공계 전공자들이 과학지식 자체나 과학적 탐구능

과정에서는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준비과정 차체가

력, 또는 과학적 사고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외에 일반

쉽지 않으므로 [표 11]에서 제시한 [보조]과정이 고등학

인과 다른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성향을 격

교 과정에서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다. 이전의 고등학교

려하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에서 일반선택과목으로 등장했던 ‘생활과 과학’이 성공

‘성향’에 대한 연구로부터 ‘SL II’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 못하고 사라진 이유가 그런 이유이다. 또 현재 운영

이와 관련해서 Shin & Park (2015)이 연구한 ‘창의적

되고 있는 고등학교 (융합)과학 과목도 마찬가지이다.

인 과학자의 어린시절 행동특성’ 연구가 주는 시사점이

이때 융합이 중요하다고 하여, 이 과목을 모든 고등학생

있다(표 12). 여기에서 ‘어린시절’을 강조한 이유는 학교

에게 필수로 부과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다. 왜냐

교육 기간 중에 격려하고 지도할 수 있는 행동 특성으로

하면 고등학교에서 추구해야 할 기본목표는 미래의 직업

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미래 이공계 진출을 계획하

을 위한 준비과정이지, 모든 이를 위한 소양이 아니기 때

는 학생들에게는 창의적인 과학자의 어린시절 행동특성

문이다. ‘생활과 과학’이나 (융합)과학이 모든 이를 대상으

과 같은 특성들을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격려

로 하는 SL을 위한 과목이라면, 초등과정과 중학과정으로

하고, 지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내려가서 학생들 수준에 맞게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이공계 진출할 학생을 위한 ‘SL II’에 대한 논의

이와 같이 이중으로 겹친 교육과정에서는 미래의 이

와 연구가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한 가지 관련된 사례만

공계 진출자를 위한 내용과 미래의 소양있는 일반인을

을 제시하였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다면 후속 연구들이

위한 내용과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미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래의 이공계진출을 꿈꾸는 학생에게는 과학자체 내용을
중심으로, SL을 위한 모든 학생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흥
미롭과 관련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3. 세 번째 질문: 과학적 소양이 높은 일반인은 삶의
질도 실제로 높은가?

다. 즉 과학 자체 내용과 과학 외적인 내용이 서로 양립
될 수 없다고 보고, 각자가 별도 트랙으로 운영되어야 함
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나는 이공계 분야의 사람으로서 역사적 소양, 또
는 예술적 소양이 충분한가? 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

그렇다면, 미래의 이공계 진출자를 위해서는 초등 및

되지만, 나름 민주시민으로서 ‘잘’ 사는 편이라고 할 수

중학과정에서 강조하는 일반인을 위한 SL이면 충분한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SL이 부족한 사람도 민주시민으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

로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안 3]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SL을 강조할 때, 다음 2가지를 가정해 왔다
(Fensham, 2002): (1) 현대 사회가 과학기술사회이므

제안 3: 이공계 진출자를 위한 SL(유형 II)에 대해 별도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로, 미래의 시민은 과학을 잘 알고 확신을 가질 때 미래
사회에 잘 대처할 수 있다(pragmatics assumption), (2)
학교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시민으로서 사회과학적 이슈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SL은 이공계

들에 대해 의미있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democratic

로 진출하지 않을, 일반인을 위한 소양으로 정의해 왔

assumption). 즉 시민이 과학을 잘 이해하면, 사회는 사

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공계로 진출한 사람을 위한

회과학적 이슈들에 대해서 더 질서롭고 합리적인 방법

‘과학적 소양’도 따로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일반인을 위

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 SL을 ‘SL I’으로, 이공계로 진출할 학생을 위한 SL을

그러나 사회적으로 잘 사는 많은 민주시민들이 과학

‘SL II’로 구분해 보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공계 진출자,

지식이 약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Fensham,

특히 미래의 과학자, 공학자를 위해 필요한 SL II의 내용

2002; Roth & Lee, 2002). Roschelle et al. (2011)도 일

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반 시민의 교육수준과 경제적인 수준과의 상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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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창의적인 과학자의 어린시절 행동특성
영역

1.
만들기

2.
탐구/실험

3.
학습에 대한 과제 집착력

4.
호기심과 질문

5. 독서와 정리/메모

6.
논리와 통찰
7.
예술적 관심과 표현
8.
의사소통

코드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51
52
53
61
62
63
71
72
73
81
82

내용
만들기를 선호한다.
주변의 사물을 이용하여 만든다.
기계도구나 장치 이용에 익숙하다.
새로운 장치를 만든 경험이 있다.
만들 때, 동적/복잡/정밀하게 만든다.
탐구를 선호하고, 실험/탐구를 많이 한다.
실험환경 갖추기를 선호하고, 자신만의 실험공간이 있다.
주위 물건을 활용하여 탐구를 한다.
실험시 신중하며 구조화하여 계획적으로 수행한다.
탐구 실험 시 여유가 있다.
스스로 학습하기를 선호한다.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집중력이 있다.
어떤 문제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
자신만의 룰(규칙)이나 가치가 있고 지기를 싫어한다.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자연현상에 대해 깊은 사색하기를 즐긴다.
종교/철학 등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
질문을 좋아하고 많이 한다.
자연현상/수학/과학 문제해결 위해 독서를 많이 한다.
독서/탐구 내용을 스스로 정리한다.
일상 생활에서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
논리적 사고를 선호한다.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방법을 추구하고 사용한다.
음악에 재능과 관심이 있다.
시를 좋아하고 시적 표현 능력이 있다.
말이나 글 뿐 아니라, 시각화하여 이해하거나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토론과 논쟁을 좋아한다.
팀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한다.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수학 및 과학성취

능한 직업이 전체의 약 70%라로 보고하고 있다(Lockard

도와 경제적 성장간의 양적 상관이 매우 작다는

& Wolf, 2012).

Ramirez et al. (2006)의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즉

Crowell & Schunn (2015)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환

Ramirez et al. (2006)에 의하면, 1980~2000년 동안의

경보존과 관련되어 집에서 행동으로 수행하는 정도를

경제성장율과 수학 및 과학성취도간의 상관관계가

통해 SL을 조사하고, 그들의 일반적인 교육수준, 특히

0.062~0.10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학교육과목 이수 정도와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교육

Dohm & Schniper (2007)는 2006~2016년 기간에 생긴

수준과 SL이 상관이 없었으며 오히려 가장 교육수준이

새로운 직업들의 약 2% 미만만이 박사학위를 필요로 하

높은 구룹이 가장 낮은 구룹보다 SL이 약간 낮게 나타났

며, 약 40%는 짧은 기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도 가능하

다. 과학과목 이수정도의 경우에도 가장 많이 이수한 구

다고 하였다. 미래의 경우를 예상하더라도, 2010~2020

룹의 SL 정도가 가장 조금 이수한 구룹의 SL 정도와 유

년 동안 생긴 새로운 직업의 경우에 박사학위를 필요로

사한 정도로 나타났다. 또 실제상황에서는 과학이 매우

하는 직업은 3%정도이고, 고등학교 이하의 직업이면 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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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은 과학지식보다 개인적인 가치가 더 크다는 지적

이러한 과학 지식 내용은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알 수

도 있다(Fensham, 2002).

있는 내용이다. 또 가정에서의 음식 조리과정에서 화재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쉽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에 대비하고, 과학지식에 기반한 안전 운전(예를 들면,

생각해 볼 수 있다. (1) 학교 과학에서 배우는 과학 내용

마찰에 의해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나 노면의 상태에

이 SL과 무관하다, (2) 학교 과학에서 배우는 과학 내용

따른 마찰력의 차이 등)에 대한 내용들도 학생뿐 아니라

이 SL을 위해 중요하지만, 아직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

성인의 일반적인 삶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이다.

황 속에서의 적용과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

물론 학생이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부모님의 음식조리

다, (3) 학교에서 배운 과학 내용이 과학적 소양과 밀접

나 운전 중, 안전에 대한 안내를 해 줄 수도 있지만, 성인

하지만, 성인이 되어 잊어버렸다.

본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소양이다.

첫 번째 해석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초중등학교에

따라서 SL이 일반인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필요한 것

서 배운 과학내용이 SL을 위한 내용뿐 아니라, 미래 이

이라면, SL에 대한 지도는 학교교육뿐 아니라, 일반인을

공계를 위한 준비과정으로서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대상으로 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것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Roth & Lee (2002)의 연구를 참고할

해석도 가능한 이유는, 아는 것(knowing)이 적용하고

만 하다. 그들은 SL은 개인의 개인적 목표보다는 집단적

실천하는 것과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인 지역 사회 속에 의미있게 참여함으로서 배울 수 있다

이다. 즉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 내용과 경험을 실제적이

고 보고, 지역 사회에서의 과학교육 활동을 실시하였다.

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

그 결과, 성인들이 관심있어 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

정에서 실제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더

운동가, 과학자, 대학생, 학교 학생, 지역 시민 등과 다

구나 학교에서 배운 과학지식이 먼 훗날 일반시민이 되

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들의 동기와 지적 필요성에

어 적용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있어, 그 기간 동안 잊어버

부합하는 방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릴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 논

다양한 결과들을 산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 4]를 생각해 보았다.

즉 SL을 위해서는, 그리고 SL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잘' 살도록 돕기 위해서는 SL 교육을 학교 교육 안에서

제안 4: SL교육을 학교 교육 기간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학교 교육 기간 후 평생교육으로
연계되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만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
회교육이나 평생교육을 통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점에서 과학교육학자들이 학생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에 관심

SL 검사에서 사용된 과학지식 내용들이 과연 초중과

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교교육에서 반드시 지도해야만 하는 내용인지? 훗날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된 후에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IV. 결 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SL 검사에 사용된 문항 내용을
보자.

본 논문에서는 과학교육을 통해 SL에 보다 더 효과적
으로 달성되기 위해 몇 가지 주요 질문들을 제시하고, 가

“우주는 대폭발로 시작하였다” (Kawamoto, et al., 2011)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 분자,
세포, 원자 (Rundgren et al., 2010)

능한 해답을 제안해 보았다.
첫째, SL의 다양하고 복잡한 정의와 구성요소들을 이
해하기 위해 3개의 축(개인적/공적, 과학내/과학외, 인
지와 마음/실행과 실천)으로 이루어진 3차원 SL 모델을

위와 같은 내용들이 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해

제안해 보았다. 그를 이용해, 현재 교육과정이나 과학교

당되는 내용으로 SL의 평가요소로 포함되었지만, 사실

과서에서 SL의 어떤 요소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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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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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은 문서 체계를 1. 성격, 2. 목표, 3.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가. 내용 체계, 나. 성취기준). 4. 교수 ․ 학습 및 평

발표 1.

2015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및 경과
장영록
한국과학창의재단, 2015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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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방향, 5. 교과서 개발 방향으로 구성하고, 성취기준
에는 성취기준 그룹별(단원 별) 성취기준에 대한 도입
설명, 코드화된 성취 기준, 탐구 활동,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 요소, 교수 ․ 학습 방법(전략) 및 유의 사항, 평가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다. 성취기준 문장에 논의하기, 고
안하기, 조사하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초 ․ 중 ․ 고 과학교육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서 핵심개념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과 내용요소를 학교급별로 배치한 내용체계표 제시하였

에 따라 학생들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

다. 또한 Big Idea 중심의 통합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을 갖춘 균형 잡힌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년군별로 통합단원 구성을 구성하여 3~4학년군에 물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

의 순환, 5~6학년에 에너지와 생활 단원 도입하였다.

는 고등학교 필수 공통과목으로 신설되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 중학교 과학, 고등
학교 선택과목으로 물리학 ․ 화학 ․ 생명과학 ․ 지구과학
Ⅰ․Ⅱ,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전문교과로 고급
물리학 ․ 화학 ․ 생명과학 ․ 지구과학, 물리학 ․ 화학 ․ 생명
과학 ․ 지구과학실험, 융합과학탐구, 과학과제연구, 생
태와 환경 등 27개 과목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자연현상
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융복합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대주제(Big Idea) 중심의 통합 구현을 위해 고등학교 ‘통

발표 3.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
심규철
공주대학교, 2015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진

skcshim@kongju.ac.kr

합과학’ 과목을 신설하고 초?중학교 과학에 통합단원을
과학적 소양과 진로교육 | Q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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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은

재 1) 물질과 규칙성, 2) 시스템과 상호작용, 3) 변화와

학습 내용의 적정화, 학생 중심의 체험 및 활동을 강조하

다양성 및 4) 환경과 에너지라는 4개의 핵심개념을 중심

는 교육과정, 초 ․ 중 ․ 고 과학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으로 통합과학 성취기준과 탐구주제 및 활동, 주요 성취

교육과정 개정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성취기준에

기준 해설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논의하기, 고안하기, 조사하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

는 통합과학이 지향하는 통합의 의미, 기존 2009 교육과

(기능)을 포함하고 초 ․ 중 ․ 고 과학교육의 유기적 연계를

정의 융협형 ‘과학’과의 차이점, 통합과학에서 선정한 핵

위해서 핵심개념과 내용요소를 학교급별로 배치하여 학

심역량 및 반영 방안, 통합과학 내용 체계 및 핵심개념별

문적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Big Idea

성취기준, 교수 ․ 학습 방법 및 평가 유의사항 등을 공유

중심의 통합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학년별로 통합단

하고, 개선 방안을 수렴하고자 한다.

원 구성을 구성하여 1학년 ‘과학과 나의 미래’, 2학년 ‘재
해재난과 안전’, 3학년 ‘과학기술과 문명’ 단원을 도입하
였다.

발표 4.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과학
교육과정 시안
곽영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진

amkwak@naver.com

발표 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탐구실험
교육과정 시안
손정우
경상대학교, 2015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진

cnbe@gnu.ac.kr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립교과로 신설된 과학탐구실
험은 학생들이 교과서 실험에서 벗어나 과학의 즐거움
을 알고, 과학탐구 능력 및 과학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

2014년 9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5 문 ․ 이과 통합형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역사 속의 탐구, 생활 속의 탐구,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에 따라 고등학교 과학과

첨단 과학 탐구의 3개 대단원으로 구성되며, 과학의 본

공통과목인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교육과정 시안

성, 과학자의 탐구방법, 과학적 태도, 과학 탐구 과정,

연구 개발을 추진 중이다. 통합과학 교육과정은 모든 이

과학의 응용 등을 핵심개념으로 다룬다. 교과서는 워크

를 위한 과학(Science for All)을 목표로, 과학적 소양 함

북 형태의 실험활동 위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필수

양 및 탐구 방법 습득을 위해 모든 고등학생들이 진로

탐구활동을 통합과학과 연계하였고, 다양한 유형의 탐

및 진학 경로를 막론하고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공통과정

구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자연현상, 일상생활,

운영될 예정이다.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핵

현대사회 문제 등을 탐구활동을 통해 관심을 갖고, 창의

심개념(Big Idea) 중심의 융합형으로 개발하고, 미래사

적인 사고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회 대비를 위한 핵심역량을 반영하는 것이다. 7월말 현

= = = = | QO

SYMPOSIUM(심포지움)

• Symposium 2

15:20-17:50, 7월 24일(금) / 슈펙스 홀

이 적용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 및 국제 수준의 과학 교육 평가
체제 탐색 및 교사의 평가 및 수업
전문성 신장 방안

을 대비하여 수능 7개 영역에 대한 영역별 출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2014학
년도 수능부터 이미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출
제하고 있기 때문에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출제 방안
에 큰 변화는 없지만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과학탐
구 영역의 출제 개선과 관련한 전문가 협의와 설문조사
결과 중에는 행동 영역의 하위 요소에 대한 개선 의견이

본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있었다. 수능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행동 영역은 ‘이

연구 및 시행되고 있는 국내학업성취도 평가, 국제학업

해’, ‘적용’,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

성취도 평가(PISA, TIMSS),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황

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의 6개 하위

등을 살펴보고 각각의 평가 체제와 결과 분석을 통해 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수능의 성격이 진단이나 형성평

타난 현행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가보다는 총괄평가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의 문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요

항에서도 특정 행동 영역 하나만 측정하기보다 여러 행

구되는 과학과 범교과 수업 컨설팅 및 과학 교사의 평가

동 영역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서 문항에 대한 행동 영역을 구분할 때 중복되거나 모호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다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

SessionⅠ

가 있다. 또한 2005년 이후 행동 영역이 변화 없이 유지
되고 있으므로 평가 틀이 되는 행동 영역에 대한 연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체제의 개선 방향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
더라도 행동 영역의 균형 있는 출제는 중요하며 이를 위
해 행동 영역의 개선 방안은 많은 과학교육 전문가들의

(1) 발표 1: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의 행동 영역 체제

개선 방안 - 김동영
(2) 발표 2: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 방안 - 이창훈
(3) 발표 3: 교사 학습공동체를 통한 과학과 범교과 수업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능 과
학탐구 영역의 평가 틀에서 행동 영역 체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컨설팅 - 곽영순

발표 2.
발표 1.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의 행동 영역
체제 개선 방안
김동영, 이창훈, 이재봉, 신일용, 김현정, 동효관, 김미영,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 방안
이창훈, 김동영, 신일용, 김현정, 김미영, 이신영, 안유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사의 평가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

이신영, 안유민

을 뿐 아니라 교사의 학생 평가에 대한 대외적인 검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압력이 커지는 기조에 비추어 볼 때,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은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2006년

2014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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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논의하게 된다. 달리 말해

있다. 본 발표에서는 고등학교 과학 교육과정에 기반한

서, 교과목이나 교과내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참여자

선다형 문항 제작을 위한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 방안

인 학생의 관점과 눈높이에서 교사의 수업기획력을 점

에 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검하는 것이다. 예컨대 중학교 1학년 ‘물질의 세 가지 상

첫째,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 이 항목에서는 최근에

태’ 중 ‘상태변화가 일어날 때 분자배열은 어떻게 달라질

시행된 선행교육을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과 관련하여

까’를 주제로 한 과학수업에 대해 전 교과 교사들이 수업

교육과정에 기반한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을 참관하고 이루어진 범교과 수업컨설팅 장면에서는

둘째, 선다형 문항 제작 지침. 이 항목에서는 평가 문항

인문학적 관점의 과학 수업보기가 이루어진다. 범교과

제작 절차, 평가 문항 제작자의 조건과 선다형 문항 제작

수업컨설팅에서 과학수업에 대해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

원리를 소개한다.

고, 기존 PCK에 초점을 둔 수업컨설팅과는 무엇이 다르

셋째, 문항 검토 지침 및 문항 변천 과정. 이 항목에서는

며, 범교과 수업컨설팅의 성과는 무엇인지 등과 같은 범

문항 초안부터 최종안까지 문항 변천 과정을 통한 문항

교과 수업컨설팅의 가능성과 경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수정 및 탈락 유형의 유목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넷째, 학생 반응에 근거한 문항 양호도 분석. 이 항목에

SessionⅡ

서는 문항 양호도 분석을 위한 답지 반응 요인 분석, 예
상 정답률과 실제 정답률 비교, 변별도 등에 대하여 소개

국가 수준 및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한다.
마지막,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생들의 수준

(1) 발표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과학과 서답형

파악을 위한 자가 연수 방법. 이 연수는 교사 자신의 반

문항 심층 분석 - 동효관

성적인 활동을 통하여 수행 가능하다.

(2) 발표 2: PISA 2012 과학 평가틀 하위 요소별 상위
4개국 성취 비교 분석 - 구자옥
(3) 발표 3: TIMSS 문항을 통해 본 교육과정 국제비교
- 이재봉

발표 3.

교사 학습공동체를 통한 과학과 범교과
수업컨설팅
곽영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과별 내용교수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에 초점을 둔 교과별 수업컨
설팅과 비교하여 범교과 수업컨설팅의 실태와 특징을

발표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과학과
서답형 문항 심층 분석
동효관1, 김현경1, 이인호1, 권경필2, 이규호2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경인교육대학교

논의하고자 한다. 범교과 수업컨설팅이란 중등학교임에
도 불구하고 교과의 벽을 넘어서 학년 혹은 학교 단위로

서답형 문항을 통한 평가는 선다형 문항에 비하여 학생

이루어지는 수업컨설팅을 가리킨다. 기존 교과별 수업

들의 학업성취 특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컨설팅이 주어진 교과내용을 가르치는 학생에 적합하도

장점이 있다. 선다형 문항과 달리 서답형 문항에 대한 학

록 교사가 교수 전문성을 발휘하여 제대로 가르치고 있

생들의 반응 내용이나 표현 방식은 상당히 다양하므로

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범교과 수업컨설팅은 타 교

서답형 문항에 대한 답안 내용을 분석하면 학생들의 학

과 교사들이 수업장면에서 ‘학생-학생, 교사-학생, 학

업성취 특성을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생-교재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학생의 학습이

다. 기존의 서답형 문항 분석은 성취수준별 정답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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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점수 비율 등의 기술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

문항 정답률이 ‘사회적 맥락에 대한 문항 정답률보다 낮

이고 학생들의 답안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은 이루

았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맥락의

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답형 문항에 대한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생들의 실제 답안 내용을 유형화하고 성취도 점수별

우리나라와 일본은 싱가포르와 핀란드에 비해 ’전 세계

부분점수 비율 분포 곡선을 산출하여 이를 해당 문항의

적‘ 문제 상황을 상대적으로 잘 해결하였다. 성별로 비교

평가 내용, 채점기준 등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학생

하면 남학생들이 전 세계적 문항에 성취 우위를 보인 반

들의 학업성취 특성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

면 여학생들은 개인적, 사회적 맥락의 문항에 성취 우위

보를 얻고자 한다. 분석 대상 문항은 2014년 학업성취도

를 보였으며 이 경향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상대적으로

평가의 서답형 문항 중 중학교 문항을 분석하였으며, 서

강하게 나타났다.

답형 문항의 응답 유형별로 빈도수와 성취수준별 평균
을 구하고 성취도 점수별 반응률 분포 곡선을 추출하였
다. 성취수준별 학생들의 응답 특성에 대한 보다 분석 결
과를 통해 학생들이 가진 오개념이 무엇인지, 성취수준
별로 동일 수준의 오개념을 갖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과학 교수학습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발표 3.

TIMSS 문항을 통해 본 교육과정 국제비교
이재봉, 구자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학 · 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 비교 연구(Trends in
발표 2.

PISA 2012 과학 평가틀 하위 요소별 상위
4개국 성취 비교 분석
구자옥, 이재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이하
TIMSS)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8학년)의 수
학과 과학 학업 성취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연구이
다. TIMSS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외에 다양한 교육맥
락변인을 수집하여 교육과정이 의도된 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TIMSS는 PISA와는 달리 교육과정 기반의

OECD가 주관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는 대표

평가라는 점에서 각국의 교육과정을 비교할 수 있는 중

적인 국제 역량 평가로서 의무교육 종료 시기에 해당하

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IMSS

는 만 15세 학생들이 현대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2015 문항 중에 TIMSS 2011에서도 사용되었던 추이 문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활용 능력인 역량을 평가하는 시

항을 바탕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4학년, 8학년에서

험이다. 본 연구에서는 PISA 2015 과학영역의 성취 결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국가별로 비교하였

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일본, 핀란드, 싱가포르 등 주요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상위국 학생들의 성취 특성을 비교하였다. 특히 과학 평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추이 문항만을 연구 대상으로

가틀의 하위 요소별로 국가별, 성별에 의해 나타나는 학

한 것은 아직 TIMSS 2015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국가

생들의 성취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과학 교육과정과 교

간 비교를 위해 가장 최근 자료인 TIMSS 2011에서 다른

수학습 측면에서의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과학 영역

나라의 교육과정일치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

의 평가틀은 ‘상황과 맥락’, ‘과학 역량’, ‘과학 지식’의 3

이다. 교육과정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4학년 101문항, 8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상황과 맥락’의

학년 128문항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국가 간 비교는

하위 요소는 개인적, 사회적, 전 세계적 맥락으로 구분

TIMSS 4학년과 8학년에서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내고

된다. 주요 4개국에서 상황과 맥락의 하위 요소 성취 특

있는 10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초등학교가

성을 비교한 결과 상위 4개국 모두 ‘개인적’ 맥락에 대한

중학교에 비해 교육과정 일치도 많이 낮은데 많은 경우
과학적 소양과 진로교육 |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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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명과학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5~6학년군에서 다루

용은 보다 보강되거나 학년간 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성

어지는 경우가 많아 교육내용에 대한 학년군간 조정이

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요하고, 에너지, 화학변화, 유전, 생태, 건강 등의 내

• Symposium 3

16:20-18:50, 7월 24일(금) / 강의동 401호

발된 전체 120차시 분량의 프로그램 4종을 소개한다. 본

한국발명진흥회
(1) 발표 1: 2015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 프로그램 연구개

발 소개: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 김민기
(2) 발표 2: 청소년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 카이스트 IP영

재기업인교육원 사례 - 허남영
(3) 발표 3: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과학교육에서 지식

재산교육 접근 방법 - 손정우
(4) 발표 4: 학생과 교사를 위한 특허 명세서 작성 워크숍
- 나영민 변리사

교재를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 및 발명의 가치를 이해
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의 존중 및 관련 소양
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4종의 프로그램 교재
는 자유학기제의 탄력적인 교수학습 방식에 맞추어 모듈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사용지도서, 학생용워크북,
PPT 등이 개발되었다. 각 프로그램별 강조하고 있는 교육
영역은 다음과 같다. A형 (Arts & Physical Education) 예술
· 체육 중점 교재, B형 (Business & Career Exploration) 진로
탐색 중점 교재, C형 (Club Activity) 발명 동아리활동 교
재, D형 (Discipline Learning) 선택교과 중점 교재(과학교
과). 모든 차시의 주제들은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권과 연
계되어 융합형 교수학습의 기초 자료로되 활용 가능하다.

발표 1.

2015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 프로그램
연구개발 소개 :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발표 2.

김민기

청소년 기업가 정신 및 창업교육: 카이스트
IP영재기업인교육원 사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의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은 ‘미래를 주도
하는 지식재산 기반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실현할 목적
으로 2012년에 설립되었다. 현재까지 (1) 발명영재 기초·
정책 연구, (2) 발명교사교육센터를 전국의 4곳 대학에
지정·운영, (3) KAIST·POSTECH 공동 차세대영재기업
인 육성사업 운영, (4) 영재선발도구 개발 등의 교육 사
업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영재교육연구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모든 학생들을 위한 창의발명교육 프
로그램을 수준별, 교과영역별로 개발해 오고 있으며 현
재까지 개발된 31편 104종의 교수학습 자료를 온라인 발
명교육지원센터(http://ip-edu.net)를 통해 무상으로 보
급하고 있다.
특히, 본 발표에서는 2016년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 제
도와 연계되어 우리나라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개
= = = = | QS

허남영
KAIST IP 영재기업인교육원

SYMPOSIUM(심포지움)

과학적 소양과 진로교육 | QT

2015 한국과학교육학회 제68차 정기총회 및 하계 학술대회 | 심포지움

= = = = | QU

SYMPOSIUM(심포지움)

과학적 소양과 진로교육 | QV

2015 한국과학교육학회 제68차 정기총회 및 하계 학술대회 | 심포지움

= = = = | RM

SYMPOSIUM(심포지움)

과학적 소양과 진로교육 | RN

2015 한국과학교육학회 제68차 정기총회 및 하계 학술대회 | 심포지움

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발표 3.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과학교육에서
지식재산교육 접근 방법
손정우
경상대학교

2015 교육과정에서 과학교과와 연계하여 지식재산교육

발표 4.

학생과 교사를 위한 특허 명세서 작성 워크숍
나영민 변리사
특허법인 주원

을 실천하기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과학교육에서 학생들이 습득한 과학지식으로부터 창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과학교과 교육과정 연계분석을 통

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아

해 과학개념과 지식재산교육 연계성을 찾았다. 이어서

이디어 구체화 과정’을 통해 창의적 경제 시장에서 학생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략으로 ‘과학교과서 진술예

또는 교원의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교육도구로 활용

시’를 개발하고, 학교에서 과학교육과 지식재산교육을

될 가치가 있다. 이에 본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현

지고 있는 특허문서와 과학논문 또는 보고서와 대비하여

재 2015 교육과정 시안에는 과학탐구실험 과목에서 연

학생 · 교원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출원까지

구윤리의 하나로 '지식재산권 존중'이 포함되어 있음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상기하여, 이를 교과서 내에서 구현 방안에 대한 추가 연

= = = = | RO

ORAL
PRESENTATION
구두 발표

ORAL
PRESENTATION
• Session 1-1

미국 교사 자격 기준안을 통한 우리나라
중등 과학 교사 1차 선발고사 문항의 분석

10:00-12:05, 7월 24일(금) / 강의동 202호

요구를 반영한 수준 높은 교사 전문성의 양성을 위하여
우리나라 교사임용시험에서도 교과목 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사선발 기준안과 임용시험 출제 영역을 제

이영희
단국대학교

yhlee2014@dankook.ac.kr

시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최신 과학교과 교육 이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 요소들의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고 선발하
는 기능은 교사교육의 핵심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서도 교사임용시험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
다. 특히 교사임용시험은 교사를 선발하는 목적적인 기
능 외에도 임용시험에서의 출제 빈도와 내용들이 예비
과학교사에게 교사전문성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2008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지난 6년간
우리나라 중등과학 교사임용시험의 객관식 문항을 미국
의 NSTA와 NCATE이 제안한 과학교사준비를 위한 기준

Enhancing preservice teachers’ science
self-efficacy beliefs and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through
scientific investigations
최상희1, 이영희2
1

2

University of North Georgia, 단국대학교

yhlee2014@dankook.ac.kr

요소(Standards for Science Teacher Preparation)와

This study was designed to enhance preservice teachers’

TEA(Texas Education Agency)의 교사자격시험인 TExES

self-efficacy beliefs and pedagogical content knowl-

(Texas Examinations of Educator Standards, 2013)에서

edge (PCK) through scientific investigations based on

제시하는 과학교사 기준틀(Science Educator Standards)

current science education reforms. To do so, a science

을 바탕으로 한 9가지 기준요소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

methods course was revised to include modeling effec-

사선발시험에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기준 요소와

tive scientific inquiry practices as well as designing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요소들을 보고자 하였다. 분

and teaching scientific practices in the K-5 practicum

석 결과로는 우리나라 중등과학교사 선발 기준 요소는

classrooms (Revised Science Methods Course). This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 탐구(Inquiry), 교육학 이

study assess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론(Pedagogical Theories), 그리고 교과과정(Curriculum)

What level of PCK do preservice teachers have before

에 대한 내용을 전체 임용시험의 약 90%의 비중으로 강

and after the completion of RSMC; (2) To what extent

조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실험실 안전 및 윤리

do participants change their self-efficacy in science

(Safety & Ethics), 과학, 기술 및 사회의 관계(STS:

teaching after completing RSMC; and (3) Is there any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과학 교육 공학

correlation between participants’ changes in self-effi-

(Tools and Technology), 그리고 통합영역(Integration)

cacy and the level of PCK. Participants were 76 pre-

등은 거의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시대의 변

service teachers enrolled in a science methods course

화와 교육의 변화라는 요구에 따라서 교사교육 및 평가

offered at a medium-sized university in the Midwestern

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창의적이고

United States. This study employed the STEBI-B survey

통합적인 교과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의

and the PCK rubric.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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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re was significant increase in Personal Science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Teaching Efficacy (PSTE) of the participant preservice
teacher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ourse. Based on
the PCK rubric analysis,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mean scores of the post-RSMC lesson compared to those of the pre-RSMC lesson. The correla-

Design-based Learning(DBL)
교사연수에서 나타나는 교사들의 특징 탐색
: 교수목표와 수업전략을 중심으로

tional analysis of participan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hanges in self-efficacy and the level
of PCK. Thus, it may be concluded that the reform-based science methods course had a positiv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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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t on participants’ self-efficacy in science teaching

본 연구의 목적은 Design-based Learning(DBL)교사 연

through correcting misconceptions, developing higher

수를 통해 나타나는 교사들의 특징을 탐색하는 데 있다.

level of PCK, and modeling inquiry instruction in their

2015년 2월 23일에서 2월 27일 까지 실시된 DBL 연수에

practicum schools.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 25명, 중학교 교사 8명, 고등학교
교사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수과정은 STEM과 DBL
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지렁이집 설계, 바이오돔

문화역사 활동이론 관점에서 예비과학교사
공동체의 수업에 대한 반성 분석 : 3년간의
생물 실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사례
1

심현표, 유금복, 전상학, 황세영

서울대학교, 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teddy86@snu.ac.kr

만들기, 지진에 잘 견디는 건물 설계, 전해질 램프 만들
기 등의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체험하였고, 소그룹별로
논의하여 수업안을 계획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되
었다. 연수가 끝난 후 교사들은 2개월 내에 DBL수업을
적용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연수전과 후
에 교사들에게 과학을 가르칠 때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
표와 현실적인 목표, 수업전략 등을 조사하였고, 연수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와 학교 현장의 연계를 통하여 진

후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교사들의 반성양식을 조사하

행된 실험교실의 사례에서, 3년간의 수업 후 평가회에서

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사들

나타나는 예비교사 공동체의 반성을 문화역사활동이론

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과학교수 목표는 변하지 않았고,

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Engestrӧm이 제안한 활

현실적인 교수 목표는 유의미하게 변화됨을 알 수 있었

동 체계를 이용하여 사회문화적 요소를 파악하였고, 반

다. 또한 DBL에 대한 인식과 활용 의지 또한 유의미하게

성의 양상을 ‘반성 주제의 다양성’과 ‘반성의 실제성’의

증가되었다.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교사들의 반성내용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동체의 반성

은 교수내용에 대한 반성이 대부분이었고, 반성양식은

과 실행의 순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살펴보

기술적 반성과, 대화적 반성의 형태를 보였다. 연수를

았다. 분석 결과, 3년간의 수업 후 평가회에서 예비교사

통해 교사들은 교수목표가 변화되었고, 수업에 대한 반

공동체 반성의 사회문화적 요소는 변화하였는데, 수업

성과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업전략에 대한 고민

평가회의 정례화, 도구의 도입, 평가회 운영 주체의 변

과 변화를 시도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교사연수를

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과정 속에서 반성의 주제

통한 교사들의 신념 변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고, 현

는 다양해지고,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

장적용을 통해 과학교수 방법의 변화, 발전에 영향을 주

간 관리, 학생의 참여, 지도서인 ‘멘토의 역할’에 대해서

는 데 의의가 있다.

는 반성적 실천이 발전되지 못하고 매번 비슷한 패턴의
논의가 반복되었다. 이러한 결과 분석을 토대로 활동체
계의 측면에서 예비교사 공동체의 반성적 논의를 촉진
= = = = |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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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트, 연구 일지, 예비교사가 작성한 이벤트 맵과

과학 수업 비디오에 기초한 반성 활동은
초등 예비교사의 전문적 시각을 어떻게
증진시키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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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등이 데이터로 활용되었다.
전문적 시각의 하위 요소로 1) 수업의 어떤 측면에 주목
하는지 2) 학생의 학습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준의 추론
을 하는지를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주목과 교육
적 추론 수준이 과학 수업 비디오에 기초한 개인적 반성
후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협동적 반성 후 어떻게 변화하
는지를 탐색하였다.

교사의 반성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최

연구 결과 수업 비디오에 기초한 개인적 반성은 ‘수업 운

근의 연구들은 교사 자신이 가르치는 수업의 순간들이

영이나 통제’에 대한 주목을 줄이고 ‘교사의 지도’에 대

교사 전문성 신장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해 좀 더 주목하도록 하였고, 이후 협동적 반성은 ‘학생

있다. 수업 전문성의 이러한 측면은 ‘전문적 시각(pro-

의 사고나 학습’에 대해 좀 더 주목하도록 영향을 미쳤음

fessional vision)’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 연

을 알 수 있다. 역으로 ‘학생의 사고나 학습’에 대한 주목

구에서는 과학 수업 비디오에 기초한 개인적, 협동적 반

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수업 비디오에 대한 개인적 반

성 활동이 초등 예비교사의 전문적 시각을 어떻게 증진

성 활동만으로는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시키는지 그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다. 교육적 추론 수준 또한 개인적 반성, 협동적 반성 활

연구의 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동을 거치며 점차 높아졌으나 수업 비디오에 대한 개인

2013년 11월 교육실습 2) 2014년 3월부터 5월초까지의

적 반성이 교육적 추론 수준을 향상시킨 효과는 미미한

수업 3) 2015년 5월 교육실습이다. 이 기간 중 총 8명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 예비

초등 예비교사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 기간 중 예비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과학 수업 비디오를

교사와의 개별 면담 녹음 자료, 예비교사의 과학 수업 지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

도안, 과학 수업 비디오, 연구자가 수업 참관 시 작성한

한다.

• Session 1-2

국내 ․ 외 교육연구에서 사용된 시스템과
시스템 사고 분석

10:00-12:05, 7월 24일(금) / 강의동 204호

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실제 세계와 현대 사회
의 문제들은 매우 복잡하고 구성요소들이 서로 긴밀하
게 연관되어 있으며,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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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사고능력인 시스템 사고를 통해 시스템적 현상 또
는 시스템의 변화와 그 구성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시스템 관련 교육연구

시스템은 과학탐구와 교수-학습의 여러 측면에서 강조

들에서 사용된 시스템 및 시스템 사고를 범주화하고 특

되어 왔다. 연구목적에 적합한 시스템 선택은 과학자의

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

탐구활동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템은 연구 영역에 따라 조작정 정의를 통해 다르게 사용

선택한 시스템에 따라 동일한 자료도 다양하게 해석될

되었다. 둘째, 시스템 관련 연구들은 시스템을 통해 해

수 있다. 개념학습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시스템을 통해

석하고자 하는 현상은 다르지만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과학의 주요 개념인 에너지, 물질, 구조, 기능, 안정성,

그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전체 시스템의 이해

변화를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중심으

를 위해 실행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셋째, 연구자들

로 개념 및 현상에 대한 통합적 사고의 가능성을 제안하

이 시스템적으로 현상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연구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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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에서 제안하는 학생들의 시스템 사고를 비교

진행하였다. 생각그물분석, 성격검사를 통해 특정한 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스템 관련 과학교육연구들의

을 읽은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맵으로 구성하는 양식과

지향점을 재고하고 교수-학습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지유형, 성격유형등 다양한 변인 사이의 관계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초등학생 25명(남
12, 여 13)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방법은 포괄적인 질문이

초등학생의 학습양식 요소 간의 상관관계
연구

담긴 글을 읽고 생각 그물을 조직, 생각그물에서 네트워
크 분석법을 통한 단어 사이의 빈도, 관계 등을 분석하고
다양한 변인과의 상관관계 검증하는 절차로 이루어진

한광석, 이경란, 박종호,
진주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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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생각그물에서 단어의 수와 단
어사이의 연결 횟수가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사이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변인과의 상관관계가 성립했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양식 요소 간

다. 이를 통해 아동의 자신의 생각을 그물형태로 조직할

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과에 대

때 자신의 인지적 변인에 따라 특정한 방식과 형태로 조

한 흥미 및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이 가지

자 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 135명을 대상으로

는 다양한 인지적 요인이 아동의 생각에 미치는 정도와

Felder & Soloman의 학습양식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각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에 따라 개별화된 교

학생들의 학습양식을 검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수학습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습양식의 각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
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학생들
이 전체적으로 언어적인 방법보다 시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선호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둘째,

실험수업에서 반성적 사고 훈련 전략인
리런(RERUN) 적용 효과

이를 바탕으로 시각적인 요소와 다른 요소들 간의 상관
관계가 높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학습양식 요소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해 보았으나 감각적-순차적 성향, 직관적
-순차적 성향, 직관적-전체적 성향, 시각적-순차적 성

이윤희, 최혁준
한국교원대학교

paulinelee2414@google.com

향, 시각적-전체적 성향 간에서만 아주 약한 상관관계

듀이에 의하면 교육목적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을

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양식

가지게 하는 것이며 학교교육의 목적은 성장을 확보하

각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추가 연구를 통

는 능력을 형성해 줌으로써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해 주

해 초등학생들의 과학과에 대한 흥미 및 성취도를 높일

는 것이고 교육은 학습자가 생활하면서 반성적 사고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해 경험을 계속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학교의 교육목표는 학생의 학습과 일
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키우며, 다원적인 가치를

생각그물 형성 방식과 아동이 가지는
인지적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수용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
다. 계속 성장하는 능력, 교육의 연속성, 일상생활에 필
요한 능력,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질에 대해 고민할 때 다

이현정, 이은경, 이경란, 박종호, 백남권
진주교육대학교

tnstjs12@naver.com

양함을 수용할 수 있는 가치관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고력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식뿐 아니
라 지식 탐구 과정도 중요함을 고려할 때 올바른 사고력

아동이 가지는 인지적 요인과 이 요인들이 그들의 생각

은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길러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

과 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러나 반성적 사고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의식 없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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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아 반성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실험 수업 내용에서 알게 되거나 생각하게 된 내용을 분

전략에 따라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류에 따라 적어보는 것이다. 대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Gelter, 2003). 반성적 사고력을 촉진하는 전략 중에 상

일반물리실험 강좌에서 RERUN 작성을 적용했을 때,

당히 많은 방법이 글쓰기를 수반한다(강영심, 2008). 비

RERUN 작성을 성실히 한 그룹은 글쓰기, 내용에 대한

고츠키에 의하면 글말은 입말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그

기억, 자기반성 능력 등에서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 효과

것은 글말이 훨씬 더 추상적이고 내용을 조직화하는 과

를 나타내었다.

정이 필요해서 입말보다 생각하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이은주(2010)는 과학적 사고력은 학생들의 탐구활동이
진행되는 실험 수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 STEAM 프로그램의 과학 · 공학
실천적 특성

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제시한
실험과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비탐구적 수업이 이루어지
고 있다(양일호와 조현준, 2006). Volkmann & Abell
(2003)의 분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과학 실험은 아직도

김윤숙, 정지현, 허송이, 이지선,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sungwon@ewha.ac.kr

전통적인 실험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미래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인재상은 복합적인

Peck & Bres는 ‘방안을 버리고 학생들, 그룹들, 또는 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의 지식과 더불어서

급에게 변인을 정의하고 절차를 발전시키고, 데이터 테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이블을 만들고, 예측할 기회를 주는‘ 실험을 지향해야 한

을 더불어 인성적인 소양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어진 방안을 버리려면 학생들

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탑재된 435개의 STEAM교육 프

이 실험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하고

로그램들 중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학 교육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이끌 수 있어야 하기에 과학적 사

과정과 연계된 154개의 STEAM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미

고력이 필요하다.

국의 새 과학교육기준인 NGSS에서 제안된 과학적인 실

본 연구는 과학 실험에서 반성적 사고를 연습하기 위한

천과 공학적인 실천을 기준으로 하여 STEAM 교육프로

RERUN이란 학습 전략을 도입해 그 효과와 개선을 위한

그램 안에서 어떤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보

피드백을 살펴보고자 한다. RERUN의 첫 번째 R은

았다. 연구결과, 과학적인 실천과 공학적인 실천이 가장

Recite로 다시 상기해 보기, E은 Explain으로 실험 목적

많은 학교 급은 초등학교이며, 가장 적은 학교 급은 고등

을 설명하기, 두 번째 R은 Results로 실험 결과 이야기

학교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과학적인 실천이

하기, U은 Uncertainties로 본인이 확실하게 않지 못하

공학적인 실천보다 더 많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공

는 내용이나 실험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원인 이야기

학적인 실천이 과학적인 실천보다 많았다. 8가지 과학실

하기, N은 New로 그 시간 동안 새롭게 알게 된 것 이야

천 중 가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정보를 얻

기하기를 각각 의미하며, RERUN 전략은 실험 수업을

고, 평가하고, 소통하기’가 가장 많았다. 8가지 공학적

마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약 5~10분 동안 이와 같은 5가

실천 중에서는 ‘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가 초등학교, 중

지 사항에 대해 스스로가 각자 노트에 원하는 형식으로

학교, 고등학교 통틀어 가장 많았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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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고등학교 과학교과서 탐구활동
분석 : 차세대 과학기준(NGSS) 실천요소
중심으로

초중등 학생들의 나이에 따른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의 변화

박은우,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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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 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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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정보를 획득하려는 노력보다는 방대한 정보를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고등학교

취사선택하는 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빅데이터시대라고

과학교과서 내 탐구활동의 과학적 실천요소를 분석하여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과학지식의 기계적 습득보

교육현장에서 교과서의 선택과 탐구활동의 개발에 참고

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높은 질의 정보를 찾고 이를 신속

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5종 현행 고등학교 과

히 처리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절을 내리는 능력이 중요

학교과서를 선정하여 탐구활동에 포함된 과학적 실천요

시 된다.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 성과와 아이디어를 다른

소를 미국 국립연구회의(NRC)에서 제시한 탐구의 확장

과학자나 집단과 소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의사소통

개념인 8가지 과학적 실천의 분석틀에 준거하여 분석하

기능이 포함된 일정한 방식을 이용하듯이, 과학 교육에

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도 학습자에게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을 갖도록 하는

첫째, 5종 교과서별로 구분할 때, A교과서 46개, B교과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나아가, 이러한 과학적 의사소통

서 26개, C교과서 224개, D교과서 146개, E교과서 65개

능력은 과학 교과뿐만 아니라 타 교과들의 학습 진행을

의 과학적 실천요소를 담고 있었다. 따라서 과학적 실천

연결해주는 중간 매개체로서 큰 영향을 지니고 있음을

요소의 수는 교과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6개 단

선행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원별 과학적 실천요소의 평균 개수는 단원1 우주의 기원

이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의 나이에 따른 과학적 의사소

과 진화는 8.6개, 단원2 태양계와 지구는 17.8개, 단원3

통능력의 변화 양상과 그 요인을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

생명의 진화는 22.2개, 단원4 정보통신과 신소재는 14.8

대상은 학습자의 나이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

개, 단원5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은 18.4개, 단원6 에

다. 연구 대상의 각각의 그룹은 10세 108명, 12세 103명,

너지와 환경은 19.6개였다. 과학적 실천요소는 단원별로

14세 108명, 15세 108명으로 총 427명의 학생으로 구성

도 큰 차이가 있었다. 셋째, 8가지 과학적 실천으로 구분

되었다. 4개의 연구 그룹을 대상으로 과학적 의사소통능

하여 분석한 결과 1.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는 전혀 제

력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그룹별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을

시되지 않은 반면 4.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는 총 과학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은 크게

적 실천 요소의 54%로 가장 강조되었다. 두 번째로는 8,

의사소통 유형과 의사소통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과학적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통하기가 강조되었다.

의사소통능력 검사도구는 과학적 의사소통 유형을 과학

따라서 교과서별로 NGSS에서 제시하는 8개의 과학적

적 설명형과 과학적 주장형으로,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실천 요소를 제시한 횟수와 각각의 과학적 실천 요소의

형태는 글, 수, 표, 그림으로 구분하고 있다. 연구 결과

분포 비율이 현저히 달라 교과서의 선택에 따라서 탐구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나이에 따른 과학적

활동의 정도와 실천 요소의 강조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

의사소통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

로 나타났다.

째,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의 유형의 경우 10, 12세에는
과학적 설명형이 과학적 주장형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
하였으나 14, 15세에서는 과학적 주장형이 과학적 설명
형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셋째, 과학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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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능력 형태에서는 학습자의 나이에 따라 과학적 의

하여 뇌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감마파의 활성은 사전

사소통능력의 모든 형태가 향상되었다. 하지만 과학적

검사에서 모든 영역에서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후검사

의사소통능력의 형태에 따라 그 변화의 양상은 다르게

에서 감마파의 활성은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에서 증가

나타났다.

하여 뇌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분류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그 효과를 뇌파의 상대파
워스펙트럼 활성 차이 분석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지적

지적장애학생의 사전 ․ 사후 뇌파
상대파워스펙트럼 활성 차이 비교 분석을
통한 분류학습 프로그램 적용 효과 분석
김용규, 정진수
대구대학교

kyg@daegu.ac.kr

장애 중학생들의 과학 탐구 기능 지도 전략에 대한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영재의 연구윤리 준수 및 인식 실태 조사
이지원1, 이소자키 테츠오2, 김중복1
1

이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학생의 분류학습을 위한 학
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뇌파의 상대파워스펙트럼 활성

한국교원대학교, 2히로시마대학교

ljiwony@naver.com

차이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연구윤리를 위반하여 사회적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류학습 프로그

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램과 뇌파 측정 과제를 개발하였다. 분류학습 프로그램

다. 이에 따라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의 중

은 관찰, 공통성 발견, 차이점 발견, 분류기준 고안, 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과학영재의 경우 미래의 과

류기준 적용의 하위 단계로 구성된 15차시의 프로그램으

학자로서 우수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함과 동시

로 개발하였다. 뇌파 측정 과제는 기준과제와 분류과제

에,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지도 또한 필요하다. 연

의 2가지 유형으로 개발하였다. 기준과제는 사각형을 정

구윤리 지도를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연구윤리 준수 실

해진 공간으로 옮기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분

태를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의 토대 위에 연구윤리 지도

류과제는 5개의 곤충 그림들을 2가지 이상의 그룹으로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R&E 등을 통해

나누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는 4명의 지적장

연구 수행과정을 학습하고 있는 과학영재들이 연구윤리

애 중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지적장애 중학생

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또 연구윤리를 잘 알고 있는지

들의 세타파의 활성은 사전검사에서 후두엽을 제외한

그 실태를 알아보았다. 학생들의 학습윤리 준수 실태 및

뇌 영역에서 증가하여 뇌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는 2007년 제정되고 2011

나 사후검사에서 세타파의 활성은 두정엽과 측두엽에서

년 개정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

감소하여 뇌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알파파의 활성은

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학생들이 수행하는 연구 수준에

사전검사에서 전두엽과 두정엽에서 감소하여 뇌 전체적

서 문제시될만한 점을 기준으로 20개의 항목으로 재구

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후검사에서 알파파의 활성

성하였다. 2개의 영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R&E를 수행

은 측두엽과 후두엽에서 감소하여 뇌 전체적으로 감소

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얼마나 준수하였는지, 그리

하였다. 베타파의 활성은 사전검사에서 전두엽과 두정

고 연구윤리 규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설문하였

엽에서 감소하여 뇌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

고 이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후검사에서 베타파의 활성은 두정엽과 후두엽에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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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1-4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 과학수업에서
초등 학습자의 학습 흥미와 태도 변화 분석

10:00-12:05, 7월 24일(금) / 강의동 403호

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 내용 요소는 ‘달 관측’, ‘관측
이미지 분석’, ‘우주공간상 달의 운동’의 3단계로 구성하
였다. 프로그램은 체험기간(단기, 중기, 장기)과 학생 수

변문경, 조문흠
성균관대학교

ketosisi@naver.com

준(초, 중, 고)을 고려하여 9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었
다. 중학교 1학년 영재반 학생 00명을 대상으로 중기형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3D프린터를 활용한 첨단 과학 수업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에 참여 학생들은 자연현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태도의 변화를 탐색해 보고자 하

상에 대한 흥미와 탐구 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구성된 7명의 초등학교 5학년 학
생들은 프린터를 눈으로 보고 작동 원리를 인지하고 자
신이 구상한 산출물을 제작하며,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
여 작품의 기능을 완성하는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이 평

World festival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based on STEAM

소에 활용하는 글루건의 원리와 동일한 원리로 3D 프린
팅이 가능하다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구조적인 유사성을
갖는 개념으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게 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변문경, 조문흠
성균관대학교

ketosisi@naver.com

3D를 활용하여 자신이 디자인한 샘플에 기능을 더할 수

창의 ․ 융합형 인재는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

있다는 개념이 학생들의 내적 동기와 자신감, 유능감을

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활동은 개

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념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활용하여 경험은 감각을 전기

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에 발표된 2014 개정 교육과정은

신호로 바꾸는 원리를 다른 산출물 제작으로 전이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창의 ․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학생들은 이후에도

‘문 ․ 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2018년부터 시행하며, 통합

지속적인 creative thinking이 가능하게 되었다.

과학 교과를 신설하고 국가 재도약을 위해 학교 현장에
실천적 혁신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하지만 학교에서 적용이 가능한 실천적 혁신 교

달 관측으로 알아보는 케플러 운동

육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한(2013)
은 과학 학습동기의 부족 문제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김다운, 이충일
순천대학교

lci@sunchon.ac.kr

어려워하는 과목을 쉽고 흥미롭게 수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의 제공보다는 상상력과 창의적인 수업 모
델을 가지고 과학적인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달을 관측하여 우주공간에서 달의 운동을 분석하는 프

는 실행 중심의 STEAM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두 달 동안 달을 관측하

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이미

였고, 관측에서 얻은 이미지의 시직경을 측정하여 달의

몇몇 혁신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의 형태로 진행하며, 국

겉보기 크기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의해 달

내에서 형성된 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내 예선을 거

의 공전주기와 궤도이심률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

쳐 세계 대회에 참여하는 DI(Destination Imagination),

로 학생들이 관측을 통해 달의 궤도요소를 구하고, 우주

OM(Odyssey of the Mind)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소개하

공간에서의 달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려고 한다.

= = = = |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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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측면의 교육의 중요성의 이론적 토대를 탐구한다.

성격에 기초한 정서적 개별화 영재교육의
필요성

긍정심리학의 이론과 성격심리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정서와 성격의 관계를 연결하고 성격이 정서를 반영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살펴본다. 인지적 측면에 치우친 현

곽정호, 양경은

재 영재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격

한국교원대학교

을 활용한 개별화 학습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본 연구를

kinglyk2@naver.com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면서도 영재를 행복하게 만

본 연구는 정서적 개별화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심

들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며 현장 영재교육에 대한 시

리학, 신경과학, 진화학을 토대로 한 통합적 관점을 제

사점을 도출한다.

공한다. 구성적 환원을 통해 정서요소를 추출하고 정서

• Session 2-1

15:20-16:35, 7월 24일(금) / 강의동 202호

사범대학 교과목과 부설학교 수업실습
간 연계성 탐색 : 교생 대표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1

2

3

4

1

1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에 참여한 초 ·
중등 교사들의 STEAM교육에 대한 인식
비교
1

이경호 , 문홍주 , 신재성 , 유은지 , 안정곤 , 이종선 , 오지은

유정숙, 황신영, 한인식

1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물리교육과,

2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jsyoo16@naver.com

3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고등학교,

4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ketosisi@naver.com

본 연구는 STEAM 심화과정 교사연수에 참여한 초중등
교사들 352명을 대상으로 STEAM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육 실습은 예비교사들이 대학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

STEAM 기본과정 혹은 입문과정의 연수를 모두 이수한

식과 이론을 교육현장에 적용해 보고 교사로서의 자질

교사들로 일반 교사들에 비해 STEAM교육의 현장 확산

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교육

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라 할 수 있기

실습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

때문에 이들의 STEAM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는 우리나

과 부설학교 간에 다양한 차원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본

라 STEAM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나아가야할 방향

연구는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의 ‘물리교과수업실습 및 분

을 설정하는데 필요하다. 이에 STEAM교육에 대한 교사

석’과 부설학교 물리과 수업실습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

들의 이해 정도, STEAM 교수효능감, STEAM의 현장적

기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발표에

용의 수월성 정도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

서는 사범대학 교수와 부설학교 교사들이 함께 교생 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 교사들은 STEAM교

표수업을 분석하고 논의하면서 ‘좋은 과학수업’에 대한

육을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배양하기 위한 새로운 교수

서로간의 지평을 나누고 융합하는 과정에 대하여 소개

학습방법, 혹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있

할 예정이다.

었다. 그러나 23%의 초등교사, 39%의 중등교사들은 여
전히 STEAM교육에 대한 표상적인 이해수준을 보여주
고 있었다. 둘째, ‘STEAM 교수효능감’을 비교한 결과,
초등교사들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92점, 중등교사들의
평균은 3.61점으로, 초등교사의 STEAM 교수효능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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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셋째,

고 교직을 선택한 학생들은 교직에 진출한 후에도 직무

‘STEAM의 현장적용 수월성 정도’에 대한 인식은 10점

만족도나 조직헌신도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

만점에 초등교사는 평균 5.43점, 중등교사는 4.46점으

학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대학에 진학한 예비여성과학교

로 두 집단 모두 높지 않았으나, 초등교사가 중등교사에

사들이 진로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

비해 현장적용이 수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p<0.01).

인지 탐색하고, 그 요인들과 과학교사상이 어떤 관계가

현장적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초등교사들은 학교장의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예비여성

관심 부족과 교사업무 과다 등 학교환경을 주로 언급한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

반면, 중등교사들은 타교과 간의 협업 부족과 대학입시

과, 첫째, 예비여성과학교사들이 진로를 유지하는데 영

와 관련된 평가와의 괴리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초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실습, 사전교육실습, 대학수

등교육의 경우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STEAM

업(내용학, 교육학, 교과교육학), 학교 외 교육 관련 활

교육 이전에도 교육과정 재구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동, 부모, 동아리, 대학교수, 친구 관계(같은 진로, 다른

STEAM교육에 대한 교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

진로), 개인적인 특수상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다. 현장적용이 어려운 이유가 학교급 별로 다르게 나타

중 과학교사로서의 진로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나기 때문에 현장적용 확산을 위해서는 초·중등 별로 다

요인으로는 교육실습, 대학수업(교과교육학), 학교 외

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초등교육에서는 학교 관

교육 관련 활동(자발적 참여 활동), 동아리 활동, 친구

리자들의 STEAM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제고

관계(같은 진로)가 있었으며, 과학교사로서의 진로 유지

하고, 현장교사들의 STEAM 교육에 대한 실행 의지와 능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사전교육실습, 대

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 한편, 중등교육

학수업(내용학), 학교 외 교육 관련 활동(과외), 친구 관

에서는 교사공동체 형성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 교과

계(다른 진로)가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여

전문성을 살린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

성과학교사들의 과학교사상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과

록 하고, STEAM 교육과 관련된 평가 방안을 제시해야

학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 흥미강조형,

할 것이다.

수업을 잘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 수업강조형, 학생들과
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하는 상호작용형의 과학교사상으
로 유형을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예비여성과학교사들

예비여성과학교사의 과학교사로서의 진로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의 과학교사상은 다음과 같이 과학교사로서의 진로 유
지 요인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먼저, 예비여성과학교사들의 과학교사상

강정은, 허송이, 이지선, 정지현,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sungwon@ewha.ac.kr

유형에 따라 진로 유지 요인이 과학교사로서의 진로가
유지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달라졌다. 또한, 예비
여성과학교사들은 부모나 동아리 활동, 대학수업(교과

과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과학

교육학)과 같은 과학교사로서의 진로 유지 요인을 통해

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사범대생들의 진학동기는 다

본인의 과학교사상의 유형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받는

양한데 그 중 ‘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대학에 진학한 학

것으로 나타났다.

생들이 교직에 진출할 확률이 높으며, 내적 동기를 가지

= = = = | 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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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6:35, 7월 24일(금) / 강의동 204호

R&E 연구 경험을 통한 과학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정체성 발달 탐색

제공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민주, 김희백

초등학교 과학수업의 혼성 공간(Hybrid
Space)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행위주체성(Agency)

서울대학교

mjtree@snu.ac.kr

한때 사회학의 영역에 국한되었던 정체성(identity)의
개념은 이제 학습을 바라보는 분석적 도구로서 과학교
육의 연구에서도 폭 넓게 도입되고 있다. 정체성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학습자가 보이는 행위의 이면을 보다 심

김현애, 강은희, 김희백
서울대학교

loveaexx@snu.ac.kr

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 교수와 과학 학습을 바

과학 교육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

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육에서 벗어나 학생, 문제, 맥락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 여간 대학의 연구실을 방

보다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환경을 구축

문하며 수행한 R&E 활동이 학습자들의 정체성 발달을

하는 데 관심을 두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문화

어떻게 이끌었으며, 학습자의 이같은 정체성 발달에 영

적 지식과 경험인 지식 자본에 의존하여 학문적 지식을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형성하고 학문적 지식으로 변형시키는 지원적 공간인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4명의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

혼성 공간에서 학습자의 행위주체성이 어떻게 드러나는

로 연구 과정에 대한 참여관찰 및 반 구조화된 심층면담

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곰팡이, 바이러스, 세

을 실시하였으며, 학생의 정체성 형성에 가장 극적인 변

균, 집먼지 진드기가 일으키는 질병과 대처방법”을 주제

화를 가져온 주요 과정을 추출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

로 하는 수업을 개발하여 서울시 G초등학교 5학년 2개

는 근거이론에 기반한 지속적 비교분석법을 통해 범주

학급을 대상으로 4차시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1~2차시

화 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의 정체성은 비록 초보적

에서는 학생들이 교실로 유입한 지식 자본을 바탕으로

인 수준이지만 연구자로서의 실질적 정체성(actual

이러한 작은 생물이 좋아하는 환경과 일으키는 질병, 대

identity)으로까지 발달한 사례와 미래의 과학자로서 자

처방안에 대한 소집단 논의가 이루어졌고, 3~4차시에는

신의 지향 정체성(designated identity)을 더욱 견고히

이에 대해 알리는 UCC, 피켓, 포스터, 신문 등의 홍보물

하는 사례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었다. 또 이와

을 제작하고 학교에서 직접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하였

같은 정체성 발달의 이면에는 연구 경험 그 자체 외에도,

다. 교사는 지식의 권위자로서의 권위를 학생들과 공유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프리젠테이션 과정이 큰 영향

하였고, 학생들의 학교 밖 일상세계와 유사한 학습 환경

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연구경험과 과제가 주

을 조성하였다. 소집단 활동을 녹화, 녹음한 전사본, 학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의 발달 양상이 달라진 데

생 개인 인터뷰, 학생이 만들어낸 산출물을 분석의 주된

에는 학습자 각 개인이 드러낸 메타인지 및 반성(re-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근거이론에 기반한 지속적 비교

flection)의 정도와 방향 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

분석법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범주화 하였다. 연구

으로 분석되었다. 과학 학습과 학습자의 발달을 정체성

결과, 학생들은 혼성 공간에서 자신의 인식적, 지위적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는 다각적으로 확산

권위를 높이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질병 관련 생활환경

되고 있는 연구중심 교육활동 참여자들의 학습 및 진로

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에서 행위주체성을 드러냈다. 학

결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 이들이 미래의 과학자

생들은 혼성 공간에서의 지식 구성 과정에 자신이 가진

라는 지향점을 향해 가는 긴 여정을 지원할 스캐폴드의

지식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활용하고, 주변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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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한 자원을 새롭게 선택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

보조자료 사용이 더 높았는데, 그 이유는 보조 자료로

의 인식적, 지위적 권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이 수업에

EBS 교재를 사용하여 문제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서의 자신의 역할을 수동적인 지식의 수용자가 아닌 주

파악되었다. 참고서 사용 이유를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

인공이나 선생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능동적인 지식의

생 모두 ‘문제풀이를 위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구성자로 인식하였고, 질병과 대처방법을 알리고자 하

중학교 교사(N=46)는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 교과서, 보

는 확고한 목적 하에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계발하

조자료, 참고서를 각각 45%, 38%, 16% 참고하여 출제한

여 질병 관련 생활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

다고 하였고, 중학생들이 시험공부 할 때에는 교과서와

는 움직임을 보였다. 나아가 학생들은 행위 주체자로서

보조자료 및 참고서를 각각 51%, 35%, 14% 정도씩 공부

그들의 생활환경을 보다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14%이지만 참고서를 공부할 필

되었으며, 교실에서 구성한 과학 지식을 활용하여 일상

요도 있다고 하였다. 고등학교 교사(N=12)는 고등학생

에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

들이 시험공부를 할 때 보조자료, 교과서, 참고서를 각

들이 과학 실행의 주체로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과학

각 47%, 27%, 26% 정도씩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

수업 지원 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데, 참고서를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26%로 그렇게 높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조자료를 EBS문제풀이
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즉 학교 수업에 충분

중고등학교 과학시험 준비를 위한 학습
자료의 유형별 활용 정도 비교

히 문제풀이 활동을 한다면, 참고서 사용이 많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모
두 학생이 참고서를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 유형을

정은미, 박종원
전남대학교

dalky04@daum.net

파악하고 문제풀이 연습을 위해서 봐야 한다.'고 응답하
여,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을 위해 문제풀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학수업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필평가에 대비

흔히 개념중심이나 과학적 사고력 중심 또는 탐구중심

하여 과학을 공부하면서 교과서, 수업 중 보조학습자료

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은

(이하 보조자료로 함), 참고서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과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를

를 비교 분석하고, 중·고등학교 교사가 시험문제를 출제

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사들도 역시 문

하면서 교과서, 보조자료, 참고서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제풀이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중고등학

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학생들(N=97)은 과

교 교사도 교과서와 보조자료만으로는 시험에 100% 대

학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할 때, 교과서, 보조자료, 참고

비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학수업에서 강조하는

서의 사용정도가 각각 44%, 32%, 24%인 것으로 나타났

것과 실제 시험을 대비한 공부에는 괴리가 있음을 알 수

다. 상위권 학생들이 중위권 또는 하위권 학생들보다 참

있었다. 이러한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시험 자체

고서 사용정도가 더 높았다. 고등학생들(N=105)은 과학

가 문체 풀이 능력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과학수업에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할 때, 교과서, 보조자료, 참고서

서 문제 풀이 능력을 충분히 강조하도록 하거나, 반대로

사용비율이 각각 15%, 39%, 45%로 참고서 사용 정도가

(2) 문제풀이 중심의 평가방법을 바꾸는 방법 등을 고려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위권 학생이 하위권 학생들보다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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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2-3

미국의 한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융합교육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해결과제

15:20-16:35, 7월 24일(금) / 강의동 403호

본인의 전공 교과 이외의 교과 내용에 대한 전반적 이해
부족, 활용 가능한 융합 교육의 평가 모형의 미비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융합교육 및 융합교육 교사양성을

류민정, Nathan Mentzer, Neil Knobloch
퍼듀대학교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mryu@purdue.edu

최근 미국 및 한국에서는 융합교육의 잠재적 가능성이
큰 주목을 받으며, 융합교육은 내용 학습 뿐 아니라, 창

대학생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SSI
논증활동의 양상 비교 분석

의성,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등 21세기 핵심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방향으로 여겨
지고 있다. 이러한 융합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융합교육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현

1

2

고연주 , 최윤희 , 이현주
1

1

2

이화여자대학교, 숭문중학교

yeonjooko1@gmail.com

재의 교육과정 및 대학교육 체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SSI 맥락에서

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적인 융합

의 소집단 논증활동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

교육을 위한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앞으로 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의 가치관이 SSI 맥락에

결해야 할 과제를 미국의 한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

서의 비형식적 추론과 그를 통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인 대학은 미국 중부의 한 연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보고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 중심대학으로, 전체 대학교 차원에서 융합교육 교사

SSI 맥락에서의 소집단 논증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이 시행되었다. 이에 현

학습자 변인 중에 하나로 집단주의 성향을 고려해보았

재는 각 교과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과학, 수학, 공학/

다.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집단 내에서 협력적인 행동을

기술, 농업) 교수진들이 협력하여 융합교육 교사양성 프

통해 의견을 합의한다거나, 또는 본인의 의견을 호소하

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몇 가지 융합교육 관련 수업

는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학생들의 대화나 행동에

을 시범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이 중 융합교육 교수법 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SSI와 같이 정답이 존재하

업을 개발하여 교수하였으며, 그 수업을 수강한 예비교

지 않고 다양한 관점과 대안이 존재하는 논쟁적인 주제

사들을 기말 보고서 및 면담 자료를 연구 자료로 수집하

에 대한 토론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그 진행양상

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 예비교사들은 융합교육

이 더욱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을 단순히 교과 내용의 융합만이 아닌 새로운 교수법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SSI 수업 전후의 과학기술에 대한

(예, 학생 중심·탐구 중심·실생활 중심의 교수법)을 포함

인성 및 가치관의 향상을 비교하고, SSI 소집단 논증활

한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교육

동의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

지도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지도할 학생들의 흥미,

에서 교양 강좌를 수강하는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

일상생활 연관성 등을 탐색하는데 많은 노력을 할애하

업은 학생들이 주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탐색한 후 자

였다. 특히, 예비교사들의 교육 지도안 중에는 전 지구

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

적 과제 (예, 환경 문제·과학 기술의 윤리적 양면성의 문

으로 이루어졌다. 수업 전 집단주의 성향 검사를 실시하

제) 혹은 지역 과제 (예, 지역 커뮤니티의 당면 문제)를

여 학생들을 집단주의 상향집단, 개인주의 상향집단, 중

활용한 수업들이 돋보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간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수업 전후 과학에 대한 인성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어려움이 발견되었는데,

및 가치관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집단 간 인성과 가치관

예를 들면 적절한 융합교육 역할 모형의 부재, 예비교사

향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집단주의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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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SSI 논증활동에서 드러나는 양상을 비교하고자

최근 국내외의 기업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재산(In-

학생들의 토의토론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tellectual Property: IP)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담화클러스터와 담화요소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허는 권리

업 후 학생들의 인성 및 가치관은 사회·도덕적 공감과 사

(rights)를 보호하는 법적 해석을 넘어서 가치 창출

회적 책임감의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특히

(value generation)의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학생들의 인성 및 가치관 향상 정도는 사회적 책임감 영

있다(2014, Lee). 그렇다면, 한국의 과학교육은 특허교

역에서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육을 위해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현대사회는 창의적이

다른 두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

고 통합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독

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집단의 인성

창성은 특허 출원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라고 할

및 가치관 점수 상승이 개인주의 성향집단이나 중간집

수 있다. 과학적 창의성에서 독창성은 5% 기준을 사용할

단에 비해 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들이 진행

경우 100명 중 5명 미만의 아이디어에 해당하며 선발 시

한 SSI 소집단 논증활동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집단주

에는 1～2%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Park, 2011).

의 상향집단의 학생들은 주로 공동의 목표를 선정한 후,

그러나 특허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제시된 아이디어가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포용하여 의견을

기존의 아이디어와는 다르게 새롭고 유일한 것인가(신

합의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개인주의 상향집

규성: novelty)와 그 아이디어가 기존의 기술에 비해 상

단이나 중간 집단에 비해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이나 의

승된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진보성: progressivity)를 살

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적었다. 반면, 개인주의 상향집단

펴보아야 한다(2001, Kim). 실용성은 특허 등록요건이

의 학생들은 본인의 의견과 다른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

아니지만, 현대기술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는 허용하지

문을 제기하고 상대방 의견에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로켓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이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집단 내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

문항(integrated problem)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문제해

하는 데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으며, 토론 후에도 본

결 과정에 나타난 아이디어(idea)에 대한 국내외 특허 가

인의 의견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작된 문항은 4개의 질문은
감상, 과학, 예술, 창의적 설계(creative design)으로 이
루어져 있다. 연구 대상은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2학년

창의적 문제해결이 특허(patent) 교육에
미치는 영향 : 로켓에 대한 통합적 문항
(integrated problem) 개발을 중심으로

학생 2명이며 상세한 분석을 위해 회상면접법을 이용하
여 면담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현재의 과
학 수업과 수능(CSAT: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문항의 개발, 평가에서 특허를 위해 지향해야 할

이수아
경북대학교

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sciencekey@hanmail.net

• Session 2-4

뉴턴은 어떻게 ‘뉴턴링’을 설명했을까? :
빛에 대한 뉴턴의 업적과 해석

15:20-16:35, 7월 24일(금) / 강의동 701호

은 사람들이 뉴턴을 손꼽는다. 그런데 뉴턴의 업적이 무
엇인지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만유인력의 법칙, 관성,
힘과 운동의 법칙 등과 같이 주로 역학과 관련된 업적을

이봉우
단국대학교

peaklee@naver.com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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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한다. ｢프린키피아｣가 역학과 관련된 뉴턴의 가
장 위대한 업적이 담긴 저작물이라면, 뉴턴이 남긴 또 다
른 저작물인 ｢광학(Opticks)｣을 통해 우리는 뉴턴이 광
학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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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서는 과학사 사례분석을 통해 뉴턴이 남긴 광학

과학 정체성 요소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요소들

분야의 업적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특히 엑스페리멘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과학 관련 진로 포부의 변화로

툼 크루시스(experimentum crucis), 즉 ‘결정적 실험’인

이어졌다.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나에 대한 동료의

빛의 색분해 실험을 통한 빛의 본성에 대한 연구, 반사

평가와 동료에 대한 나의 평가에 대한 인식)과 과학 관련

망원경의 개발, 빛의 입자모델을 이용한 광학 현상(굴

진로에 대한 인식 또한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판단하고

절)의 해석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또한 파동현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포부를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영

상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인 얇은 막에 의한 간섭에 의해

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주변의 지원과 과학 관련

나타나는 ‘뉴턴링’에 빛의 입자설의 대표자인 뉴턴의 이

진로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름이 왜 붙게 된 것인지, 뉴턴이 입자모델을 이용하여 어
떻게 얇은 막의 간섭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는지를 논의
할 것이다. 이밖에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이 경쟁되어 온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적 논증 : 초등
2-3학년 학생들과 교사의 교실대화 사례
1

2

김미정 , Wolff-Michael Roth
1

초등학생들의 과학 정체성 변화와 과학
관련 진로 포부의 관계

2

University of Alberta, University of Victoria

mijung.kim@ualberta.ca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신장을 위한 탐구와 논증 수업에
강은희, 김희백
서울대학교

chukbai@snu.ac.kr

대한 논의는 과학 교육 안에서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탐색하고 정보를 수집 해석하는 활
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

본 연구에서는 과학 정체성 개념을 사용하여, 과학에 대

결하는 능력을 키운다.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증거와 자

한 흥미는 높지만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포부가 낮았던

료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 시킬 수 있도록 과학 논증에

초등 4학년 학생들의 진로 포부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

대한 지도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주로 툴민(Toulmin)의

였다. 이를 위해 연구목적에 맞는 참여자를 선별하였고,

논증 패턴을 기초로 한 수업 형태가 강조되고 실행되어

1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회(4학년 1회, 5학년 1회)의 심

왔다. 툴민의 논증 패턴은 구조적으로 증거 중심의 논리

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과학 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

적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인 도구 이기는 하지만

조사, 교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한 심층면담 자료를

실제로 집단이 대화를 통하여 공동 문제 해결을 하는 과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1차면담(4학년)에

정 안에서의 논증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

서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포부가 낮았던 14명의 학생들

서 최근에는 툴민의 논증 패턴이 가지는 제한점을 지적

은 2차면담(5학년)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6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논증과 과학적 사고에 대한 연

명은 지속적으로 낮은 진로 포부를, 6명은 보통의 진로

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본 연구

포부를, 그리고 2명은 높은 진로 포부를 보였다. 이 가운

에서는 실제 교실 수업에서 탐구 문제 해결 과정에서 논

데 세 명의 초점 학생을 선정하였고, 과학 정체성 요소와

증이 일어 나고 발전되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

진로 포부의 관계를 깊이있게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탕으로 대화적 논증 (Dialogical argumentation)이 교수

진로와 관련하여 개인마다 가치를 두는 과학 정체성 요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소가 달랐으며(윤우는 타인의 평가, 태우는 자신의 흥

연구는 캐나다 서부 지역의 초등학교 2-3학년 교실에서

미, 인제는 과학 능력), 이러한 요소에 따라 요소들 사이

6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과학 수업은 일주일에 2시간이

의, 그리고 요소와 과학 관련 진로 포부 사이의 상호작용

었으며 모든 과학 수업은 비디오 녹화 되었다. 녹화된

은 개인마다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디오 데이터는 대화교류 비디오 분석 (interactive

참여자들이 겪은 경험과 주변의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은

video analysis)과정을 통하여 주제를 도출하고 대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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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1) 집단에

들어 대화 중 논증과정을 공식화 (formulation)하는 등의

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논증 과정은 질서 정연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구조적 논증 과정틀을 통해서는 분석하기 힘들고 이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신장을 위해 구조적 논증과 대화적

를 실행하기도 힘들다, 2) 대화속에서 논증은 자연스럽

논증의 효율성과 제한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를 학습에

게 발생하며 이를 발전 시키기 위한 교사의 도움, 예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Session 3-1

16:35-17:50, 7월 24일(금) / 강의동 202호

학습 발달과정(Learning Progressions)의
타당성 검증: 지구의 운동과 태양계 학습
발달과정의 사례
1

2

3

4

이기영 , 맹승호 , 박영신 , 이정아 , 오현석

5

1

강원대학교, 2서울교육대학교, 3조선대학교, 4서울대학교,

5

서울사대부설중학교

leeky@kangwon.ac.kr

으며, ‘태양계와 별’ 단원을 대상으로 적응적 교수활동
(adaptive instruction)을 개발하고, 교수활동 사전과 사
후에 13개의 순위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를 투
입하여 그 결과를 비교 · 분석하였다. 실험군을 대상으로
사전과 사후의 수준 변화를 분석하여 구인타당도를 검
증한 결과, 평균적으로 전체 경우의 40%가 적응적 교수
활동에 의해 가설적으로 설정한 경로를 따라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별 및 교사별로 차이가 있었다.

학습 발달과정(learning progressions, 이하 LPs)은 학

결과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생들이 한 주제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탐구하고 학습함

검사를 공변량으로 한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한

에 따라 그 주제에 대한 이해 및 관련된 사고 능력이 순

결과, 실험군의 수준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차적으로 점점 더 정교해지는 경로들을 기술한 것으로,

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30.819, p=0.000),

과학자나 과학교육자, 또는 과학 정책 입안자들의 전문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정적(+) 수준 변화 경향이 더 뚜렷

성에 근거하여 학습 주제의 위계나 학습 내용의 순서를

하게 나타났다. 또한, Rasch 모델을 적용하여 결과 타당

선험적으로 예단하거나 결정한 것이 아니며, 경험적 연

도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학생 능력치 상

구에 근거하고, 학습 평가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가설적

승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발달경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LPs의 본질적 특성을

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1.632, p=0.001).

갖추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 발달을 유도하는 적절
한 교수활동을 제시하고, 그 수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학습의 발전 양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

Maeng et al. (2014)에 의해 수행된 천문 시스템 LPs 개

03045044)

발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개발된 천문 시스템 LPs 중
‘지구의 운동과 태양계’ LPs의 타당성을 2가지 측면에
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로서 LPs에서의 가설적인 발달 경로가 적절한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
들의 사고 질문의 역할

교수활동에 의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며, 두 번째는 결과 타당도(consequential validity)로서 LPs에 기반한 교수활동이 대부
분의 학생들에게 향상된 학습효과를 산출하는가를 알아

이차은, 김희백
서울대학교

chacha20@snu.ac.kr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강원, 광주 지역 소재 6개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등학교 373명의 5학년 학생(실험군 154명, 대조군 219

학생들의 질문이 소집단의 모형 발달 과정에 어떤 영향

명)과 17명의 교사(실험군 7명, 대조군 10명)가 참여하였

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생산적인 모형 구성이 이루어

= = = = | TM

ORAL PRESENTATION(구두발표)

지는 맥락을 탐색하는 것이다. 서울 소재의 중학교 2학

석하였다. 단원에 제시되어진 탐구활동을 탐구목적, 탐

년 32명의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총 6차시의 배

구수행과정, 탐구상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분

설 단원 수업 동안 학생들은 4명씩 한 소집단을 이루어

석된 결과를 역학, 전자기학, 열역학, 광학의 물리영역

배설 기작에 대한 설명 모형을 협력적으로 구성하였다.

과 학년과 출판사에 따라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모형 구성 과정 중에서 다양한 질문이 나타난 2개의 소

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교

집단을 초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담화분석을 위해 학

육과정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탐구목표 직접 서술한

생들의 소집단 모형 구성 과정을 녹화 ․ 녹음 하였으며

교과서와 그렇지 않은 교과서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탐

이를 전사한 자료와 학생들의 활동지와 그림, 연구자와

구목표 직접 서술한 탐구활동을 9종의 교과서를 모두 고

의 협력적 반성 자료를 함께 사용하였다. 학생들은 과학

려하였을 때, 총 103개 이다. 직접 서술한 대부분의 교과

적 모형 구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 질문과 사고 질문

서의 탐구활동의 탐구목표는 인지적 영역이 150개, 탐구

을 하였고, 학생들의 질문은 소집단의 모형 구성에 중요

영역이 20개에 해당했으며, 인간의 내적 상호작용의 영

한 역할을 하였다. 모형 구성 과정에서 제기된 학생들의

역인 정의적 영역에 대해서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사고 질문은 서로의 사고를 촉진시키며 생산적인 프레

또한 인지적 영역에서는 13개의 탐구활동 중 60개는 지

이밍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촉진자로서 기능 하였고,

식에, 65개는 이해에 해당하는 탐구목적이 주로 서술되

학생들은 사고 질문을 통해 모형을 정교하게 발달시키

어 있었다. 적용은 9개의 탐구활동에서만 나타났고, 분

는 생산적인 모형 구성의 담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소집

석이 14개, 종합에서 2개가 탐구활동에서 나타났다. 탐

단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 질문이 생산적인

구목표에 해당하는 영역은 중복선택이 가능하였다. 이

프레이밍으로의 전환에 실패하여 모형 구성을 생산적으

러한 탐구목적은 학생들이 탐구활동을 통하여 해당하는

로 이끌어 내지 못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형 구성 활동

단원의 지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거나,

둘째, 탐구수행과정은 주로 탐구 설계를 통한 실험수업

모형 구성 과정에서 교사가 정답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이 많이 나타나 있으며 기구조작, 관찰, 측정, 기록전달

하는 경우에 나타났다. 반면에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수

에 편중되어 있었고, 모든 교과서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

집하여 모형을 구성하는 과제이거나 여러 개의 설명 모

였다. 더불어 모든 교과서에서 문제인식에 관한 탐구수

형이 가능한 과제에서는 다양한 사고 질문을 통해 모형

행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셋째, 탐구활동의 탐구상황은

을 생산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고

모든 교과서에서 과학적 상황이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

질문이 생산적인 모형 구성 과정을 이끄는 것은 교수 ․

었고, 일상적 상황과 기술사회적 상황은 과학적 상황에

학습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 마지막으로, 2009 개정 교육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의 과학적 모형 구성이 생산적

과정에 따라 집필되어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과학교

으로 이루어지는 맥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수 ․ 학

과서는 모두 9종이다. 하지만 모든 결과를 총합해 보니

습적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선정한 교과서들이 탐구활동에 대하여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담은 다양한 교과서가 존재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탐구활동 분석 : 물리영역을 중심으로

탐구활동만을 비교하였을 때 교육부 검정을 받은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 교과서라면 어떤 출판사의 교과서
를 선택하여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은 비

경희경, 이지선, 정지현, 허송이,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sungwon@ewha.ac.kr

중학교 과학과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중 물리단원
에서 탐구활동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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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3-2

과학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와 과학
학습 성취도와의 관계 분석을 위한 생각
나열하기 기법의 도입

16:35-17:50, 7월 24일(금) / 강의동 204호

분석법이다. 연구 대상은 광역시 소재 초, 중, 고 학생
1,000여명이며, 이를 통해 과학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요소와 과학 학습 성취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학생
들의 감정적 태도의 조사 방법으로 생각 나열하기 기법

윤은정, 박윤배
경북대학교

도입의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ejyun@knu.ac.kr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가 과학 성취, 이공계 진학 및
과학 관련 직업 선택, 과학 정책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임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래 전부터 강조

소프트웨어 활용 STEAM 교육이
고등학생의 프로그래밍과 컴퓨팅사고력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되어 왔다(이경훈, 1998; 이미경, 김경희, 2004; Fraser,
1978; Freedman, 1997; Lee & Burkam; Simpson &
Oliver, 1990). 특히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 학습 성취
와의 유기적인 관계(Bloom, 1979)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

황요한, 박윤배
경북대학교

hjlove3337@naver.com

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으며, 대부분 유의미한 양의

최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을 목적으로 하는

상관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이경훈, 1998, 이미경, 김경

소프트웨어 교육이 국내에서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희, 2004, DeBaz, 1994; Kan & Akbas, 2006; Willson,

정보과목 뿐 아니라 다양한 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수행

1983). 그런데 이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과학

하도록 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교

에 대한 태도와 과학 학습 사이의 긍정적이고 유의미하

육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까지

기는 하나 0.1~0.3 정도의 매우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안내서로 소프트웨어

다. 이와 관련하여 Papanastasiou & Zembylas(2002)는

교육 운영 지침(교육부, 2015)이 나오기도 하였다. 소프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연구 방법에 대한 이론적 틀의 부

트웨어를 활용한 알고리즘 교육과 이를 활용한 센서 및

족 및 연구 방법의 불확실성에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

output 제어 활동은 과학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 학습

STEAM 교육에서 효과적인 교육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성취와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태도의 요인을 보다 세

최근 강조되고 있는 컴퓨팅사고력 개발에도 적절한 교

분화하고, 구조화된 설문 또는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기

육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에서의 과

존 조사 방법을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보

학적 문제를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는 소프

다 실효성 있는 결론 도출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트웨어를 사용해 해결하는 수업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해 본 연구에서는 과학에 대한 태도의 감정적, 인지적,

고등학생들에게 적용해보았다. 적용 전후 학생들의 프

행동적 요소 가운데(Anderson, 1988), 과학에 대한 태도

로그래밍과 컴퓨팅사고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기

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이경훈, 1998) 감정적 요소

위해 장희선(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소프트

에 주목하는 한편, 인간의 인지 구조 가운데 감정적 요인

웨어 교육 목적 달성 여부와 관련되게 수정하여 사용하

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생각 나열하기 기법

였다. 또한 학생들이 작성한 설계활동지와 관찰평가 결

(Cacioppo et al., 1997)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생각 나

과를 설문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

열하기 기법은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구

들의 프로그래밍과 컴퓨팅사고력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조화된 설문이나 검사지, 혹은 자기 보고식의 조사 방법

인식이 향상되었으며, 특별히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

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여하고, 실험계획과 알고리즘 작성을 성실하게 한 학생

알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 개방형 대본

들의 향상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 = = = |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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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활용으로 인해 과학실험에 대한 흥미와 적

였다. 이 연구에 적용된 메타인지 검사지는 선행 연구들

극성, 과제집착력도 높아졌다. 이로 보아 소프트웨어 활

(이은주, 2010; Pintrich et al., 1991)에서 개발한 검사

용 STEAM 교육은 학생들의 컴퓨팅사고력과 과학학습

지 문항들을 토대로 총 40문항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검사지는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모두 리커
트 척도를 적용하였다. 문항은 크게 메타인지적 지식과
메타인지적 조절 범주로 나누었고 하위 평가 요소로는

STEAM 프로그램 적용이 중학생의 메타
인지에 미치는 영향

사람, 과제, 전략, 계획, 모니터, 조절, 평가를 설정하였
다. 이 검사지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사전검사는
Chronbach ɑ .936이고, 사후검사는 .939로 모두 높게

강경희

나타났다. 2014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실험집단 학

제주대학교

생들을 대상으로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프로

kkh6554@jejunu.ac.kr

그램 적용 전후 메타인지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

이 연구의 목적은 체험 활동 중심 STEAM 프로그램 개발

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에 대한 단일집단 t-test를 실시

및 적용이 중학생들의 메타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한 결과 메타인지에 대한 지식과 메타인지에 대한 조절

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지방 도시 소재 A중학교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메타인지 지

과학반 43명과 B 중학교 발명영재학급 학생 20명을 대

식의 하위 요소인 사람, 과제, 전략에 대한 인식 분석에

상으로 실시되었다. A중학교는 학년당 9학급 규모인 남

서도 사전 사후 검사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메타인

녀공학 중학교이고, B중학교는 12학급 규모의 남자중학

지 조절의 조절, 계획, 모니터, 평가 요소에 대한 t-test

교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STEAM 프로그램은 체험 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동 중심이기 때문에 차시 대체용 STEAM으로 활용하기

는 체험 활동 중심의 STEAM 프로그램 적용이 중학생들

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과학반과 발명영재학급

의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활동 프로그램으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비교군을 별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로 설정하지 않았고, 단일집단 사전 사후 설계를 적용하

• Session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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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Integrated Science (EIS)
As A Potential Direction For Reforming
Technical High School Science In
South Korea
1

2

2

Younkyeong Nam , Seoung-Hey Paik , Sun-Ju Lee
1

The College at Brockport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2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younkyeong@gmail.com

was also investigated by experimental study design.
Two engineering integrated science curricula (10 and
18 weeks) were purposefully designed and implemented
for the study. A total of 420 first year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from 16 classes) participated in the
first EIS curriculum. The first EIS curriculum was implemented in chemistry classes for ten weeks (1 hour
class time per week) during the Spring 2014 semester.
To compare the short term (10 weeks during the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engineering integrated

semester) and long term (18 weeks for two consecutive

science (EIS) curricula affect first-year technology

semesters) impact of the EIS curricula, we randomly

high school students’ attitudes toward science and per-

divided the total students into two groups after the

ceptions of engineering. The effect of the EIS partic-

first EIS curriculum implementation. One group of stu-

ipation period on students’ attitudes toward science

dents (control group, N=184) participated in re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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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lessons without engineering integration, and

나타났으며, 다양성보다는 획일적인 변화 양상을 나타

the other group of students (N=190) participated in

내었다. 실험 장치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고유

a second EIS curriculum during the Fall 2014 semester.

한 성질로서 끓는점 값은 동일하게 제시하여 실험 장치

The data came from three main sources: 1) a science

에 따른 결과 차이에 대한 시각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

attitude survey (SAS) instrument, 2) an engineering

이 있었다. 또한 끓는점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실험은

perception survey (EPS), and 3) semi-structured focus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순물질의 끓는점 측정 장치와 다

group interviews and four open-ended questions after

르게 나타나,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분리라는 목적에 맞

the first curriculum implementation. Two important

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esults emerged: (1) The EIS curriculum participation
period (10 or 18 weeks) mattered for chang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science and (2) A majority ( >61 %)
of the students from both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EIS agreed that

Bloom의 신 교육목표분류학에 따른 고등
학교 과학 및 사회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비교 분석

the curriculum positively affected their understanding
of engineering practice. The results suggest that EIS
is a potential pedagogical approach for reforming current science practice in technical high school programs

조광희
조선대학교

khjo@chosun.ac.kr

to improve both students’ interest in science and career

통합형 탐구를 지향하는 고등학교 과학 및 사회의 성취

readiness.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EIS in tech-

기준을 분석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이 연구

nical high school settings are addressed.

에서는 제7차,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
교 과학, 사회 과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성취
기준 문장의 목적어와 서술어 자체를 분류하고, Bloom

과학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끓는점 실험장치의 특징
비교

의 신 교육목표분류학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과학에서는 총 169 사례 중에서 특정
개념어를 ‘이해한다’는 진술 방식이 가장 많았다. 고등학
교 사회에 해당하는 총 292 사례 중에서도 목적어는 개

정나진, 백성혜
한국교원대학교

jnajin@hanmail.net

념어가, 서술어는 ‘이해한다’가 가장 빈번하였다. 전체적
으로 사회 교과목에서 목적어나 서술어의 종류가 과학
보다 다양하였다. 그리고 두 교과목에서 모두 최근 교육

이 연구에서는 과학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중학교 교과

과정일수록 소수 조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목적어

서에 제시된 끓는점 측정 실험 장치의 특징 변화를 비교

와 서술어의 빈도 분포도 유사하였다. Bloom의 신 교육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이미 분석한 자

목표분류학에 따라 인지적 영역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

료와 함께 7차 교육과정,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석한 결과, 과학과 사회 성취기준은 지식 차원 중 개념적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끓는점 실험 장치를 가열

지식, 인지과정 차원 중 ‘이해하다’ 범주에 집중적으로

물질, 끓는점(℃), 가열 용기, 밀폐 여부, 가열 방법, 온

해당되었다. 반면에 두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도계의 종류 및 위치 등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탐구’는 성취기준 진술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결과,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실험장치의 변화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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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3-4

16:35-17:50, 7월 24일(금) / 강의동 701호

Characteristics of In-service Teachers’
Teaching Plans in STEAM Educ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영재학급 학생들이 창의적 은
유(Creative Metaphors, Reverse Scientific Metaphors,
개념적 · 이론 구성적 은유와 반대과정이며, 과학적 용

1

1

2

이신영 , 한인식 , 백성혜
1

이화여자대학교, 2한국교원대학교

1017lee@hanmail.net

어가 근원영역이고 주위 현상이나 삶에서의 경험이 목
표 영역이 됨)를 사용할 때, 학년별로 과학용어가 가지
고 있는 과학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며, 나아가

STEM education for creative learning in Korea has

학생들의 창의적 은유 표현을 점수화하여 그 결과가 다

changed to STEAM education, which includes Art to

양한 요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B광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역시 소재의 고등학교 영재학급 3학년(20명, 2013년 영

For raising students’ interest and confidence as well

재학급 수료), 2학년(20명, 2014년 영재학급 수료), 1학

as cultivating creative human resources, STEAM edu-

년(20명, 2015년 영재학급 수료 예정) 60명을 대상으로

cation was introduced a few years ago. Many teachers

운동량, 원심력, 단진동, 전기용량, 전위, 알짜힘에 대하

hav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STEAM education be-

여 자체 개발한 창의적 은유 표현 검사지를 통해 1학기

cause they do not have enough experience with it. There

기말고사 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조건으로 실시하였으

are several teacher training courses for improving

며, 회수된 검사지 중 6개 용어 모두에 대하여 성실하게

teachers knowledge on STEAM. We examined teaching

표현된 학생들의 검사지에 대하여 학년별로 과학개념을

plans by in-service teachers who took the advanced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며, 점수화한 결과는 다양한 요

STEAM training program. By analyzing levels of con-

인(물리 및 국어 교과 성적, 영재학급 선발에서의 영재성

vergence, contexts, and key competencies in their

검사 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SPSS 18.0 프로그램의 독

teaching plans, we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립 표본 T-Test 및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를

between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secondary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창의적 은유 표현을 통해 학생은

school. The teaching plans did not show many different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과학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표

contexts and key competencies, but one particular con-

현할 수 있으며, 교사는 과학용어나 개념에 대한 학생들

text and certain key competencies categories were fa-

의 선 개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

vored by the teachers in this study. In order for teachers

다. 또한 이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to be able to create teaching plans that allow students

과학적 개념과 정의의 정확한 이해 정도와 이를 표현함에

to reach higher convergence levels and facilitates the

있어 관련된 창의성(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등)

cultivation of various contexts and key competencies,

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도 후속 연구로써 실시하고자 한다.

developing a teacher education program in such a direction can be necessary.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이 인식하는
과학 학습 환경 및 학습 적응 과정 분석
고등학교 영재학급 학생의 창의적 은유
표현에 대한 사례 연구 : 물리에 관련된
과학 용어에서
황정훈, 김영민
부산대학교
cyanmentor@hanmail.net

이솔희, 정영란
이화여자대학교

solhee@ewhain.net

본 연구에서는 전환기 중학생이 인식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학 학습 환경을 비교하고, 학생들이 변화된
과학적 소양과 진로교육 |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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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학습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

목적이 시험 성적 위주로 변화하며 결과적으로 학생들

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

의 과학에 대한 태도가 양분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변화

행하였으며, 면담 자료는 사회, 역사적 활동이론에서 제

이다. 또한 중학생의 과학 학습 환경 적응 과정에서 나타

시하는 활동시스템(Engestrom, 1987)을 활용하여 분석

난 중심현상은 과학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었으며 이것

하였다. 이후, 중학교 과학학습 환경 적응과 관련된 면

은 결과적으로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적 자기효능감

담 자료를 Corbin and Strauss(1997)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 수준을 조절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과정

분석하여 전환기 학생들이 새로운 과학학습 환경에 적

에서 다양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이

응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

작용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 조건을 분석하고 조절함

교의 과학학습 환경은 목적, 도구, 공동체의 분업, 규칙,

으로써 전환기 중학생들의 과학학습 환경의 적응을 도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중학교의 경우, 학생

울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의 과학학습에 대한 공동체의 분업이 감소하고, 학습의

• Session 4-1

09:30-11:10, 7월 25일(토) / 강의동 202호

딜레마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딜레마의 의미와 과학교사 교육에의 함의

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딜레마와 관련된 실제 반응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딜레마 사례의 교사 교육
적 의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가치 지향적 딜레마의 특성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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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봉 , 이정규 , 이경호
1

2

서울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산타바바라

을 충분히 파악한 안내자의 역할이 필요함을 보였다.

snulifeo2@gmail.com

지난 삼십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교사의 딜레마에 관한
몇몇 선행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이들은 딜레마 개념 자
체를 엄밀하게 사용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때
문에 선행 연구들은 연구의 목적과 딜레마 개념 사이의
정합성을 명료하게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교사 딜레마의 의미를 분석하고 교사 딜레마가
가진 교사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

‘적정기술’ STEAM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과학 진로지향도, 과학적 태도, 융합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미현1, 유화수1, 박기수2
1

아주대학교, 2서울대학교

ymh0120@ajou.ac.kr

여, 상호 관련된 세 가지 접근이 시도 되었다. 먼저 딜레

STEAM교육은 미국과 영국 등이 수학 ․ 과학교육을 강화

마의 성립 조건을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딜레마의

하기 위해 도입했던 STEM 교육에서 한걸음 진보해 예술

일반적 의미에 관한 철학적, 논리학적 분석이 시도되었

적 요소를 추가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성을 일깨우

다. 이와 같은 철학적, 논리학적 분석을 통해 직관적으

려는 국내의 대표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정책이다(교육

로 적절한 딜레마의 성립 조건이 명료한 형태로 제시되었

과학기술부, 2012). 한편 이 두 교육정책은 ‘모두를 위한

다. 다음으로 새롭게 정식화 된 딜레마의 의미에 근거하

기술적 소양(technological literacy for all)’을 키우기

여 가치 지향적인 교육 상황 딜레마의 고유한 특징을 밝

위한 통합교육(Sanders, 2011; White House Office of

히는 작업이 시도 되었다. 이를 통해, 교사의 딜레마에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2012; Yakman, 2011)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적 가치를 정

이라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적정기

립시키는 우리의 관점에 관한 논의가 요구됨을 주장하였

술은 자본을 위한 기술이 아닌 인간과 환경을 위한 기술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 가지 딜레마 사례에 대한

을 추구한다. 이것은 기술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의

현직 교사를 포함한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몇 가지 반응

회복이라 할 수 있다. 적정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운동이

양상을 해석하고 딜레마 사례가 가지는 교사 교육적 함의

활발한 미국에서는 2001년 CTTE(Council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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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Education)에서 연감으로 적정기술을 발행할

화, 읽기 등)을 할 때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만큼 큰 관심을 가져왔다(최지현, 2012). 그러나 우리나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을 대변하듯 과학교육

라에서는 아직 ‘인간과 환경을 위한 기술’인 적정기술에

에서도 주로 언어적 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 참여가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강조되어 왔다. 가령 수업 담화나 인터뷰 자료를 전사?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기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적 특성이나 상호작용을 이

술인 적정기술을 주제로 과학 중심의 STEAM 프로그램

해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비언어적 행동까

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의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지 고려하여 학생의 수업참여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적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기술이 주는 긍정적, 부

은 실정이다. 하지만 교실, 특히 과학교실에서는 관찰,

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며, 나눔과 배려를 위한 기술의 필

실험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행동 또한 중

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적정기술의 사례를

요한 수업참여 방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수업에 참

통해 인간 친화적, 자연친화적,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

여하는 중학생들의 행동적 특성을 언어적/비언어적 행

는 적정기술의 개념과 중요성을 체감하게 하여 학습에

동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셋째, 실제 적정기술을 개발

음과 같다. 첫째, 과학 수업시간 동안 학생들에게서 나

하고 적용해 봄으로써 창의적 설계 역량을 기르고, 소외

타나는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의 시간적 비율은 어떻게

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인성을 지닌 미래 인재로 자

되는가? 둘째, 학생들이 과학수업에 참여할 때 나타나는

라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적정기술 STEAM 프

비언어적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셋째, 학생들이

로그램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물리 수업에 적용하여 그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과학수업에 참여할 때 시선은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주로 어디를 향하는가?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A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자연계열 4학급의 학생이었다. 본 연구

의 과학 수업 한 차시를 비디오카메라 4대로 녹화하고

의 실험 설계는 단일집단 사전-사후모형이었다. 프로그

최근 개발된 영상분석 프로그램인 “Video Analysis of

램 이전에 사전 검사로 과학진로지향도, 과학적 태도, 융

Behavior And Participation in classroom (VABAP)”을

합에 대한 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 집단은 과학 수

이용하여 녹화된 영상을 분석하였다. VABAP는 녹화된

업 시간에 각각 3차시로 구성된 2개의 적정기술 STEAM

대상의 신체적 움직임과 시선을 분석하여 14가지 행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사후 검사는 사전 검사와 동일

(자유발화, 음독, 경청하기, 묵독, 쓰기, 주의 집중하기,

한 과학진로지향도, 과학적 태도, 융합에 대한 태도 검사

손들기, 이동, 비참여적움직임, 과제움직임, 관찰하기,

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만족도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

측정하기, 분류하기, 실험도구다루기)의 지속시간을 기

였다. 연구 결과는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

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수업참여 상태를

으며, 연구 결과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4가지 범주(참여적 발화, 비참여적 발화, 참여적 침묵,
비참여적 침묵)로 분류한다. 해당 과학수업은 ‘일반 활
동’과 ‘실험 활동’의 시간적 비율이 3:1 정도였으며, 행동

과학수업에서 나타나는 중학생 행동의
정량적 분석 : 침묵속의 참여와 시선을
중심으로
최준영1, 나지연2, 송진웅1
1

서울대학교, 2춘천교육대학교

cjy0918@snu.ac.kr

과 시선의 변화가 잘 녹화된 학생 6명의 영상을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6명의 학생들은 과학 수업에서
대부분의 시간동안 침묵하면서(발화 0～19%, 침묵 81～
100%) 주로 경청하기나 주의 집중하기와 같은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6명의 학생 모두가 동시에 교사에게 시선을 두거나
모두 같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으

학생들은 발화, 듣기, 쓰기, 읽기 등의 행동을 통해서 교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침묵

실수업에 참여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교사들은 듣기, 쓰

에 대해 탐색하고, 비언어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학생들

기와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은 제외하고 언어적 행동(발

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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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학습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량 요소와

프로젝트 학습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교사역량 요소에 대한 과학영재
담당교사의 인식
1

1

2

3

1

이지애 , 박수경 , 심종암 , 임길선 , 김영민
1

부산대학교, 2경남과학고등학교, 3부산고등학교

jalee@pusan.ac.kr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적 한계에 대한 교사의 인
식을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학영재를
위한 안내된 프로젝트 학습 모형 개발 연구’의 후속 과제
중 하나로, 프로젝트 학습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교사
역량 요소에 대한 과학영재 담당 교사들의 인식을 밝히
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앞선 연구의 프로젝트 학습 사
례에서 도출한 교사의 다양한 지원 활동을 분류하여 교

과학영재가 개별의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어 현실세계의

사 역량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들을 내적 특성, 태도, 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훈련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

식, 지원자로서의 역할 등의 범주로 구분하고 인식 조사

과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적 방법

를 위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교사 역량 요소를

중 하나는 프로젝트 학습의 수행이다. 프로젝트 학습은

중요도로 표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항에 제

학생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은 물론 교사의 신념 또한 변

시되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제안할

화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로도 전통적 수업과의 차별성

수 있도록 개방형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 외에, 프로젝

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는 비록 의욕이 있더라도

트 학습의 실행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

새로운 형식의 학습을 위해 무엇인가를 새롭게 실행한

와 활동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문하였다. 설문 조사는 부

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종종 학생 중심으로 형성된

산·경남 지역 과학고등학교 교사와 과학중점고등학교

학습 환경의 모호성과 역동성을 수용하지 못해 프로젝

영재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트 학습의 실행에 실패한다. 이처럼 교사의 역량은 프로

자료는 교사 특성(성별, 연령, 교직경력 등)별 비교를 위

젝트 학습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학습의 효과를 직접적

한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는

으로 매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기서 교사의

과학영재를 위한 프로젝트 학습의 효과적 실행과 이를

역량은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 뿐 아니라 가치와 태도, 신

위한 교사의 핵심 역량을 도출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

념과 같은 다면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이론적

될 것이다.

검토만으로 그 구체적인 요소를 밝히기 어렵다. 따라서

• Session 4-2

초등과학교과서 전자저작물에 탑재된
멀티미디어 자료 분석

09:30-11:10, 7월 25일(토) / 강의동 204호

지의 분석 준거를 설정하였다. 이 분석틀은 3-4학년
1-2학기, 5-6학년 1학기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2009개
정 과학 교과서의 DVD 형태 전자 저작물 6종 속 784개

1

하지훈 , 신영준

2

1

안산고잔초등학교, 2경인교육대학교

jhha@ginue.ac.kr

의 자료를 대상으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매체 유형
분석에서는 텍스트와 사운드 유형의 비율(28.7%, 18.1%)
이 높았으나, 대체로 모든 유형이 고르게 사용됨을 확인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3-6학년의 과학교과서 전자

할 수 있었다. 발행 차수별로 멀티미디어 자료의 양적 변

저작물에 탑재된 멀티미디어 자료를 분석하여, 각 자료

화를 살펴본 결과 탑재된 자료의 양이 도입 초기 100여

들을 범주별로 분석하고, 멀티미디어 자료의 역할을 밝

개에서 300여개로 현저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멀티미디어 자료의 특징과 기존

교육 목적과 핵심역량 측면의 유형 분석에서는 멀티미

에 이루어졌던 교과서 속 자료 분석 준거를 고려하여 유

디어 자료가 주로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향상을 위해 사

형, 교육목적, 핵심역량, 탐구과정, 영상시간 등 총 5가

용되고 있으나(56.1%, 65.5%), 탐구과정상에서는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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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9.5%)보다는 동기유발 단계(47.0%)에서 주로 제

여 지도하며, 그것의 경향성을 단순한 수치의 비교로 다

시되어 있었다. 멀티미디어 자료 중 재생이 가능한 형태

루는 양상에서 행성의 크기와 태양과의 거리를 동일한

의 자료들의 영상시간별 유형 분석에는 5분 미만 자료의

비율로 통합하여 다루고, 크기와 거리의 경향성을 3차원

비중이 높았다(85.7%). 다만, 동기유발 단계와 탐구 단

행성 모형을 이용하여 직접 체험하게 하는 교수활동의

계로 구분하여 영상시간별 유형의 비율 차이를 확인한

양상으로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행성의 크

결과, 탐구 단계에서 동기유발 단계에 비해 5-10분의 재

기와 거리를 지도할 때 시스템 사고가 반영되어 태양계

생시간을 가진 자료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 구성 요소를 인식하는 수준에서 행성의 크기와 거리

2

(p<.01, χ =13.145**). 전자 저작물의 모듈 구조에 대한

의 패턴을 인식하는 수준 및 크기/거리의 경향에 근거한

분석과 자료들에 대한 유형 분석을 통해 전자저작물에

태양계 행성 모델을 구성하는 수준으로 발달하였다. 행

탑재된 멀티미디어 자료들의 11가지 역할을 확인하였다.

성의 운동에 대한 교사들의 PCK 발달은 행성이 시계반

세부적으로 동기유발에서 교육 목적에 따라 3가지 역할,

대 방향으로 공전한다는 사실과 공전주기가 다름을 전

탐구 활동에서 사용된 멀티미디어 자료의 경우 탐구 과

달하는 수준에서 행성은 북극에서 내려다 볼 때 시계반

정, 교육 목적, 강조된 핵심역량에 따라 6가지 역할로 구

대 방향으로, 그리고 지구에서 볼 때 서에서 동으로 공전

분되었다.

함을 별자리를 배경으로 한 행성의 시운동 관측 결과를
이용하여 지도하는 수준으로 발달하였으며, 주로 공간
적 사고가 적용되었다. 연구 결과로 도출된 초등 교사들

초등 과학교사들의 천문 내용에 대한
주제특이적 PCK 발달과정 : 태양계의
구조와 행성의 운동
2

1

3

2

맹승호 , 이기영 , 박영신 , 이정아 , 오현석

4

강원대학교, 2서울대학교, 3조선대학교, 4서울사대부설중학교

의 태양계의 구조와 행성의 운동에 대한 주제특이적
PCK의 발달과정은 이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사교육 프
로그램에서 경험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
의하였다.

1

seunghom@gmail.com

이 연구에서 우리는 초등 5학년 과학 “태양계와 별” 단원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
2A03045044)

의 수업에서 구현된 초등 과학교사들의 교수활동을 횡
단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태양계에 대한 주제특이적
PCK의 발달과정을 서술해 보고자 하였다. “PCK 발달과
정”은 학생을 대상으로 서술하는 학습발달과정(learning
progressions)과 유사하게 교사들의 교수활동이 발달하

예비 과학교사들의 교육실습을 위한
POCoM(Practical On-site Cooperation
Model)의 활용

는 양상과 그 경로를 PCK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다. 연
구를 위해 서울/경기, 강원, 광주 지역에서 모두 9 명의
초등 교사가 참여하여 5학년 ‘태양계와 별’ 단원의 수업
을 공개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PCK를 주제특이적

김수정, 박종원
전남대학교

raphaela1@hanmail.net

인 교사들의 지식으로 바라보고, PCK를 구성하는 하위

POCoM은 과학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해 개발된 모형이

요소로서 교육과정, 교수전략, 및 평가에 대한 지식으로

다. 이 모형에서는 과학수업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어

구분하였으며, 특별히 천문학적 사고로서 공간적 사고

떤 측면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수업관찰

와 시스템 사고가 교수활동에서 수행되는 양상을 중심

분석틀(KTOP: Korean Teaching Observation Protocol,

으로 참여 교사들의 교수활동을 횡단적으로 비교, 분석

Park et al., 2014)을 활용한다. 수업 관찰 후에는 바로

하였다. 연구 결과, 태양계 행성의 구조에 대한 초등 교

다음 수업에 실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

사들의 PCK 발달은 행성의 크기와 거리를 서로 분리하

선방안을 전문가와 교사가 협의하여 적용하는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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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적으로 진행된다. Park et al. (2015)는 이러한 방법

적용 결과,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와 POCoM을 개발한

을 통해 과학수업이 개선될 수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전문가가 4개의 수업을 함께 관찰하여 분석한 KTOP 결

본 연구에서는 POCoM을 예비 과학교사들의 교육실습에

과를 비교하였을 때, 연구자와 전문가 사이의 분석 일치

적용하여, 적용 효과뿐 아니라, 적용과정에서의 여러 가

도가 약 70%로 나타나, 연구자의 KTOP 분석정도가 양

지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

호함을 알 수 있었다. KTOP을 이용하여 수업에서 개선

육실습에 참가한 4명의 예비교사와 지도 교사를 대상으

이 필요하다고 분석된 영역을 순서대로 보면(가장 높은

로 하였다. POCoM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과학수업

영역 4개 영역), 구성주의(4.25, 최대점 6점) > 협동과 의

개선을 위해 특별히 교실 수업상황을 조절하거나 통제

사소통(4.0) > 개념이해(3.29) > 연관성(2.88) 순이었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장 상황을 사용한다는 것이

1반 수업 후 개선방향을 협의한 후에 2반 수업에 개선방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교육실습이 진행되는 과정을 조

향을 반영한 결과, 수업 개선율이 평균 30%이었다. 이는

절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POCoM을 적용하였다.

이전의 전문가들이 수행한 연구(Park et al., 2015)에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수업은 고등학교 2학년 물리수

나타난 1반과 2반간의 수업개선율 49%보다는 낮았지만,

업으로, 관찰한 수업은 총 6개 수업(50분 수업)이었으

전문가들이 다른 전문가에게 POCoM을 알려주어 적용하

며, 수업 후 실시한 협의는 총 6회(회당 평균 50분)였다.

도록 한 연구(박종원 등, 미발행)에서 나타난 1반과 2반

POCoM을 적용한 6개 수업에 대한 내용과 수업에 참가

간의 수업 개선율 28%와는 유사한 정도라는 것을 알 수

한 예비교사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즉 [표 1]에

있었다. 특히 A 예비교사는 3번의 수업을 하였는데, 이

의하면, 3개의 POCoM 순환이 있었으며, 각 순환은 ‘1차

경우에 수업개선율을 구해 본 결과, 첫 번째 수업과 두

시 수업-수업후 협의-2차시 수업-수업후 협의’의 과정

번째 수업간에는 23%, 두 번째와 세 번째 수업간에는

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각각의 순환은 동일한 수업내용

44%, 그리고 첫 번째 수업과 세 번째 수업간에는 58%로

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반에서 진행되었으며, 지도한 예비

나타나, 한 명의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POCoM을 적용하

교사도 1차시와 2차시가 서로 달랐다(3차 순환의 경우에

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는 동일한 교사였음). 동일한 지도 내용에 대해서

첫번째 수업 후에 실시한 협의회 활동에서 예비교사들

POCoM을 2차시까지 밖에 적용하지 못한 이유나 1차시

이 수업개선을 위한 스스로 협의한 내용이 연구자가 개

와 2차시에서 지도한 교육실습생이 서로 다른 이유는 모

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두 POCoM을 교육실습하는 상황에 있는 그대로 적용했

분석한 결과, 일치 정도가 1차 순환에서는 50%, 2차 순

기 때문이다.

환에서는 69%, 3차 순환에서는 100%로 나타나, 예비교
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수업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한 내용들이 점점 연구자가 KTOP으로 개선이 필요

[표 1] POCoM이 적용된 3개 순환의 주요 내용
구분

1차 순환

2차 순환

3차 순환

하다고 분석한 내용과 일치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년

11학년
정기장과
전기력-쿨롱의
법칙, 전기장,
전기력선

11학년

11학년
빛의 흡수와
방출-선스펙트
럼, 에너지
양자화

그리고 협의한 내용이 실제 두 번째 수업에서 얼마나 개

내용

정전기
유도-정전기
유도, 유전분극

대상

1반*

2반

1반*

2반

1반

2반

교육
실습생

A

B

C

D

A

A

날짜

5월
19일

5월
19일

5월
20일

5월
21일

6월
10일

6월
11일

* 1차 순환에 적용된 1반과 2차 순환에 적용된 1반은 반드시
같은 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선되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협의된 내용들 중 두 번째 수
업에서 완전히 개선된 경우는 9%, 부분적으로 개선된 경
우는 33%였다. 그러나 협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
지 않은 경우도 42%가 있었는데, 이는 한 번의 협의를
통해서는 쉽게 수업이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
단되었다. 실제로 A 예비교사는 3번의 수업을 하여 두
번의 협의가 있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협의된 내용
들 중에서 3번째 수업에서 (첫번째 수업과 비교해서) 완

모든 수업관찰 내용과 협의 내용은 비디오로 녹화되었

전히 개선된 경우가 36%, 부분적으로 개선된 경우가

으며, 녹화된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29%,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가 21%로 나타나, 반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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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POCoM을 적용할 때 (비록 지도하는 내용이 변경되더

[References]

라도) 수업개선을 위한 협의내용이 수업개선에 미치는

Park, Jongwon., Park, Young-Shin., Kim, Youngmin.,

효과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ark, Jongseok., & Jeong, Jin-Su. (2014). The devel-

이 외에 본 발표에서는 POCoM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여

opment of the Korean Teaching Observation Protocol

러 가지 정성적인 특성(예를 들면, 예비교사들이 자신이

(KTOP) for improving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배워서 알고 있는 과학교육이론과 방법을 쉽게 적용하
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POCoM을 적용할 때 지도 내

Journal of Baltic Science Education, 13(2), 259-275.
Park, Jongwon., Kim, Youngmin., Park, Young-Shin.,

용과 지도하는 예비교사가 바뀌어도, 수업이 진행되면

Park, Jongseok., Jeong, Jin-Su. (2015). Development

서 수업이 개선되는 것을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and application of the practical on-site cooperation

또 반복적으로 협의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협

model (POCoM) for improving science teaching in sec-

의가 되더라도 쉽게 개선되지 않는 항목/내용들이 무엇

ondary schools. Journal of Baltic Science Education,

인지 있었다, KOPT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KTOP 분
석이 능숙해 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KTOP 활용에

14(1), 45-63.
박종원, 김영민, 박종석, 정진수, 박영신 (미발행). 과학수

대해 예비교사들의 태도도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었으

업의 실제적 개선을 위한 POCoM (Practical On-site

며, KTOP 활용 대한 지도교사의 의지도 중요한 것으로

Cooperation Model)의 확장.

판단되었다 등)들도 발표하고자 한다.

• Session 4-3

09:30-11:10, 7월 25일(토) / 강의동 401호

1758-1759년 동안의 핼리혜성의 발견
이해 : 전통적인 동서과학문화를 중심으로

online First
Oh, J.-Y., Kim, YS., Kim, CH., Min, BM., & Son,YA.
(2015). SCIENTIFIC INQUIRIES OF GALILEO’S

1

2

3

4

오준영 , 김유신 , 김천휘 , 민병미 , 손연아

5

1

한양대학교, 2부산대학교, 3충북대학교, 4단국대학교,

5

단국대학교

jyoh3324@hanyang.ac.kr

전통적인 동서과학문화를 기반으로, 1758-1759년의 핼

FORMULATION PROCEDURES OF INERTIAL LAW. In
Lorenzo Magnani, Ping Li, & Woosuk Park.(Eds.),

Philosophy and Cognitive Science II: Western &
Eastern Studies(Chapter 11). Heidelberg New York
Dordrecht London: Springer.

리혜성의 귀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천문현상에 대하여, 전통적인 서양에서는 과학
적 모형화를 통한 기계적인 설명이고, 전통적인 동양에
서는 음양사상을 통한 유기체적인 설명이다. 이러한 사
상차이는 동서양 과학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과학은 아름다운가? 과학의 미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학생들이 인식하는
미적 가치의 분석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6
037734).

조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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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미적 가치는 과학적 탐구 및 발견 과정에서의 중

Oh, J. Y. (2015). Understanding Galileo’s dynamics

요한 동기로서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과학의 미적 가치

through Free Falling Motion. Foundations of Science,

는 과학의 내재적 가치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과학의 본

단국대학교

hjho80@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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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측면에서도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에 본 발표

본 논문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는 과학이 가지는 미적 가치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하

건강증진교육을 통한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건강관리

며, 실제 과학의 미적 가치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예비 연

의 방법을 익혀 평생건강의 초석을 마련하고, 학교보건

구를 통해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는 과학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한 보건교육 및 생물교육의 새로

교육, 과학사, 과학철학에서 미적 가치에 대한 주제를

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강원대학교 의학전

다룬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과학의 미적 가치

문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의 초등학

의 의미와 그 범주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실제 과학학습

생 61명을 대상으로 인체탐험캠프를 진행하였고 참가학

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미적 가치가 무엇인지 사례를 조

생들의 건강지식이해도와 건강증진태도에 대해 설문조

사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교양 과목을 이수하는 68명의

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참가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

대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이 아름다운지 선택형 및 자유

어 캠프 사전, 사후, 추후(3개월) 총 3회 설문조사를 실

응답형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시하였고, SPSS WIN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응답은 과학사 및 과학철학 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헌 연

통계처리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들의 건강지식

구를 토대로 단순성, 대칭성, 통일성, 규칙성 등의 미적

이해도와 건강증진 태도 문항에서 사전과 사후(p<0.01)

가치를 참고로 하여 분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

추후 (p<0.05) 세 시기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과정을

생들은 아름답다고 응답한 경우(57.4%)가 아름답지 않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다고 응답한 경우(2.9%)보다 훨씬 많았다. 반면, 과학의

통계처리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모두 유의하게 긍정적

미적 가치는 구체적인 응답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대부

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또한 세 시기별 통계처리 방법에

분 한 가지의 경우를 언급하였다. 게다가 주로 언급된 과

짝지은 두 평균치를 비교하는 대응표본 T검정 처리를 하

학의 미적 가치는 과학의 유용성이었다. 연구 결과를 토

였다. 이에, 참가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로 본 연구는 과학교육에서 과학의 미적 가치가 어떻게

건강증진에 대한 태도 변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r=.737, p<0.01). 결론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강의식
건강증진교육의 형태를 벗어나 주제별 실험, 실습 중심
의 건강증진교육의 시도는 새로운 대안적 생물교육 및

초등학생을 위한 인체탐험캠프가
건강증진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

보건교육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고등학생

임희경1, 박정현2

타진할 필요를 제시한다.

들을 위한 후속 연구를 통해 기초자료로서의 객관성을

1

강원대학교, 2강원대학교

mini-medi@kangwon.ac.kr

• Session 4-4

한 과학고 교사가 수업준비 상황에서 겪는
교과내용지식 이해의 어려움과 해결 과정 :
흐르는 유체를 다루는 상황을 중심으로

09:30-11:10, 7월 25일(토) / 강의동 403호

식(PCK)를 잘 갖춰야 하며, 그 중에서도 교과내용지식
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수업
을 준비하다 보면 교사 스스로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
지 않거나,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충분히 답변

이주현
세종과학고등학교

ljhgumi1@snu.ac.kr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과학
고 교사가 흐르는 유체를 다루는 상황에 대한 수업을 준
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교과내용지식에 대한 이해

수업준비 및 수업진행은 교사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

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

인 역할로서,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용교수지

번째 어려움은 베르누이 정리를 학습자에게 직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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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시키기 위한 설명방법을 고안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것을 보여준

해결하기 위해 흐르는 유체에서의 압력에 대한 정의를

다. 사후 인터뷰를 통한 인식조사 결과, 학생들은 목표

고찰하고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다입자계에서의 입자

를 이루기 위해서는 DBL 과정을 통하여 협력하는 것이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설명모형을 만들었다. 두 번째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어려움은 비행기 날개에서의 양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통해, 과학 수업 동안에 학생들이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

서, 국외에서 발간된 논문들을 검색하여 긴 경로 이론 및

을 경험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디자인 기반 학습이 효

동시 통과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코안다 효과

과적인 교수학습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와 날개에 의해 흐름이 바뀐 공기의 반작용으로 날개에
양력이 작용함을 찾아내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물
리분야에서는 기존의 학교현장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
운 물리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며 각각의 개념을 효과적
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물리교사들의 개념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의 제공
또는 정보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비 과학교사의 탐구지도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 탐구의 인식과 실천 사이의
딜레마 해소를 중심으로
조성민, 백종호
서울대학교

hll14@snu.ac.kr

디자인 기반 학습에서 나타나는
초등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 분석

오랜 기간 탐구는 과학 학습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
되며, 학생들의 탐구 능력 향상은 주요 과제로 여겨져 왔
다. 그러나 탐구의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에서 동의

김 별, 장신호
서울교육대학교

shjang@snue.ac.kr

하는 것과 달리, 교육 실천의 맥락에서 탐구 활동을 온전
히 수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탐구의 역할과 기능
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분분하다. 따라서 탐구를 학습의

이 연구에서는 디자인 기반 학습(Design-based Learning:

맥락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중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비

DBL) 동안에 초등학생들이 나타내는 창의적 문제해결

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초등

는 탐구를 지도하는 교사에 초점을 두고, 예비과학교사

학교 6학년 학생 23명이었으며, 3주 동안 DBL을 토대로

의 탐구에 대한 인식과 실천 사이에서 나타나는 교사로

에너지의 종류, 에너지의 변환, 지레, 경사면 그리고 도

서의 갈등을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연

르래와 같은 에너지에 관련된 개념을 배웠다. 3주 후에

구 참여자는 과학교육 전공의 8명의 대학생들로, 약 1년

학생들은 배웠던 개념들을 바탕으로 루브 골드버그 장

동안 주말 과학 프로그램에서 저소득층 중학생들의 보

치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6명의 학생으로 한 모둠을

조교사와 멘토로 활동하면서, 방학 기간에는 자유로운

이뤄 2주 동안 골드버그 장치를 만들었으며, 그 후에 자

방식으로 담당 학생들의 탐구 활동을 지도하였다. 연구

기 모둠이 제작한 루브 골드버그 장치와 다른 모둠의 장

는 자유탐구에서 수행하는 예비 과학교사의 탐구지도

치들을 평가하였다. 연구자는 학생들의 활동지, 녹화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의 개인면담과 집단

모둠 담화 자료, 비형식적인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면담과 참여관찰 기록, 자기보고서 등을 연구 자료의 분

연구 결과, 초등학생들이 보였던 DBL을 통한 창의적 문

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비교사들은 학

제해결 과정은 비선형적이었으며 하나의 과정이 선형적

습자의 능동성뿐만 아니라 교과 지식과 연역적 절차 역

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생들은 토의과정 후 빠른 시

시 탐구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

간 내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꾸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

고 있었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이 실제로 탐구를 계획하

러한 분석 결과는 DBL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토의할

거나 수행할 때,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인들과 실천 사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 단계로 돌아

의 간극으로 인해 딜레마와 마주했다. 딜레마의 양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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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하는 탐구와 수렴하는 과학’, ‘흥미 중심의 탐구와

학교연못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고양시 80

학습 중심의 탐구’, ‘학습 주체로서의 학생과 부족한 지

개와 파주시 56개 초등학교 전수 조사를 통하여 연못의

식인으로서의 학생’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예비교사

유무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학교연못이라 함은 습지식

들은 결국 교사의 기대와 목적에 부합하는 ‘탐구 수업’을

물이 살고 있는 물이 들어 있는 공간을 모두로 하였다.

구성하여 딜레마를 해소하고자 하는 행동의 특성을 보

조사한 136개 학교중에서 49개학교가 학교연못이 있었

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탐구와 과

다. 학교연못 실태를 연못의 역사, 흙 유무, 연못주변 수

학교사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을 제안하였다.

목조사, 크기, 위치, 햇빛의 양, 식생, 외래종, 경제성,
물공급 용이 등에 따라 수생생물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초등학교 연못을 물이 흐르는 생태연못, 저수형 생태연

초등학교 학교연못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
및 활용방안

못, 분수연못, 시멘트형 연못, 땅속 함지연못, 함지?절
구형 연못으로 구분하였다. 생물종이 다양한 연못은 물
이 흐르는 생태연못, 땅속 함지연못이었다. 두 연못의

박병삼, 권난주
경인교육대학교

byong333@hanmail.net

특징을 살펴보면 흙이 있고, 물과 흙, 숲 등 이 연결되어
있어 주변 생태계와 깊은 관련이 있었으면 학교에서 관
리가 쉽고, 물 공급이 용이한 장소였다. 학교에서는 연

학교에 작지만 연못을 만든다는 것은 작은 습지를 만드

못을 교육적인 측면보다 조경을 위한 측면에서 관리하

는 것이다. 습지는 다양한 생물을 살게 한다. 같은 면적

고 있었다. 학교연못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시멘트와

당 훨씬 많은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돌로 이루어진 연못, 학생들의 접근을 차단한 저수형 연

또한 많은 동물들이 물과 땅을 오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못, 다음에는 학교숲을 만들면서 형성된 생태연못, 벼심

보다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

기를 통한 함지연못, 분수연못, 현재 조금씩 이루어지고

한 식물이 자라는 화단보다도 생물들의 변화 과정을 더

있는 땅속 함지연못 순으로 발달되고 있다. 학교연못의

생동감 있게 관찰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하지

역사는 지금도 교육보다는 전시와 조경위주로 이루어지

만 학교현장은 소생태권인 연못이 없다. 생물단원이 교

고 있다. 과학교과서 생물단원의 내용을 분석하고 실제

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자연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

적으로 학교연못에 있는 식물과 생물을 조사하여 학교

족하다. 연못이 있더라도 전시용이나 생물이 살 수 없는

연못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학교연못의 바람직한 활용

곳, 연못에 늘 물이 부족한 채 쓸모없는 땅으로 방치되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 = = | UQ

POSTER
PRESENTATION
포스터 발표

POSTER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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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18:50, 7월 24일(금) / 강의동 1층

초등과학 전기회로 단원 디지털 교재
개발과 적용 : iBooks Author를 활용하여

ibooks Author를 활용한 초등학생용
생물의 적응 내용 디지털 교재 개발

엄증태, 이난형, 권용주

최지나, 오재영, 권용주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ejt065@gmail.com

na-ojy@hanmail.net

본 연구의 목적은 iBooks Author를 활용하여 초등과학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요

전기회로 단원에 대한 쉽고 직관적이며 다양한 콘텐츠

구되고 있다. 즉, 디지털 융·복합 환경의 지속적 발전,

와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디지털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적 수요 발생, 정보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학

다. 선행연구로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습 사회로의 가속화로 인해 새로운 스마트 교육이 필요

학습내용을 선정하였다. 학생들의 선개념을 과학적 개

한 실정이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스마트 교육을 위한 디

념으로 변화하는데 효과적인 5E 순환학습 모형에 따라

지털 교재의 연구와 개발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전기회로 단원 5차시 분량의 디지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을 위한 디지털 교재를 개발하는

털 교과서를 개발하였다. 저작도구로는 Mac PC에서 구

데에 있다. 주제는 생물의 적응 관련 내용으로 총 7차시

동하여 전자책을 개발할 수 있는 iBooks Author를 사용

분량의 수업으로 구성되었고 개발 기기는 Macbook Air,

하였고 갤러리, 키노트, 미디어, 대화식 이미지, 팝오버,

저작도구는 ibooks Author를 활용하였으며 Macbook 및

HTML등의 다양한 위젯을 활용하여 텍스트와 함께 동영

iPad로 실행할 수 있다. ibooks Author에서 기본으로 제

상, 애니메이션,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Bookry의

공되는 위젯에는 갤러리, 대화식 이미지, HTML, Key-

Before and After, Browser, Checklist, Form Builder,

note, 복습 등이 있다. 갤러리와 대화식 이미지 위젯을

Maze, Notepad, Sketchpad, Quiz Builder, Youtube,

이용해 다양한 사진 및 그림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하였

Hype, 구글문서도구 등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업결

으며 HTML 위젯을 이용해 Bookry 위젯을 삽입하여 다

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 과정에서 풍부한 멀

양한 멀티미디어 효과를 추가하였다. Keynote 위젯을

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개념 이해를 돕고, 다양한 위젯을

이용해 실험 방법이나 중요한 내용을 학생들이 클릭하

통해 개별화된 실험을 하고 생각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

여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복습 위젯을 이용해 차시별 배

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교재개발에 사용된 사진, 그

운 내용을 평가하였다. Bookry에서 제작한 위젯은

림, 동영상 등의 자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게 직접

Notepad, Checklist, Slider puzzle, Form builder, Spot

촬영하거나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자료를 수집하고

the difference, Sketchpad 등이 있다. Notepad 위젯은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개발된 교재는 정영식(2008)이

중요 내용을 메모하는 노트 기능으로 Checklist는 차시

개발한 디지털교과서의 평가 준거 중 사용자 영역 평가

마다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는 기능으로 활용하였

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검색

다. Slider puzzle, Form builder, Spot the difference,

의 용이성 부분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아

Sketchpad 등의 위젯을 활용해 학생들의 동기유발 및

이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디지털 교재를 완성하

보고서 작성, 그림 그리기 등 기본 위젯에서 할 수 없는

였다. iBooks Author를 활용할 경우 교사가 쉽게 디지털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 외에 활용한 어플리케이

교재를 제작할 수 있고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넘어선

션 및 프로그램은 Evernote, Mindmaple, Safari 등이

교과서가 구현 가능하며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있다. Evernote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녹음 등의 기능

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을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한 후 동료들과 자료를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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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Mindmaple로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고

한 연구들로 진행되어 아동의 발달경로를 알아보는데

Safari를 활용해 즉각적인 정보 탐색이 가능하도록 하였

무리가 있었으며, 학생의 오개념을 파악하여 단순히 이

다. 개발된 디지털 교재를 활용한 수업에는 과학 지식 생

를 수정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등학

성울 위한 SMART 학습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디지털 교

생부터 대학생까지 전 학령기에 걸쳐 학생들이 가지고

과서 평가 준거를 활용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

있는 부력에 관련된 개념을 키워드 분석을 통해 조사하

하였다. 그 결과 교사 평가는 내용 및 자료면에서는 높으

고, 부력에 대한 개념이 발달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학

나 디자인면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학생 평가는 학습에

습 발달 과정(Learning Progression)을 개발하여 올바

대한 정의적 영역과 정보 탐색면에서 높게 나타났다. 편

른 과학개념을 얻기 위한 교수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초

리한 이용을 위한 스마트 교재 구성 및 심미적인 부분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응답한 개념 키워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패드의 활용을 위한 교사

드는 모양, 부피, 무게, 재질, 공기의 유무, 밀도, 부력

와 학생의 역량을 키운다면 본 디지털 교재를 활용한 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무

업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과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

게와 부피의 키워드를 사용한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고

로 학습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 초등

등학생 이상은 밀도, 대학생은 부력의 개념을 이용하여

학생을 위한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응답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밀도 또는 부력개념을 사용
하여 응답한 학생은 다른 문항에서도 꾸준히 같은 개념
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

부력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발달 과정 분석

제마다 다르게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응답에 사용하는
개념이 다르게 나타났다.

송그론, 백성혜
한국교원대학교

ronyhoya@naver.com

KLU note 활용을 통한 대학생의 메타인지
능력 변화와 효과

부력 개념은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의 6학년에서 다루
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이후 2007년 개정된 교육
과정에서는 6학년의 ‘물속에서의 무게와 압력’단원을 삭
제하고, 부력과 관련된 내용을 7학년(중학교 1학년) ‘힘

방유경, 최혁준
한국교원대학교

bangyk82@gmail.com

과 운동’단원으로 이동시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부력

물리교육에서 자기반성을 통한 메타인지 활동의 중요성

개념을 다루었다. 그러나 2009 개정교육과정 부터는 부

이 강조되었다.(박종원, 1992; 고광병, 2005) 특히 인지

력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는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거

적 모니터링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생이 배웠으나 아직

의 다루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목욕탕, 수영장 등의 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에서 부력과 관련된 현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배가

고 밝혀졌다. (고광병, 2005) 메타인지 활동을 위해 개발

물위에 뜨는 현상 등 부력과 관련된 여러 현상을 일상생

된 수업 모형(박종원, 1992; 고광병, 2005; 이은주,

활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일상 경험을 통하여 학생

2009)은 교사 주도적이며 특정 단원에 대한 활동지로 국

들은 물체가 뜨고 가라앉는 현상에 대한 직관적 개념을

한 되어 있어 학습자 스스로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 시키

가지게 되지만 이는 대부분 과학적 개념이 아닌 경우가

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물리교육에서 메타인지 능력

많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개념을 교수?학습

향상을 통해 학습촉진 중요성이 강조되나 구체적인 실

을 통해 과학적 개념으로 바꿔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

행 전략 제시는 미흡해 보인다. 이에 메타인지 능력을 향

존의 부력에 대한 개념이해 연구들은 적은 수의 인원을

상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수업 내용에 대해 자기질문 기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거나, 같은

회를 제공하는 전략인 KLU note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

학교급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단기간의 학습 효과에 대

는 KLU note 활용으로 인한 학습자 메타인지 능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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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고 KLU note 작성으로 얻는 효과와 작성 시 어

과학중점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제연구는 고등학생

려움, 그리고 작성 후 활용 내용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들의 과학의 본성, 과학 탐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탐구
능력 및 보고서 작성 방법을 배우고, ‘물리’, ‘화학’, ‘생
명과학’, ‘지구과학’, ‘수학’ 등의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초등 5~6학년 과학 교과서의 과학 모델
분석

심화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토론 및 조사 연구를 통해
과학의 본성 및 과학의 연구 분야를 탐색하고, 실험 실습

배주영, 강남화

활동을 중심으로 과학 탐구기능을 과학 연구 수행과정

한국교원대학교

과 연계하여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qwd0320@naver.com

전국 100개의 과학중점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제연

본 연구는 과학 교과서를 과학적 모델과 모델링의 관점

구의 운영 유형, 과제연구의 수와 참여 학생 수, 과제연

에서 분석함으로써 교과서 집필자가 교사로서 과학적

구 운영에 대한 어려움, 과제연구 지도시의 어려움, 과

모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를

제연구 수행시의 학생들의 어려움 등을 조사하였다. 이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

를 통하여 고등학생 과제연구 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

등 5~6학년 과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과학적 모델의 유

공하고자 하였다. 과학중점학교에서는 67% 정도가 동아

형과 모델링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용

리 또는 방과후 활동과 연계된 비교과 형태로 과제연구

영역별 단원에서 나타난 모델링의 양상을 정리한 결과

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심화과목 형태의 교과내 과제연

는 다음과 같다. 교과서의 각 차시 탐구 활동에 활용되는

구로 운영하는 경우는 다소 적게 나타났다. 고등학생 과

모델로서 비유 모델, 실체 모델, 복합 모델, 수학적 모

제연구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도할

델, 시뮬레이션이 있으며, 교과서 내용에 사용된 표상

교사 수의 부족이었으며, 지도시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학

매체로는 언어적 모델과 시각적 모델이 있다. 물리 영역

생들의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

단원에서는 수학적 모델과 복합 모델이 주로 사용되었

생들이 과제연구 수행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도 고등

고, 화학 영역 단원에서는 입자적 관점이 반영된 비유 모

학생들이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

델이 사용되었다. 생물 영역 단원에서는 역할놀이를 통

한 보다 실제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 비유 모델과 실체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지구과학 영
역 단원에서는 실제로 관찰하기 어려운 천체 현상 등을
설명하기 위해 실체 모델, 시뮬레이션이 각각 사용되었
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원 집필진에 대하여 영역

소집단 구성에 따른 7학년 광합성 개념의
지위 중복 변화

또는 주제에 따른 과학적 모델과 모델링의 특성과 그 적
장혜지

용 양상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경북대학교

habln@hanmail.net

과학중점학교의 고등학생 과제연구 운영에
대한 기초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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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철 , 김종희 , 박종석 , 손정우 , 이기영 , 이봉우 ,
차정호 , 최재혁
1

공주대학교, 2전남대학교, 3경북대학교, 4경상대학교,

5

강원대학교, 6단국대학교, 7대구대학교

skcshim@kongju.ac.kr

이 연구의 목적은 광합성과 관련된 과학 개념 학습에 있
어 어떠한 소집단 구성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소집단은 학습 능력을 기준으로 이질 소집
단과 동질 소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동질 소집단은
다시 동질 상위 소집단, 동질 중위 소집단, 동질 하위 소
집단으로 나뉜다. 연구는 시 · 군 지역 소재의 7학년 44
학급을 섭외하여 광합성 단원의 수업 전과 후에 설문 조
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 시기는 각 학교의 진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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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2014년 5월부터 10월에 걸쳐 완료되었다. 제대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과학교사들이 수

로 작성되지 않은 설문지를 모두 제외한 총 1,107명의 결

업모형 활용 수업을 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상황에 놓여

과를 바탕으로 광합성과 관련된 개념들의 개념 지위 중

있다는 것과 예비과학교사는 수업모형을 활용한 수업을

복 그래프를 그려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

시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과 같다. 4개 소집단들의 개념의 지위 중복 그래프에

둘째, 중학교 과학 수업의 수업모형 적용 시 가장 용이한

서 수업 후에 학생들의 이해수준이 모두 향상되었음을

모형과 가장 어려운 모형의 선택에 있어서 현장과학교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4개 소집단들이 개념 지위

사와 예비과학교사의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었다. POE

중복 그래프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

는 현장과학교사들에게 적용하기 가장 어려운 모형이었

질 소집단과 동질 상위 소집단은 그래프에서 개념들의

지만 예비과학교사들에게는 가장 용이한 모형으로 선택

지위가 높은 반면, 동질 중위 및 하위 소집단은 지위가

되었다. 따라서 현장과학교사와 예비과학교사가 수업모

낮아 개념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형을 활용한 수업을 하더라도 모형의 선호도가 다르다

에 이 연구는 학급 내 과학 개념 학습에서 이질 소집단을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협동학습모형의 경우 현장

사용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학교사와 예비과학교사 모두에게 용이한 모형으로 언
급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서 협동학습이 중요하
게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과학 수업에서 현장교사와
예비교사의 수업모형 활용에 대한 어려움
분석

셋째, 중학교 과학 수업에서 수업모형 활용 시 현장과학
교사와 예비과학교사 둘 다 주된 어려움은 학습자 고려
와 상황 고려의 측면이었다. 학습자 고려 측면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수업모형 활용 수업으로는 학습자마다 다양

윤지민, 용민준
단국대학교

yhlee2014@dankook.ac.kr

한 인지 구조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상황 고려
측면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부족한 교수학습의 시간, 자
료 및 기자재의 부족 및 준비의 복잡함 등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과학 수업에서 현장교사와 예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제 현장에서 수업모형을

비교사의 수업모형 활용 수업에 대한 어려움과 그에 따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과학교사들을

른 원인을 분석하여 과학 수업에서 교사의 수업 능력, 즉

위해 현장과학교사가 수업모형 적용 수업을 할 수 있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선점을 찾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

록 적절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기도 소재 D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문화적․물적 지원 역시

30명의 예비과학교사와 본 연구자들이 교생실습을 다녀

검토하여 수업모형 적용 수업을 통해 학습자에게 질 좋

온 중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현장과학교사 9명을 대상으

은 수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과학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사들의 수업모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

우선, 과학수업모형과 관련된 기존 문헌과 교과교육학

로 수업모형 관련 연수나 토론 등을 통해 수업모형 수업

적지식(PCK)와 관련된 기존 문헌들을 근거로 하여 예비

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교사와 현장과학교사가 수업모형을 활용하여 수업

그리고 예비과학교사들에 있어서는 우선 수업모형에 대

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용하기 용이한 수업모형

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예비과학교사들의 전문성

과 가장 사용하기 어려운 모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과

향상을 위해 수업모형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수․학습 자

학수업에서 수업모형을 활용하여 수업하기 어려운 점과

료를 개발하여 예비과학교사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그에 따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와 면

활용됨은 물론 정확한 수업모형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도

담문항지를 개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설문지와 면담

와야 할 것이다.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째, 현장과학교사와 예비과학교
사 둘 다 수업모형을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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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의 다양한 수업 모형 개발에 대한
인식 및 상호 평가 내용 분석

협력적 멘토링에서 나타나는 멘토교사의
상호작용 특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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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비 교사들이 다양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면

이 연구는 초임과학교사의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

서 느낀 이해의 정도, 개발의 어려움, 장단점 인식 및 추

한 협력적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토교사의 상

후 실제 수업에의 적용 의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

호작용 특징을 분석하고, 멘토링 경험이 증가할수록 특

에 참여한 예비 교사는 중등 생물을 전공하는 대학교 3

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협력적 멘토링

학년 학생 16명이었으며, 이들이 개발, 발표, 상호 비평

프로그램은 멘토와 멘티교사의 상호 협력을 강조한 것

한 수업 모형은 발견학습모형, 개념교환학습모형, 탐구

으로 4가지 개념 요소와 5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

학습모형, 협동학습모형이었다. 수업모형에 대한 이해

연구에 참여한 멘토교사는 2년간 협력적 멘토링 프로그

정도는 개념교환학습모형만 대체로 어렵다고 인식하였

램에 참여한 박사 및 박사과정 재학중인 중등 과학 경력

고 나머지는 보통 정도로 인식하였다. 수업모형 개발의

교사 4명이었고, 각 멘토들의 멘토링 경험 1년차와 2년

어려움은 협동학습모형이 보통 수준이었고, 탐구학습모

차일 때 해당하는 멘티교사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형, 발견학습모형, 개념교환수업모형의 순서로 더 어려

멘토교사와 멘티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대일 멘토링

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모형 개발에 의한 이해 증

팀을 구성하여 일년 간 다섯차례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진의 정도는 개념교환학습모형이 가장 증진되었으며 그

각 멘토링 대화에 대한 멘토링 대화 전사본을 수집하여

다음 발견학습모형, 탐구학습모형, 협동학습모형의 순

멘토링 대화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특징을 분석하였

이었다. 각 모둠이 만든 수업 모형에 대한 평가 활동이

다. 분석 결과로는 첫째, 멘토교사의 도입 형태에 따라

각 수업 모형의 장단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는

멘티교사의 반응 형태가 결정된다. 멘토링 대화에서 멘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각 수업 모형을 실제

토교사가 지원이나 단순질문으로 도입하면 멘티교사는

수업에 적용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대체로 단순반응을 했으며, 멘토교사가 사고질문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업모형을 실제 수업에 적용

도입하면 멘티교사는 반성 및 반성적 실천을 하는 비율

할 경우에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으로는 ‘현재 지

이 높았다. 둘째, 멘토교사들은 1년차 멘토링보다 2년차

식형 수업 모형에 익숙해진 관행의 문제’, ‘필요한 모형

멘토링에서 사고질문을 사용한 비율이 높아졌으며, 이

에 대한 학교에서의 지원에 대한 의심’, ‘학생들이 거부

에 따라 멘티교사의 반성 및 반성적 실천을 이끌어내는

감’, ‘입시 위주의 교육’, ‘교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효과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지기

발생에 대한 두려움’, ‘여러 수업 모형 적용 시 지식 획득

위해서는 멘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멘토링에 참여할 수

의 효율성 저하’,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지도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멘토교

어려움’. ‘교육과정 범위의 소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

사는 멘티교사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도록 멘토링에서

한 결과를 볼 때 다양한 수업모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할

적절한 질문이나 피드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때는 극복해야할 난관이 수없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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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규 과학 수업에 STEAM 프로그램을 적

예비과학교사들의 모델링에 대한 인지과정
변화를 통한 모델 형성 능력의 탐색

용하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 창의적
인성, 융합에 대한 태도 및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학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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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남학생으로 2개반은 실험반, 2개반은 비교반으로
선정하였다. 수업 처치는 ‘Ⅱ.물질의 특성’과 ‘Ⅵ.일과 에
너지 전환’ 단원을 총 13차시에 걸쳐 실험반은 STEAM

이 연구에서는 예비과학교사들의 모델 형성 능력을 알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을 실시하였고, 비교반은 교과

아보기 위하여 모델링에 대한 인지과정 변화를 분석하

서 중심의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였다. 모델 형성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광역시에 위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TEAM 수업이 학생들의 과

한 사범대학 1학년 학생들 21명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학 관련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부터 6월까지 5개 주제로 논의 기반 일반화학실험 수업

났다(p<.05). 하위 영역별로 보면 과학 탐구에 대한 태도

을 진행하였다. 모둠 구성을 위해 42개의 선다형 문항으

를 제외한 과학적 태도의 수용, 과학에 대한 취미적 관심

로 구성된 화학개념검사를 실시하여 이질적인 모둠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둘째,

구성하였다. 학생들의 모델링에 대한 인지과정 변화를

STEAM 수업이 학생들의 창의적 인성을 향상시키는데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인터뷰, 중간인터뷰, 사후인터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p<.05). 특히, 하위 영

를 각각 20분간 진행하였다. 사전인터뷰는 논의 기반 일

역 중 호기심, 사고의 개방성, 판단의 독자성 영역에서

반화학실험 수업을 적용하기 전에 실시하였고, 중간인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 셋째, STEAM 수업이 융합에 대

터뷰는 2개 주제에 대한 논의 기반 일반화학실험 수업을

한 태도의 모든 하위 영역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적용한 후 진행하였다. 중간 인터뷰에서는 모델링 작성

것으로 나타났다(p<.05). 넷째, STEAM 수업이 학생들의

의 어려움과 해소방안, 모델링 수행 전략에 대하여 질문

성적별 하위 집단에서만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효

하였다. 사후인터뷰는 5개 주제에 대한 논의 기반 실험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상위, 중위 집단 학

수업을 모두 진행한 후 실시하였으며, 모델과 모델링에

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하고 심화된 형태의 STEAM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모델 형성에 대한 어려움 및 해소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활용이 계속되어야겠다.

전략에 대해 질문하였다. 모델 형성 능력의 탐색을 위해
서 논의 기반 일반화학실험 결과보고서의 모델링 항목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델링 작성 과정에서 자신이 가
지고 있는 지식을 점검하고, 그 지식을 수정하여 평가하

예비과학교사들이 과학을 좋아하게 된
경험의 특징과 영향

는 과정에서 메타모델링 측면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학생들이 모델을 형성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효정, 김희경
강원대학교

heekyong@kangwon.ac.kr

STEAM 프로그램을 적용한 과학 수업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
‘물질의 특성’과 ‘일과 에너지 전환’ 단원을
중심으로
이지현, 우애자
이화여자대학교

pone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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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육에 있어서 경험의 중요성은 자주 언급되어 왔
으나, 특정 경험과 흥미, 관심, 태도와 같은 정의적 영역
에 대한 관계만을 파악할 뿐 과학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
로 경험 자체를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
적은 예비과학교사들이 과학을 처음 좋아하게 된 경험
의 특징과 영향을 알아보고, 예비교사들이 지향하는 수
업의 모습과 과학을 좋아하게 된 경험의 관련성을 조사
하여 과학교육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POSTER PRESENTATION(포스터발표)

지방소재의 국립대 사범대학에 재학중인 과학교육전공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에서 학업 성취도와 정의적 영역

학생 95명을 대상으로 과학을 처음 좋아하게 된 경험을

에서 과학에 대한 태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및 과학

서술하도록 한 후, 이러한 경험이 과학을 좋아하고, 전

적 탐구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기도 소재

공을 선택하는데 준 영향을 5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자연과정 2학년 4개 학급의 142명

다. 또한 과학을 좋아하게 된 경험이 학교 현장에서 과학

을 대상으로, 2개 학급은 플립드 러닝을 기반으로 한 탐

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5점 척도로 표기

구 수업을 적용하는 실험집단으로 나머지 2개 학급은 전

한 후, 구체적인 수업방법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분석

통적 강의 중심의 수업과 확인실험을 적용하는 비교집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과학교사들이 과학을 좋

단으로 하였으며, 수업은 총 10차시에 걸쳐 이루어졌다.

아하게 된 경험은 ‘자연이나 과학을 좋아한 경우’와 ‘과

측정 도구로 화학 과목의 학업성취도, 과학에 대한 태도

학적 이해를 통해 좋아한 경우’로 분류 되었다. 자연이나

검사지, 과학 탐구 능력 검사지, 자기 주도 학습 능력 검

과학을 좋아한 경우(5%)는 ‘생명현상’, ‘일상의 수준을

사지를 활용하여 사전 ․ 사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벗어난 확장된 경험’으로 분류되었으며, 과학적 이해를

실험집단에서 수업 후 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통해 과학을 좋아한 경우(95%)는 ‘앎의 기쁨’, ‘학습의 확

본 연구의 결과, 첫째, 학습 환경에 따른 화학과목의 학

인’, ‘실용성’, ‘세상의 재인식’으로 분류 되었다. 과학적

업 성취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분석(ANCOVA)

이해를 통해 과학이 좋아진 경우에 ‘앎의 기쁨(55%)’과

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유의한 차이

‘학습의 확인(26%)’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가 나타났다(p<.05). 둘째, 학습 환경에 따른 학생들의

같은 분류를 통해 과학을 좋아하게 된 경험의 대부분은

과학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분석

학교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과학 지식에 대한 이해가

(ANCOVA)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유

높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셋째, 학습 환경에 따른

할 수 있었다. 둘째, 예비과학교사들이 과학적 이해를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통해 과학을 좋아하게 된 경우에 느낀 감정으로 ‘성취

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과 비

감’, ‘신기함’, ‘호기심’, ‘즐거움’ 등이 있었으며, 그중에

교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넷째, 플립

서 성취감(4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과학을 좋

드 러닝을 기반으로 한 탐구 수업이 과학적 탐구 능력을

아하게 된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선생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실험집단과

님’을 언급(35%) 했다. 넷째, 과학을 좋아하게 된 경험이

비교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

그 이후로도 과학을 좋아하고, 전공을 선택하는데 긍정

살펴보면 기초적 탐구 능력에서는 관찰과 측정, 통합적

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과학교사의

탐구 능력에서 가설설정과 일반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79%는 자신이 경험한 과학 경험의 기억을 살려 앞으로

나타났다(p<.05). 이상의 연구 결과는 플립드 러닝을 활

현장에 나아가 수업을 하고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한 탐구 수업이 화학 학습에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
이며, 새로운 전략으로서 탐구 수업 방식의 변화가 화학
수업에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등 화학 교육에서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을 기반으로 한 탐구 수업의
적용과 효과
유옥희, 우애자
이화여자대학교

okkic@hanmail.net

데 그 의의가 있다.

‘두 풍선 실험(Two-balloon experiment)’
에 대한 고등학생과 예비과학교사의 이해
탐색
박세희, 윤희숙

본 연구에서는 중등 화학 교육에서 플립드 러닝을 기반
으로 한 탐구 수업 환경과 전통적 수업 환경을 적용하여

강원대학교

tpgml1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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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은 학생들에게 친숙하며 기체의 압력, 부피, 고무의

문지 분석 결과, 실험 전 고등학생들의 풍선의 부피 변화

탄성 등 다양한 과학적 탐구거리를 제공한다. 크기가 다

예측은 ‘두 풍선의 크기가 같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45명

른 풍선 두 개를 긴 호스로 연결하고 콕을 막아두었다가

이었으며, 이 응답에 대하여 ‘풍선 속 공기의 양이 많기

열었을 때 두 풍선의 크기 변화를 다루고 있는 ‘두 풍선

때문에 압력이 더 클 것이다’는 설명이 22명으로 가장 많

실험(Two-balloon experiment)’은 풍선의 내부 압력 변

았다. 실험 후 고등학생들의 풍선의 부피 변화 이유에 대

화와 기체의 압력과 탄성에 관련된 탐구의 소재가 될 수

한 응답으로 ‘작은 풍선이 고기압이고 큰 풍선이 저기압’

있다. 실제로 ‘두 풍선 실험’은 물리교육에서 흥미로운

이라고 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무응답이거나 보

실험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과학자 집단에서도 풍선의

일의 법칙을 언급하고 있었다. 예비교사들의 응답을 비

반지름에 따른 내부 압력 변화양상과 그 이유에 대한 이

교해 본 결과, 화학교육전공의 경우에는 두 풍선의 부피

론적인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풍선

변화를 평형이나 기체분자의 충돌로 설명하고 이상기체

실험’을 활용한 탐구 실험 자료를 개발을 위한 사전 작업

상태방정식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질문지에서는

으로서 이 현상에 대한 고등학생과 예비교사의 이해를

언급하지 않았던 탄성의 개념이 소그룹 토의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지역 고등학생 55명

나타났다. 반면 물리교육전공의 경우 이상기체 상태방

과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화학교육전공과 물리교육전공

정식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소그룹 토의 초기 단계에서

예비교사 14명을 대상으로 ‘두 풍선 실험’ 관찰 전과 후

부터 탄성의 개념을 비교적 쉽게 도입하는 경향을 보였

에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풍선의 크기 변화와 그 이유

다. 이 결과를 통해 ‘두 풍선 실험’에 대한 이해에서 나타

에 대한 이들의 응답을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예비

나는 고등학생과 예비과학교사의 대체적 개념을 살펴볼

교사의 경우 질문지를 작성한 후에 소집단의 토의를 수

수 있으며, 향후 탐구실험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데 도움

행하게 하고, 이를 전사하고 분석하여 현상에 대한 예비

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교사의 설명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질

• Session 1-2 과학교사교육

예비화학교사의 원자모형의 적용에 대한
탐색

17:50-18:50, 7월 24일(금) / 강의동 1층

은 오비탈 모형이 가장 최근의 모형이고, 원자의 주기성
을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보어모형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화학예비교사들은

안성원, 박세희, 윤희숙
강원대학교

tpgml1002@naver.com

오비탈 모형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풀
이에서는 보어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들은 보어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성질에 대해서 오답을 제시하였으며, 오

본 연구의 목적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비교하는 문제

답을 인식한 후에도 보어모형을 고수하려고 하였다. 보

해결과정에서 화학예비교사가 어떠한 원자모형을 적용

어모형과 현대모형을 혼용하는 화학예비교사들은 원자

하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의 주기가 다른 경우처럼 오비탈모형으로 설명하지 않

를 위해 12명의 화학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원소의 주기

아도 되는 문제는 보어 모형으로 설명하고, 설명이 안 되

적 성질인 원자반지름, 원자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

는 경우에는 오비탈 모형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였

도를 비교하는 질문지에 답하게 하고, 면담을 통해 이들

다. 대체로 화학예비교사들은 보어 원자모형을 염두에

의 원자모형의 적용 양상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원인들

두고 문제 해결에 접근하려고 하며, 이는 보어모형이 오

을 살펴보았다. 질문지 조사 결과 현대 원자 모형인 오비

비탈 모형보다 설명이 구체적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선

탈 원자모형을 적용하는 그룹, 보어모형을 적용하는 그

호하는 것으로 보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보어모형과 현

룹, 이 두 모형을 혼용하는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대적인 원자모형인 오비탈 모형에 대한 화학예비교사의

면담 결과, 오비탈 원자모형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그룹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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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1-3 통합과학교육

중 · 고등학교 화학 교과와 수학 교과의
학습 내용과 성취도 연관성 분석

17:50-18:50, 7월 24일(금) / 강의동 1층

및 화학 교과서에는 수학적 함수의 이해를 비롯하여 기
본적인 수학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그래프들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교과서 그래프 세부 내용을

최현경, 우애자
이화여자대학교

gusrud4722@ewhain.net

TOGS 분석틀 및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화학 교
과에 나타나는 그래프들은 수학적인 해석과 더불어 그
래프의 경향성과 내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과학적으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과학 및 화

로 연관 지어 사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

학 교과서 각 2종의 화학 영역을 중심으로 수학과 연관

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합적 안목과 과학

된 내용을 학습 시기와 제시 형태별로 분석하여 두 교과

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학2’,

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학교 3학년 129명의 학

‘화학Ⅱ’교과서에는 2개 이상의 그래프를 비교 분석하는

생들을 대상으로 화학 분야와 수학 분야의 성취도 검사

그래프가 많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두 변수 간의 관계

를 통해 두 교과 간 성취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를 일반화하는 과정의 학습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고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학 교과

차원적인 해석 능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프의

내용에 다양한 수학 내용이 연관되어 있었고, 이러한 부

작성 활동은 저학년일수록 안내 수준이 높았고, 고학년

분의 학습에 있어서 다양한 수학적 학습 능력이 필요로

으로 갈수록 안내 수준이 낮아지고 있었다. 또한 그래프

하고 있었다. 화학 교과 내용에 연관되는 수학 교과 내용

의 작성 활동의 비중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여 고

을 학습 시기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대체로 수학 교과에

학년일수록 그래프의 해석 활동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

서 이미 선행된 내용을 다루고 있었기에 학습에 별다른

지고 있었다. 셋째, 화학 분야와 수학 분야의 성취도 검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였으나 화학 교과와 연관

사를 실시한 결과, 비례·반비례 영역과 함수 영역의 경

된 수학 교과 내용의 학습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

우 화학 분야의 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계산 영역

을 겪을 수 있는 부분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은 수학 분야의 성취도가 더 높았고, 특히 계산 영역은

화학 내용에서 수학과 밀접한 연관성이 나타남에 따라

다른 영역에 비해 두 분야 간 평균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

중·고등학교 과학 및 화학 교과서에서 수학과 연관된 내

다. 두 분야의 성취도 총점에서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

용의 제시 형태가 단원별, 출판사별로 어떻게 나타나는

고(=.826), 비례·반비례(=.526), 함수(=.690), 계산

지 살펴보았다. 우선 공식, 계산, 단위, 표, 그래프의 대

(=.738)의 각 하위 영역별로도 두 교과 간 상관성이 뚜렷

표적인 다섯 가지 형태로 나누어 그 빈도를 분석한 결과,

하게 나타나고 있었다(<.05). 이처럼 화학 교과와 수학

중학교 ‘과학’교과서에는 단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

교과는 학습 내용과 성취도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연관

났고, 계산과 그래프의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은 두 교과 간의

고등학교 ‘화학Ⅰ’과 ‘화학Ⅱ’교과서에는 계산과 단위의

상호 연관성을 깊이 인식하여 효율적인 교수-학습이 이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중·고등학교 과학

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Session 1-4 과학문화교육

과학관 전시물의 과학기술 관련 이슈 반영
정도 분석
박주은
경북대학교

jooeun727@gmail.com

17:50-18:50, 7월 24일(금) / 강의동 1층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과학관 전시물의 전시 주제 및
내용을 과학기술 관련 이슈의 반영 정도를 분석하고 과
학관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상설전시관의
전시물들을 조사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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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과학기술국민이해도 조사’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다. 둘째, 과학관별 특화된 전시주제가 있는 만큼 전시

관련 이슈의 중요도와 이해도를 기준으로 과학관의 전

물들이 특정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편중되어 분포하고

시물의 전시주제를 분류하고, 반영정도를 분석하였다.

있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기후변화가 7점(5.7%)으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관 전시물이 많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에너지부족/고갈이

과학기술 관련 이슈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체적

2점(1.6%), 유해물질, 나노기술, 물부족이 각각 1점

으로 국립대구과학관은 총 123점의 상설전시관 전시물

(0.8%)씩 분포하고 있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자연재해

들 중에서 12점(9.8%)이 과학기술 관련 이슈를 반영하고

가 5점(3.2%)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있었으며, 국립과천과학관은 총 155점의 상설전시관 전

환경오염, 질병, 유전자조작, 줄기세포 연구, 나노기술,

시물들 중에서 11점(7.1%)이 과학기술 관련 이슈를 반영

식량이 각각 1점(0.6%)씩 분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시물의 잦은 교체가 힘든 만큼

양한 과학기술과 관련한 이슈를 반영한 전시물의 개발

과학기술 관련 이슈가 반영된 전시물과 관련한 다양한

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전시물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람객의 의견을 소통할 수 있도록

램을 마련해야 하겠다.

한다면 과학관이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 Session 1-5 과학교육과정

미국 Nature-Study 사상의 한국 도입에
대한 역사적 고찰

17:50-18:50, 7월 24일(금) / 강의동 1층

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1년에 일본의 ‘자연과’에 영향
을 받은 과학교과서가 발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931
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初等理科書 卷一｣의 내용체

박다혜, 박종석
경북대학교

merya17@naver.com

계가 이전의 과학교과서와 확연하게 달라진 동시에 일
본에서 ‘자연과’를 적용한 세이죠(成城)소학교와 세이케
이(成蹊)소학교의 ‘자연과’ 교재와 유사한 점으로부터 유

이 연구의 목적은 유럽의 교육사상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추할 수 있다. 이들 교재는 학습 장소로서 학교 정원을

형성된 Nature-Study가 우리나라 초등 과학교육에 미친

강조하였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단원을 구성하였으며

영향을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

단원명을 ‘계절+소재’ 형태의 형식으로 진술했다는 공통

는 과학교육의 방향과 의미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문헌

점이 있다. 이러한 단원의 구성 양식은 이후 1945년까지

연구로 이루어진 이 연구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국가

발간된 ｢初等理科 卷一, 二｣, ｢自然の觀察 1-3學年｣,

기록원, 국가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 Internet Archive

｢初等理科 4-6學年｣에서도 유지되었다.

Digital Library, National Archives of Japan과 같은 웹

1, 2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자연 공부｣와 ｢과학 공부｣의

사이트, 일본 히로시마 대학 도서관 등을 통해 자료를 수

구성 체계를 절충해 단원은 과학의 분야에 따라 구성하

집하고 이를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하였다.

였지만 각 단원에 포함된 주제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

Nature-Study는 1889년 미국에서 잭만에 의해 학교교

도록 구성하는 것으로 Nature-Study 사상이 이어졌다.

육과정으로 정립된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의 한 방법으

그러나 3차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이전의 Nature-

로 1920년대까지 대유행하였고 1900년대 초 일본 과학

Study적인 특징은 사라지고 학문 중심적인 형태로 내용

교육에 도입되면서 동양에 전파되었다. 일본에서는 저

체계가 변화되었다. 이 시기부터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단

학년 과학 교육 폐지를 계기로 ‘자연과(自然科)’라는 과

원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직접 자연을 경험하도록 하는

목이 신설되면서 Nature-Study 사상이 도입되었다. 그

Nature-Study의 정신이 지속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러나 당시 일본은 학교령에 따라 교과별 수업 시수가 정

과학은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이를 해결’ 하기 위한 학

해져 있었으므로 모든 학교에서 ‘자연과’를 적용하기는

문이므로 과학교육의 본질은 ‘자연을 통한 과학학습’에

어려웠고 일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자연과’가 적용되

있다. 즉, 과학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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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과학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학생 중심

많은 교육과정 연계성 결여가 나타났다. 또한, NGSS와

으로 자연을 직접 경험하면서 학습하는 Nature-Study

같이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핵심개념(DCIs)을 중심으로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오늘날 과학교육에 ‘자연

단원별 연계를 별도의 지면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반면

을 통한 과학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습자의 성취기준이 상세히 기술되어있어 현장 적용이

Nature-Study 사상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도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성취기준을 기술하고

입할 필요가 있다.

있는 이유로 연계성 결여 요소의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NGSS보다 더 긍정적인 값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
행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연계성측면의 개선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종적 연계성
분석 및 미국 차세대 과학 기준(NGSS)
와의 비교 연구 : 지구과학 기권과 수권을
중심으로
김국현, 이효녕, 여채영, 전재돈, 백소연
경북대학교

roping1@naver.com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과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교육
과정에 따라 전 국민의 학습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
육과정에서 학습 내용의 배열 방법에 대한 연구 중 하나

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 하지만, NGSS에 비해 성취 기준
을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있거나, 제시하는 학습 개념이
더욱 방대한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명과학Ⅰ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단원의
교육과정 일치도 분석
김대이, 김영신
경북대학교

truemank@naver.com

인 연계성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에

이 연구의 목적은 생명과학Ⅰ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단

서는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가장 최신의 교육과정

원의 교육과정 일치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인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각론에 나타나 있는 성취

이 단원의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 29명과 학생 341명으로

기준 및 교과서를 지구과학 기권과 수권을 중심으로 복

구성된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계성을 파악하고 미국 차세대 과

연구 문제 : 생명과학Ⅰ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단원의 교

학기준(NGSS)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과학과 교

사 계획, 실행, 평가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 실행, 평가 교

육과정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연계성을 분석 위해 현행

육과정 사이의 일치도 지수와 내용 지형도는 어떠한가?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각론과 교과서에 제시된 성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 내용은 단원

취기준의 용어를 추출하여 단원별 위계도로 작성하여

의 주제가 포함된 내용 영역과 Bloom의 인지적 요구로

분석하였고,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둔 미국의 교육과정

구성된다. 설문 결과는 Porter의 일치도 지수와 내용지

‘차세대 과학 기준(NGSS)'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

형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

하여 양국의 연계성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포와 생명의 연속성 단원의 일치도 지수 값은 학생 실행

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지구

-학생 평가 교육과정, 교사 실행-교사 평가 교육과정,

과학 기권과 수권에서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한 종

교사 계획-교사 평가 교육과정, 교사 평가-학생 평가

적 연계성 결여 요소는 중복 12건, 격차 2건이 있었다.

교육과정, 교사 실행-학생 실행 교육과정의 순서로 점

둘째, 교과서의 연계성 결여 요소는 교육과정의 성취기

차 낮아진다. 학생 실행-학생 평가 교육과정 사이의 일

준보다 많은 총 47건이 나타났으며, 이 중 ‘중복’은 43건,

치도가 가장 높고, 교사 실행-학생 실행 교육과정 사이

‘격차’는 4건이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비

의 일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선행 연구와 비

교 대상이 되었던 NGSS에서도 중복 6건, 격차 1건의 연

교할 때 다른 단원에 비해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일치도

계성 결여 요소가 있었다. 끝으로 NGSS와 비교했을 때,

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영역에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NGSS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 일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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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대부분 주제에서 일부 인지 수준을 중점적으로 요

효과가 달라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2009 개정

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사와 학생 교육

교육과정에 제시된 6학년 과학교과서의 시각적 정보들에

과정은 공통적으로 ‘세포 분열’, ‘세포 주기’, ‘유전’, ‘돌

대한 유형과 특성을 구분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자

연변이’ 등의 특정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억하

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인지양식 중 총체형․ 분석

다’, ‘이해하다’와 같은 특정 수준의 사고 과정을 요구하

형, 언어형․ 심상형 인지양식을 가진 학생들이 시각적 정

는 학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지형도 결

보를 인식하는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교과서 구성을 위한

과는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단원의 각 주제에서 강조하

시각적 정보제시의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는 부분과 인지적 수준을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준다.
그렇다면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단원은 비교적 높은 교
육과정 일치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취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향후 이러한 현상의 원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이온 결합
설명 유형 및 학생들의 이해도 분석

인을 알아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혜영, 우애자
이화여자대학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과학교과서
물리영역의 시각적 정보 인식유형 분석

shyoung0220@hanmail.net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 교과서(중학교
과학2, 고등학교 화학 I, II)에서 이온 결합 개념에 대한

오광택1, 박종호2, 윤석주3
1

장재초등학교, 2진주교육대학교, 3경상대학교

sf-9692@hanmail.net

설명과 모형이 제시되고 있는 유형을 조사하고, 실제 고
등학생과 대학생의 이온 결합의 과학적 내용에 대한 이
해도를 분석하였다.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교과서 중학교 과학 2 9종, 고등학교 화학 I 4종, 화학

의 내용과 방법을 해석하여 구성한 예시적 성격을 띤 교

II 4종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온 결합

수 학습 자료이다. (교육부, 2002)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물질의 형성과 모형,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에 관련된 7

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주된 자료로서 과학

문항(주관식 포함)을 개발하여 서울, 경기, 광주 지역의

과 교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교과서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91명과 서울 지역 대학생 22명을

포함되어 있는 시각적 정보, 즉 교과서 내용을 보충하여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설명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된 그림, 사진, 도표,

다. 첫째, 교과서 분석 결과, 중학교 과학2 교과서의 경

만화 등을 일컫는 삽화는 학습내용의 이해를 높이고 과

우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은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학 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

있지 않아 출판사별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소단원과

우 중요하다. (정태범, 1989) 이러한 시각적 정보들은 종

설명 내용이 달랐다. 표현하는 용어도 이온으로 된 물

류 및 교과서에 구성된 방법에 따라 다른 특성으로 구분

질, 전류가 흐르는 물질 등으로 다양했고, 모형의 제시

되어 질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역할이

도 이온화 모형, 결정 모형, 격자 구조 모형 등으로 다양

다르다. 한편 시각적 정보에 대해 학습자들은 인식하는

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성취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

데 차이점을 가질 수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인

어 있고, 출판사별로 이온 결합 물질을 다루는 단원, 구

지과정의 어떤 일관된 특성을 인지양식으로 정의하고

성, 내용이 비슷하지만 화학 I에서 이온 결합 형성 과정

있다. 인지양식은 개인 간에 인지과정이나 처리방식이

과 에너지,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에 관한 설명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만의 일 처리 선호방식이 있

범위에는 차이가 있었고, 화학 II에서는 결정 구조에 관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적 정보는

한 설명과 예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설문 조사 결과,

학습자들에게 인식되는 유형이 다를 수 있으며, 제시된

10점 만점 중 평균은 고등학생 3.89점(표준 편차 1.87),

시각적 정보의 유형에 따라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는 학습

대학생 5.52점(표준 편차 1.05)으로 대학생에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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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았다. 문항별로는 용해 현상(고77.5%, 대100%)과

줄임과 분자간 인력’, ‘엔트로피’의 5가지로 나타났다.

염화 나트륨 3차원 모형(고59.4%, 대95.5%)에 관한 이

10명의 교사 중 단 1명만이 엔트로피로 응답하여 대부분

해도는 높은 반면 이온의 형성과 에너지(고13.6%, 대

의 교사는 ‘증기 압력 내림 현상’의 원인을 모르고 있었

9.1%), 이온 결합의 형성(고15.7%, 대36.4%)과 모형(고

다. 둘째, 교과서 삽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오류 없

31.9%, 대59.1%), 이온 결정의 결합비와 모형(고4.7%,

이 잘 설명하는(합당한) 삽화로는 현상만을 표현하고,

대9.1%)에 관해서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한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삽화를 선호하였다.
반면 잘 가르칠 수 있는(이해가 쉬운) 삽화로는 현상 표
현과 이유 설명이 모두 되어 있는 삽화를 선호하였고, 제

증기 압력 내림에 대한 화학 II 교과서 내용
분석 및 화학 교사들의 이해 조사

시 순서와 보완점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표면적 줄임’
이나 ‘분자간 인력’으로 ‘증기 압력 내림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을 활용한 인지갈등 문항을 제시하였을

문성진, 박종윤
이화여자대학교

hotmoonlight@naver.com

때, 문항만으로 개념 변화를 일으킨 교사는 1명, 처음부
터 엔트로피로 바르게 설명한 교사는 1명이었다. 나머지
교사는 면담 중 추가 질문과 예시를 통해 개념 변화가

‘증기 압력 내림 현상’은 고등학교 화학 II에서 다루는 묽

이뤄졌다. 결과를 통해 각 설문 문항별 오개념 수정에 효

은 용액의 총괄성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시되는 현상

과적인 예시를 도출하였다. 넷째, 교사들은 ‘증기 압력

으로서 ‘끓는점 오름’, ‘어는점 내림’, ‘삼투압’을 이해하

내림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인 ‘엔트로피’로 설명하는 것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으며,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현상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는 엔트로피가 도

개념 변화에 효과적인 설명방안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입되지 않아 교과서에 실제 원인인 ‘엔트로피’가 아닌

현 상황에서 ‘증기 압력 내림 현상’ 원인을 교수-학습할

‘표면적 줄임’과 ‘분자간 인력’으로 원인을 서술하는 문

수 있는 방안으로는 여섯 가지 유형의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있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의견을 반

궁극적으로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가르치자는 세 가지

영하여 ‘엔트로피’가 도입되었으나 교과서 서술에 반영

유형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력교사일수록 현

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증기 압력 내림 현상’ 원

재의 단원 순서 그대로 가르치고 해당 단원 이후에 원인

인에 대한 교과서 서술에서 잘못된 부분과 교사의 오개

을 다시 설명해준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저경력

념을 도출하여, 오개념을 수정하고 근본적인 원인인 엔

교사일수록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단원 순서를 바꾸

트로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

어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여 2009 개정 교육과정 화학 II 교과서 4종 교과서 분석
과 교사 대상 이해 조사를 하였다. ‘증기 압력 내림 현상’
원인에 대한 화학 II 교과서 내용 분석 결과, 본문 서술
에서는 ‘용질 분자가 용매 분자의 증발 방해’, ‘표면적 줄

과학과 교과서에 나타난 열과 열에너지
정의 및 용어 사용 의미 분석

임’, ‘분자간 인력’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방해’라는 모
호한 표현은 교사들의 오개념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였
으며, 실제 원인인 ‘엔트로피’로 설명한 교과서는 없었
다. 본문 서술과 삽화와의 일관성 분석 결과, 교과서 4종

김세림, 박종윤
이화여자대학교

breeze_08@naver.com

모두 ‘표면적 줄임’만을 표현하여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

과학 개념의 이해는 과학 용어의 파악으로부터 비롯되

이 있었다. ‘증기 압력’에서 중요한 개념인 ‘동적 평형’은

며, 과학 용어는 정확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중

본문과 삽화 모두에 표현되지 않았다. 화학 교사들의 이

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과학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

해 조사에서는 첫째, ‘증기 압력 내림 현상’ 원인에 대한

기 위해서는 과학 용어의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 개념 유형은 ‘현상 재서술’, ‘표면적 줄임’, ‘표면적

열과 열에너지가 서로 다른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구분
과학적 소양과 진로교육 |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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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혼용을 초래하

정의하고 용어를 사용할 때는 열에너지와 동일한 의미

므로 2009 개정 과학과 교과서에서 이를 어떻게 정의하

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열에너지는 TypeⅠ, TypeⅢ,

고, 또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TypeⅣ로 정의하고 사용할 때에는 TypeⅢ의 의미로 사

초·중·고등학교 과학과 교과서에서 열과 열에너지를 어

용하고 있었다.

떻게 정의하고 사용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교

셋째,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교과서에 따라 열

과서는 총 52종으로, 분석 범위는 초·중·고등학교 과학

과 열에너지의 용어 사용 의미를 분석한 결과 물리와 화

교과서는 열과 열에너지와 관련된 단원을 선정하여 해

학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비

당 단원을 분석하였고, 고등학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물리, 화학 교과서는

지구과학의 Ⅰ,Ⅱ교과서는 교과목 간 비교를 위하여 교

TypeⅠ, TypeⅢ의 의미로 열과 열에너지를 사용하였으

과서 내용 전체를 분석하였다. 먼저 열과 열에너지를 정

며, 생명과학, 지구과학 교과서는 TypeⅢ의 의미로 사용

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정의 유형은 어떤지 분석하

하였다. TypeⅢ의 의미로 열과 열에너지를 사용하였을

였다. 그리고 열과 열에너지를 교과서 본문에서 사용할

때 물리와 생명과학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때 용어 사용 의미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분석한 후

의 세분화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Ⅰ,Ⅱ 교과서에서 용

지구과학은 ‘온도로 측정되어지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 사용 의미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

에너지’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였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오개념 유발을 줄이기 위해

첫째, 열의 명확한 정의는 온도 차이에 의한 에너지의 이

열과 열에너지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만약

동’(TypeⅡ)이며, 열에너지의 명확한 정의는 ‘분자 운동

앞서 나온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

에너지’(TypeⅢ)이다. 열의 정의는 1종을 제외한 나머지

등학교 교과에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한 후 본문에서

교과서에서 ‘온도 차이에 의해 이동하는 에너지’(Type

정의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열과 열

Ⅰ)로 정의하였으며, 나머지 1종은 TypeⅡ로 정의하였

에너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용어

다. 열에너지의 정의 유형은 TypeⅠ, TypeⅢ, ‘물체의

를 확실히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4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Type

개의 교과목에서 열과 열에너지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

Ⅳ)로 나타났다.

용한다면 학생들은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해 혼란을 느낄

둘째, 교과서의 설명에서 열과 열에너지를 사용할 때 열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올바른 개념 형성을 위해서 열

은 12종 중 7종이, 열에너지는 13종 중 9종이 교과서에서

과 열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의미를 통일할 필요

정의한 것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열은 TypeⅠ으로

성이 있다.

• Session 1-6 과학학습평가

학생 평가활동을 적용한 논의 기반 탐구
과학수업이 모둠의 주장-증거 구성에
미치는 영향

17:50-18:50, 7월 24일(금) / 강의동 1층

을 논의 기반 탐구 과학수업에 적용하였으며, 실험보고
서에 나타난 평가 근거와 모둠의 주장과 증거를 분석하
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광역시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167명 6개 반을 대상으로

김경한, 이선우, 박덕찬, 김민철, 남정희
부산대학교

movihan@hanmail.net

하여, 3개 학급 83명은 실험집단으로, 다른 3개 학급 84
명은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2014년 7월부터 11월까
지 총 5개 주제의 논의 기반 탐구 과학수업 프로그램을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논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입하였다. 학생 평가활

동료평가 및 자기평가 활동을 포함하는 학생 평가활동

동을 적용한 논의 기반 탐구 과학수업 프로그램의 효과

= = = = | N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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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학생들이 실험

집단 학생들이 표와 그래프 등의 다양한 ‘증거 제시 방

보고서에 작성한 모둠의 주장과 증거를 비교 분석하였

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두 집단의 모둠의 주장과 증거를 분석한 결과, 실험

• Session 1-7 초등과학교사

17:50-18:50, 7월 24일(금) / 강의동 1층

학습 조력자 활동이 예비 물리교사들의
기하광학 개념에 미치는 영향

‘통합탐구’ 단원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지도
실태 및 그 효과 인식

오은주, 이지원, 문예린, 김중복

최지미, 박종석

한국교원대학교

경북대학교

jbkim@knue.ac.kr

5572894@naver.com

학습 조력자란 학습을 촉진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

‘통합탐구’ 단원은 2009 교육과정 개정에서 과학 탐구에

는 예비 교사이다. 이들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과학적 개

필요한 탐구 능력을 기르기 위해 5~6학년 과학 교과서

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이

에 독립된 하나의 단원으로 처음 신설되었다. ‘통합탐구’

를 위해 적절히 발문하고, 학습자들의 응답에 적절한 피

단원은 ‘문제인식 및 가설설정’, ‘변인통제’, ‘자료변환

드백을 하며, 토의를 촉진시킨다. 자신이 알고 있는 내

및 자료해석’, ‘결론도출’, ‘일반화’와 같은 통합탐구의

용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거나 학습할 수 있도록 도

요소별로 각각 차시를 나누어 활동중심으로 구성되어

와주는 과정을 통해 개념은 더욱 세련되어진다. 본 연구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신설된 ‘통합탐구’ 단원을

에서는 물리 교양 강좌에 예비 물리 교사가 학습 조력자

초등 교사들은 어떻게 지도하고 있으며, 지도 후 그 효과

로 활동하였을 때, 학습 조력자 활동이 예비 물리 교사들

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D시

의 기하광학 개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

의 초등학교 5~6학년 교사 4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였다. 물리 교육을 전공하는 2,3학년 예비 교사 10명이

를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초등 교사들은 통합탐구과

학습 조력자로 참여하였고, 기하광학에 대한 학습 조력

정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었고 그것의 지도가 중요하

은 2015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4주에 걸쳐 진행

다고 생각하였다. 이유로 ‘통합탐구 과정을 통해 학생이

되었다. 학습 조력자 활동 전과 후의 기하광학에 대한 개

주도적으로 실험에 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통합탐

념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

구 과정을 통해 실험을 스스로 설계해야 과학자처럼 학

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예비 물리교사들이

습이 가능하다’, ‘교과 내용 중에는 탐구기능 지도보다

매주 학습 조력자 활동 후 작성한 반성적 저널을 개념변

내용이나 원리에 집중하게 되어서’, ‘실생활에서 접하는

화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필요에

다양한 과학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따라 추가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희망

가 과학을 하는 탐구 중심적 사고가 필요하고 그 사고의

자에 한하여 녹음한 수업 중 학습 조력한 활동 자료를

기반이 통합탐구이기 때문’ 등을 언급하였다. 둘째, 46%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물리

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통합탐구 과정을 지도하는 방

교사들의 기하광학 개념이 어떤 이유에 의해 변하거나

법에 대해 학습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교사

그대로 유지되는지, 또 개념의 변화와 학습 조력자 활동

들은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학생들이 학습내용

의 각 단계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겠다.

및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탐구 과정을 지도하기
보다는 교과서의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사들은 통합탐구 과정 지도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탐구과정은 ‘변인통제’, ‘문제인식
및 가설설정’ 순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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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경험부족 또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자세 때문

구 실행’ 측면에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에’, ‘학생들이 가설을 만들지 못하고, 황당한 가설을 세

이상의 결과들은 많은 교사들이 통합탐구 과정 지도의 중

웠을 때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대로 설명하기도 애매

요성과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변인통제가 되지 않았을 때 실

나 통합탐구 과정 지도방법에 대한 학습 기회 등의 부족

패하는 실험의 경험도 많이 가져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으로 ‘통합탐구 단원’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없다’, ‘실험과정에서 실험도구 및 준비물의 문제로 모든

준다. 통합탐구를 교육과정에서 강조한다고 해도 절반에

변인을 같게 할 수가 없다’, ‘현재 학교 실험에서는 변인

가까운 교사들이 통합탐구 과정 지도 방법에 대해 경험한

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학생들의 궁금

적이 없고,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

증을 유발하는 것이 어렵다’ 등을 언급하였다. 다섯째,

구현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

‘통합탐구’ 단원의 적용 효과에 대하여 ‘통합탐구 과정

사들에게 통합탐구 단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이 단

습득 및 발달’, ‘다른 단원 학습에서의 유용성’, ‘자유 탐

원을 지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Session 1-8 중등과학교사

물리교육에서 윤리와의 연관성 및
필요성에 대한 물리교사들의 인식 조사

17:50-18:50, 7월 24일(금) / 강의동 1층

하였으나 구체적인 질문에서 물리교과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인 과목이기에 윤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
다. 또한 과학 교육 내 윤리 교육의 어려움을 묻는 문항

이윤희, 최혁준, 안준호, 정준형
한국교원대학교

paulinelee2414@google.com

에 가장 큰 원인으로 교사들의 필요성 부재라고 응답하
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윤리 교육이
일어나야 하는 장소는 집, 특수 교육 기관, 학교 순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물리 교육에서 윤리에 대한 현 물리교

나타났다. 물리 교과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이고 논증에

사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의한 결과라는 전통적 관점이 상대적이고 철학적이라는

물리 교육에서 윤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현대적 관점보다 2배정도 많아 교사들의 물리에 관한 관

것이다. 물리 교육을 전공한 중등 과학교사 중 40명의

점은 아직 전통적 관점에 좀 더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

응답으로 진행되었고, 설문지는 물리 수업에서 윤리를

났다. 물리교과가 상대적이고 철학적이라는 관점을 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물리교과

진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더 많은 비율로

와 윤리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수업에서의 물리

물리 교과와 윤리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윤리 교

교과 내 윤리의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되었다. 물

육 또는 과학 연구 윤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윤리의식

리 교과 내 윤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이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교사들의 물리과목에 대

물리교사들은 대체로 반 정도로 일반적인 윤리가 중요

한 관점이 물리교과 내 윤리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미치

하다고 응답하는 것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고, 반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교사들은 물리 교과와 윤리가 연관성이 있다고 응답

• Session 1-9 대학과학교육

학습 조력자 활동이 예비 물리교사들의
기하광학 개념에 미치는 영향
오은주, 이지원, 문예린, 김중복
한국교원대학교

jbkim@knue.ac.kr

학습 조력자란 학습을 촉진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
= = = = | NMO

17:50-18:50, 7월 24일(금) / 강의동 1층

는 예비 교사이다. 이들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과학적 개
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이
를 위해 적절히 발문하고, 학습자들의 응답에 적절한 피
드백을 하며, 토의를 촉진시킨다. 자신이 알고 있는 내
용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거나 학습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과정을 통해 개념은 더욱 세련되어진다. 본 연구

POSTER PRESENTATION(포스터발표)

에서는 물리 교양 강좌에 예비 물리 교사가 학습 조력자

매주 학습 조력자 활동 후 작성한 반성적 저널을 개념변

로 활동하였을 때, 학습 조력자 활동이 예비 물리 교사들

화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필요에

의 기하광학 개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

따라 추가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희망

였다. 물리 교육을 전공하는 2,3학년 예비 교사 10명이

자에 한하여 녹음한 수업 중 학습 조력한 활동 자료를

학습 조력자로 참여하였고, 기하광학에 대한 학습 조력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물리

은 2015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4주에 걸쳐 진행

교사들의 기하광학 개념이 어떤 이유에 의해 변하거나

되었다. 학습 조력자 활동 전과 후의 기하광학에 대한 개

그대로 유지되는지, 또 개념의 변화와 학습 조력자 활동

념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

의 각 단계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겠다.

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예비 물리교사들이

• Session 2-1 과학교수학습

과학관 전시물을 이용한 활동에 포함된
8가지 과학 실천 분석

11:10-12:10, 7월 25일(토) / 강의동 1층

하고 문제 규정하기’‘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조사 계획
하고 수행하기’‘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수학 및 전산적
사고하기’‘설명 구성하기’‘증거에 입각하여 논의하기’‘정

이지은, 최애란
이화여자대학교

aimee1205@naver.com

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통하기’의 8가지 과학 실천과 각
과학 실천의 세부 성취 목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NRC에서 제시한 3-5학년, 6-8학년, 9-12학년의 세부

최근 과학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성취 목표 각각을 적용하였고 어느 학년 군별의 어떤 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

학 실천의 성취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활동인지 분

해 과학 탐구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미국 연구회

석하였다. 연구 결과 3-5학년의 과학 실천의 경우 국립

(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는 학생들이 탐구 기

과천과학관과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남산분관)의 전시

능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탐구의 수행을 통하여 과학

물 모두 ‘설명 구성하기’의 과학 실천이 가장 많이 포함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8가지 과학 실천(8 science

되어 있었다. 6-8학년의 경우 국립과천과학관의 전시물

practice)을 제시하였고, 학년별로 8가지 과학 실천의

에는 ‘설명 구성하기’의 과학 실천이, 서울특별시 과학전

세부 성취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과학 학습에서 과학 탐

시관(남산분관)의 전시물에는 ‘조사 계획하고 수행하기’

구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에서 교사

의 실천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9-12학년의 경우

들은 탐구를 하기 위한 시간 부족, 정해진 교육과정, 많

국립과천과학관과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남산분관)에

은 수업의 양, 탐구에 필요한 장비의 부족 등의 문제로

서 모두 ‘설명 구성하기’의 실천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탐구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간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통하기’

과 환경의 제한이 적고, 학생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학

와 ‘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습이 일어날 수 있는 과학관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제를

학년별 과학 실천 중 ‘증거에 입각하여 논의하기’와 ‘질

해결하고 탐구하고 논의하는 과학 실천에 도움을 줄 수

문하고 문제 규정하기’, 9-12학년의 ‘조사 계획하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1월에서 2015년 2월에 국

행하기’의 과학 실천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각

립과천과학관의 기초과학관에 전시된 81개의 전시물과

학년의 성취 목표 기준에 따른 과학 실천수를 보면 두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남산분관)의 제1전시관, 제2전

과학관에서 3-5학년과 6-8학년의 성취 목표 기준에 해

시관에 전시된 115개의 전시물을 대상으로 전시물을 이

당하는 과학 실천이 9-12학년의 성취 목표 기준에 해당

용한 활동과 패널에 주어진 활동에 포함된 과학 실천을

하는 과학 실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었

분석하였다. 분석 기준은 NRC(2013)에서 제시한 ‘질문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과학관을 이용하여 과학 실천

과학적 소양과 진로교육 | N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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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요소

여 프로그램이 구성된 점과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아이

들을 제시함으로써 과학관을 활용한 탐구 중심 교수-학

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준 점, 황새의 실물을 관

습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찰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아이들의 경
우 수업의 만족도 측면에서 ‘매일 오고 싶다.’, ‘유치원보
다 더 재미있다.’, ‘엄마, 아빠와 같이 오고 싶다.’ 등의

황새를 테마로 한 영 · 유아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응답을 하였으며, 수업의 효과 측면에서 ‘황새를 보호해
주고 싶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 ‘자연을 사랑할
것이다.’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생

박혜민, 차희영, 윤현주, 박시룡, 김은옥, 김경철
한국교원대학교

hyeminpark@knue.ac.kr

태교육프로그램은 국내 유일의 생물 종 복원을 테마로
한 생태교육프로그램으로,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영·유
아들에게 수행할 경우 수업 자체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이 연구의 목적은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영·유아들에게

도 있지만, 동물과 자연 보호에 대한 인식도 심어줄 수

생태계 복원의 중요성과 생태계 보존에 대한 인식을 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줄 수 있도록 황새를 테마로 한 영·유아 생태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영·유아의 발달수준과 누리과
정과의 연계를 위해 유아교육전문가와 과학자, 과학교
육자가 협업하여 황새를 테마로 4차시 분량의 복원과 조

전자기 복사와 물질의 상호작용 관련
현상에 대한 과학고 학생들의 이해

류에 관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프
로그램은 황새의 외형적 특징과 행동을 관찰하고, 황새
의 특징을 살려 스토리가 있는 그림을 그리는 ‘황새를 찾
아라!’, 멸종위기종인 황새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이해하

김태은, 정용욱, 송진웅
서울대학교

tiny1220@snu.ac.kr

고, 황새의 둥지를 관찰한 후 황새와 둥지를 만들어보는

인간이 관찰하는 수많은 현상들은 전자기 복사(빛, 전자

‘황새 둥지 만들기’, 황새의 부위별 깃털을 관찰하면서

기파)와 물질의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다. 관찰대상인

촉감을 느껴본 후, 황새의 날개를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

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이 관찰을 하는 과정 자체도 전자

인 ‘황새 깃털 탐구’, 황새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기 복사와 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자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이해하고, 황새가 살고 있는 논에서

복사와 물질의 상호작용은 역사적으로 빛의 본성과 물

재배한 쌀을 이용하여 주먹밥을 만드는 활동인 ‘황새 주

질의 내부 구조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하였으며,

먹밥 만들기’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황새에

일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과 레이저 등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직접 황새장을

의 여러 첨단 과학기기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지

방문하여 황새의 실물을 관찰하거나 날씨와 같은 환경

만 이러한 역사적, 개념적, 일상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황새 박제와 사진들이 전시된

이 주제에 대한 교수학습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본

특별전시수업관을 방문한 후 수행되었다. 수업은 총 21

연구에서는 가시광선과 마이크로파의 투과와 같이 일상

회에 걸쳐 586명의 영·유아들에게 실시되었다. 충청지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자기 복사와 물질의 상호작

역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주 2

용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

회 운영하였으며, 운영시 참가를 희망하는 프로그램도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선택하였다. 매 수업 후 인솔

A 과학고등학교 학생 1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교사들에게 수업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영·

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5명의 학생들과 반구조

유아의 특성상 설문지 투입이 어려워 수업에 대한 느낀

화된 면담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점을 구두로 물어보았다. 교사들이 응답한 수업의 만족

일상적인 현상에 대한 미시적 설명을 만드는 것에 어려

도는 평균 4.6점(5점 만점)이었으며, 누리과정과 연계하

움을 겪었으며, 다양한 접근 방식을 보였다. 전자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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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투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자기 복사의 파
장, 진동수, 에너지와 물질의 분자 사이 간격, 결정 구
조, 에너지 준위, 굴절률 등을 제시하였다. 전자기 복사
와 물질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반사, 굴절, 충돌,

과학교실을 하나의 실행공동체로 볼 수
있을까?: 초등학교 과학수업의 교실 수준과
모둠 수준의 분석 사례

진동, 회절, 열 에너지, 전자의 전이 등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과 주어진 현상을 연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설
문지에 주어진 세 가지 현상(현상1. 종이상자에 대한 가
시광선의 투과, 현상2. 종이상자에 대한 마이크로파의

1

2

3

1

박준형 , 나지연 , 정용재 , 송진웅
1

서울대학교, 2춘천교육대학교, 3춘천교육대학교

jwsong@snu.ac.kr

투과, 현상3. 유리상자에 대한 가시광선의 투과)에 대하

학습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과정을 포함한다는 맥락에서

여 일관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학생과 함께, 현상에 따

학습을 공동체의 문화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

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 연구의 결

에 바탕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행공동체

과는 전자기 복사와 물질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효과적인

(Community of Practice)’ 역시 학습의 이러한 사회적인

물리학 교수학습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측면을 강조하는 접근 중의 하나로서, 기업이나 공공기
관의 생산성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근
래에는 학교 교육과 관련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이러

학생의 어려움을 고려한 과학수업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 지식 신념틀을 중심으로

한 흐름 속에서 과학교육 분야에서도 실행공동체와 관
련된 몇몇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과학교
실을 하나의 실행공동체로 보고 과학교실문화를 분석하

1

박지연 , 이경호

2

1

대전과학고등학교, 2서울대학교

dino7795@snu.ac.kr

는 조사도구의 개발까지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여전
히 교실수준의 실행공동체에 대한 과학교육 관련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과학교실을 하나의 실

과학학습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는

행공동체로 바라봐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학생의 어려움을 체계

위해서는 실행공동체의 하위 요인들을 중심으로 실제적

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지속적으로 개

인 사례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연구 등이 필요하지만, 아

선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관한 이론과 실천 연구는 아직

직 이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직접 학

교실을 하나의 실행공동체로 바라볼 수 있는지를 논의

생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과학수업을 디자인

하기 위해 교실수준과 모둠 수준에서의 실행공동체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이 활동을 통하여 그들이 새

모습이 각 요인 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고자

롭게 배우게 된 점, 활동에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학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1개 초등학교 6학년 과학수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수업디자인에의 적용

업 5차시를 교실 수준과 모둠 수준에서 촬영한 비디오를

을 위해서 지식 신념틀을 활용하였다. 지식 신념틀1)은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의 단위가 되는 실행공동체

통합적 관점에서 학생의 사고과정을 설명하는 통합적

의 하위 요인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학습 책임감, 공

정신모형 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학생 어려움의

동의 관심사, 호혜적 인간관계, 개방적 참여, 실행으로

원인들을 구조화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공동의 관심사와 실행은 교실 수

틀이다.

준과 모둠 수준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학습
책임감, 호혜적 인간관계, 그리고 개방적 참여는 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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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과학교실을 실행공동체로 볼 수 있는 지와, 과학교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실을 실행공동체로 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과학교육적

• Session 2-2 과학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교과서 화학 관련 단원의 탐구 활동 분석 :
8가지 과학 실천을 중심으로

11:10-12:10, 7월 25일(토) / 강의동 1층

라 개발된 중학교 과학 교과서 5종을 연구대상으로 한
다. 서울특별시 교육 연구 정보원의 교과서 인정목록 중
주문 부수에 따라 서울시 소재 중학교에서 점유율이 높
은 상위 5종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화학 관련 단원

최민지, 최애란
이화여자대학교

hoyhoy00@hanmail.net

즉, 1-5. 열과 우리 생활, 1-6.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2-1. 물질의 구성, 2-5. 물질의 특성, 3-2. 화학 반응의
규칙성, 3-5.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포함된 탐구 활동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이다. 분석 결과 8가지 과학 실천 중 ‘조사 계획하고 수

교과서의 탐구 활동을 8가지 과학 실천과 각 실천의 세부

행하기’,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 ‘설명 구성하고 문제

성취 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제공되

해결 고안하기’의 과학 실천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

는 탐구 학습의 기회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 ‘수학 및

연구회(NRC, 2013)의 차세대과학기준(Next Generation

전산적 사고 이용하기’의 과학 실천은 상대적으로 적게

Science Standards: NGSS)에서는 8가지 과학 실천 즉,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는 거의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 ‘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

모든 탐구활동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즉, 교과서의

‘조사 계획하고 수행하기’,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

탐구활동에 8가지 과학 실천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지

‘수학 및 전산적 사고 이용하기’, ‘설명 구성하고 문제 해

않으며, 일부 과학 실천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

결 고안하기’, ‘증거에 입각하여 논의하기’, ‘정보를 얻

다. 본 연구는 향후 과학 교과서의 탐구 활동 개발 및 교

고, 평가하고, 소통하기’를 제시하였다. 8개의 과학 실천

사의 탐구 중심 수업 계획·수행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등

은 각각 독립된 요소임과 동시에 서로 연결된 과학 활동

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

• Session 2-3 과학교사교육

과학교사의 효능감 관련 국내 과학 교육
연구 동향 분석 :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11:10-12:10, 7월 25일(토) / 강의동 1층

에서 ‘과학+교사+교수+효능감’을 키워드로 하여 과학교
사의 효능감이 종속변인이 되는 국내 학술지 논문을 검
색하였고 1998년부터 2015년 2월 사이에 발행된 논문을 연

인수정, 최애란
이화여자대학교

sungmo-wwkd@hanmail.net

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의 연구대
상은 예비교사(50.1%)가 가장 많았고, 초등교사(23.5%),
유아교사(21.5%)의 순이었다.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표된 과학교사의 효능감 관

효능감 연구는 단 2편(3.1%)이었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

련 선행연구를 연구방법 중심으로 분석하고 선행연구들

는 양적연구(60%), 혼합연구(21.5%)가 대부분이었고,

에서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요인을 탐색

질적연구는 단 2편(3.1%)이었다. 양적연구는 조사연구

하여 향후 진행될 과학교사의 효능감 연구의 방향을 제

(88.4%)가 가장 많았고, 실험연구(11.6%)가 그 뒤를 이

시하고자 한다. 국내 학술검색 데이터베이스인 RISS

었으며, 관찰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조사연구는 상관분

(http://www.riss.kr),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

석으로 이루어졌으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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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되어 상관분석 된 요인은 총 31가지였고, 그 중 실제로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된 요인은 29가지였
다. 효능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요인으

전국과학전람회를 관람하는 예비
과학교사의 인식

로는 교사의 태도(10.1%), 경력(5.4%), 과학교육학지식
(4.7%)이 있었다. 실험연구는 현장실습, 연수, 교과목
수강을 중심으로 단일집단 사전사후로 차이를 분석한
연구(66.7%)가 이질집단 사전사후로 차이를 분석한 연

한재영
충북대학교

jyhannn@chungbuk.ac.kr

구(33.3%)에 비해 많았다. 혼합연구는 현장실습, 교수경

과학 교사가 되면 참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교과 학

험, 교과목 수강을 중심으로 양적접근에 비중을 둔 순차

습 지도는 물론이고 학생 생활 지도, 담임 업무, 과학과

적연구(53.3%)와 동시적 연구(46.7%)로 이루어졌으며

업무, 진로 지도와 상담, 클럽활동 지도, 방과후 수업 등

질적접근에 비중을 둔 순차적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2

등. 과학 교사는 특히 이런저런 과학 과련 대회에 나가는

편의 질적연구는 모두 사례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사전사

학생을 지도하거나, 직접 출품을 하기도 한다. 전국과학

후 면담, 참여관찰, 문서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전람회는 1949년에 시작한 오래된 대회로, 지역예선대

기간은 전체의 약 93.%가 6개월 미만의 단기연구였고,

회를 거쳐 전국 대회가 열리며 출품자는 학생부와 교원

4.6%가 6개월 이상의 장기연구였다. 효능감 검사도구는

및 일반부로 구분하고 출품 부문은 물리, 화학, 동물, 식

전체의 83.6%가 Riggs와 Enochs(1990)가 개발한 STEBI

물, 지구과학, 농림수산, 공업, 환경 등 8개로 되어 있다.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fs Instrument)를 번역,

전국 대회 수상 및 입선 작품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면담이나 참여관찰, 문서분석을

1달 정도 전시된다. 충북대학교 화학교육과 1학년-3학

통해서도 효능감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

년 학생들은 매년 9월-10월 이 전시회를 관람하러 간다.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

이 연구에서는 전시회를 관람한 예비 과학교사의 인식

서는 예비교사, 유아교사,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효능감

을 5년에 걸쳐 조사하였다. 전람회를 보며 느낀 감정을

을 분석한 연구는 많았지만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

표현하는 형용사를 적어보도록 한 결과, 신기하다(56%),

구를 많이 부족하므로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효능감을

재미있다(53%), 대단하다(37%), 놀랍다(36%), 흥미롭다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양적연구가

(21%), 기발하다(18%), 참신하다(16%), 새롭다(12%) 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자가 효능감에 영향을 미

으로 나타났다. 과학전람회 관람의 유용성 등에 대한 인

칠 것으로 예측한 요인을 중심으로 상관분석을 한 연구

식을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예비 과학교사들

가 대부분이었고, 보고된 요인은 29가지로 매우 다양했

은 과학전람회를 재미있게 보면서, 과학에 대한 호기심

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혼합연구의 경우에

이 증가하고, 나중에 교사가 되어 전람회에 나가고 싶은

도 양적접근에 비중을 두어 검사도구로 효능감을 측정

마음이 생기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전람회를 처음 관람

하였고 면담이나 관찰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분

한 1학년에 비해 2-3번 관람한 2,3학년은 나중에 교사가

석한 것이었다. 즉, 효능감이 변화된 양적 결과에만 초

되어 전람회에 나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

점을 맞추어 분석하였고, 그 변화 과정에서 교사들이 어

며, 전람회를 보면서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다

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어떻

고 응답하였다. 중등 과학교육에서 체험학습을 통해 과

게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

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것처럼, 예비

다. 따라서 효능감에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다양한 요인

과학교사 교육에서도 과학전람회 관람과 같은 체험학습

을 중심으로 질적으로 접근하여 교사들의 생각을 분석

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행연구는 대부분 1회적이거나
단기로 이루어졌고, 장기적으로 효능감의 변화를 분석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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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2-4 과학학습평가

AAAS 진화개념 문항을 이용한 한국과
미국 학생들의 진화 오개념 비교

11:10-12:10, 7월 25일(토) / 강의동 1층

에 따라 오개념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이는 이러한 오개념이 학생들의 인지
구조에 강하게 결합되어 수정하기 어려운 오개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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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셋째, 대다수의 학생들은 서로 다른 생
물은 공통조상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외관 상 차
이가 많이 나는 생물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등 학생의 진화에 대한 오

이러한 경향 또한 진화 개념 수준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AAAS 프로젝트

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2061의 일환으로 미국과학진흥회(American Association

분석 결과 진화 영역 전반에 걸친 우리나라 중등 학생들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에서 개발한 진

이 가지고 있는 진화 오개념을 파악 할 수 있었고 기존의

화 개념 평가 38문항을 검사도구로 이용하였다. AAAS

진화 개념 연구에서 연구된 바 있는 용불용설이나 생물

진화 개념 평가문항은 모두 과학적 개념을 포함한 정답

체 내부의지에 의한 진화와 같은 오개념을 제거하기 위

문항을 제외한 선택문항들이 학생들의 오개념으로 구성

해 인지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

된 DDMC(Dictractor driven multiple choice)형식의 4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종의 형성이나 멸종, 공

지 선다형 문항으로 학생들의 진화 개념 능력을 측정하

통 조상에 대한 종 수준이상의 대진화 영역에 대한 학생

는 것 외에 학생들이 선택한 오답 보기를 통해 학생들의

들의 이해가 부족하므로 소진화 내용이 주로 구성되어

오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 내의 진화 기작인 소

있는 현재의 교육과정에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진화 위주로 문항이 구성된 기존의 진화 개념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와는 달리 소진화와 종수준 이상의 진
화인 대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진화 영역 전반을

이공계 직업동기 검사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아우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인 진화 개
념 평가에 적합한 문항이다. 연구자에 의해 번역된 검사
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 Rasch분석을 통해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우리나라 중등학생 650명을 대상으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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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진화에 대한 과학적 개념과 오개념을 분석하였

이공계 직업동기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에

다. 정답인 과학적 개념과 오답인 오개념 응답비율을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며, 과학학습동기에도 큰 영향을

중, 고등학생 학교급 별로 분석하여 미국 중등학생들의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이공

응답비율과 비교하였고 각 문항별 정답 반응률 곡선을

계 직업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 및 타당

통해 진화 개념 수준별 응답 패턴을 분석하여 진화 개념

화하는데 있다. 검사도구 개발의 첫 번째 절차로 사회 인

수준 증가에도 감소하지 않는 진화 오개념 유형을 분석

지 진로 이론(SCCT)에 기초하여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업동기의 6개의 구인인 교육, 직업가치관, 자아효능

첫째, 학생들이 서로 다른 생물 간의 차이점에는 주목하

감, 흥미, 부모의지지, 직업동기로 설정하였다. 각 구인

나 공통점을 인식하지 못하며 멸종이나 종의 형성을 매

들을 측정할 수 있는 예비문항의 개발 후 고등학교 1학

우 드문 일로 인식하였다. 둘째, 종 내 다양한 개체 중

년 학생 320명에게 투입하였다. 학생들의 응답 자료를

자연선택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바탕으로 라쉬모델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

특히 미국 중등학생보다 우리나라 중등학생이 획득형질

식 분석을 바탕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다중집단 요

의 유전, 생물체 내부 의지에 의한 진화에 대한 더욱 높

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Messick(1995)이 제

은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진화 개념 수준이 증가함

안한 6가지 측면의 타당도 중 내용 타당도, 실제적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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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조적 타당도, 일반화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검증을 거친 후, 초등교사 10명이 검토하여 초등학교 6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이공계 직업동기의 구인간의

학년 학생 180명에게 적용하였다. 개발된 전기회로 탐구

연결 구조를 확인하였다. 개발된 이공계 직업동기 검사

과정 기능 평가문항은 총 19문항으로 기초 탐구 기능 8

도구는 고등학교 1학년 직업진로지도에 유용한 도구로

문항과 통합 탐구 기능 11문항이며, 내용타당도는 CVI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84%, 전체평균 난이도 60.8%, 신뢰도 Cronbach  .859
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과학 교육과정 자기장의 기초 탐
구 기능과 통합 탐구 기능에 관한 평가문항에 대하여 지

자기장 평가문항 적용을 통한 초등학생의
탐구 과정 기능의 지식상태 구조와 위계 분석

식상태분석법과 학생 11명의 면담을 통하여 탐구 과정
기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자기장 평가문
항 적용을 통하여 기초 탐구 기능과 통합 탐구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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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초등학생들의 자기장 탐구 과정 기능에 대하여 지
식상태분석법을 적용하여 구조화하고 이에 따른 학생들
의 위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평가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중 자기장에

문항에 기술한 내용의 학생 면담을 통하여 자기장 탐구

관하여 탐구 과정 기능 평가문항을 난이도, 타당도, 신

과정 기능 문항에 대한 분석을 심층적으로 할 수 있었다.

뢰도, 변별도와 평가 목표와 평가 기준 및 상세화된 평가

또한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지도할 때나 학생들

목표를 고려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물리교육 전문

이 어려워하는 탐구 요소 및 개념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

가 1명, 박사과정에 있는 현직과학교사 2명이 3차례의

보고, 개선점을 찾는 교육적 함의를 논했다.

• Session 2-5 과학문화교육

‘지혜로서의 과학교육’ 가능성 모색: 지혜에
관한 심리학계연구동향 분석 및 과학교육에의
시사점

11:10-12:10, 7월 25일(토) / 강의동 1층

이 옮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혜로서의 과학교육’
에 대한 논의는 이공계 인재 육성이라는 사회 ․ 정책적
목적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내적 성장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혜’에 관

임인숙, 송진웅
서울대학교

sukimint@gmail.com

한 심리학 ․ 철학계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
로 ‘지혜로서의 과학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국외의 심리학과 철학 분야

지혜는 예로부터 성인(聖人)의 기본 덕목으로서 학문과

에서 발표된 인용 수 최소 50 이상의 지혜에 관한 연구

종교를 불문하고 참된 지성이 도달해야할 목표로 여겨

논문 25개를 분석하여 지혜의 정의와 성격, 교육적 관점

졌다. 하지만 그 정의와 성격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기 위

에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과학교육

한 노력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까닭에 교육의 목표로서

의 주된 목표 중 하나인 ‘과학의 본성’과 지혜를 여러 측

의 지혜는 구체적이거나 실천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면에서 비교해 보고 지혜가 과학교육에서 추구할만한

그럼에도 국외의 심리학 연구들은 1980년대부터 지혜를

가치가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보고 분석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 심리학계에서 1980

다. 그렇다면 ‘지혜로서의 과학교육’은 가능할까? 최근의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혜 연구는 지혜 개념

과학교육은 과학지식의 전달과 이해라는 목적으로부터

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부터 지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인문학적 소양과의 결합을 시도하는 STEAM교육, 가치

에 관한 ‘지혜의 지각(perception)’에 대한 경험적 연구

지향적 판단 과정을 중시하는 SSI교육 등 과학지식을 대

로 그 중심이 이동하였다. 둘째, 심리학계에서 지혜를

하는 태도나 활용 방식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그 구심점

보는 관점은 크게 네 가지 - 삶의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
과학적 소양과 진로교육 | N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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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노년기에 도달하는 성숙한 정신상태, 영역 특수적

로(Hecher & Opp, 2001) 학생이 교실 공동체 활동에 참

능력, 지식에 대한 태도와 활용 방식- 로 구분된다. 셋

여하는 역동적 과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째, 심리학에서 다루는 지혜 연구는 주로 성인기 이후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 교실에서 어떤 규범들이

발달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소년의 지혜로움이나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육적 관점에서의 지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수업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고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

지 않았다. 넷째, 과학교육의 목표로서의 지혜는 과학의

다. 이를 위하여 한국 초등학교 두 학급의 과학 교실을

본성과 비교했을 때 불확실성, 경험의 중요성, 사회문화

1학기 동안 관찰하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적 연관성, 주관성의 개입, 가치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

같다. 규범의 형성 과정은 크게 ‘형성 주체’와 ‘형성 방

인이라는 점에서 특징을 공유한다. 다섯째, 지혜는 과학

법’, 두 축을 중심으로 분석될 수 있었다. 우선, 첫 번째

지식을 내재화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축으로서, 누구로부터 규범이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교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사 주도로 설정된 ‘Top-Down 방식’으로 형성된 규범과
학생들에 의해 형성된 ‘Bottom-up 방식’으로 형성된 규
범이 있었다. 또 다른 축으로서, 과학 교실에서 규범이

과학 교실규범의 형성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참여적 관점을 중심으로

얼마나 계획적이고 공식적으로 형성되는지 여부에 따라
‘참여적 규범’과 ‘객체화된 규범’의 모습으로 형성되었
다. 특히 객체화된 규범의 경우, 주로 교사의 가치와 신

장진아, 송진웅
서울대학교

bellejja@snu.ac.kr

념을 토대로 발현되어 형성 과정에서도 교사가 주도하
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정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하위 규범이 함께 설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은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끊임

교사의 가치와 신념을 따르거나 수용하는 양상으로 교

없이 경험하고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다 (Wenger, 1998).

실 공동체에 참여하였다. 반면, 참여적 규범은 자연스럽

구성원이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이고 암묵적인 경

게 혹은 즉흥적으로 형성되어 간헐적으로 발견되었다.

험을 축적하는 과정을 학습으로 볼 때, 학습에 대한 본질

참여적 규범은 교사와 학생 모두로부터 발현되었으며

적인 이해는 개별 구성원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서 그들

그 종류가 많지는 않았지만 몇몇 규범은 구성원들에게

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개별

고착화된 신념이나 가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공감

구성원과 공동체의 속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개념적 축

대가 넓고 뿌리 깊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 참여나 행

으로서 본 연구진은 공동체 내에서 형성된 ‘규범’에 주목

동 방식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

하였다. 특히 공동체의 규범은 개별 구성원들이 지닌 가

결과가 공동체로서의 교실 현상 이해와 수업 참여라는

치나 신념을 반영하며, 동시에 규범이 시행되는 과정은

측면에서 갖는 교육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 권력 구조 등이 깊이 관여되므

• Session 2-6 초등과학교사

끓음에 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

11:10-12:10, 7월 25일(토) / 강의동 1층

탐구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실험
수행 과정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추

윤선미, 백성혜
한국교원대학교

fivic@hanmail.net

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실험 조에서 끓
음을 관찰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용기를 선택하여 기포
가 발생하는 온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실험적 증거를

이 연구에서는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끓음에 대한 인

토대로 교사들에게 끓음의 기준과 물의 끓는점이 100℃

식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실험을 수행하였다. 교사들의

라는 과학 개념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5개 조의

= = = = | N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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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개 조는 실험적 증거를 바탕으

라서 교사들이 실험적 증거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바

로 과학 개념을 제시하였고 2개 조에서는 실험적 증거를

탕으로 과학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이 이루

무시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과학 개념을 제시하였다. 따

어질 필요가 있다.

• Session 2-7 중등과학교사

11:10-12:10, 7월 25일(토) / 강의동 1층

학생용 산림교육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교사
직무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해본 결과 분석

하고 학습할 개념을 정립하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 하지
만 그 중요도에 비해 만들어진 교과서의 완성도는 기대
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1

1

1

1

김지혜 , 박윤미 , 김희채 , 이해주 , 김정현

2

1

국립수목원, 2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palmarosa@naver.com

과학’과 ‘물리1’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인류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며 과목의 경계를 넘어 과학적으
로 설명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으로 실시하고 있는

큰 혼란을 남긴채 빛을 보지 못하고 다시 2015 개정 교육

것을 교사들에게 적용 시 과학교사들과 타교과목 교사

과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때 물리교

모두 직무연수 정규과정으로 적용 가능할 것인가와 적

재를 통해 물리를 배웠고 몇 년 뒤 물리교재를 통해 학생

용 할 시 과학교사에게만 산림교육진로체험이 직무연수

들을 직접 가르치게 될 물리교육과 3,4학년 예비교사의

로 적당한지 타교과목 교사도 직무연수로 적용 가능한

‘물리교재연구 및 지도’수업을 통해 문단분석법과 과학

가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중. 고등학

의 지향에 대한 학습과 논의를 가졌고, 예비교사들은

교 교사들로 현재 국립수목원에서 중. 고등학생을 대상

‘2009 개정 공통과학’, ‘물리1’ 교과서를 ‘아인슈타인의

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림교육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학생

물리이야기’ 책과 비교 분석하며 한 학기동안 고민한 결

들 진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과를 바탕으로 문,이과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웠으면 하

실시하였다. 주요한 결과로는 성별, 학년과 진로에 있어

는 이상적인 ‘물리1’교재를 개발하였다. 머리말을 통해

서는 유의미한 관계는 아니었으나 과학교과목 교사의

개발한 교재의 지향점을 찾고, 그 지향에 따라 목차 어떻

학습효과와 진로선택, 실무에 도움을 정도에서는 유의

게 구성했으며 내용은 어떻게 풀어썼는지 분석하였다.

미한 관계가 나타났으며, 타교과목 교사는 과학교과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물리1’

계에 도움이 되며 학생의 진로 선택과 실무 도움 정도에

교과서는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닌 반성적 지향점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과학교과목 교사와 타

강조하고 있었고 학생들의 지식 구조와 세상을 바라보

교과목 교사의 프로그램 운영 적절성을 비교해 볼 때 과

는 관점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기는 하였지만 기존의 큰

학교과목 교사는 산림 진로체험 직무연수를 통해 과학

틀은 벗어나지는 못했다. 반면 CCK관점에서 물리학적

적 학습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다고 나타났으며 타교과

개념이 나오기까지의 역사적 사건과 사회분위기를 설명

목 교사는 산림 진로 체험을 통해 과학교과 과목연계가

하거나 개념의 스토리를 통해 이어지는 학습내용들의

더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으로 내용을 전개하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교과서의 특징은 수업시간 다룬 CCK와 R/T분석법

예비물리 교사들이 개발한 물리1 교과서의 특징

의 과학의 지향에 대한 학습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국민소양으로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

김형진, 이경호
서울대학교

darline2@snu.ac.kr

하는 물리1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암기적 지식이나 정보
가 아니라 어떤 과학 지식이 당시 어떤 맥락 속에서 등장
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활용되었고 우리에게 시

교과서는 교사에게는 수업 준비의 원천으로, 학생들에

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였다. ‘물

게는 입시준비를 위한 가장 충실한 교재로 수업을 준비

리교재 연구 및 지도’ 수업을 통해 예비 교사들은 암기적
과학적 소양과 진로교육 | 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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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무익함을 잘 알고 반성적 실천을 통해 이상적인

질문과 답변의 대화체로 이끌어가고자 하였다. 이를 통

교재를 구성해갔다. 교과서를 읽을 학생들에게 지식의

해 보다 많은 정보를 실어주는 것(혹은 문제풀이) 보다

탄생과 어떻게 적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학의 가치를

과학이 가진 하나의 가치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 Session 2-8 대학과학교육

과학교과 논리 및 논술 강좌의 정체성 탐색

11:10-12:10, 7월 25일(토) / 강의동 1층

의 난점이 된다. 더욱이 과학교육 분야에서 글쓰기나 의
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인 과학교육학의 대상이

박지영
서울대학교

jypark.on@gmail.com

아니었고 교수자도 학문적 체계를 갖춘 글쓰기 강좌를
접한 경험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과학교육 전
공자가 이 과목을 교수하기 위해서는 과학 논리 및 논술

교원 양성의 수월성 재고를 위해서 2009년 교육부의 공

의 성격과 범위를 안내할 사례 및 경험의 공유가 필요하

시에 의해서 모든 교직 과정에서 각 교과의 논리 및 논술

다. 본 연구는 과학교과 논리 및 논술 강좌가 본래의 취

강좌를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학교과 논리 및 논

지인 교원의 능력 신장을 지원하는 강좌가 되기 위한 구

술은 이 분야에서의 논리성 및 논술 지도력 함양이라는

성요인을 기존의 사례 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탐색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강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교

고자 한다. 통계적인 분석 및 구체적인 사례 보고 결과는

수자의 입장에서 포괄적인 명칭과 교육과정 안내의 부

교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동시에 이 분야의 학술적

재는 강좌의 구체적인 목적 설정 및 교수학습 내용 구성

인 논의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Session 2-9 통합과학교육

과학 탐구 기반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11:10-12:10, 7월 25일(토) / 강의동 1층

다. 둘째, 학생들은 과학 관련 진로 인식에 대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수학과 기술 관
련 진로 인식에 대해서는 평균값은 상승했으나 통계적

배태윤, 이효녕, 여채영, 전재돈, 백소연
경북대학교

jjd8659@naver.com

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과학에
대한 능력, 가치,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인식, 공학에 대한
인식, 가치, 수학에 대한 가치, 흥미의 지속 영역에서 통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 탐구 기반의 융합인재교육

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과학에 대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중학생의 과학

한 인식, 흥미의 지속, 기술의 능력, 가치, 흥미의 지속,

자기효능감, 진로 인식, STEM에 대한 태도 변화를 검증

공학의 능력과 흥미의 지속, 수학의 인식 영역에서 평균

하는데 있다. 과학 탐구 기반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값은 상승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나지

은 ‘지진’을 주제로 ADBA 모형에 적용하여 총 6차시 분

않았다. 결론적으로, ‘지진’을 주제로 한 과학 탐구 기반

량으로 개발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적용을 거

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과학 자기효능감

쳐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광역

과 과학 관련 진로 인식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시 소재의 H중학교 3학년 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효과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대한 태도의 인식, 능력, 가치,

성을 검증하였다. 과학 탐구 기반의 융합인재교육 프로

흥미의 지속 영역에서 고르게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

그램을 중학생들에게 적용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

다. 개발된 과학 탐구 기반의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은

다. 첫째, 학생들은 과학 자기효능감의 세 가지 요인인

학교 현장에서 충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

과제곤란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의 세 가지

학적 탐구 능력의 향상과 창의·융합적 사고를 지닌 인재

항목에 대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

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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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2-10 과학창의성교육

STEAM 기반 스토리텔링 과학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실천적 지식 탐구

11:10-12:10, 7월 25일(토) / 강의동 1층

유(metaphor), 수업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이해
의 부족은 커머그니티브(commognitive) 갈등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소통의 걸림돌을 의미하였다. 과학적 개념

변문경
성균관대학교

ketosisi@naver.com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교과 간 통합적
플롯의 구성은 학생들의 경험을 정리해 주는 기본 구조
의 부재를 의미는 것이며, 내러티브의 토대로 작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2학년 과학교과의 2단원 ‘물질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기억의 구조를 제공하지 못하였

의 구성’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과학 수업에

다. 스토리텔링 과학 수업의 평가 자료 부족, 스토리텔

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탐색

링 수업에 대한 동료 과학 교사와 학부모들의 인식 부족

함으로써 효율적인 스토리텔링 교육의 현장 적용을 위

은 산출물 평가 기준의 부재로 인한 평가의 어려움을 의

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각매개의 부재(不

미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어려움을 토대로 소양지향의

在)상황은 학생들의 구체적 상상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과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중학교 과학교과에서 스

서 지식의 구조화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토리텔링을 적용한 교사 중심의 실천적 개혁이 지속적

었다. 또한 서로 다른 수준의 과학적 담화, 부적절한 은

으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Session 2-11 기타

11:10-12:10, 7월 25일(토) / 강의동 1층

인문계고등학생의 이공계 직업동기
형성과정: 근거이론을 적용한 질적연구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희망 계열에 따른
직업가치관 구조 분석

정영희, 신세인, 김아름, 이준기,

김아름, 정영희, 신세인, 이준기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sein3027@gmail.com

kimarem0214@gmail.com

본 연구는 인문계고등학생의 이공계 직업동기 형성과정

고등학생들이 직업 동기를 형성하는데 있어, 직업가치

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실체이론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

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인문 · 자연계열을

이 있다. 인문계고등학생들의 이공계 직업동기가 형성

희망하는 1학년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구조의 차이를 비

되는 과정에서 중심현상은 자기이해와 이공계 직업의

교 분석하였다. 인문 ·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해, 인과 조건은 이공계관련 직업을 생각하게 된 계

선호하는 직업가치관 차이를 빈도로 산출하여 비교 분

기, 맥락적 조건은 학교 안팎의 교육과 경험, 중재적 조

석하였고, 네트워크 분석법을 통해 직업가치관의 구조

건은 사회적 지지와 성적 스트레스, 작용/상호작용 전략

를 확인해보았다. 첫째, 빈도로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은 이공계 직업준비를 위한 열정과 도전, 그리고 채택된

1학년 인문 · 자연 계열에서는 공통적으로 능력발휘를

전략의 결과는 이공계 직업선택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

가장 높게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정

로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직업동기 형

성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인문 · 자연계열을 희

성과정을 그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심층적이고 포괄적으

망하는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은 직장 내에서 안정적으로

로 이해하고 분석하였다. 인문계고등학생들의 이공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

직업에 대한 시각을 제공하고 이공계 직업교육에 대한

인 할 수 있다. 인문계열에서는 다양성과 더불어 일함,

기초를 마련하여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위한 행복하게

지도력 발휘가 자연계열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연계열

일할 수 있는 직업교육의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에서는 인문계열에 비해 창의성, 자율성, 발전성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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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차이점을 보였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라 볼 수 있다. 반면에 자연계열은 더불어 일함과 지도력

서는 인문계열은 다양성-보수의 가치관의 연결 강도가

발휘가 고립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인문계열 · 자

높은 반면에, 자연계열은 능력발휘-발전성의 연결 강도

연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직업 가치관 구조의 차이

가 높게 나왔다. 인문계열에서는 다시 능력발휘와 안정

점을 확인하고, 이를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학

성, 지도력 발휘에서 연결 강도가 높고, 사회적 인정과

생들의 진로를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의의

더불어 일함의 연결 강도가 높은 결과로 보아, 이는 인문

가 있다.

계열을 희망하는 직업가치관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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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워크숍

WORKSHOP
• Workshop 1

역사 속에서 과학을 찾다. 조선시대 비행기
‘비차’ 모형 만들기

15:20-16:20, 7월 24일(금) / 강의동 405호

들의 과학적 업적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 4월
과학의 달에는 전국에서 고무동력기, 글라이더
날리기 등 많은 대회들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박기영, 신영준

있는데, 학생들에게 우리의 과학을 알리는 것

경인교육대학교

demoons@hanmail.net

▸재료: 억새젓가락, 무명실, 순간접착제, 한지,
콜크 보드지

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개하는 비차는 억
새젓가락과 무명실을 사용하여 최대한 과거의
실물과 비슷한 모습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장점: 1. 역사 속에서 시대적 배경과 과학적 원리를 찾

▸내용: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하늘을 날았다는 기록

아볼 수 있어 역사와 과학 융합 교재로 적합하

만이 남아있는 무동력 비행기이다. 기록상으로

며, 선조들의 높은 과학기술을 알아 민족 자존감

는 서양의 라이트형제보다 빠른 것이지만 설계

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도나 그림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받

2. 재래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저렴하면서 누

지 못하고 있다. 2000년 12월에 건국대 항공우

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억새젓가락을 재료로

주공학과에서 기록만을 가지고 복원하여 실제

하며, 제작 방법을 공개하기 때문에 누구나 수

비행 실험을 하기도 하였고, 과천과학관 등 소

업에 적용하실 수 있다.

수의 과학관에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지만 선조
전시관 실제 모형

• Workshop 2

거울블록세트(MBS)를 활용한 창의적인 문제
만들기

억새젓가락으로 만든 비차(1번 비차 만듬)

16:20-17:20, 7월 24일(금) / 강의동 405호

질을 이해하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창의성을 향상시키
는데 목적이 있다. 거울블록은 블록에 양면거울을 끼워
넣은 것으로, 빛의 방향이 90°로 꺾여 진행한다. 이러한

1

지경준 , 박종원

2

1

광주지산초등학교, 2전남대학교

sciencezee@naver.com

원리를 이용하여 거울블록에서 빛이 반사되는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주어진 거울블록의 기호를 활용하여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거울블록을 이용하여 상변화잠

▸재료: 거울블록세트, 학습지

망경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거울블록은 회전이 가능

▸대상: 초 ․ 중등 과학교육과정, 영재교육 대상자

하므로 거울블록에서 빛이 반사되는 경로에 따라 다양

본 활동은 거울블록세트를 이용하여 빛의 직진, 반사 성

한 모양의 상이 나타난다. 거울블록이 홀수 개 있을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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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 개 있을 때 상의 모양이 왜 다른 규칙성을 가지는지

주, 게임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조건도 다양하

추리해 본다. 거울블록세트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문제

게 제안할 수 있다.

를 제안할 수 있다. 문제의 상황은 자신의 일상생활, 우
거울블록세트

창의적인 문제

• Workshop 3

과학교육 논문 글쓰기 자기 점검

09:30-10:30, 7월 25일(토) / 강의동 405호

투에 관심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

한재영
충북대학교

jyhannn@chungbuk.ac.kr

2. 기초 문법과 번역투
가. 한국어 기초 문법

1. 들어가며

1) 호응의 문제
호응은 문장 안에서 특정한 말 뒤에 다른 특정한 말만

과학교육 연구 논문의 글쓰기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오게 되는 제약에 따르는 것을 말하며, 통사적 호응, 어

간략히 소개하고, 자신이 쓴 글을 가지고 와서 한국어 기

휘적 호응, 논리적 호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사적

초 문법과 번역투에 대해 자기 점검을 해 본다. 따라서

호응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 등을 문형에 알맞

워크숍(연구 집회, 공동 연수)에 참석할 사람은 자기 점

게 쓰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호응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

검을 할 글을 가지고 오도록 한다.

응, 부사어와 동사의 호응, 인칭 대명사의 호응, 능동과

한국과학교육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글쓰기 실태를 조

수동의 호응,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등이 있다. 어휘

사한 연구 결과는 이미 발표자가 지난 학술대회에 발표

적 호응은 특정 어휘끼리 짝을 지어 움직이는 것을 말한

하였다(한재영, 2015). 한국어 기초 문법은 호응의 문제,

다. 예로,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서 회사가 살아날 수도

맞춤법․띄어쓰기․문장 부호의 문제, 사동 표현의 문제,

있다’는 ‘여부’가 긍정과 부정을 모두 포함하므로 어색한

무분별한 영어 사용의 문제로 정리하였고, 번역투는 영

문장이 되므로, ‘계약이 체결되면 회사가 살아날 수도 있

어 번역의 문제, 일본어 번역의 문제, 영어와 일본어 번

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논리적 호응은 두 절 사이, 문장

역의 문제로 구분하였다. 번역투는 순수한 한국어가 아

과 문장 사이의 호응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를 말

닌 외국어에서 유래한 상투적 표현을 말한다.

한다.

과학교육 논문 글쓰기에 나타나는 문제를 찾고 개선
하기 위해 과학교육 연구자는 한국어 기초 문법과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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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의 문제

WORKSHOP(워크숍)

맞춤법은 표준어를 어법에 맞게 적고, 외래어는 외래

‘두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와 같이 적는다.

어 표기법에 따라 적으며,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며, 문

한국어와 다른 영어 문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장 부호를 사용법에 맞게 표기하여야 한다. 한글 맞춤법

번역투에 해당한다. 대표 사례는 영어의 과거완료나 대

은 문교부 고시 제88-1호(1988년 1월 19일)를 따른다.

과거를 한국어에 남용하는 경우이다. 예로, ‘그때 자신
의 집을 피신처로 제공했었다’에서 과거형으로 써도 되

3) 사동 표현의 문제

는데 대과거를 쓴다. 또한 영어의 복수 표현을 그대로 가

한국어에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사동 표현으로 ‘∼

져와 ‘700명의 학생들’로 적은 것은 ‘학생 700명이’로 적

시키다’가 있다. 예로, ‘교육시키다’는 ‘교육하다’로 적는

어야 한국어 표현으로 자연스럽다. 영어에는 문장 부사

것이 좋으며, ‘양을 감소시킨 결과’는 ‘양을 줄인 결과’로

를 문장의 중간에 적기도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문장의

적는 것이 적절하다.

처음에 적는다.
기타 주의할 영어식 표현으로 ‘또는(or)’과 ‘가장 ～중

4) 무분별한 영어 사용의 문제

하나(one of the most ～)’, ‘소재한/위치하고 있는(be

한국에서 영어 단어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located in)’ 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삼는다. 특히 대학에서는 영어를 한
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

2) 일본어 번역

로, ‘모뉴먼탈한 건축’이나 ‘하드웨어적 발상’과 같이 영

일본어를 직역한 표현이 한국어에 많이 사용되고 있

어와 한국어를 무분별하게 섞어 쓰고 있다(이수열,

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일본어의 영향이 가장 많이 나타

1999: 381). 영어를 무분별하게 쓰는 예를 몇 개 제시하

나는 사례는 한국어에서 관형격조사 ‘의’를 남용하는 것

면 다음과 같다: 그로테스크(grotesque), 다운사이징

이다. 예를 들면 ‘자료의 부족’, ‘독자와 필자와의 관계’,

(downsizing),

인센티브

‘과학 기술 사회에서의 시민 활동’, ‘앞으로의 과제’ ‘교양

(incentive), 인프라(infrastructure), 재테크(財+tech),

인으로서의 자질’, ‘오래 전부터의’, ‘외부로부터의 습격’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등은 다른 한국어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아이러니컬(ironical)하다,

그리고 일본식 서술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번

나. 번역투

역투에 해당한다. 예로 ‘～에 있어서(∼において)’, ‘～에

1) 영어 번역

틀림없다(∼にちがいな)’, ‘～고 있는(∼ている)’, ‘～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한국어에 없거나 잘 쓰

다름 아니다(∼に他ならない/にほかならない)’, ‘～인

지 않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먼저 영어식 서술어를 그

것이다(∼ものだ)’, ‘～하지 않으면 안 된다(～なければ

대로 번역한 형태의 표현이 있다. 예를 들면, ‘이루어지

ならない/～なくてばならない)’ 등이 있다. 또한 ‘왜냐

다(be achieved/consist of/be made)’, ‘주어지다(be

하면 ～이기 때문이다’는 ‘なぜなら ～からである’의 번

given)’, ‘가지다(have)’, ‘요구되다(be required)’ ‘필요

역이다.

로 하다(need)’, ‘∼곤 하다(used to+원형동사)’ 등이 있

기타 일본식 표현으로 ‘입장(立場)’, ‘반면교사(反面敎

다. 또한 ‘하다’류 타동사를 피동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師)’, ‘애매(曖昧)’, ‘역할(役割)’, ‘취급(取扱)하다’, ‘사료

있는데, 예로 ‘연구했어야 할 문제’를 ‘연구됐어야 할 문

(思料)되다’ 등이 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는

제’로 적는다.

‘한 층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적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한

그리고 영어 전치사를 그대로 조사로 번역하여 사용

국어이다. ‘보다’는 ‘より’의 번역으로 형용사 앞에 쓰이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에 의하여(by)’, ‘～으

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적(的)’도 일본어에서 들어온

로부터, ～로부터, ～부터(from)’, ‘～을 위해(in order

표현이다.

to)’ 등이 있다. 영어에서는 사물을 주어로 한 수동태 문
장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을 직역한 형태도 번역투에

3) 영어와 일본어 번역

해당한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영어와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이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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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

らず)’, ‘∼하기에 충분하다(enough to)(∼すべくに十分

에서 나타난 번역투가 있다. 3인칭 지시대명사인 ‘그, 그

である)’도 영어를 번역한 일본어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

녀, 그것(he, she, it)(かれ)’이 그것이다.

이다. 그리고 ‘∼을 의미하다(it means to∼)(∼を意味

그리고 영어의 전치사와 일본어의 접사에 대한 번역

する)도 이에 해당한다.

투가 있다. 예로, ‘∼로 인하여/인해(by)(∼に因って)’,
‘∼에 대하여/관하여(about)(∼について)’, ‘∼에 비해/

3. 글쓰기 점검 연습

∼ 대비(as compared with/in comparison with)(∼に比
くらべて)’, ‘∼을(를) 통하여(through)(∼をつうじて)’
등이 있다.

다음의 예에서 한국어 기초 문법에 맞지 않거나 번역
투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수정해 본다.

이외에 ‘∼임에도 불구하고(although)(∼にもかかわ
과학교육에서 모델링이 갖는 중요성과 함께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은 과학적 모델을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할 기회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모델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
고 있다(Treagust et al, 2002).
☞ (수정)

교육현장의 학력향상중점학교들의 사례를 보면, 학생들의 다양한 부진원인, 특성, 수준을 고려하지 않거나, 체계
적인 연구에 의해 개발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일선 학교의 편법 통계와 평가 등 형식적인 부진아 교
육을 하고 있었다(Koh, Choi, & Choi, 2006; Park & Lee, 2008).
☞ (수정)

발표된 연구와 미국 교육단체의 리포트는 과학자들의 과학 활동을 과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해야 하며
(NRC, 2007; 2011), 과학자에 의해 사용된 모델을 이해하는 것이 과학을 이해하는 것으로, 모델은 과학교육에
서 다루어야 할 중요 내용으로 제기하고 있다(Harrison & Treagust, 1996; NRC, 2013).
☞ (수정)

이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직업적으로 과학이 흥미롭고 만족스러워 함을 알았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과학
자에 대한 고정 관념도 불식시켰다.
☞ (수정)

(자신이 쓴 글)
☞ (수정)

한재영 (2015). 한국과학교육학회지 논문의 한국어 글쓰기 실태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 제 67차 총회 및
동계학술대회, 2015. 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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