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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및 발표장 안내
●

해양과학대학 본부

경상대학교 통영캠퍼스맵

11

프리워크숍 (301호, 302호)
이사회 (206호)
접수처 (1층 로비 및 104호)
구두발표 (204호, 206호, 304호, 306호)
심포지움 (201호, 301호, 302호)
휴게실 (209호)
전시업체 (1층 로비)

●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정기총회
개회식⋅폐회식
기조강연
포스터발표

여학생생활관

16

1층 식당 - 27일(목)
2층 식당 - 28일(금)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4층 1917홀

[다목적홀]
기조강연
포스터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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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대학 본부

1F
COFFEE
CATERING

STAFF
준비실

접수처

전
시

2F

3F
심포지움4
201호

구두발표
204호

심포지움1,2,5
302호

구두발표
206호

휴게실
209호

구두발표
304호

구두발표
306호

심포지움
3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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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일정표 및 장소
●

2017년 7월 26일(수)

시간
14:00~17:00

●

발 표 및 내 용

Pre-workshop 1 : 사회네트워크 분석법의 과학교육 연구에의 활용 (이준기 / 전북대학교)

[본부 301호]

Pre-workshop 2 : 라쉬 모델의 과학교육 연구에의 활용 (하민수 / 강원대학교)

[본부 302호]

제1일 2017년 7월 27일(목)

●
시간

발 표

09:30~10:30

및

●

내 용
해양과학대학 본부 1층 로비 및 104호

등 록
구두발표 (Session 1)
1-1

304호
좌장 : 최애란

10:30~12:10

1-2

306호
좌장 : 정현철

심포지움 1

해양과학대학 본부

1-3

204호
좌장 : 신영준

1-4

206호
좌장 : 박종원

해양과학대학 본부
302호

교수학습/과학사

영재/통합/교사

교육과정

문화교육/기타

한국발명진흥회

정용욱
김윤화
김영민
김다운
조헌국

서권수
윤진아
이주성
박은지
윤은정

박구름
고수영
김종헌
윤혜경

임인숙
남일균
김지우
조광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적 창의성과
창의 ․ 발명 교육

12:10~13:10

점
개회식

여학생생활관 1층 식당

심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사회: 박영신(조선대)
개 회 사 (송진웅 / 한국과학교육학회 회장)

13:10~13:30

축
사 (양기열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환 영 사 (김정균 /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학장)
기조강연 1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사회: 박영신(조선대)

13:30~14:10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의 방향
(임철일 / 서울대학교)
기조강연 2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사회: 박영신(조선대)

14:10~14:50

보이지 않는 세계
(이강영 / 경상대학교)

14:50~15:00
구두발표 (Session 2) 해양과학대학 본부
2-1

심포지움 2

심포지움 3

심포지움 4

306호
좌장 : 조광희

해양과학대학 본부

해양과학대학 본부

해양과학대학 본부

302호

301호

201호

교수학습

초등/교사
교육과정/기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과학문화교육회

GCER 연구단

하희수
이영미
한재균
남정희
Arif

강은희
최윤희
심헌태
서경운
Ganchimeg

과학과 학업에
미치는 영향 탐색

국내 과학관
교육의 활성화

미래형 학교와
스마트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

304호
좌장 : 조헌국

15: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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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일 2017년 7월 27일(목)

시간

●

발 표 및 내 용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포스터발표 (Session 1)
17:00~18:00

과학교수학습

강은주 김가형 박종호 박혜민 임미리 최고은

과학영재교육

이현동

과학교사교육

김영민 최애란

통합과학교육

방담이 배미숙 윤회정 이혜숙

중등과학교사

문지영 서

기

김미영 손서진 신세인

희

타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정기총회
사회: 정용재 (공주교대)

18:00~18:30

●

제2일 2017년 7월 28일(금)

시간

●

발 표 및 내 용

09:30~10:00

해양과학대학 본부 1층 로비 및 104호

등 록
구두발표 (Session 3)
3-1

304호
좌장 : 손정우

10:00~11:20

3-2

306호
좌장 : 문공주

제1과학관

3-3

204호
좌장 : 윤회정

3-4

206호
좌장 : 이기영

해양과학대학 본부

영재/창의성/초등

문화/언어/중등

문화/교수학습/초등

한국과학창의재단

김용성
고영욱
남창훈

신명렬
김민기
권혁재

이수아
이수아
박경찬

박지선
Arif
윤아연

과학교육표준 개발

윤화영

지영래

장진아

점

여학생생활관 2층 식당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과학교수학습

김종은 박준형 하지훈 한아름

과학사 · 과학철학교육

박은별

과학학습평가

노선희 이한진 이현옥

과학창의성교육

오기철 이미형

과학영재교육

서혜애

초등과학교사

박종호 박미소

중등과학교사

이나리 한화정

기조강연 3

14:10~14:50

미래세대를 위한

심

포스터발표 (Session 2)

13:30~14:10

302호

교수학습/대학

11:20~12:30

12:30~13:30

심포지움 5

사회: 이현주 (이화여대)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과학 학습을 정보통신기술로 비비기: 미래를 준비하는 참다운 학습
(장병기 / 춘천교육대학교)
폐 회 식
사회: 정용재 (공주교대)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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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목록표
심포지움
심포지움 1

(p. 77)

10:30~12:10, 7월 27일(목) / 해양과학대학 본부 302호

발명교육의 교육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1999~2016
김민기, 김도희
한국발명진흥회

과학자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 분석을 통한 발명교육 시사점 탐색
조헌국
단국대학교

용도 고안 문항을 활용한 기능적 고착 인지편향 측정도구 개발 및 탈인지편향 전략으로서 발명교육의
의의 탐색
하민수
강원대학교

발명영재 교육 표준 제시를 위한 핵심역량 요소 도출 연구
황요한, 문공주
이화여자대학교

심포지움 2

(p. 79)

15:00~17:00, 7월 27일(목) / 해양과학대학 본부 302호

TIMSS 연구에서 우리나라 초4와 중2 학생들의 성취 특성 추이 변화 분석
곽영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ISA 2015 결과분석으로 본 학생들의 웰빙과 과학 성취도 관계
구자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등학생의 교과 학습 동기: 과학과 사회 교과 비교를 중심으로
변태진, 이해영, 우연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과학과 서답형 문항 심층 분석: ‘물체를 보는 원리’에 대한 개념 유형을 중심으로
이재봉, 동효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서답형 문항을 이용한 중학교 과학 핵심 개념에 대한 학습발달과정 탐색
이기영1, 동효관2, 최원호3, 권경필4, 이인호2, 김용진5
1

2

3

4

5

강원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순천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상대학교

2018학년도 수능 출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기대와 요구
김동영, 김미영, 이인호, 김현정, 이신영, 안유민, 변태진, 백종호, 이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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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 3

15:00~17:00, 7월 27일(목) / 해양과학대학 본부 301호

(p. 82)

국내 과학관교육의 활성화
박영신
조선대학교
과학관교육의 활성화: 과학전시 기획, 개발, 및 연출 사례
신영순1, 이정화2, 전 미3, 정광훈4, 백두성5, 김미주4
1

2

3

4

5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과학관교육의 활성화: 전시해설프로그램 및 해설사/도슨트 전문성 연구
신영순1, 이정화2, 전 미3, 남경욱4, 백두성5, 정래진1
1

2

3

4

5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과학관교육의 활성화: 과학교육/학교답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따른 교육효과
신영순1, 이정화2, 정원영3, 백두성4, 전해진5, 임두원3, 정가영5
1

2

3

4

5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국립대구과학관

심포지움 4

15:00~17:00, 7월 27일(목) / 해양과학대학 본부 201호

(p. 84)

초연결 사회에 적합한 교육적 대응 연구
정용재1, 나지연2
1
, 2
공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미래형 학교와 스마트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 초등학교 사례
배 훈
참샘초등학교
미래형 학교와 스마트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 중학교 사례
김동건
창덕여자중학교
스마트 테크놀로지 활용 과학 교육: 대학교 사례
장병기
춘천교육대학교
예비초등교사들의 스마트 테크놀로지 활용 과학 수업 계획에서 발생하는 질문의 유형과 특징
나지연
춘천교육대학교

심포지움 5

10:00~11:20, 7월 28일(금) / 해양과학대학 본부 302호

(p. 86)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 개발의 배경과 추진계획
송진웅1, 강석진2, 곽영순3, 김동건4, 김수환5, 나지연6, 도종훈7, 민병곤1, 박성춘1, 배성문8, 손연아9, 손정우8,
오필석10, 이준기11, 임혁12, 정대홍1, 정용재13, 정종훈14
1

2

8

9

3

4

5

6

7

서울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창덕여자중학교, 총신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서원대학교,
경상대학교, 단국대학교,

10

경인교육대학교,

11

전북대학교,

12

13

문정고등학교,

공주교육대학교,

14

인하대학교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과학적 소양
정용재1, 송진웅2, 강석진3, 곽영순4, 김동건5, 김수환6, 나지연7, 도종훈8, 민병곤2, 박성춘2, 배성문9,
손연아10, 손정우9, 오필석11, 이준기12, 임혁13, 정대홍2, 정종훈14
1

2

3

4

5

6

7

공주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창덕여자중학교, 총신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8

9

서원대학교, 경상대학교,

10

단국대학교,

11

경인교육대학교,

12

전북대학교,

13

문정고등학교,

14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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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Session 1

10:30-12:10, 7월 27일(목)

❚ Session 1-1 교수학습/과학사

좌장 : 최애란

(p. 91)

본부 304호

과학그림책의 시각자료 분석을 통한 개념적 혼성 관점과 비유 관점의 비교
정용욱
서울대학교

“렌즈를 통과한 빛 관찰하기” 실험에서 나타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어려움
김윤화1, 박정우1, 한영범2, 다닐로 타데오1, 유준희1
1

2

서울대학교, 배곧초등학교

과학에서의 은유(metaphor)의 유형과 학생들의 이해
김영민
부산대학교

달의 시직경 측정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김다운1, 이충일2
1

2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순천대학교

평행이론 관점에서의 20세기 과학과 예술의 철학적 세계관의 비교: 르네 마그리트와 코펜하겐 해석을 중심으로
조헌국
단국대학교

❚ Session 1-2 영재/통합/교사

좌장 : 정현철

(p. 93)

본부 306호

초등과학 영재교육 담당교사들의 영재교육 전문지식에 대한 인식 분석
서권수1, 서혜애2
1

2

외암초등학교, 부산대학교

과학영재들이 마인드맵으로 나타낸 생명에 대한 이해 수준
윤진아, 서혜애
부산대학교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자기주도적 과학교육
이주성
DGIST 융합전공 이노베이션경영프로그램

예비초등교사들의 학교과학탐구에 대한 의의와 한계점 인식 조사
박은지, 이선경
서울대학교

‘관성’에 대한 과학교과서의 Scientific Semantic Network와 과학교사들의 Mental Semantic Network의 비교
윤은정, 박윤배
경북대학교

❚ Session 1-3 교육과정

좌장 : 신영준

(p. 95)

본부 204호

과학 핵심역량의 구성요소 분석도구 개발 및 이의 활용: STEAM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과학역량 분석
박구름, 박영신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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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전문가의 경험에 기초한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필요한 핵심역량 탐색
고수영, 강남화
한국교원대학교

불확도를 활용한 데이터 평가 방안
김종헌1, 이희복2
1

2

대전과학고등학교, 공주대학교

한국, 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과학 교육과정 비교: 에너지 개념을 중심으로
윤혜경1, 정용욱2
1

2

춘천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 Session 1-4 문화교육/기타

좌장 : 박종원

(p. 97)

본부 206호

과학 전문가 집단은 일반 대중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한·미·일 3국의 『Science For All』을 통해서 본
‘대중의 과학이해(PUS)’
임인숙, 송진웅
서울대학교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연구의 동향 분석
남일균, 이상원, 임성민
대구대학교

초등학교 과학 교과 관련 과학도서 독후활동의 적용
김지우1, 권난주2
1

2

안양초등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연구 논문의 서론, 어떻게 쓰세요?
조광희
조선대학교

• Session 2

15:00-17:00, 7월 27일(목)

❚ Session 2-1 교수학습

좌장 : 조헌국

(p. 99)

본부 304호

소집단 논변 활동에서 학생들의 위치짓기 프레이밍과 사회적 상호작용 양상 탐색
하희수, 김희백
서울대학교

소집단 논변활동 수업 설계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인식론적 자원과 수업 실행 탐색
이영미, 정은진, 김희백
서울대학교

초등학교 과학수업에서 미래유망직업을 활용하는 전략의 개발 및 적용
한재균, 권난주
경인교육대학교

과학교육에서 인성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 개발
남정희1, 강유진1, 권정인1, 김한영1, 김희화1, 박종석2, 손정우3, 조혜숙1
1

2

3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Secondary-Student Science-Learning Motivation in Korea and Indonesia
1

2

3

3

1

Arif Rachmatullah , Fenny Roshayanti , Sein Shin , Jun-Ki Lee , and Minsu Ha
1

2

3

Kangwon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as PGRI Semara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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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2-2 초등/교사/교육과정/기타

좌장 : 조광희

(p. 102)

본부 306호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 수업에 대한 인식에 따른 스마트 지원 수업 설계
강은희
서울대학교

STEAM 교육 경험을 가진 한국 교사들의 교수 지향 유형과 공학적 설계에 대한 인식 탐색
최윤희1, 류민정2
1

2

숭문중학교, Purdue University

화학탐구실험 수행에서 나타나는 예비화학교사의 탐구특성 및 변화 분석
심헌태, 유선아
한국교원대학교

학생들의 과학에서 사용되는 모델 이해도와 표상에 관한 인식의 관계에 대한 고찰
서경운
Minnesota State University

몽골과 한국의 교육제도 및 과학교육과정 변천사 비교
Ganchimeg Gantumur,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 Session 3

10:00-11:20, 7월 28일(금)

❚ Session 3-1 교수학습/대학

좌장 : 손정우

(p. 106)

본부 304호

생명과학의 관찰과 분류 활동에서 지식을 생성할 때와 수용할 때의 뇌 활성 차이
김용성1, 김지민2, 서유진2, 이유진2, 정은아2, 박수연3, 정진수3
1

2

3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문경여자고등학교, 대구대학교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수업에서 나타난 담화특성 탐색
고영욱, 이정아, 김찬종, 최승언
서울대학교

과학교육에서 성찰의 의의와 효과
남창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Session 3-2 영재/창의성/초등

좌장 : 문공주

(p. 108)

본부 306호

문제중심학습(PBL) 기반 과학수업이 초등과학영재의 과학적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
신명렬, 서혜애
부산대학교

정규 과학교육으로 확장된 학교 밖 교육의 사례: 한국의 발명교육에 대한 개관
김민기
한국발명진흥회

2009 개정 초등 3학년 과학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 장소탐색 및 과제형 과학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권혁재, 권난주
경인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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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들의 학교 밖 과학교사학습공동체의 참여 경험과 학습 탐색
윤화영1, 이선경2
1

2

보은삼산초등학교, 청주교육대학교

❚ Session 3-3 문화/언어/중등

좌장 : 윤회정

(p. 110)

본부 204호

디즈니 문화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시대의 과학교육 콘텐츠 개발(Ⅰ)
이수아1, 석창원2, 정은식3, 박준일4, 이윤정5, 최원석6
1

2

3

4

5

6

ScienArt 연구소 ․ 경북대학교, 상인고등학교, 대구과학영재고등학교, 경북과학교육원, KERIS, EBS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시대의 과학교육 콘텐츠 개발Ⅱ
이수아, 박윤배
ScienArt 연구소 ․ 경북대학교

소그룹의 크기에 따라 과학 탐구 활동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 분석
박경찬, 최주연, 김영신
경북대학교

학교의 변화를 마주한 과학 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에서 나타난 도전과 변화
지영래1, 심현표2, 백종호2, 박형용1
1

2

서울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Session 3-4 문화/교수학습/초등

좌장 : 이영희

(p. 113)

본부 206호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한국과 영국의 초 ․ 중학교 과학수업문화 탐색: TIMSS 2015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박지선, 최준영, 송진웅
서울대학교

Identifying the Effects of Gender and Culture on High School Students’ Overconfidence Bias in
Genetics and Evolution Exams
Arif Rachmatullah, Minsu H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과학관에서 사회과학적 이슈(SSI) 전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윤아연, 시정곤
KAIST

온라인 문제해결학습의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실천적 고민과 선택:
초등 과학영재 사례를 중심으로
장진아1, 조형미1, 권오남1, 정용재2
1

2

서울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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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 Session 1

17:00-18:00, 7월 27일(목)

❚ 1-1 과학교수학습

(p. 123)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소리의 반사와 굴절 실험장치 개발
강은주1, 박종호2
1
2
국산초등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지역사회연계 과학이슈 프로그램(SSI-COMM)이 중학생들의 장소감(Sence of Place) 향상에 미치는 효과
김가형, 권수희, 이현주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자석에 대한 과학적 모델의 유형
박종호, 이현정
진주교육대학교
진화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박혜민1, 차희영2
1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원대학교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 과학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진화적 관점의 오류 분석
임미리,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SSI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학습자 성격특성별 토론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최고은,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 1-2 과학영재교육

(p. 126)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과학 영재학생의 과학 동기가 과학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현동1, 이효녕1, 전재돈1, Max L. Longhurst2
1

2

경북대학교, Utah State University

❚ 1-3 과학교사교육

(p. 127)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탐구실험 활동에서의 예비교사들 간 VR 360도 카메라를 활용한 상호작용 분석
김영민1, 유선아2
1

2

유성중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사학습공동체 초임과학교사들의 협력적 교수학적 논증(Collaborative Pedagogical Reasoning) 탐색
최애란, 김유림, 권혜린
이화여자대학교

❚ 1-4 통합과학교육

(p. 128)

통합교육의 목표와 실험연구에서의 효과변인 간의 비교
방담이1, 윤회정2, 채명희3
1

2

3

가톨릭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광명북고등학교

가족 Make Thing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배미숙1, 이미형1, 장미화1, 이선미1, 박수연1, 조경숙2
1

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창의교육센터,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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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주제인 에너지 관련 개념의 위계 분석
윤회정1, 박지은2, 김지영3
1
2
3
춘천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둔촌중학교
통합과학 중심 동아리 활동이 고등학생들의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이혜숙, 서혜애
부산대학교

❚ 1-5 중등과학교사

(p. 133)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SECE 전략 기반 STEAM R&E 컨설팅 모형의 적용과 참여교사의 인식
문지영, 황요한, 문공주, 김미영, 손서진, 정지현, 이지선, 허송이,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 ·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원자력 발전 내용 분석
서 희, 권수희, 최영진, 최지연, 이현옥, 이현주
이화여자대학교

❚ 1-6 기타

(p. 134)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컴퓨팅사고와 과학문제 해결’ 측정 문항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김미영,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과학 학습에서 나타나는 중학생 공감각자들의 특성 탐색
손서진
고림중학교
고등학생들의 인공지능(AI)에 대한 인식과 태도
신세인1, 이준기1, 하민수2
1

2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 Session 2

12:30-13:30, 7월 28일(금)

❚ 2-1 과학교수학습

(p. 136)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고등학교 생명과학Ⅰ교과서의 삽화를 통한 실물의 크기와 구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김종은, 김용진
경상대학교

소집단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직관적 사고의 발현과 정교화 과정의 특징:
열 현상에 대한 초등학생의 생각을 중심으로
박준형, 송진웅
서울대학교

거꾸로 수업에 기반한 ALP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하지훈1, 신영준2
1

2

경기고잔초등학교, 경인교육대학교

STEAM 수업에서 스마트테크놀로지 적용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STEAM 전문가 양성과정 교사를 대상으로
한아름1, 나지연2
1
2
철원초등학교, 춘천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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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과학사 · 과학철학교육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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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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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연구 수행에 의한 고등학생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변화
박은별, 정영란
이화여자대학교

❚ 2-3 과학학습평가
화학교사들의 SSI수업 평가 인식 분석과 제언
노선희, 변소영, 유선아
한국교원대학교

서술형 평가의 확대 시행에 따른 중학교 과학교사 및 학생의 인식
이한진, 김용진
경상대학교

고등학생의 SSI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NOT 요소 및 이해 수준 분석
이현옥1, 신다인2, 이현주1
1
2
이화여자대학교, 경동고등학교

❚ 2-4 과학창의성교육

(p. 141)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p. 144)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초등 학생의 창의성 계발을 위한 과학적 문제발견 활동지 개발
오기철, 강남화
한국교원대학교

3D 프린터 활용 초등학생대상 창의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이미형1, 신지원1, 이민주1, 이선미1, 박수연1, 조경숙2
1

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창의교육센터,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 2-5 과학영재교육

과학영재들이 시스템 사고 수준별로 나타내는 탐구능력의 특징 탐색
김순옥, 서혜애
부산대학교

❚ 2-6 초등과학교사

(p. 145)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인공신경망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사고 방식의 차이와 학업성취와의 관계 분석
한광석, 박종호
진주교육대학교

STEAM프로그램에 나타나있는 Computational Thinking 특징 탐색
박미소, 박영신
조선대학교

❚ 2-7 중등과학교사

(p. 146)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여학생의 물리정체성과 진로선택의 관계탐색을 위한 물리정체성 검사도구 개발
이나리, 강남화
한국교원대학교

학교 운영 컨설팅에서 나타난 과학중점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한화정1, 심규철1, 박종석2, 서혜애3, 손정우4, 이기영5, 이봉우6, 차정호7, 김종희8, 한재영9, 최원호10, 조헌국6
1

2

9

10

3

4

5

6

7

8

공주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강원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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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 Workshop 1

(p. 151)

14:00-17:00, 7월 26일(수) / 본부 301호

과학교육에서의 사회네트워크분석법(SNA)의 이해와 적용
이준기
전북대학교

• Workshop 2

(p. 153)

14:00-17:00, 7월 26일(수) / 본부 302호

과학교육연구에서 라쉬 모델의 적용
하민수
강원대학교

Q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교육의 미래지향적 재구조화 | NV

PLENARY
기조 강연

PLENARY
• Plenary 1

13:30-14:10, 7월 27일(목) /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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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기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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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nary 3

13:30-14:10, 7월 27일(목) /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과학 학습을 정보통신기술로 비비기:
미래를 준비하는 참다운 학습
장병기
(춘천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janusch@cnue.ac.kr

1. 들머리

없게(irrelevant)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Dangerously
Irrelevant, 2015).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보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사회 환경은 급격

거나 알고 있는가? Khan Academy, Promethean,

하게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용에 대한 Pew

Educreations, Wonderopolis, Seesaw, ClassDojo… 이

조사기관(Research Center)의 자료(Fact Sheet)에 의하

것들은 모두 학교 밖에서 교육 혁신을 이끌고 있는 조직

면 2000년에는 미국 성인의 절반(52%)이 인터넷을 사용
했지만, 오늘날(2016)에는 88%가 사용하고 있다고 한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11년 18-59세 인구
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39.2% 이었지만,
2012년에는 78.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3년
eMarketer 기사에 의하면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 중 73%
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특히,
18-24세의 경우 97.7%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 또
한, 스마트폰 사용자의 64%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43.4%는 social media를, 39.6%는 문자 서비스를,
26.2%는 전자우편을, 25.2%는 웹 검색에 스마트폰을 사
용하고 있다. 반면, 태블릿 사용자는 웹 검색(51.4%), 동
영상 보기(44.6%), social media(38.9%), 전자우편
(32.6%)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통신기술과 관
련된 사회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학교와 교실
현장은 이런 사회적 현상과는 무관하게 수업이나 활동
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초 · 중등학교에서 무선 인터
넷 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Did you Know?(Shift Happens)”라는 유명한 YouTube
동영상을 공동 제작한 Scott McLeod는 학교 교실의 기
술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Dangerously
Irrelevant”라는 블로그를 개설했다. 그는 학교가 현재
와 같은 길을 간다면 머지 않아 학교와 교실은 곧 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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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Instagram을, 1/7은 Pinterest를, 1/10은 Tumblr을 사

질이 높은, 개인화된 교육(personalized ed)을 기술을 통

용한다. 특히, 14-17세 여학생의 34%(남학생의 경우

해 성취하려고 한다. 최근에는 BP나 NESTE와 같은 많

24%)가 주로 전화를 사용하여 온라인에 접속하고, 스마

은 기업들도 교육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지

트폰을 갖고 있는 여학생의 55%가 주로 전화로 인터넷

만 학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Prince Ea의 유명한

을 사용한다. 그래서 십대들에게 정보는 제3의 피부이

YouTube 동영상 ‘I just sued the school system’은 이것

고, 그들은 대뇌피질에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5번째 두엽(lobe)을 갖고 있다고도 하며, ‘연속적

여러분은 Pinterest, Instagram, LinkedIn, Tumblr

이며, 부분적인’ 새로 난 더듬이(new attention layer)을

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또는 QR 코드(QR Code

갖고 있다고도 한다(Lee Rainie, 2014, Pew Research).

Generator), Doceri, Reflector, Mobizen, Socrative,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장치를

Prezi, Animoto, Poster Maker, Canva, 망고보드,

사용하여 온라인에 접속하고, 소통하며, 다양한 종류의

postermywall, Glogster, Voki, GAFE라는 것을 들어 보

매체를 소비하고, networking을 하며, socializing(사회

았는가? 여러분의 학생들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활동)을 하고, 배우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학생들은

있는지 알고 있는가?

디지털 장치가 없으면 결코 세상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교육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2. 학습을 학생들의 삶과 관련시키기

학습에 대한 낡은 개념을 버리고 새로운 개념을 받아 들

요즘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Pew Research

같이 학습에 대한 낡은 개념과 새로운 개념을 대비하여

(2014)에 의하면 미국의 십대들은 기술에 파묻힌 삶

제시한다. 이에 의하면 지식은 물건을 거래하는 것과 같

(tech-saturated lives)을 산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십대

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들의 95%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3/4은 스마트폰과 같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알려는 사람과 알려진 것 사이

이동기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다. 또한, 4명 중

의 관계로 형성된다. 따라서 지식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

1명은(성인의 경우 15%) ‘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학생이 주체가 되는 개

(cell-mostly)’ 인터넷에 접속한다. 십대의 78%는 손전

인화된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여야 할 것이다. Shana Ratner(1997)는 다음의 표 1과

화를 가지고 있고, 47%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80%

그렇지만 학교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며, 23%는 태블릿

있고, 대부분 교육 환경은 소비자인 학생들이 아니라 공

을 가지고 있다. 81%는 social networking 사이트를 이

급자인 교사에 의해 만들어진다. McLeod(2017)는 변해

용하고, 76%는 Facebook을, 24%는 Twitter를, 1/4은

야 할 학습 환경의 4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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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습 방법의 변화(Shana Ratner, 1997)
낡은 개념

새로운 개념

지식은 객관적이고 확실하다

지식은 주관적이고 임시방편적이다

학습자는 지식을 수용한다

학습자는 지식을 만든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학습한다

서로 다른 많은 학습 유형이있다.

지식은 서로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안정적이고 위계적인 지식은 “생태학적으로” 체계화 된다 - 학문들은 통합적이고
구조로 체계화 된다
상호작용적이다.
우리는 듣고 봄으로써 수동적으로 가장 잘 배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운영함으로써
가장 잘 배운다

우리는 타고난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혼자 배운다 우리는 마음, 몸, 감정을 통해 사회적 맥락에서 배운다
우리는 간단한 “부분”에서 복잡한 “전체”로 이어지는 예측
가능한 절차 속에서 배운다.

우리는 전체속에서배운다

우리의 “지능”은 우리 개인의 능력에 바탕을 둔다

우리의 “지능”은 우리의 관계망(networks)에 바탕을 둔다

 깊이 있는 학습(deeper learning): 사실적 회상이나

운동(2014)을 주도하고 있다. McLeod는 이런 ‘미래를 준

절차 반복보다는 창의성,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효

비하는 학교(future ready schools)’를 위한 10가지 구성

과적인 의사소통 협업 등과 같은 상위 수준의 사고에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McLeod, 2017).

초점을 맞춘다.
 학습자의 주체성 강화(greater student agency): 교

 프로젝트 학습과 탐구 바탕 학습 환경(Project- and

사가 통제하는 교실에서 학습자가 주체가 되고 통제

inquiry-based learning environments): 학생의 주

하는 자기 주도적인 교실로 바꾼다. 그래서 학습 과정

체성을, 상위 수준의 사고, 의사소통 및 협업 기능을

에서 personalization(개성화), individualization(개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를 강조한다.

별화), differentiation (변별화)을 허용한다.

 참된 실세계 활동(Authentic, real-world work): 지

 좀더 참된 활동(more authentic work): 고립되고 분

역사회 프로젝트, 인턴제도, 디지털 시늉내기 및 문제

리된 학문 활동보다는 지역적인, 국가적인, 세계적인

바탕 및 프로젝트 바탕 학습 경험을 통해 학생의 능력

학문 복합적인 공동체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

을 키운다.

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환경으로 바꾼다. 그래서 학생

 능력 바탕 교육과 표준 바탕 등급매기기(Competency-

들은 상호 이익을 위해 개인이나 기관들과 함께 적극

based education and standards-based grading): 평

적인 관계망(networks)을 키우기 시작한다.

가의 초점을 학습 숙달로 바꾼다.

 강력한 기술 투입(robust technology infusion): 교과

 1:1 전산 자원 확장(computing initiatives): 강력한

서나 공책 등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 벗

디지털 학습 기기를 제공하고, 전세계의 정보, 개인,

어나 기술이 깊이 있고 풍부하게 투입된 전 세계적으

조직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로 연결된 학습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디지털 및 온라인 정보 제공원(Digital and online
(and often open access) information resources): 확

오바마 정부는 2014년 11월 백악관에서 ‘ConnectED
to the Future’라는 새로운 계획을 밝혔다. 그것은 5년

장을 통해 고급의 깊이 있는 학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킨다.

안에 고속의 무선망과 인터넷 망을 통해 99%의 미국 학

 온라인 이해 공동체(Online communities of interest):

생들을 인터넷에 연결시키려는, 그래서 디지털 학습 환

지리적, 시간적으로 제한된 전통적인 학습 공동체를

경을 조성하려는 것이었다. ‘The 20time Project(2015)’

보충하고 증강시킨다.

의 저자인 Kevin Brookhouser는 이러한 Future Ready

 적응성이 있는 소프트웨어와 자료 체계(Ada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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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and data systems): 학습 내용과 속도를 더

는 인간 접촉 상실, 홀로 학습에 대한 두려움, 동기유발

개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저하 등을 면대면 수업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안적인 자격 인정 체계(Alternative credentialing

두루두루 학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mechanisms): 빠르게 진화하는 노동력의 필요와 경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Kearney 등(2012)이 제시

제 요구에 개인이 적응하고 필요한 새로운 기능을 습

한 다음 그림과 같은 Mobile Learning Framework는 앞

득할 수 있도록 한다.

에서 언급한 설명을 구체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

 융통성이 있는 계획짜기(Flexible scheduling): 미

번째 특징인 개별성(personalization)은 학습자의 선택,

리 정해진 50분짜리 수업에서 벗어나 중요한 생존

주도성(agency), 자율성 (self-regulation) 및 맞춤성

기능과 개념을 위해 더 길고, 더 깊이 있고, 더 많은

(customization)에 대한 것이다. 즉, 적절하게 고안된 학

장소에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

습 경험에서 시간, 장소, 속도를 학습자 스스로 통제하

록 한다.

여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두번째 특징인 진정성

 재설계된 학습 공간(Redesigned learning spaces):

(authenticity)은 학습 과제가 학습자에게 개인적 의미

융통성 있는, 학생 중심의 집단 구성과 학습 과제를

와 실세계 관련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수용하도록 한다.

말해, 학습자가 실제 현장을 포함하는, 풍부한 맥락적
과제(contextual tasks)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도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도구

다. 세번째 특징인 협동성은 디지털 도구를 매개로 자료

를 교육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

와 다른 사람과 풍부한 연관을 만드는 것이다. 즉, 소통

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실 현장에 정보

성과 자료 공유성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의사소통, 대화 등을 통해 의미를 협상하는 과정에 학습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디지털 도구들은 학생들의

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말한다.

학습에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학습틀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교육용
구글 앱과 HyperDocs(딴짓문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3.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교실에 수용할
것인가?

수 있다. 구글 교실(Google Classroom)과 도구들은 학생
들에게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협동하며, 서
로 관계를 맺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우리는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가르치는 방식을 확

본래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자극적인 영감으로 학생들

장할 수 있다. 그래서 수업을 개성있게 만들고, 학생들

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보

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하

를 소비하기보다는 정보를 만들고,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 위하여 교사 중심 수업과 학생 중심 수업을 자유롭게

듣기보다는 서로 이야기하는 기회를 줄 때 학생들은 적

섞을 수 있는 두루두루학습(blended learning)을 활용할

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수 있다. 두루두루 학습은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

Lisa Highfill, Kelly Hilton, Sarah Landis는 두루두

게 학습할 것인지를 일부 결정할 수 있는 통합된 학습

루 학습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HyperDocs(딴짓문

경험을 제공하도록 교사가 특별히 고안한 다양한 양식

서)1)를 제안하였다(2016). 간단히 설명하면, 딴짓문서는

(multimodal)의 학습 경험을 말한다(Martin, 2016). 두

연결고리를 통해 혁신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활동을 담

루두루 학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업 방안을 제공하

아낸 구글 문서를 말한다. 그들은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

고, 디지털 도구와 전통적인 방식 모두를 사용하여 수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면대면
교실 수업과 웹바탕 온라인 학습을 결합한 것이다. 면대
면 수업이 갖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디지털 학습의 장
점을 통해 보완하고, 디지털 학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
= = = = | TM

1) 문서에 제시된 연결고리(Hyperlink)를 통해 딴짓을
하며 즐긴다는 의미로 딴짓문서라고 번역하였다. 딴
짓은 학생을 거기에 빠지게 하고, 자신의 관심에 따
라 다양한 것을 살피며, 스스로 주체가 되고, 창의적
인 것을 추구하며, 스스로 만들고 누군가에게 떠벌리
고 싶게 하기 때문이다.

PLENARY (기조강연)

는 디지털 수업 설계와 수업 전달법을 서술하기 위한 용

리(Hyperlink)를 사용하는 것이다. 수업과 관련된 특정

어로 딴짓문서(HyperDocs)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수업

한 연결고리를 삽입하고 자신의 수업에 맞추어 지시사

계획을 종이로 작성하는 대신에, 학생들이 다양한 웹 도

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인터

구를 이용하도록 수업 계획을 설계했다. 그래서 학생들

넷을 검색하지 않는 대신에 교사가 선택한 내용을 탐색

은 문서를 통해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딴짓처럼 보이는

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은 동영상을 통해 교실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에서 어느 곳이나 여행할 수 있다. 전세계 사람들과 만나

딴짓문서는 수업의 초점을 교사 중심의 강의에서 학

고 들을 수 있으며, 시청각적인 방식으로 과학을 경험하

생 중심의 탐구 바탕 학습으로 바꾸어, 학생이 탐색을 통

도록 할 수 있다. 동영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시청각

해 실제로 배우도록 한다. 강력한 수업 설계로 양질의 수

적 실마리의 결합은 두뇌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문자 위

업 내용을 안내하며, 학습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학

주의 교과서로서는 할 수 없는 자극을 제공한다.

습을 꾸려 나간다. 딴짓문서는 디지털 협업(Digital

딴짓문서의 또 다른 장점은 하나의 문서에서 융통성

collaboration)을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

있게 모둠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 드라이브나

고 서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협동심을 북돋운

구글 교실에서 공유 기능을 이용하거나 표 만들기를 활

다. 딴짓문서는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기

용하여 서로 다른 모둠을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능을 발달시키도록 학생들을 도와줌으로써 진정한 산출

들어, 처음에는 전체 학급에 개념을 도입하고 나서, 소

물을 만들고 공유하도록 요구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

집단이나 짝꿍과 함께 그 개념을 학생들이 탐색하고 토

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더 넓은 청중과 소통하

의하도록 한 다음, 최종적으로 자신이 공부한 것을 자율

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그것은 교사가 모든 것을 설명하

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딴짓문서에서 학생들의

는 것이 아니라 소집단과 함께 활동하며 각 학생의 요구

집단을 나누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에 맞추기 위해 학습 과정을 개별화 하는 것을 뜻한다.
딴짓문서는 이렇게 개별화된 수업, 융통성 있는 모둠

 하나의 문서에 전체 학급을 공유시킨다(“모든 학생

구성, 협업, 프로젝트 바탕 학습, 원격학습 등을 지원

은 문서에 있는 표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도

할 수 있다. 또한, 딴짓문서는 구글 문서(Docs), 슬라이

록 한다.”)

드(Slides), 설문지(Forms), 지도(Maps), 사이트(Sites)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짝꿍이나 소집단 별로 문서를 공유하거나 반응하도록
한다(“구글 설문지나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반응하도
록 한다.”)

4. 딴짓문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복사본에서 반응하도록 한다(“자
기 스스로, 자신이 배운 것을 보여주도록 한다.”)

Highfill 등(2016)이 ‘The Hyperdoc Handbook’에서
제시한 딴짓문서를 활용하는 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공개적인 게시를 통해 다른 교실의 학생이나 세계적
으로 연관시킨다(Global partnerships).

다. 딴짓문서에 질문 또는 지시사항을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모든 학생이 서

딴짓문서는 이와 같은 협업을 통해 수업 시간을 극대

로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생의 반응을 이나 에서

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딴짓문서에 있는 담

응답하도록 한다. 아니면 교사가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벼락과 같은 하나의 협동 도구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결

는 학생이 직접 딴짓문서 자체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한

고리를 선택해 누르게 함으로써, 학생들을 동시에 활동

다. 때로는 응답 유형을 낱말 구름(word clouds) 형태로

에 참여시켜 짧은 시간에 100%의 참여를 달성할 수 있

보기 위하여 을, 의견을 수집하거나 투표 용도로 Tricider

다. 이것은 또한 수업에서 자신의 생각을 큰 소리로 말하

를, 또는 나 그 밖의 재미있는 웹도구에서 응답하도록 할

는데 불편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기회를

수 있다.

갖도록 한다.

쉽게 딴짓문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연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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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ogle 문서(Google Docs)

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수업을

‘한글’이나 ‘Word’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구글 문서는

진행시키면서 학생들이 얻기 바라는 정보의 종류에 따

모든 장치에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Google

라 설문지 전체에 질문을 전략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설

문서 도구를 사용하면 딴짓문서를 빠르고 쉽게 만들 수

문지의 내용은 여러 쪽으로 쪼개질 수 있고, 학생들이 질

있지만, 그에 따른 제한 사항도 있다. 예를 들어, 그림이

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 다른 경로의 후속 질문

나 사진을 제외하고 동영상, Google 설문지, Google 슬

을 던질 수도 있다. 또한, 빠르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라이드 및 외부 웹 도구는 포함되지 않고 단지 연결고리

개별 학생의 생각을 수집하기 위한 딴짓문서를 만들고

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내용을 보려면

싶을 때 구글 설문지를 사용한다. 하나의 설문지에서 질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보기

문과 함께 지시 사항,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

프로그램(viewer)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한 곳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어,

학생의 과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즉 그 문서에 반응

학생들의 응답은 모두 응답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

을 기록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웹 도구로 이동해야 할지

에 수집된다. 그래서 교사는 한 번에 모든 응답을 볼 수

결정해야 한다.

있어 시간을 크게 절약 할 수 있다. 구글 설문지는 객관
식 질문, 짧은 단답형, 의견 수집 및 짧은 서술형 문항을

(2) Google슬라이드

사용하기 좋다. 구글 설문지를 사용하여 직접 공동 작업

Google 슬라이드는 보통 발표를 위한 웹 도구로 사용

을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답을 공유하기

하지만, 과제의 흐름을 시각화할 수 있는 일련의 카드 묶

바란다면 딴짓문서에 그 응답 스프레드시트를 연결고리

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슬라이드에서는 동영상을 포함

로 덧붙일 수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연결고리를 통해 다

시킬 수 있어, 그것이 게시된 웹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아

른 사람의 활동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자료의 간섭을 막을 수 있다. 화살표나 도형과 같은
그래픽 기능을 슬라이드에 쉽게 추가할 수 있다. 그래

(4) 구글 누리방(Sites)

서 그것은 자신의 수업 설계에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단원이나 장기과제로 딴짓문서를 만들거나, 모든

구글 슬라이드는 글꼴, 색상, 표 및 연결고리 심기

강의 구성요소를 한 곳에 심어 놓기 바란다면, 구글 누리

(embedded links)를 포함하는 구글 문서와 동일한 기능

방 도구를 사용하여 누리방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한다.

뿐만 아니라 슬라이드와 연동되는 흐름도(workflow)와

자신의 학생들이 딴짓문서에 처음 정해 놓은 지시사항

슬라이드 노트를 제공한다. 때로는 그 슬라이드에 직접

에서 벗어나 다른 연결고리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협동하여 작업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학생들

훌륭한 선택 사항이 될 수 있다. 구글 누리방 도구로 과

은 보기 전용 슬라이드물(slide deck)을 만들고 그 복사

제의 시각적 흐름도(visual flow)를 만들 수 있다. 그래

본을 만든 다음에 자신들이 지정한 슬라이드에 과제를

서 학생들이 자신의 활동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완수할 공동 작업자(collaborators)를 추가 할 수 있다.

참고자료(resources)를 논리적으로 조직하여 게시할 수

함께 작업하는 일은 학생들이 “디지털 시민의식”을 배우

있다. 구글 설문지를 포함시켜 완성된 장기과제를 연결

도록 도와준다. 학생들의 반응을 하나의 ‘응답 슬라이드’

고리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쉽게 보고 공유할

로 모으거나 구글 설문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추가할 수

수 있도록 장기과제를 게시하고, 그에 따라 발표된 학생

있어, 학생들이 작성한 모든 답변을 하나의 스프레드 시

작품을 학급용 “전자 게시판”에 시각적으로 게시한다.

트에 수집할 수도 있다.
(5) 구글 내-지도(Google My Maps)
(3) Google 설문지(Forms)

구글 내-지도를 활용하면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는 내

구글 설문지는 수업에 동영상을 포함시키는 경우 사

용을 지도위에 표시할 수 있다. 내-지도를 사용하여 교

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동영상

사는 과학관이나 과학자의 출생지와 같이 전 세계 지도

내용을 보기 위하여 학생들이 과제에서 벗어난 연결고

에 위치 표시(markers)를 하고, 그곳에 그림이나 사진,

= = = = | TO

PLENARY (기조강연)

동영상, 글 그리고 연결고리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학

이다. 세번째 고치기(Modification)수준은 기술을 통해

생들은 위치 표시의 내용을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과제를 중요하게 재설계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

지도 위에서 그곳을 확대하여 위치 표시 주변의 지역을

어, 공유된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 Canva와 같은 그래픽

탐색할 수도 있다. 내-지도는 또한 공동으로 작업할 수

도구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뒤엎기

도 있고, 학생들이 내용을 제작하도록 할 수도 있다. 예

(Redefinition)수준은 기술을 통해 예전에 할 수 없었던

를 들어, 특정한 장소의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생태 지도

과제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측정 앱

를 만드는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학생은

을 활용하여 온도와 낙엽 색깔의 변화를 탐구하도록 할

그 지도에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즉석에

수 있다. 고치기와 뒤엎기 수준은 학습을 질적으로 변환

서 접근하고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시키기 위한 것이다. 딴짓문서에 어떤 웹 바탕 도구나 스

위치 표시를 지도 위에 할 수 있다.

마트폰 앱을 활용할 것인지는 대상 학생 수준이나 교사
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5. 딴짓문서에 기술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도구를 통해 비판적이고 창

딴짓문서를 통해 학습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술을 어

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의적인 생각을 고무하고, 더불어 일하고 소통하는 기회

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
Ruben Puentedura가 고안한 SAMR 모형(2006)은 기술
을 통합하기 위한 준거를 제시해 준다. 첫번째 바꾸기

6. 마무리

(Substitution)수준은 학습에서 이미 사용하던 전통적인

딴짓문서를 만드는 일은 교사에게 수업 설계의 기쁨

도구 대신에 중요한 기능 변화가 없이 단지 기술을 직접

을 제공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멋진 학습 경

적인 대체물(substitute)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험을 고안하는 일은 창의성과 영감을 끌어내도록 자극

종이와 펜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대신에 ‘그림 도구’

한다. 딴짓문서에 정해진 틀은 없다. 저마다 창의성을

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올

발휘하여 자신의 학생들과 여러분 자신의 딴짓문서를

리기(Augmentation)수준은 직접적인 대체물인 기술의

만들 수 있다. 기술은 혁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교육

도입으로 학습에서 기능적인 향상을 도와주도록 할 수

용 구글 앱을 비롯하여, 시늉내기 도구, 그래픽이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석에 대한 연상 과제를 종이 위에

Poster 제작도구 등 다양한 웹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할 수 있지만, AnswerGarden을 활용하면 통계적 결과

방식으로 딴짓문서를 설계할 수 있다. 또한, 개발된 딴

를 낱말 구름을 통해 한 눈에 제시할 수 있다. 바꾸기와

짓문서를 자신의 교실과 학생의 필요에 맞추기 위하여

올리기 수준은 기술을 통해 학습을 증강시키기 위한 것

스스로 딴짓문서를 개인화(personalizing) 할 수 있다.
딴짓문서는 교육과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
육과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교사는 단지 학습자
료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설계자이므로 여러
분은 만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교
사는 바쁘기 때문에 모든 수업 계획을 전부 딴짓문서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딴짓문서를 개발하는 능
력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웹 도구를 탐색하고, 수업을
서로 다르게 꾸미며, 다른 교사와 딴짓문서를 공유해 나
갈 때 자신의 학급이 변하고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웹에서 딴짓문서를 찾아보고, 실제로 자신의
학급을 위한 딴짓문서를 만들어 보면 그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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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 Symposium 1

한국발명진흥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적
창의성과 창의 ․ 발명 교육

10:30-12:10, 7월 27일(목) / 본부 302호

검색하고 스크리닝 작업을 거처 최종 선정된 22편에 대
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의 연구에서 발명
교육은 종속 변수 측면에서 창의성(C), 발명 태도·동기·
흥미도(A&I), 효능감(E), 문제해결력 측면(P) 등 4가지
영역에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효과 크기
(r-square)를 나타내었다. 독립변수인 발명교육 프로그

(1) 발표 1: 발명교육의 교육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1999~2016 - 김민기, 김도희
(2) 발표 2: 과학자들의 창의적 문제핵결 과정 분석을 통한

발명교육 시사점 탐색 - 조헌국
(3) 발표 3: 용도 고안 문항을 활용한 기능적 고착 인지편향

측정도구 개발 및 탈인지편향 전략으로서
발명교육의 의의 탐색 - 하민수
(4) 발표 4: 발명영재 교육 표준 제시를 위한 핵심역량 요소

도출 연구 - 황요한, 문공주

램 측면의 분석에서는 TRIZ 기법활용 교육, 역공학 교육
방법, 스캠퍼 기법, 골드버그 장치, 3D 도면제작, 전통
기술을 통해 본 발명 수업, 발명체험 교육기부활동, 과
학사적 접근 수업 등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발명가
들이 활용하는 발명기법부터 기존의 과학교수학습법 등
이 정규/비교과 수업시간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파
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발명교육의 연구들은
기존의 Torrance의 창의성 도형 검사지로 측정되는 학
생의 창의성 향상의 목표부터 최근에는 긍정적 발명태
도, 융합적 사고력 등 고차원적 역량 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표 1.

발명교육의 교육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1999~2016

발표 2.

김민기, 김도희

과학자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 분석을
통한 발명교육 시사점 탐색

한국발명진흥회
minkee@kipa.org

조헌국
단국대학교

최근 제정된 발명교육 지원 법률에도 알 수 있듯이 발명

hjho80@dankook.ac.kr

교육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여 발
명에 다다르는 역량을 실천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

과학혁명이란 16~17세기 과학적 발견과 업적이 비약적

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며 융

으로 증가한 시기를 뜻한다. 갈릴레오, 뉴턴, 보일, 후크

합적 사고 그리고 로봇으로 대체 불가능한 감성적 지능

등 오늘날 초·중등 과학교육에서 다뤄지는 대부분의 과

을 가진 인재 양성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방향이라

학자들이 태어난 시기로서, 해당 과학자들은 다양한 탐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구와 새로운 실험 기구 및 방법의 제안을 통해 다앙한

발명교육 연구에서 양적측정이 가능한 교육효과를 파악

과학적 주장을 펼칠 수 있었다. 한편, 이와 같은 과학혁

하기 위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발명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발명 교육”의 키워드로 1999년부터 투고된 양적 논문을

있다. 발명은 단지 진보적이고 유용한 도구나 기기 등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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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의 개발 외에도 새로운 접근이나 방법, 과정, 아이

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디어 등을 포함한다. 일상생활에 유용한 목적의 발명 외

주된 목적이다. 이 발표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에도 과학에서 새로운 현상을 탐구할 수 있는 기기의 제

문헌과 수행한 실험적 자료를 소개한다.

안, 측정과 관찰을 위해 이뤄지는 다양한 사고 방식과 방
법 등이 모두 발명과 연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
과학혁명 시기의 여러 창의적 과학자들의 문제해결 과
정 분석을 통해 오늘날 과학교육에서 필요한 발명교육
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발표 4.

발명영재 교육 표준 제시를 위한 핵심역량
요소 도출 연구
황요한, 문공주

발표 3.

용도 고안 문항을 활용한 기능적 고착
인지편향 측정도구 개발 및 탈인지편향
전략으로서 발명교육의 의의 탐색
하민수
강원대학교

msha@kangwon.ac.kr

이화여자대학교

yohan4863@gmail.com

본 연구에서는 발명영재 교육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하
여 발명영재의 역량 모형, 미래 직업군 등에 대한 전문가
대상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문헌 연구를 통
한 발명영재의 정의와 발명영재 및 발명교육에 대한 관
련어 분석을 실시하는 등 다면적으로 발명교육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많이 연구된 인지편향 중 하나인 기능적 고착 인지편향

이 결과 발명영재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여 발명

은 사물의 주된 기능(용도) 이외의 다른 기능(용도)을 창

영재의 특성을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안해 내지 못하는 심리적 한계를 말한다. 기능적 고착 인

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심동적 영역은 과학영재에서는

지편향을 벗어나면 사물이 가진 다른 용도를 생각해 낼

나타나지 않는 특성으로, 조작과 제작능력, 설계 능력,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용도의 사물을 만들어 낼

심미적 감각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인지적 영역 중 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접착용 테이프의 경우 두 물체를

고의 유연성, 관찰 및 이해력, 응용 및 적용력, 수학적

붙이는 용도가 주된 기능이지만 먼지나 보풀을 제거하

유추, 공간적 사고능력, 융합적 사고 등의 특성이, 정의

는 용도를 생각해 냄으로서 보풀제거용 테이프라는 새

적 영역에는 민감성, 발명동기, 공동체 배려/윤리의식,

로운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기능적 고착 인지편향

개방성/협동성, 숙고성이 발명영재의 구별되는 특성으

은 발명교육에서 널리 연구된 인지편향으로 발명 교육

로 나타났다.

을 통하여 기능적 고착 인지편향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관련어 분석을 통해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발명영

은 이미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기능적 고착 인지편향이

재의 특성 자체보다 발명영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치

고정관념 인지편향과의 유사성과, 이들 인지편향의 근

우쳐져 있다는 것과, 중등발명교육에 대한 연구의 부족

원이 심리적 본질주의라는 것을 인지 심리학 문헌을 통

함이 드러났다. 또한 진로에 대한 연구가 잘 이뤄지지 않

해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능적 고착 인

고 있으며, 기업가나 지적 재산권, 특허 등과 관련된 주

지편향의 수준을 확인하는 측정도구로서 용도고안에 관

요 단어가 드러나 기업가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이

한 문항을 개발하고 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할 것이다. 마

필요함이 나타났다.

지막으로 발명 교육을 통하여 기능적 고착 인지편향을

마지막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발명영재가 가져야할

줄일 수 있다는 기존 문헌을 근거로 발명 교육이 기능적

역량의 4가지 영역, 30개의 범주가 나타났다. 각 영역

고착의 제거뿐만 아니라 고정관념 인지편향, 심리적 본

별로 지식 학문적 역량에 7개 범주 38개 요소, 기술기능

질주의에까지 영향을 주어 탈인지편향의 교육 방법이

적 역량에 5개 범주 23개 요소, 직무수행 역량에 8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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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5개 요소, 인성 및 태도 역량에 11개 범주, 42개 요소

록 설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직무수행역량과 인

로 모두 128개의 요소가 나타났다. 이렇게 발명영재역량

성 및 태도 역량에 나타난 범주들은 창업, 기업가 정신과

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다양한 것을 감안하면, 발명영재

관련된 부분이 많아 교육표준에 기업가정신에 대한 내

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

용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 Symposium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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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 1: TIMSS 연구에서 우리나라 초4와 중2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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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성취도 관계 - 구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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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중심으로 - 변태진, 이해영, 우연경
(4) 발표 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과학과 서답형 문항 심층

분석: ‘물체를 보는 원리’에 대한 개념 유형을
중심으로 - 이재봉, 동효관
(4) 발표 5: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서답형 문항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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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TIMSS 1999부터 TIMSS 2007까지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만 평가에 참여하였다. TIMSS 2011부터 다
시 초등학교 4학년이 평가에 참여하여 TIMSS 2011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학생들이 TIMSS 2015에서 중학
교 2학년으로 다시 참여하게 되어, 동일 모집단을 대상
으로 하여 4년 간격으로 평가를 반복 실시함으로써 대상
모집단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종단 자료를 확보하였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TIMSS 2011 초
4-TIMSS 2015 중2, 코호트 집단의 학년 변화에 따른 성
취도 및 태도 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
자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
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진학함에 따라 과학 성
취도는 물론 과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감소하는 것

용한 중학교 과학 핵심 개념에 대한 학습발달과

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논의에서 TIMSS 2011 초4와

정 탐색 - 이기영, 동효관, 최원호, 권경필,

TIMSS 2015 중2의 과학 성취도, 정의적 태도(흥미, 자신

이인호, 김용진

감), 교수학습 실태 등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교

(4) 발표 6: 2018학년도 수능 출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기대와 요구 - 김동영, 김미영, 이인호, 김현정,
이신영, 안유민, 변태진, 백종호, 이창훈

발표 1.

TIMSS 연구에서 우리나라 초4와 중2
학생들의 성취 특성 추이 변화 분석
곽영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wak@kice.re.kr

육과정, 과학과 교수학습, 과학과 교육환경 변화 등에
초점을 두고 탐색하고자 한다.

발표 2.

PISA 2015 결과분석으로 본 학생들의 웰빙과
과학 성취도 관계
구자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ujaok@kice.re.kr

본 연구에서는 4년 주기로 반복되는 TIMSS 연구 중,

OECD가 주관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2015에

TIMSS 2015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초4와 중2 학

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

생들의 성취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는지를 0부터 10까지의 척도 표시하게 하는 질문에 평균

TIMSS 1995에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참여

6.4로 응답했다. 이는 OECD 평균인 7.3보다 낮은 값이
Q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교육의 미래지향적 재구조화 |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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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참여국 중 최하위에 근접한 수준이다. 또한 자신의 삶

는 이를 예전부터 인지하고 과학 학습에서 학생들의 정의

의 만족도에 대해 4점 이하인 것으로 답한 우리나라 학

적 영역에 대한 분석과 이를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

생의 비율이 22%로서 OECD 평균인 12%보다 크게 높았

울여 왔다. 하지만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검사지를 통해

다. 이외에도 OECD는 학생들의 웰빙과 관련한 PISA

과학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수준을 조사하거나 범교과적

2015 결과에 대해서 ‘OECD 보고서 Ⅲ. Students’

인 일반적 학습에 관한 성취목표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Well-Being’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이루었다. 한편, 사회 교과는 추상적 개념과 원리가 많은

PISA 2015의 주영역이었던 과학의 성취도와 참여국 학

부분을 차지하여 이로 인한 학습 동기가 감소 요인이 존

생들의 웰빙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본 연

재한다. 또한 PISA나 TIMSS와 같은 국제 비교 연구에 사

구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웰빙을 결정짓는 여러 교

회 교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보니 과학 교과에 비해 학

육맥락 변인과 과학 성취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PISA

생들의 학습 동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교과 학

2015 결과에 나타난 학생들의 특성을 기술하고 학생들의

습에 대한 동기를 증진하기 이해서는 학생들이 각 교과를

삶의 만족도 제고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학교 안과 밖에서의 활동을 포

교과 학습에 대한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

함하여 학습 기간이 많은 상위 1/4학생들이 학습시간이

으며, 이 문제에 대해 교과 간 비교 연구도 부족하였다.

적은 하위 1/4 학생들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0.5 높

과학, 사회 교과는 사실적 정보, 개념, 원리, 문제 등의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ECD 평균에서는 학습 시간

교과 내용을 학습하고, 교과 핵심 어휘를 익히며, 방대한

량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교과 지식을 다양하게 조직화하거나 이를 실생활에 적용

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참여국에 비해 성취동기

하는 교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 높고, 학교 성적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

고등학생들의 교과 학습에 대한 성취 목표를 심층적으로

났다. 그리고 신체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은 다른 참여국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과학(사회)을 공부하는 이유

에 비해 적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인터넷 사용량도 많지

는 무엇입니까?”라는 학습동기의 관한 개방형 질문을 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지고 학생들의 주관적 응답을 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운동을 장려하고, 성

2016년 12월~2017년 7월이며, 수도권 소재 남녀공학 인

적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

문계 고등학교 2곳의 1학년 149명 학생들로부터 설문응

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방과 후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을

답을 받아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의 분석 과정에서는 근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이론을 적용하였으며, 전공자 2인이 각자 자신의 관점
에서 과학과 사회 과목 학습 동기에 관한 학생 응답을 분
류하고 코드화 하였다. 1차 분류에서는 각자 전공 분야의

발표 3.

고등학생의 교과 학습 동기: 과학과 사회 교과
비교를 중심으로
변태진, 이해영, 우연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tjbyun@kice.re.kr

학습 이론에 맞추어 12개의 변인으로 분류를 실시하였다.
2차 분류에서는 연구진 내의 논의를 통하여 대분류 13개,
중분류 30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각 단계별 변인
분류 후에는 상호 일치도를 조사하고, 3차 분류에서는 각
응답에 대한 코드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루었다. 분석 결
과, 과학과 사회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응답은 배운 지식을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개인적 유용성
이었으며, 교과 지식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학교 변인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업에 대한 학습동기가

대한 요소가 그 뒤를 이었다. 과학과 사회 교과의 차이로

그리 높지 않다. 과학 교과의 경우 PISA2015의 결과에서

는 과학은 사회 과목에 비해 학습동기에 대해 없거나 응

보듯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가치 등 학

답하지 않은 빈도가 높았고, 과학 기술 발전과 같은 사회

습동기의 수준이 낮음이 밝혀졌다. 과학 교육 학계에서

적 유용성에 관한 응답 빈도가 높았다. 반대로 사회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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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과학 과목에 비해 역사적 교훈이나 과목 학습에

는 원리’에 대한 개념의 유형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응답 빈도가 높았다.

면 본 연구에서는 개념의 유형과 성취수준을 함께 분석
하여 학생들의 성취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물체를 보는 원리’

발표 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과학과 서답형 문항
심층 분석: ‘물체를 보는 원리’에 대한 개념
유형을 중심으로
이재봉, 동효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jblee@kice.re.kr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시도교육청이나 개별학
교 단위에서는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등을 산출하여 기
초학력 보정이나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활동
에 활용될 수 있으며, 과학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교육과

를 교수학습하거나 학생들의 개념을 평가하는 데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었다.

발표 5.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서답형 문항을
이용한 중학교 과학 핵심 개념에 대한
학습발달과정 탐색
이기영1, 동효관2, 최원호3, 권경필4, 이인호2, 김용진5
1

2

3

강원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순천대학교,

4

5

경인교육대학교, 경상대학교

leeky@kangwon.ac.kr

정의 성취기준별로 학생들이 도달정도를 파악하여 교육
과정이 학교에 얼마나 정착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

학습발달과정(learning progression)은 학생들이 한 주

도록 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2009 개정 교육과정

제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탐구하고 학습함에 따라 그

에 따라 시행된 2016년도 과학과 학업성취도 평가를

주제에 대한 이해 및 관련된 사고 능력이 순차적으로 점

2015년 결과와 비교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전국적

점 더 정교해지는 경로들을 기술한 것으로, 과학자나 과

인 과학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학교육자, 또는 과학 정책 입안자들의 전문성에 근거하

하여 과학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 학습 주제의 위계나 학습 내용의 순서를 선험적으로

또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수준의 대규모

예단하거나 결정한 것이 아니며, 경험적 연구에 근거하

평가이면서 선다형 문항뿐만 아니라 서답형 문항을 포

고, 학습 평가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가설적 발달경로를

함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 학업 성취도 평가(NAEA)

원에서는 2015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서답형

의 서답형 문항을 이용하여 중학교 과학 핵심 개념에 대

문항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해 오고 있다. 서답형 문항

한 학습발달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

심층 분석을 통해 부분 점수별 비율뿐만 아니라 답안 유

년 실시된 NAEA 서답형 8개 문항에 대한 중학교 3학년

형별 반응 분포 등을 산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

7,390명의 응답 결과를 전산으로 입력하고 입력된 답안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을 표집하여 수준별로 유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

2016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의 운동과 에너지 영역의

정을 마친 후 각 평가 구인별로 5개 수준을 설정하여 구

문항 중 ‘물체를 보는 원리’에 대한 문항 분석의 사례를

인구성도(construct map)를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통해 성취수준별 오개념 유형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성

구인구성도는 발달 기반의 루브릭(progression-based

취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총 7100여명이었으

rubric) 형식으로 작성되었는데, 전체 학생들의 답안에

며, 광원과 물체(강아지), 눈 사이의 광선의 이동 경로를

대해 수준을 부여하는 준거로 활용되었다. 또한, 평가

표현하는 정도에 따라 개념 유형을 분류하고 성취수준

결과로 얻은 학생들의 점수를 평가 구인에 대한 성취 수

에 따라 개념 유형의 빈도(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준과 연결하기 위하여 통계적 해석으로 응답자의 점수

분석하였다. 그동안의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물체를 보

나 성취 정도를 측정하는 Rasch 모델을 적용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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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Rasch 모델 적용 결과를 반영하여 구인구성

교육과정 중심의 출제를 통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주

도를 수정한 예비 학습발달과정(preliminary learning

요 내용으로 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기본계

progression)을 작성하였다. 이 연구는 NAEA 서답형 문

획’에 따라 치러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

항을 활용하여 학습발달과정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존의 체제와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어 영역은

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작성된 예비 학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시행되었으며, 한

습발달과정이 개별 학생들 대상으로 종적(longitudinal)

국사 영역은 절대평가 도입과 함께 필수 시험 과목으로

으로 추적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가설적이며 추론적

지정되었다. 또한 모든 영역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

이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연구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용되었다. 과학탐구 영역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학

수정 및 보완될 필요가 있다.

생들이 여러 영역에 걸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다른 영
역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2018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2017학년도 한국사에
이어 영어 영역에도 절대평가를 도입함에 따라 과학탐

발표 6.

2018학년도 수능 출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기대와 요구

구 영역이 받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
제의 변화가 학교 현장에 미친 영향과 대학수학능력시

김동영, 김미영, 이인호, 김현정, 이신영, 안유민,

험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서

변태진, 백종호, 이창훈

500개 고등학교를 표집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하고자 한다.

eastever@chol.com

• Symposium 3

과학문화교육회

국내 과학관 교육의 활성화

15:00-17:00, 7월 27일(목) / 본부 301호

이 심포지엄은 국내의 과학관 특히 국립과학관을 포함
하여 서울시립과학관 및 서대문자연사박물관과 같은
국내의 대표기관에서 수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전시,
해설, 또는 교육프로그램이나 학교탐방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면서 국내 과학관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

(1) 발표 1: 과학관교육의 활성화: 과학전시 기획, 개발, 및

연출 사례
(2) 발표 2: 과학관교육의 활성화: 전시해설프로그램 및 해

설사/도슨트 전문성 연구
(3) 발표 3: 과학관교육의 활성화: 과학교육/학교답사프로

그램 개발 및 운영에 따른 교육효과

다. 비록 사설기관에서 전시물이 개발되고 해설사가
양성되고 고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기관 자체에서 전시,
해설, 및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없이는 앞으로는
과학관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과학관은
시민들이 과학에 대해서 소통하는 장소이다. 전시를
통해서, 해설사를 통해서, 또한 보충적인 교육프로그
램을 통해서 참여구조의 과학소통이 존재하려면 이를

국내 과학관 교육의 활성화 방안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과학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전문적이어야 한다. 즉 기본적인 과학개념의 전달 외

박영신

에도, 학습자를 포함한 관람객들은 과학의 본성을 경

조선대학교

험하고, 과학의 영향이 긍정적인 것과 동시에 부정적

parkys@chosu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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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

SYMPOSIUM (심포지움)

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견제시 기회가 있어야 하

모가 큰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어떠한 전시관련 연구가

고 이러한 과정이 피동적이지 않은 흥미와 즐거움의

진행되고 계획 중인지 의견을 고려하여, 비록 국내의

연속과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과학의 대중화

경우 용역으로 전시관련 기획 개발 및 연출이 수행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과연 이러한 과학의 대중화

고는 있지만 국내과학관의 경우 전시물에 따라서 관람

를 위해서 과학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관람객과의 의

객의 방문 수뿐만 아니라 상호작용까지 결정짓는 주요

사소통을 위해서 과학관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요소임을 알고 관련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의견을 공

기본적인 과학전시, 해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한다.

국내 과학관 및 박물관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인 연구 및 교
육을 실시하는 첫 장을 열고자한다.

주제 2.

과학관교육의 활성화: 전시해설프로그램 및
해설사/도슨트 전문성 연구

주제 1.

과학관교육의 활성화: 과학전시 기획,
개발, 및 연출 사례
신영순1, 이정화2, 전 미3, 정광훈4,
백두성5, 김미주4
1

2

3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4

신영순1, 이정화2, 전 미3, 남경욱4, 백두성5, 정래진1
1

2

3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4

5

국립과천과학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1

67shinys@korea.kr; junglaejin@korea.kr,
3
jhlee@sciencecenter.or.kr, scent612@sciport.or.kr,
4
5
namkua@korea.kr, doosungbaek@gmail.com
2

5

국립과천과학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1

67shinys@korea.kr, 2 jhlee@sciencecenter.or.kr,
3
4
scent612@sciport.or.kr, approach15@naver.com;
5
kmj0127@korea.kr, doosungbaek@gmail.com

전시물에 대해서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을 좀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해설사/도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경우 물론 자체 과
학관이나 박물관에서 해설사/도슨트를 양성하는 기관

과학관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전시에 관한 연구

도 있지만 역시 대부분은 사설기관에 용역을 두어 준비

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의 국립과학관 및 박물관에

되어 있는 교육자를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서 수행해온 연구 및 실무를 중심으로 국립과천과학관

경우 양성기관으로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 것인가. 국

의 경우, “미래상상SF관" 전시 섹션별 관람객 만족도

립과천과학관의 전시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이는 2017년 4

통해 해설사/도슨트의 전문성연구를 소개하며, 국립부

월에 신규 개관한 미래상상SF관(1,200제곱미터)은 미

산과학관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12개의 해설프로그

래세상, 우주시대, 휴먼과 에일리언, 미래직업세상, 기

램을 간략히 정리하고 그 중 관람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업체험관 등 미래와 상상을 주제로 한 신개념 과학전

시연해설프로그램(게릴라 과학콘서트)을 통해서 시연되

시관이다. 새롭게 시도된 전시관의 섹션별, 연령별 관

는 해설의 특징과 관람객의 호응도 그리고 이를 담당하

람객 만족도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는 것이

는 전시해설사의 전문성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소개하고

다. 국립부산과학관의 경우, 부산·울산·경남 지역산업

자 한다. 이 외에도 도슨트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서

을 주제로 한 국립부산과학관의 전시물 설치유형을 분

대문자연사박물관의 도슨트 양성과정과 이와 관련된 연

석하고 관람객의 행동유형에 따른 전시물 관람방식을

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양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전문

분석하여 전시물과 관람객의 상호작용에 대해 소개하

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수과정 또한 필수적임을 시사하

고자 한다. 이 외에도 국립광주과학관, 국립중앙과학

는 바이다.

관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등 국내의 국립과학관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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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또는 학교 탐방 프로그램이 그 과학관이나 박
주제 3.

물관의 관람객들을 끄는 주요한 요소임은 자명한 일이

과학관교육의 활성화: 과학교육/학교답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따른 교육효과

다. 국립과천과학관 메이커랜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신영순1, 이정화2, 정원영3, 백두성4, 전해진5,
임두원3, 정가영5
1

2

3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4

5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국립대구과학관
1

2

67shinys@korea.kr, jhlee@sciencecenter.or.kr,
naru10@korea.kr ; doowon72@korea.kr,
4
doosungbaek@gmail.com, 5hjjeon@dnsm.or.kr;
sjeong@dnsm.or.kr
3

모든 과학관이나 박물관의 경우 전시물 외에도 교육프

수행, 및 체계화 과정을 소개하며, 국립대구과학관은
교육/숙박/천문관측소가 일체화된 ‘천지인학당’이라는
특화 시설을 통해 소개되는 교육프로그램/특화/행사를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상당히 안정화된 교육 운영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전국 과학관에서 천문 분야
가 가장 특화된 교육 운영 부분을 소개함으로써 각각
과학관에서의 특화된 전시, 교육, 및 양성과정도 앞으
로의 과학관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요한 요소임
을 시사하고자 한다.

• Symposium 4

GCER (Glocal Changes &
Educational Responses) 연구단

미래형 학교와
스마트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

15:00-17:00, 7월 27일(목) / 본부 201호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
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하여
전 지구적 사회변동으로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도래하였다. 저출산 ․ 고령화 사회나 초연결
사회의 도래와 같은 Glocal 사회변화가 발생하면서 학교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사회변동에 대비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특히

(1) 발표 1: 초연결 사회에 적합한 교육적 대응 연구 –

정용재 & 나지연
(2) 발표 2: 미래형 학교와 스마트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

초등학교 사례 - 배 훈
(3) 발표 3: 미래형 학교와 스마트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

중학교 사례 - 김동건
(4) 발표 4: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과학 교육:

대학교 사례 - 장병기
(5) 발표 5: 예비초등교사들의 스마트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체제, 교수학습방법, 교실문화 등의 교육 혁신과 적
절한 대응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GCER
연구단은 저출산·초연결사회 도래에 따른 교육문제를
진단하고, 저출산·초연결사회에 대비한 교육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교실문화 연구, 교육체제 연구를 실시하
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연구단의 연구 비전과 방향, 내
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과학 수업 계획에서 발생하는 질문의
유형과 특징 – 나지연

발표 2.

미래형 학교와 스마트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
초등학교 사례

발표 1.

초연결 사회에 적합한 교육적 대응 연구
정용재1, 나지연2
1

배 훈
참샘초등학교
qogns4544@naver.com

, 2

공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yjjoung@gjue.ac.kr

= = = = | UQ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참샘초등학교는 SMART 교육

SYMPOSIUM (심포지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개교하였다. 참샘초등
학교는 ‘세계로, 미래로 꿈을 엮는 SMART 참샘교육’이
라는 교육지표 아래,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역량 있는 교사
들과 함께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학생교육
에 적용하여 Future School, Dream School을 구현하는

발표 4.

스마트 테크놀로지 활용 과학 교육:
대학교 사례

학교이다. 비록 학교의 역사는 짧으나 시대의 흐름인 스

장병기

마트 교육의 메카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춘천교육대학교

있다. 넓은 복도 공간은 학생들의 복합커뮤니티 공간,
창의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층마다 컨셉을
가지고 여기에 맞는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 발표에
서는 참샘초등학교의 설립 배경, 교육 환경, 교수학습방
법 개선 내용 등을 소개하고 이러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
한 교사의 노력과 학생의 변화 등을 살펴본다.

janusch@cnue.ac.kr

본 발표에서는 대학 과학 및 과학교육 수업에서 스마트
기기와 다양한 웹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먼저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과 관
련된 몇 가지 이유와 준거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업 상황에서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내장된
장치나 앱을 활용하는 방안, 웹에 제공된 가상 실험이나
다양한 웹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 두루두루 학습

발표 3.

미래형 학교와 스마트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
중학교 사례
김동건

(Blended Learning)에 유용한 딴짓문서(Hyperdocs)와
구글 교실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안 등
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실제 수업에서 관찰되는 몇 가
지 시사점이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에 대해 논의
한다.

창덕여자중학교
dgkim17@changdeok.ms.kr

발표 5.

서울에 위치한 창덕여자중학교는 1941년 경성 제3공립
고등여학교로 설립되어 현재 71회 신입생이 입학한 역사
가 긴 학교이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 지정 미래학교 연
구학교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미래학교이기도 하다. 의미있
는 성장, 실천적 나눔, 자발적 배움, 안전하고 건강한 학
교를 교육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존의 노후된 학교

예비초등교사들의 스마트 테크놀로지 활용
과학 수업 계획에서 발생하는 질문의
유형과 특징
나지연
춘천교육대학교
jyna@cnue.ac.kr

건물과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여 교육 환경을 바꾸었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

며, 스마트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 학교 구성원들의 상

였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인재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호작용 활성화 등 조금 더 나은 교육의 모습을 찾기 위해

중요해졌다.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 테크놀로지의 발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창덕여자중학

달과 같은 21세기 사회 변화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가 학교의 교육방향을 실천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무엇보다 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예비교사 양성이 필

여러 가지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

요하다. 교사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구체물이 수
업 계획이며, 수업 계획은 교사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통
해 만들어지는 교사의 전문 지식과 실천을 드러내는 자료
Q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교육의 미래지향적 재구조화 | 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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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21세기 사회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비초등교사

변화에 적합한 예비교사 양성을 위해서 현재의 예비교사

102명에게 교수학습지도안을 개별적으로 작성하도록 과

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예비교사들의 스마트 테

제를 부여하고 지도안 작성 시 발생하는 질문 목록을 수

크놀로지 활용 과학 수업 계획과 그들의 질문을 살펴보는

집하였다. 질문 유형은 각 항목별로 귀납적 군집화에 의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활

해 분석하였다. 예비교사들은 학생의 수준, 지도안 형식,

용하여 과학수업을 계획할 때 예비 초등 과학교사들이 겪

교실환경, 과학실험과 가상실험의 관계, 테크놀로지의

는 고민과 질문을 조사하고 스마트테크놀로지 활용 과학

접목 시 어려움 등 다양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본 발표에

수업 계획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

서는 예비초등교사의 질문 유형을 제시하고 예비교사 양

내용지식과 관련하여 예비교사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

성 교육에 시사점을 제안한다.

• Symposium 5

10:00-11:20, 7월 28일(금) / 본부 302호

본 발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 개발의 배경

한국과학창의재단

과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 개발
(1) 발표 1: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 개발의 배경과

추진계획 - 송진웅

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
준 개발 사업은 과학교육종합계획(2016~2020)과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 지원 기본계획에 추진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으로, 지식 중심 교육을 넘어 미래 사회를 살아

(2) 발표 2: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에서 추구하는

가는 데 필요한 과학소양을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

인간상과 과학적 소양 - 정용재

록 미래지향적 과학교육의 내용, 핵심역량, 교수 ․ 학습

(3) 지정토론1: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 개발’에

및 과학교육환경 등을 담은 미래지향적 과학교육 가이

대한 토론(1) - 김영민

드라인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한국과학

(4) 지정토론2: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 개발’에

창의재단의 주도 하에 2014년부터 이루어져 왔던 여러

대한 토론(2) - 김희백

관련 연구들, 즉, 과학과 교육과정 재설계 연구(2014),

(5) 종합토론

국내 학생 과학 학습 발달과정 분석 연구(2014), 한국형
차세대과학교육표준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방안 연구
(2014),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개발을 위한 미래 인재

발표 1.

상 도출 연구(2015),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개발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 개발의
배경과 추진계획

(2016),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송진웅1, 강석진2, 곽영순3, 김동건4, 김수환5, 나지연6,
도종훈7, 민병곤1, 박성춘1, 배성문8, 손연아9, 손정우8,
오필석10, 이준기11, 임혁12, 정대홍1, 정용재13, 정종훈14
1

2

3

서울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

5

6

7

창덕여자중학교, 총신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서원대학교,

8

9

경상대학교, 단국대학교,

12

문정고등학교,

13

10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jwsong@snu.ac.kr

14

11

전북대학교,

인하대학교

(2016) 등을 종합하고 발전적으로 보완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을 구체적인 문서로제시하는 것을 최
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분하지 않은 기간
(2017.6~2018.2)이지만, 기존 관련 연구 고찰 및 발전적
보완, 미래 인간상과 과학적 소양의 규정 및 학교급별 기
준 제시, 미래세대의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환경 제시, 교육과정이나 교육자료 개발 등
과학교육표준 활용을 위한 사례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하
여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과학교육계 및 과학계,

= = = = | US

SYMPOSIUM (심포지움)

공학/기술계, 인문사회계 등 각계 전문가로 연구진과 자

시민으로 규정하고, 과학적 표현력, 과학적 사고력, 과

문단을 구성하였고, 세미나, 심포지엄, 포커스그룹인터

학적 협업, 건전한 판단력의 4가지 역량을 과학 핵심역

뷰, 델파이연구, 설문조사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각

량으로 제안하였다.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개발

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본 발표를 통해 미래세대

(2016)에서는 과학적 소양을 ‘과학에 대해 이해하고 이

를 위한 과학교육표준 개발의 주요 내용과 방법에 대한

를 사회에 적용하는 것과, 핵심 역량과 과학 지식을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과학 관련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고, ‘과학의 방법: 핵심역량의 강화’, ‘과학 지식: 자연/
사회 현상 이해’, ‘과학의 응용과 그 지식: 삶의 질 향상’
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한편,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발표 2.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과학적 소양
정용재1, 송진웅2, 강석진3, 곽영순4, 김동건5, 김수환6, 나지
연7, 도종훈8, 민병곤2, 박성춘2, 배성문9, 손연아10, 손정우9,
오필석11, 이준기12, 임혁13, 정대홍2, 정종훈14
1

2

3

공주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4

5

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창덕여자중학교, 총신대학교,

7

8

9

춘천교육대학교, 서원대학교, 경상대학교,

11

경인교육대학교,

12

전북대학교,

10

단국대학교,

13

문정고등학교,

14

인하대학교

yjjoung@gjue.ac.kr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2016)에서는 ‘과학적, 협력적, 창
의적으로 탐구하는 시민’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
으로 규정하고, 과학적 소양을 ‘과학 교육의 결과로 습득
하게 될 역량의 집합’으로, 그리고 이때 반드시 구비해야
할 공통적이고 필수적인 역량으로 과학적 사고력, 과학
적 표현력, 과학적 의사결정능력, 과학적 협업능력을 제
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비교 분석 및 종합하고 연계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미래 과학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더불어 살아
가는 창의적인 과학적 소양인”으로, 과학적 소양을 “과
학 관련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서 과학
과 사회 관련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능력”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과학적 소양을 다시 지식, 역량, 참

본 발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에서 추구하

여와 실천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는데, ‘지식’은 과학과 현

고자 하는 인간상과 과학적 소양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대사회, 물질과 에너지,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안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정성, 미래 사회의 과학을, ‘역량’은 창의적 사고력, 도전

위해 세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과학교육표준 개발과 관

적 탐구력,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협력적 문제해결력,

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보완하여, 논의를 위한 출

자기주도적 평생학습능력을, 그리고 ‘참여와 실천’은 과

발선으로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과 과학적 소

학문화의 향유, 과학윤리의 실천, 안전의 실천, 과학 공

양을 1차적으로 제안하였다. 과학교육표준 개발과 관련

동체 활동, 기업가정신의 실천, 과학적 리더십 발휘, 지

된 선행연구들 중,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개발을 위한

속가능발전사회 기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미래 인재상 도출 연구(2015)에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

본 발표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이 추구

는 인간상을 자발적 학습자, 통합적 문제해결자, 개방적

하는 인간상과 과학적 소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소통자, 공감적 중재자, 가치지향적 개인, 과학 성찰적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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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손전등에서 나온 빛이 어떻게 볼록렌즈 또는 오목

과학그림책의 시각자료 분석을 통한
개념적 혼성 관점과 비유 관점의 비교

렌즈를 통과하여 나아가는지를 추리하여 봅시다” 활동
에 대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어려움을 분석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레이저 및 다양한 형태의 렌즈를 통해 빛

정용욱

의 굴절에 대해 알아보는 3차시 활동과 교과서에 제시된

서울대학교

zimusa@snu.ac.kr

‘렌즈를 통과한 빛은 어떻게 나아갈까요?’ 실험으로 이
루어진 총 4차시 수업을 개발하였다. 경기도 소재 초등

개념적 혼성(conceptual blending)은 인지언어학에서

학교 6학년 학생 56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투입하였고,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의 대안으로 제기

학생들의 응답이 담긴 4차시 분량의 활동지 및 녹화자료

된 관점으로, 여러 영역에서 개념적 은유 혹은 비유

를 분석하였다. 1~3차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볼록렌

(analogy)에 대한 영향력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

즈와 오목렌즈를 통과한 레이저의 진행경로를 관찰하고

다. 그러나 과학교육에서는 비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설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91%의 학생이 4차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적 혼성에 대한 연구가

‘렌즈를 통과한 햇빛은 어떻게 나아갈까요?’ 실험의 결

드물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수준의 과학그림책의 시각

과를 옳게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햇빛 또는 손

자료를 사례 분석하여, 개념적 혼성과 비유의 관점을

전등의 빛이 종이에 반사하는 모습을 관찰한 후 햇빛의

비교하였다. 특히 그동안 과학교육에서 비유와 관련된

진행경로를 추리할 수 있는 학생은 27%로 나타났으며

것으로 여겼을 법한 시각자료들을 개념적 혼성의 관점

대부분의 학생이 추리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

으로 재해석하였다. 그 결과 개념적 혼성이 시각자료가

됐다. 햇빛 또는 손전등의 빛이 종이에 반사하는 모습만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 자체와 관련되거나 개념에 대한

으로 빛의 진행경로를 추리해야하는 활동이 초등학생에

효과적인 전달과 관련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각자료

게 적합한 수준인지 재고가 필요하다.

에 대한 분석에서 비유의 관점보다 개념적 혼성의 관점
이 갖는 장점들을 확인하였다. 개념적 혼성 관점이 비
유에 대한 대안 관점으로 과학교육에 주는 시사점도 논
의할 것이다.

과학에서의 은유(metaphor)의 유형과
학생들의 이해
김영민

“렌즈를 통과한 빛 관찰하기” 실험에서
나타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어려움
김윤화1, 박정우1, 한영범2, 다닐로 타데오1, 유준희1
1

2

서울대학교, 배곧초등학교

xxyunhwa@snu.ac.kr

부산대학교

minkiyo@pusan.ac.kr

비유의 유형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연구되고
제시되어 있다(권혁순 외, 2003). 그러나 이러한 유형 분
류는 직유(simile)에는 잘 맞지만 은유(metaphor)의 경우
에는 잘 맞지 않는다. 과학에서의 은유에는 은유적 용어

이 연구의 목적은 2009 개정 교육과정 6학년 과학교과

(metaphorical terminology)와 은유적 설명(metaphorical

서에 제시되어 있는 “렌즈를 통과한 빛 관찰하기” 실험

explanation)이 있다. 은유적 설명은 다시 시각적 설명

에서 요구하는 “모눈종이에 그린 밝은 부분의 테두리를

(visual explanation)과 언어적 설명(verbal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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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유의 유형으로 분

거리 계산을 반복하여, 거리 차이가 가장 작은 중심점을

류된 것들이 은유의 경우 잘 맞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였

찾아 달의 반지름을 구한다.

으며, 은유적 용어에 대해서는 ‘알짜힘’과 ‘운동량’에 대

이 측정프로그램의 특징은 월령에 상관없이 모든 위상

해 학생들의 이해를 조사하였고, 은유적 설명에 대해서

의 달 사진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초승달이나 그믐

는 생물 내용(언어적 설명)과 화학 내용(시각적 설명)에

달과 같이 달의 경계가 일부분이라도 사진에 담겨있다

대해 해당 내용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면 그 경계로부터 달의 중심과 반지름을 도출하여 달의

해 수준을 조사하였다. 은유적 용어나 은유적 설명은 그

시직경을 측정할 수 있다. DSLR카메라로 찍은 관측 사

은유가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인해 학생들이 과학자

진에서 1픽셀이 실제 달에서 차지하는 거리는 2.32km이

적 개념을 가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

므로 달 크기에 비해 ±0.035% 오차범위를 가진다. 기존

으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은유적 설명을

작도방법의 측정 최소 눈금이 1mm라고 하면 오차범위

개선하는 한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가 ±0.526%이다. 이 결과는 디지털 방식의 측정프로그
램이 아날로그 작도방식보다 더욱 정밀하다는 것을 보
여준다.

달의 시직경 측정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김다운1, 이충일2
1

2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순천대학교

lci@sunchon.ac.kr

달의 시직경 변화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변화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좋은 표본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달의
시직경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사진 속의 달 크기를

평행이론 관점에서의 20세기 과학과
예술의 철학적 세계관의 비교: 르네
마그리트와 코펜하겐 해석을 중심으로
조헌국
단국대학교

hjho80@dankook.ac.kr

측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파이썬(Phython)으로 개발

오늘날 과학교육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다양한 주제와

하였다. 기존에는 관측사진을 인쇄한 후 작도를 통해 달

분야를 통합하는 창의적 사고의 증진이다. 특히, 과학기

의 시직경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측

술과 인문사회 등 여러 분야의 결합이 가속화되고, 4차

정도구의 눈금크기와 측정자의 작도 숙련도에 따라 측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으로 창의성

정값의 오차범위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고, 사람이 직

이 부각되고 있다. 과학과 예술의 결합과 융합은 융합인

접 분석하기에 각 사진마다 측정 정밀도가 다를 수 있다.

재교육(STEAM)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픽

20세기 창의성에 관한 연구들은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의

셀단위로 측정하는 디지털 방법을 택하였다. DSLR카메

문제해결 및 창작 활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공통점에 주

라로 촬영한 관측사진을 컴퓨터로 분석하면, 측정자나

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시대에 나타난 과학

측정횟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정밀도로 시직경 값을 구

과 예술의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을 분

할 수 있다.

석하고, 이를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30년대

본 컴퓨터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작도를 통한 달의 시

이전에 나타난 주요한 과학과 예술의 변화로 르네 마그

직경 측정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다. 달의 경계를 이용하

리트의 초현실주의와 양자역학의 표준 해석으로 간주되

여 중심을 찾고, 반지름을 구해 시직경을 도출하는 순서

는 코펜하겐 해석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 배경을 살펴

이다. 달의 경계는 한 행의 픽셀 값에서 밝기가 급격히

보고 둘 사이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측면에서의 특징을

변하는 지점으로 한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열에 대해 달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과학과 예술의 융합

의 경계점을 찾은 후, 모든 경계점으로부터 임의의 달 중

을 통해 과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심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 임의의 달 중심점까지의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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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1-2 영재/통합/교사

10:30-12:10, 7월 27일(목) / 본부 306호

초등과학 영재교육 담당교사들의 영재교육
전문지식에 대한 인식 분석

과학영재들이 마인드맵으로 나타낸 생명에
대한 이해 수준

서권수1, 서혜애2

윤진아, 서혜애

1

부산대학교

2

외암초등학교, 부산대학교

kisset@korea.kr

wzenith@naver.com

본 연구는 영재교육 담당교사들이 수업에서 실천하는

본 연구는 과학영재들이 생명과학의 기본개념이라고 볼

교수방법에 대한 전문지식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두었으며,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목적을 두었다.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생명과 관련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 및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생명현상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

통합적으로 사고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및 영재학급의 초등과학 영재교육 담당교사들 가운데

과학영재들이 생명에 대해 이해하는 수준과 특성에 대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93명을 선정하였으며, 조사방법은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영재교육교사 교수방법 전문지식 측정도구 개발

2017학년도 광역시 소재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중등

(서혜애 ․ 박경희, 2005)’를 재구성하여 개발한 설문 조사

심화생물반 지원자 가운데 입학선발전형의 수업심층관

지를 우편 및 e-mail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찰 대상자 4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결

들은 먼저, ‘생명’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마인드 맵

과에 대한 자료 분석은 변인별 기술통계(descriptive

(mind map)으로 작성한 후 ‘살아있는 것’에 대해 떠오르

statistics)와 일원변량분석(ANOVA)을 활용하여 실시하

는 이미지를 그렸으며, 이들 학습지를 분석자료로 수집

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인 초등과학 영재교육 담당교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사회네트워크 분석법을 활용하

사의 교수방법 전문지식 수준은 영재교육경력, 영재교

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과학영재들은 생명에 대해 ‘사

육비율(일반교육 경력에 대한 영재교육 경력 비율), 영

람 또는 동물의 개체’, ‘물질대사’, ‘세포’, ‘생식활동’으로

재교육연수 이수시간에 따라 유의미한(p<.05) 차이를 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으로 개체, 생명현

였으며, 성별, 교육경력, 소속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상에 대한 특성을 생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영재학급), 최종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

또한,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세포와

지 않았다. 이는 영재교육 교수방법 전문지식은 영재교

DNA(37.5%), 자연(17.5%), 번식/진화(10%), 우주/지구

육경력과, 영재교육연수 이수시간이 더 많은 영향을 주

(10%)로 표현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이외에도 사람, 심

며, 성별, 교육경력, 소속 영재교육기관, 최종학력의 차

장 등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과학영재의

이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영재교

생명에 대한 이해 수준은 과학과 교육과정의 학습요소

육경력 변인의 유의미한 차이는 일반교육의 교사 전문

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생명의 개념을 통해 살아 있는

성과 영재교육의 교사 전문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것과 살아 있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이해 수준은 부족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대상 최종학력으로 석 ․ 박사학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전공의 대부분이 과학영재교육과 무관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상담심리, 초등 국어교육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최종학력이 영재교육 전문성에 크게 영
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고찰되었다.

Q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교육의 미래지향적 재구조화 | VP

2017 한국과학교육학회 제72차 정기총회 및 하계학술대회 | 구두발표

깊이 있고 폭넓게 키워야 한다. 그 중 한 방법으로 교실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자기주도적 과학교육

을 개방적 학습공간으로 넓게 써서 과학을 적용해 풀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발견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더 많이 배정되어야 함을 느낀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

이주성
DGIST 융합전공 이노베이션경영프로그램

jsl@dgist.ac.kr

러한 전공과 사회를 연계하는 사고의 시간과 학습방법
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개별 과목의 지식에만 몰입하는
강의실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관찰을 통해 문

프로젝트 수행과 능동적 참여를 통한 과학교육은 중요

제가 발굴되면 실습형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자연스럽

한 학습 방법론으로, PBL, 팀러닝 등 성공적인 교육사

게 과학적 지식을 찾고 활용하는 가운데 흥미가 커지고,

례가 많다. 그중 지역사회에서 환경, 물, 에너지, 보건

과제 수행 과정을 거듭하면서 과학자와 엔지니어로서

등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연구와 발명에 재능 있는 인재가 출현하게 된다. 문제해

함으로써 관련된 과학지식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습득

결과 사업화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가가 되는 경

하고 해결방안을 디자인하는 과정은 큰 학습 성과와 지

우도 다수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발굴부터 솔루

역사회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이 논문에서

션 디자인까지 전 주기에서 과학적 현상을 배우며 떠오

는 저자가 지역 학부모 및 교사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른 자신의 아이디어를 학생이 실제 사물로 구현해 보는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일은 더욱 장려되어야 한다. 국내외 Maker Space, Fab

Mathematics) 융합 프로젝트 발표회 성과를 중심으로

Lab 등의 활성화나 국공립 과학관에서 개설하는 참여형

과학교육의 한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프로그램은 바람직한 사례이다. 4차 산업혁명은 결

2016년 저자는 STEAM 프로젝트 발표회를 공동 기획하

국 스스로 정의하고 만들어 가야 할 미래인 만큼 학생

고 Science for Society 트랙을 맡아 두 개의 프로젝트를

자신이 문제를 정의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해가는 과학인

지도했다. 트랙의 주요 목표는 과학적 지식 적용 + 사회

재가 자라야 할 것이다.

문제 발굴 및 해결 + 팀워크 발휘를 통한 학생과 발표회
참여자의 상호 학습으로 정해졌다. 지도학생은 과학 분
야에 관심과 역량이 높은 고등학생들이었으며 이들이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했고, 최

예비초등교사들의 학교과학탐구에 대한
의의와 한계점 인식 조사

종 발표회에는 지역 학교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초청
되었다. 즉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배운 과학적 원리와 사
회문제가 배경이 된 솔루션을 발표회에 참여한 지역 학
생들에게 설명해주며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발표

박은지, 이선경
서울대학교

starryblue@snu.ac.kr

자와 청중 모두에게 실제적인 배움이 가능하게 되었다.

탐구는 과학교육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현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젝트 수행과 발표회의 효

장교사들에게 다루기 어려운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는 실제 과학적 현상에 대한 상세한 지식 습득, 해결되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예비초등교사들이 교실에서 수

어야 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체적 이해, 그리고 스스로

행가능한 과학탐구에 대해서 인식하는 바를 조사하고자

만들어보고 저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다. 예비초등교사 180여명을 대상으로 실제 과학자

공동의 학습 성과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의 과학탐구와 학교 학생들의 과학탐구를 비교하는 사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교육에 있어 시사점은 다음과

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실에서 수행하는 과학탐구

같다. 과학 이론의 기반은 언제나 중요하며 이를 다양한

에 대한 의의와 한계점을 간단히 서술하도록 요구했다.

방법(MOOC 등)으로 이제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론

조사 결과, 학교과학탐구가 가지는 의의는 과학탐구 본

적 지식의 기초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내에 과학이

연의 기능보다는 교육적 기능, 특히 성취감 획득 및 자기

어디에 필요하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주도적 학습 가능성에 있는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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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실에서 수행하는 과학탐구의 한계점에 대한 의견

는 지식의 구조나 사고 체계가 함께 형성됨을 의미한다.

들은 크게 외적 한계점과 내적 한계점으로 구분되었고 그

이러한 맥락을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정확한 과학적 언

중에서도 내적 한계점은 교사 내적 요인과 학생 내적 요

어의 사용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과학의 지식 구조나 사

인으로 구분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외적 한계점이 내적

고 체계를 습득하게 된다.

한계점보다 많이 거론되는 특징을 나타냈다. 결과적으

본 연구는 학생들이 과학을 접하는 주된 통로인 과학교

로, 예비초등교사들은 아직 교사로서의 현장 경험이 적

과서와 과학교사의 수업 언어가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

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시절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학교과

의 지식 구조나 사고 체계를 정확하게 형성하도록 적절

학탐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여러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을 고려하는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는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적극적이지 못
하고 피상적이거나 거시적인 정책 차원의 의견 제시에 그
치는 특징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
교사교육과정 내 과학탐구에 대한 건실한 교육과정을 위
한 논의점 또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분
석 방법으로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
고, 과학교과서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scientific semantic network, 과학 교사의 수업 언어에 대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과학 교사들의
mental semantic network로 보았다. 지난 20년간의 중
학교 과학 교과서와 중학교 과학 교사 5명의 수업 녹음
파일로부터 ‘관성’을 키워드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학 교과서 텍스트에서는 ‘관성’과

‘관성’에 대한 과학교과서의 Scientific
Semantic Network와 과학교사들의
Mental Semantic Network의 비교
윤은정, 박윤배
경북대학교

shining78@hanmail.net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
터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주된 관심사였다. 최근에는 문
법이나 구조에 대한 설명, 어휘 뜻풀이 등의 인지적 언어
교육보다는 정확한 사용 환경에 많이 노출시키는 경험
적 언어 교육에 다소 무게가 실리는 듯 보인다. 한편, 인
간이 하나의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그 언어가 담고 있

• Session 1-3 교육과정

관련된 주요 개념어들이 잘 드러나고 맥락이 잘 분화되
어 있는데 반해, 과학교사의 수업 언어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개념어들이 없고 단어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학교사들이 관성에 대한
mentic semantic network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
거나, 혹은 개념의 체계는 잘 잡혀 있으나 이를 언어적으
로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자 모두 학생
들이 ‘관성’의 개념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습득하도록 하
는데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과학 교사들
이 주요 개념들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mental semantic network가 형성되어 있는지 점검함과 동시에,
이를 언어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언어 사용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10:30-12:10, 7월 27일(목) / 본부 204호

최근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

과학 핵심역량의 구성요소 분석도구 개발
및 이의 활용: STEAM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과학역량 분석

하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제시

박구름, 박영신

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

조선대학교

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이 함

hanpan100@naver.com

성의 국가 ·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
하였다. 과학 교육은 학생들이 과학을 배움으로써 과학

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요

Q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교육의 미래지향적 재구조화 |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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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인재상하고도 연관이 있기에 과학역량을 측정할

구를 완성하였다. 이의 활용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기존

수 있는 측정도구가 있다면 과학수업이 또는 프로그램

의 개발된 모범적인 STEAM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탐색

이 얼마나 과학역량에 맞춰진 수업인지 프로그램인지

한 결과 주제에 따라서 약간의 다른 과학역량의 반영을

가늠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과학역량의

파악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두 개의 프로그램에서는

구성요소에 따라 어떠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지 경험

과학탐구, 의사소통능력은 대체적으로 높은가 하면, 과

적 자료를 통해 과학역량의 측정가능한 분석도구를 제

학적 문제 해결력과 과학적 참여 및 의사소통은 약하게

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교육자 10명(과학교사 및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역량 분

과학해설사)에게 과학 핵심역량 5가지에 경험적인 에피

석도구는 측정가능하며 과학역량의 반영정도를 파악하

소드 또는 사례를 이용하여 조작적 정의를 하도록 하였

는데 이 도구를 계획이나 평가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코딩화를 통한

보여주고 있다.

역량의 정의를 카테고리화 하였으며 교차점검을 통해서
내용타당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각각 역량마다 기존의 이론 및 전문가들의 저서를 통해
내용타당성을 재점검하기도 하였다. 각 역량마다 4개의
하위요소가 설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과학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하기, 비판적 사고하기,
창의적 사고하기, 합리적 사고하기, (2) 과학적 탐구 능
력: 가설 설정 및 탐구 설계하기, 기초탐구기능을 통한

이공계 전문가의 경험에 기초한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필요한 핵심역량
탐색
고수영, 강남화
한국교원대학교

vgksygv@naver.com

자료 수집하기,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 결론 도출 및 일
반화하기,

본 연구는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이공계 핵

(3) 과학적 문제 해결력: 일상생활 속 과학적 문제 파악

심역량을 탐색하고, 향후 과학교육에서 길러주어야 할

하기, 자료 선택 및 평가하기, 문제해결방안 제시하기,

핵심역량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공계 전

실천방법 모색하기,

문가 16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된 설문을 투입하여 면

(4)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다양한 의사표현 방법 사용하

담을 실시하였다. 이공계 전문가가 제시하는 자신의 영

기, 과학적 근거로 논증하기, 상대방의 의견 수용 및 조

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들과 과학교육에서

율하기, 다양한 매체 속 정보 이해하기,

제공했으면 하는 역량들에 대한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5)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능력: 공동체 문제 이해하

주제어를 추출하고, 이를 지식·기술 차원의 역량과 태도·

기,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기, 자기 주도적이고

가치 차원의 역량으로 분류 후 각 영역에서 강조되는 세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새로운 과학기술에 적응하고 활

부역량이 실제 직무 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특징을

용하기로 구성된다.

분석하였다. 또한 면담자들의 관점에서 초·중·고 과학교

이를 2차적으로 다른 과학교육자 33명(과학교사 및 과학

육에서 길러야 할 핵심역량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내

관 관련교육자)에게 리커트 척도의 설문을 이용한 안면

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015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

타당도를 구축하였으며 이해가 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한 핵심역량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면담자들이 강조하

서는 추가적인 의견을 남기도록 하였다. 설문의 결과를

는 이공계 핵심역량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연구원들 간의 교차점검을 통해 하위 요소를 수정한 후

제시하는 다섯 가지 역량과 일관됨을 확인하였으나, 태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개발한 전문가의 임시적으로 제시

도·가치 차원의 역량에 대해 이공계 전문가가 더 강조함

한 역량의 하위요소와 같은지 또는 다른지를 비교하고

을 알 수 있었다. 결과에 근거하여 이공계 인재 양성을

마지막으로 연구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과학역량 분석도

위한 과학 교육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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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도를 활용한 데이터 평가 방안
김종헌1, 이희복2
1

2

대전과학고등학교, 공주대학교

cysics@hanmail.net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해석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 분

한국, 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과학
교육과정 비교: 에너지 개념을 중심으로
윤혜경1, 정용욱2
1

2

춘천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zimusa@snu.ac.kr

명히 언급하고 있으며 실제 가르쳐지고 있지만 수집된 데

에너지는 매우 복합적인 과학개념으로 많은 국가의 과

이터에 대한 평가나 판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학 교육과정에서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지만, 교수 학습

않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
태에서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결론은 더더욱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집된 데이터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탐구에서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측정 및 불확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데
이터를 평가하는 기초 용어인 정확도와 정밀도의 개념조
차 교육과정상에서는 가르쳐지지 않는 상황이고 학생들
은 반복측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데이터의
퍼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집단 추론보다는 점추론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렇듯 측정과 불
확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는
더러 있지만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와 정밀도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측정한 데이터의
불확도를 계산하여 데이터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방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고려해야 하는 에너지
교육과정의 쟁점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
국의 2015 개정교육과정, 미국의 차세대 과학교육표준
(NGSS,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영국의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싱가포르의 Science
Syllabus에서 에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성취기준
들을 추출하여, 여섯 가지 개념 요소(에너지 형태, 에너
지 자원, 에너지 전달, 에너지 전환, 에너지 보존, 에너
지 산일)에 따라 분류하고 비교하였다. 에너지 관련 성
취기준이 학교 급별, 학문 영역별, 에너지 개념 요소별
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에너지
개념 요소별로 내용 분석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모든 나
라의 교육과정 모두에서 에너지 개념의 중요성을 확인

안을 제안하였다. 정확도 평가, 유효숫자 관리, 튀는 데

할 수 있었지만, 세부적으로는 강조하고 있는 개념 요소

이터 관리, 조작변인 평가, 변인통제 관리 등에서 불확도

와 개념 요소별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발견하였

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

다. 이러한 차이가 야기하는 교육과정 개편 상의 쟁점들

하고 초중고등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

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Session 1-4 문화교육/기타

과학 전문가 집단은 일반 대중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한·미·일 3국의
『Science For All』을 통해서 본 ‘대중의
과학이해(PUS)’

10:30-12:10, 7월 27일(목) / 본부 206호

미국 AAA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미국과학진흥회)가 추진한 ‘Project 2061’의
일환으로 1989년, ‘Science For All Americans(AAAS,
1989)’가 처음 발표되었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 일본도

임인숙, 송진웅

미국을 본떠 ‘Science For All Japanese’라는 슬로건 하

서울대학교

에 ‘과학기술의 지혜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다

suki2003@snu.ac.kr

시 10여 년이 지난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Scien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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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Koreans’, 즉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한국과학창

2월까지 KCI 등재, 등재후보 학술지와 국내 석⋅박사 학

의재단, 2017)’이 개발되었다. 30년에 걸쳐 미국, 일본,

위 논문 중 특수, 저소득층, 학습부진, 탈북, 다문화, 지

한국으로 이어지는 ‘Science For All*’ 프로젝트는 공통

리적 소외와 기타 소외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과학교

적으로 미래 시대를 대비하여 모든 자국민들이 갖추어

육 연구 문헌들을 수집하여 이를 연구 출처, 수행 연도,

야할 과학소양(science literacy)을 그 내용으로 한다. 더

연구 대상, 연구 설계, 연구 방법, 연구 내용으로 분석하

구체적으로, 미래의 과학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

였다. 연구 결과, 총 125편의 학술지 논문과 147편의 학

이 아니라 과학과 무관한 삶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위 논문이 수집 되었고 이중 특수학생에 대한 연구가 전

게도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과학 지식, 태도, 관점 등을

체의 53.6%, 학습 부진 학생 21%, 탈북 학생과 기타 소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SFA는 초중등 교육기관의 과학

외 학생이 각각 7.2%, 다문화 학생에 대한 연구가 4.1%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반 시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과 지리적 소외 학생에 대한 연구

민들이 갖추어야 할 과학소양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가 각각 3.4%를 차지하였다. 연구 연도에 따른 분석 결

‘대중의 과학이해(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과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소외계층학생 대상

PUS)’라는 관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학부모나 학생을

과학교육연구는 2006년 들어 잠시 감소하였으나 이내

포함하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되었긴 하나

200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 급격한 증가

SFA 개발의 주체는 모두 과학전문가들인 과학자, 과학

를 보여주었고 이후 매년 20편이상의 연구들이 수행되

교육자들이기 때문에 SFA는 곧 ‘과학전문가들이 일반

었다. 분석된 논문의 57.9%가 양적연구, 28.4%가 질적

대중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과학의 정수’를 기술하고 있

연구 그리고 13.6%가 혼합연구 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

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 전문가들은 일반 대중들

방법에 있어서는 실험연구 30.5%, 해석연구 21.9%, 상

에게 과학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과학지식의

관연구 20.1%, 조사연구 13.6%, 문헌연구 7.6%, 검사

어느 수준까지 이해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

도구타당성 연구가 1.1%를 차지하였으며 2011년부터

하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SFA의

2016년까지는 해석연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논문의

내용 분석을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

대표 핵심어를 추출하여 연구내용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를 위해 PUS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인 ‘대중화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상자들의 특성

(popularization)’와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시각

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내용을 다루고 있었지만 소외계층

에서 3국 SFA의 내용과 구성, 범위 및 서술 방식의 특징

학생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대표

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과학전문가 집단과 일반 대중들

핵심어를 관찰되지 않았다. 각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연

과의 관계에 대해 지혜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구들의 집단별 대표핵심어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과학교육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1, 2개의 연구에서 공통적인 연구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 편의상 줄여서 ‘SFA’로 표기한다.)

‘학업성취도’의 핵심어가 특수학생과 학습부진학생의 과
학교육연구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연구 내용이었다.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연구의 동향 분석
남일균, 이상원, 임성민
대구대학교

nik2714@naver.com

이 연구의 목적은 소외계층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

초등학교 과학 교과 관련 과학도서
독후활동의 적용
김지우1, 권난주2
1

2

안양초등학교, 경인교육대학교

ttkjy@hanmail.net

내 과학교육 연구 문헌들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연구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과학교과의 구조화된

동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84년부터 2017년

내용과 과학과의 핵심역량을 학습자의 일상적이고 경험

= = = = | 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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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삶과 관련지어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과학 학업 성취도, 과학에 관련된

고 학습자 스스로 그 의미를 형성하도록 도우며, 학생 개

정의적 특성, 독서태도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개인의 진로 선택 및 삶의 목표 달성을 위한 평생 학습

차시별 학생 면담과 교사의 수업 일지를 분석하였다.

능력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둔다.

다양한 독후활동은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 향상에 도움

과학 교과 관련 독서교육은 새로운 과학 기술 환경에 적

을 줄 뿐만 아니라 과학 학습에도 훌륭한 자료의 역할을

응하기 위해 스스로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능력을 기

할 수 있으며, 독서를 통해 얻은 과학 지식을 효율적으로

르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과학에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에 대한 내적동기를
높여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 과
학 관련 도서 출판이 늘어나면서 교과와 연계하여 초등학
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과학 도서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독서에 대한 흥미가
저하되고 학업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독서량

연구 논문의 서론, 어떻게 쓰세요?
조광희
조선대학교

khjo@chosun.ac.kr

이 감소하고 있으며, 줄거리 요약, 느낀 점 서술 등의 일
관된 독후활동으로 과학 교과 관련 도서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 논문에서 서론은 연구의 동기와 필요성, 목적 등을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학 교과 관련 도서를 바

설명하고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실제 연

람직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과학책에 관심

구 논문 작성 및 발표 과정에서 초보 연구자들은 서론

을 갖고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학생들이 이를 활용

부분의 구성을 어려워하며, 논문 검토 및 심사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는 연구자마다 다소 상이한 관점을 가지고 연구의 논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과학 교과 관련 과학도서 독후

구조를 비판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Swales의

활동이 과학 학업 성취도와 과학에 관련된 정의적 특성,

CARS 모형을 토대로 과학교육 분야에서 작성된 논문의

독서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학생

서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현재 과학 교

들을 대상으로 독후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경

육 분야에서 통용되는 서론 구성의 대표적인 특징을 추

기도 A지역 학교 6학년 1개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

출하고, 이에 관한 몇 가지 이슈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며, 한국과학창의재단, 환경부 등의 추천 도서 목록을

통해 논문을 처음 작성하는 대학원생, 현장 연구를 준비

참고하여 학교 도서관에서 각 단원별 학습 내용과 관련

하는 교사, 대학원생을 지도하는 대학 교원 등에게 시사

된 과학도서를 선정하였다. 기존에 연구된 독후활동 중

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6차시의 독후활동을

• Session 2-1 교수학습

15:00-17:00, 7월 27일(목) / 본부 304호

위치짓기 프레이밍과 인식론적 자원 관점에서 탐색하였

소집단 논변 활동에서 학생들의 위치짓기
프레이밍과 사회적 상호작용 양상 탐색

다.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 1학년 학생 36명과 교사가 2
년 간 연구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9개의 소집단을 이
루었고, 소집단의 주장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

하희수, 김희백
서울대학교

snudunoy717@snu.ac.kr

체 논의에 참여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교실 전체
와 소집단의 논의를 녹화·녹음하였으며 학생들과 협력
적 반성을 진행하였다. 이를 전사한 자료와 학생들의 활

본 연구는 소집단 논변 활동에서 인식론적으로 생산적

동지를 바탕으로 담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

인 프레이밍을 갖춘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양상을

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비생산적일 때 인식적 권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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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던 학생의 인식적 권위가 비생산적 프레이밍에서

교실 환경과 같은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생산적 프레이밍으로 전환된 직후에도 지속되었다. 학

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논변활동을 도입하여 수업

생들은 ‘청취자’로서 인식적 권위가 높은 학생을 ‘정보제

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어떠한 인식론적 자원을

공자’이자 ‘평가자’로 위치짓기하고, ‘지식의 본성과 근

가져오는지를 파악하고 교사의 수업 실행에서 나타나는

원의 이해 자원’ 중 ‘전파’ 자원을 활성화하였다. 이에 인

특성을 탐색하였다. 수도권 소재의 중학교에 근무하는

식적 권위가 높은 학생에게 지식 주장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적으
로 구성한 의견이 맞는지 물어보며 ‘개인적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학생들의 상호작용은 개인적 상호작용 이상
나아가지 못하였고, 개인적으로 구성된 지식 주장은 합
의된 공동의 지식 주장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이후 차
시에서는 학생들 간 인식적 권위가 균등해졌고,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정보제공자’와 ‘비판자’로서의 위치를 전
환하며 논의하였다. 학생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동시

두 명의 과학 교사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수업 전, 후
인터뷰와 수업 녹화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우선 두 교
사가 가지고 있는 논변활동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 교육
경험 등 개인적인 맥락에는 큰 차이가 있었으며,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자신에게 제공된 논변 자료를 활
용하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났다. 한 교사는 제공된 논변
자료가 지향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 수업을 실행해야 한
다고 생각했으며, 교사의 수업 목적은 학생들에게 과학

에 논의를 진행하는 ‘복합적 상호작용’을 보였고, 여기에

개념과 논변의 개념을 함께 이해시키는 것이었다. 수업

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집합적 상호작용’으로 나아갔

설계에서 이 교사는 제공된 논변 자료를 받아들여 그대

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의 본성과 근원의 이해

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외부에서 제

자원’ 중 ‘구성’ 자원의 활성화가 드러났으며, 학생들은

공된 교수법적 지식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를 수업에서

자료와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합의된 공동의 지식 주장

시행해야 한다는 교사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실

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식론적으로 생산적인

행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당화나 증거와 같은 논변

프레이밍 속에서 학생들이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는 상

용어를 강조하였고, 학생들이 논변이 무엇인지를 이해

호작용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위치짓기 프레이밍 전환을

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 다른 교사는 논변 자료를 자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는

신의 수업을 도와주는 수단으로 생각했으며, 교사의 수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는 교수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업 목적은 학생들의 사고를 이끌어내고 과학 개념을 이
해시키는 것이었다. 수업 설계에서 이 교사는 제공된 자
료를 바탕으로 활동지를 재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교사가 제공된 자료를 절대적으로 신

소집단 논변활동 수업 설계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인식론적 자원과 수업 실행 탐색

뢰하기 보다는 외부 자원을 바탕으로 수업 목적에 맞는

이영미, 정은진, 김희백

업 실행에서, 교사는 논변 용어를 강조하기보다 반론과

서울대학교

반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이를

snako1007@snu.ac.kr

교수 방법을 구성해야 한다고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수

바탕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진정한 과학적 실행에 학생을 참여시킬 수 있는 하나의

노력했다. 본 연구는 논변활동을 도입하는 교사들이 수

방법으로, 과학적 논변활동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

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

어 왔다. 논변활동을 과학 수업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

유를 자원 기반의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새로운 과

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연

학적 실행을 접하는 교사가 적절한 인식론적 자원을 가

구들에서, 논변활동을 도입한 수업 실행은 논변활동에

지고 올 수 있도록 교사 교육이나 자료 개발에서 보다

대한 교사의 이해 및 신념과 같은 개인적인 맥락, 그리고

분명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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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과학수업에서 미래유망직업을
활용하는 전략의 개발 및 적용

과학교육에서 인성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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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jhnam@pusan.ac.kr

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
고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진로 탐색과 계획 및 준비를
위한 기초소양을 키움으로써 진로개발 역량의 기초를
배양하는 것으로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학교육은
과학자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적 사고와 연계
되어 폭넓은 교양을 겸비한 인간 육성 및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정보 제공, 진로 개척을 도모하고, 장기적
인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있으며,
초등학교 시기는 교육을 통하여 과학 진로에 직접 효과
를 주는 정도가 가장 큰 시기이므로 초등학생들의 과학
진로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에서 미래유망직업을 활용하
는 수업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수업을 실시한 후
초등학생의 과학에 대한 태도 및 진로 발달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데 있다. 수업에 활용한 미래유
망직업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
센터를 통해 발표한 미래유망직업(35개), 산업 군 별 주
요직업(144개)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간한 미래
의 직업세계- 해외직업편(2015) 및 미래의 직업세계
(2016)를 토대로 선정하였으며,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
정과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직업 및 단원을 선정하여
총 12차시의 수업을 실시하였다. 각 차시의 수업 단계는
과학 꺼내기, 과학 깨닫기, 과학 친하기/접하기, 과학 꿈
꾸기의 4단계이며, 연구를 통해 개발된 수업을 경기도 G
시에 소재한 G 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 학생들을 대상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개혁이 표방하는 지향점중 하나인 21세기를 살아가
기 위한 미래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중 하나
이다. 인성교육은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
와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실제적으로 인성프로그램
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인성교육이 현재 학교교육의 맥락과 동
떨어져 있으며 학생에게도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 인성교육에 대한 일반적
방법 및 비교과 영역에서의 인성교육 모델에 대한 제안
으로 그치고 있어 학교 수준에서 인성교육이 실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학교 수준에서의 인성교육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과수준에서의 구체적인 인성교육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교과수준에
서 인성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과학교과에서 구체적인 인성교육 방안과 교수학습
모델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
에서는 중등과학 교육에서의 인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
는 과학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합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제 과학교수학습에 적용
하기 위한 교수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교육과 인성교육 통합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과학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설

으로 적용한 뒤, 과학에 대한 인식과 흥미, 진로인식에

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

대한 사전 ·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차시별로 작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협력적 문제해결 중

성한 교사의 수업일지를 분석하였으며, 학생들을 대상

심 교수모델을 개발하였다.

으로 수업반응 설문 및 면담을 실시하여 이를 종합적으
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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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actions between these variables have not yet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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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vered. The current study aims to statistically
examine whether the interactions between these
three variables can significantly impact the student
science-learning motivation or not. A set of the
Science Motivation Questionnaire-II (SMQ-II) was
administered to 867 Korean and 954 Indonesian secondary students, and the Rasch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In recent decades the study of student’s affective as-

instrument. To reveal the aim of this study, a

pects regarding the learning of science has been

three-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tests

known as the most fruitful study in the field of sci-

were us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present

ence education. The motivation to learn science is

study, the interactions between country, gender, and

one of the important affective aspects that has

educational level exert significant effects (p < 0.01)

emerged as the topic that is most scrutinized by sci-

on the student science-learning motivation as well

ence educators and researchers. There are several

as every one of the motivational components. The

contributing factors that influence student’s motiva-

findings will be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facto-

tion to learn science, and the most well-known fac-

rial complexity that contributes to the student sci-

tors are gender, educational level, and culture. The

ence-learning motivation and the differences be-

previous studies on motivation have merely revealed

tween the learning motivations of the students of the

the effects of these three variables, however the in-

two countries.

• Session 2-2 초등/교사/교육과정/기타

15:00-17:00, 7월 27일(목) / 본부 306호

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의 수업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이

초등 예비교사들의 과학 수업에 대한
인식에 따른 스마트 지원 수업 설계

들이 가지는 과학 수업과 스마트 지원 도구에 대한 인식
을 파악하고, 추후 어떠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할지에 대
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자료는 초등 예

강은희
서울대학교

chukbai@snu.ac.kr

비교사들이 조별로 개발한 6개의 수업지도안과, 스마트
지원 도구와 이를 활용하여 개발한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개별 보고서 자료이다.

스마트 디바이스가 발달함에 따라 학습자와 교육 현장

연구 결과, 초등 예비교사들이 개발한 자료에서 자원의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비교사들

수집 및 제공, 정답 제출, 학습 자료의 표상화를 위해 스

에게 이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 경험을 제공

마트 지원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동료 간 상호작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교사들을 대상

용, 지식 공동 구성을 매개하는 스마트 지원 도구의 역할

으로 한 과학교육 이론과 실제 수업에서 스마트 지원 도

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한 수업 자료를 개발한 것은 예

구를 활용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

비교사들이 가진 스마트 지원 도구 및 과학 수업에 대한

로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는 과제를 부과하였다. 교사가

인식이 영향을 준 것이었다. 이들은 스마트 지원 도구를

가지는 인식은 이들이 개발하는 수업에 큰 영향을 미치

단순히 과학 수업에 대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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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것, 즉 기존 전통적인 수업의

과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교수 학습의 방법으로

단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학 수업에

STEAM 방법을 적용하는 Bottom-Up 방식을 취하고 있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정확한 과학 지식을 전달하고 교

었다. Bottom-Up 방식을 지향하는 교사의 경우는 교사

사가 이를 평가한다는 과학 수업에 대한 제한된 인식을

가 되기 전부터 과학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는 학생들에게 스마트 지원 도구

고 강조하는 교육관을 교사가 되면서부터 실제 수업에

의 다양한 활용을 독려하기에 앞서 과학과 과학 수업에

적용하고 그것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STEAM 기법

대한 보다 확장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둘째, 교사가 되면서 경력

우선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쌓여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넓혀나가는 과
정에서 과학 수업에서 강조하고 싶은 교육의 방향이 성
립이 되고 구체화해나가는 과정으로 STEAM 교육 활동

STEAM 교육 경험을 가진 한국 교사들의
교수 지향 유형과 공학적 설계에 대한
인식 탐색
최윤희1, 류민정2
1

2

숭문중학교, Purdue University

silveruni272@gmail.com

을 강조하고 있는 Modified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
한 교사들은 우연한 기회에 연수와 교과 활동, 대학원 진
학 등의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교육관을
점차적으로 구체적이고 확고히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새로운 호기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STEAM 수업을 적용하는 경
향을 보였다. 또한, STEAM 교육 경험을 가진 교사들의

본 연구는 한국의 STEM 교육 활동 교사들의 실천경험을

공학적 설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과학, 기

통한 교수 지향 유형과 공학적 설계 과정에 대한 인식을

술, 공학에 대한 개념 정의에 혼재가 있음을 알 수 있었

탐색하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로는 STEAM 교육을 3년

다. 두 번째, 공학적 설계와 STEAM 수업에서의 세 단계

이상 경험한 과학 ․ 수학 ․ 기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

에서 ‘창의적 설계’ 단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계

다. 본 연구자들은 STEAM 교육 활동 과정에서의 개인의

로 인식하거나, 구별되어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구체적

경험을 면담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주제를 분류

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고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면담과정에서 1차면담에서

세 번째, STEAM 수업에서 과학에 기술과 공학을 적용하

는 STEAM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경험에 대한 면

는 것은 공학을 전공하여 공학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

담으로 그 동안에 해 왔던 STEAM 교육 경험, STEAM 교

에게만 교육해야 하는 특별한 것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

육을 할 때의 자신만의 교수 전략의 경험, STEAM 교육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결과를 통해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점, STEAM 교육 경험

STEAM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교수 지향 유형을 구

을 하면서 어렵거나 잘 되지 않았던 점, 앞으로 STEAM

체적으로 분석하여 STEAM 교사 교육의 토대가 될 수 있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등에 대

도록 하며, 과학과 공학의 융합을 현장에 확장되도록 하

해서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하였다. 2차면담에서는

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STEAM 교육 경험을 교사들의 공학적 설계에 대한 인식
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공학적 설계에 대한 인식과 경
험, 공학적 설계를 가르치기 위한 교수 전략 및 방법, 공
학적 설계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과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어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주제의 의미
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STEAM
교육에 대한 교수 지향에 대한 유형 분석 결과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가 같다. 첫째, 교사 자신의 교육 신념

화학탐구실험 수행에서 나타나는
예비화학교사의 탐구특성 및 변화 분석
심헌태, 유선아
한국교원대학교

shimheonta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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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탐구기

러 현상에 대한 관찰은 등한시 하는 경향이 보였다. 이런

능을 신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요인들은 예비교사들이 본인들의 실험 수행과정 중에

2008). 하지만 현 교과서나 학교현장에서는 내용과 개념

있었던 오류를 스스로 찾아내기 힘들게 하였고, 탐구 과

이해의 효율성 측면을 위하여 탐구과정이 자세히 서술

정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유탐구가 적절히 반영되

걸리게 하는 등 탐구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 못하고 있다.(심규철, 2007) 이런 교육과정을 거친 예

이런 경향에 대해서 예비교사들은 중등교육과정의 실험

비교사들은 자유탐구의 경험이 거의 없어 탐구 설계 및

수업에서는 단순히 제시된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결

수행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임

과만을 관찰하면 되는 실험이 대부분이었고, 본인들의

성만 외, 2010), 초임 과학교사들도 확인 또는 구조화된

실수 외에는 실험자체를 실패하는 경우가 없었으며, 실

탐구 수준에 머물러서 문제개발, 탐구과정에서 어려움

패하더라도 교사 등이 바로 해결책을 알려주었기에 탐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진우, 2006).

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구실험을 수행한 경험이 없는 예

예비교사들의 이런 경향은 탐구실험을 진행하면서, 실

비화학교사들의 탐구 설계 및 수행에 있어서 장애요인

험에 실패했을 때 조원들과 토의를 하는 과정과 실험이

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예비화학교사들의 탐

끝난 후에 고찰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점점 개선되는 모

구실험 설계와 수행 과정을 분석하였고, 더불어 탐구실

습을 보였다. 이런 토의와 고찰은 수업의 후반부로 갈수

험을 수행하는 것이 예비교사들의 탐구 수행 능력 및 인

록 더 활발해졌으며, 실험의 재설계를 위해 실패 원인을

식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

찾는 과정에서도 그 원인을 수행과정 중 실수에 의한 오

는 예비 화학교사 1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17년

류에서 근본적인 실험설계의 오류까지 확장하여 생각하

3월~6월까지 매주 4시간씩 15주 동안, 11가지 주제의 화

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또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 실험

학 관련 탐구실험을 수행하면서 진행하였다. 실험은 가

도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실험을

이드 실험, 주제 범위가 주어진 자유탐구실험, 완전한

설계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인터

자유탐구실험의 3가지 방식으로 구성하였고, 매 주제에

뷰에서도 탐구실험을 여러 번 수행해 본 후로, 실험과정

대한 실험이 완료되었을 때 20분정도 실험결과와 과정

에서 이론, 현상, 원리 등을 생각해보면서 실험을 하게

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험 과정 및 결과에

되었고, 실험과정을 변경하였을 때도 그 결과에 대해서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나왔다. 더

실험에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어 실험을 가이드 실험이 단순한 수행을 하는 실험이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아니라 주어진 실험을 변경하여 특정 목표를 달성해야

또한 수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임의의 예비교사 8명을

하고, 가이드 실험부터 자유탐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

대상으로 연구자가 관찰한 내용과 보고서 및 동영상에

한 부분이 탐구의 과정을 알아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

서 나타나는 특징적 행동과 대화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

다는 의견도 있었다.

행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모두 오디오 녹음하여 전사

이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기계적인 실행을 요구하

한 후, 연구원의 관찰노트,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와

는 실험은 탐구의 경험을 충족 시켜 줄 수 없으며, 오히

동영상과 함께 분석하였다.

려 탐구에 대해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그 결과, 예비교사들이 탐구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3가지

추후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자유탐구를 지도할 예비

의 경향이 나타났다. 그 첫 번째로 실험을 수행하는 도중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수업은 예비교사들이 탐구

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때, 예비교사들은 그 해결책이

에 대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이미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에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탐구 실험 수업에 있어서

적용하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로 제시된 자

처음부터 완전한 자유탐구로 진행되는 것 보다는 서서

료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실험

히 자유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의 결과로 나오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과정상 발생한 여

임을 시사한다. 더불어 앞으로 탐구실험을 목적으로 수

= = = = | NMQ

ORAL PRESENTATION (구두발표)

업뿐만 아니라 예비교사들이 수행하는 여타 실험과목에

표상 사용에 관한 요인은 (1) 단일 표상을 사용하는 요인

대해서도 이와 같이 탐구요소가 추가될 수 있도록 다양

과 (2) 다중 표상을 사용하는 요인이 확인되었고 이 두

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탐구실험 및 자유탐구의 현장

요인은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모델 설문지의 요

적용에 매우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 분석 결과 (1) 표상으로서의 모델, (2) 설명적이고 예
측적인 틀로서의 모델, (3) 모델의 가변성, (4) 모델과 해
당 대상과의 관계성, (5) 복제품 모형으로서의 모델 요인

학생들의 과학에서 사용되는 모델 이해도와
표상에 관한 인식의 관계에 대한 고찰

들을 확인하였다. 두 설문지의 상관 분석 결과 학생들의
다중표상 사용에 관한 인식과 모델의 전반적인 인식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단일 표상 사용에 관

서경운
Minnesota State University

kyungwoon.seo@mnsu.edu

한 인식은 모델의 전반적인 인식과 낮은 수준의 상관관
계가 확인되었다.

과학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은 다양한 형태의 표상으
로 제시된다. 문자 등의 단일 표상 방식 혹은 도식이나 그
림 등을 포함한 다중 표상이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이러
한 표상의 사용은 과학적 모델링 과정에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질문하고 과학적 설명을 구성하고 개념을
평가하고 교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과학 학습 증진에 있어 인식론적 역
량과 개념/인지론적 역량 개발의 중심에 과학적 언어로서
의 표상이 작용한다는 이론적 틀에 기초하여 과학 수업에
서 사용되는 표상에 대한 중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탐구하
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중학교 6,7,8 학년 100명의 학생
들과의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정성
적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된 표상의 4가지 인식(인지 도구
로서의 역할, 정보의 원천,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역할, 개
인적 선호에 의한 선택)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리커트 5점
척도의 29항목 표상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표상
설문지는 전문가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고 388
명의 중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구성타당도와 신뢰
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과학적 모델을 바라보
는 관점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reagust,
Chittleborough와 Mamiala(2002)에 의해 개발된 과학

몽골과 한국의 교육제도 및 과학교육과정
변천사 비교
Ganchimeg Gantumur,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hycha@knue.ac.kr

본 연구는 몽골과 한국의 과학교육과정 변천사를 두 나
라의 교육제도 변천 과정 및 사회적 변화와 연관시켜서
비교 분석한 것이다. 교과로서의 과학은 학교 교육과정
의 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몽골과 한국의 과학
교육과정 변천사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는 ‘과학교육학’
뿐만 아나라 ‘비교교육학’ 분야에도 기여할 수 있다. 비
교교육학이란 각국의 교육제도 ․ 교육문화 ․ 교육문제 등
을 연구하는 교육학 연구의 한분야이며, 국가간의 이해
및 교류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학문 분야다. 몽골
과 한국의 교육제도 특히 과학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
는 연구는 거의 시도된 적이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
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몽골과 한국의 교육제도
의 변천 과정을 비교 분석 하는 것이고, 둘째는 몽골과
한국의 과학교육과정 변천사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의 모델에 관한 이해(Students’ Understanding of

분석대상은 몽골과 한국의 교육제도 변천 과정 및 과학

Models in Science; SUMS) 설문지를 보완하여 총 27개의

교육과정 변천사 관련 문헌 자료인 책, 논문, 단행본, 연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모델 설문지를 개발하고 파일럿 테

구보고서 등의 문헌 자료들이었다. 몽골과 한국은 사회

스트를 통해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적 정치적 체제 차이로 오랫동안(1921~1990) 교류가 이

완성된 두 설문지는 총 미국의 703명의 중학생들을 대상

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변천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으로 실시되었고 요인 분석 결과 표상 설문지와 모델 설

있었다. 첫째, 몽골은 구소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이

문지는 각각 2개와 5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학생들의

념 영향으로 공상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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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철학으로 도입한 반면 한국은 미국의 자유 민주

이 세계 최초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발사함에 따라

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생활중심의 진보주의 철학에서

미국에서는 과학교육 혁명을 이룩했고, 한국은 이 영향

본질주의 교육 철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으로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 제3차 교육과정 개정 방향

몽골은 1940년 소련의 10(4-3-3)학년제 학제를 도입한

을 잡았으나, 몽골은 구소련의 과학기술 발전 영향으로

반면 한국은 미국식 12(6-3-3)학년 학제를 1951년에 도

‘전국민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 정책’을 폈다. 몽골은

입하였다. 셋째, 몽골 사회주의 정치적 체제 영향으로

1921년부터 1990년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었으므

공산주의관 사상을 교육과정에 설전하는 반면 한국은

로 다른 나라와 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몽골 교육제

반공교육을 실시하는 등 양 국가가 전혀 다른 길로 발전

도 변천 과정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였으므

해왔다. 1990년이 되서야 몽골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

로, 본 연구 결과는 몽골 교육제도 및 과학교육 변천사

하였고 한국과도 교류를 시작했다. 넷째, 1957년 구소련

관련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Session 3-1 교수학습/대학

10:00-11:20, 7월 28일(금) / 본부 304호

때 모두 활성이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 관찰 지식을 생성

생명과학의 관찰과 분류 활동에서 지식을
생성할 때와 수용할 때의 뇌 활성 차이
1

2

2

2

2

김용성 , 김지민 , 서유진 , 이유진 , 정은아 ,
박수연3, 정진수3
1

2

3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문경여자고등학교, 대구대학교

zzag007@naver.com

할 때와 분류 지식을 수용할 때의 활성의 증가폭이 더
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베타파가 과제에 대한 각성의 수
준과 연관이 있다는 측면에서 관찰 지식을 생성할 때와
분류 지식을 수용할 때 과제에 대한 각성의 수준이 높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감마파의 경우 관찰 지식을
수용할 때보다 관찰 지식을 생성할 때 더 많이 활성화되
었다. 분류 지식을 생성할 때와 수용할 때는 유의미한 차

이 연구의 목적은 생명과학의 관찰 활동과 분류 활동에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마파가 전력을

서 생명과학의 지식을 생성할 때와 수용할 때 나타나는

다해 과제에 집중을 할 때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관찰 지

뇌 활성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준 과

식을 수용할 때보다 생성할 때 전력을 다해 과제에 집중

제, 관찰 과제, 분류 과제를 개발하였다. 기준 과제는 다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찰 및 분류

시 관찰 지식 생성 기준 과제, 관찰 지식 수용 기준 과제,

지식 생성과 수용은 과제에 대한 난이도, 정신적 긴장,

분류 행동 기준 과제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관찰 과제

과제에 대한 각성의 수준, 주의집중의 수준 측면에서 다

는 관찰 지식 생성 과제와 관찰 지식 수용 과제로 구분하

른 사고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여 개발하였고, 분류 과제는 분류 지식 생성 과제와 분류
지식 수용 과제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첫째, 세타파의
경우 관찰 및 분류 지식을 수용할 때보다 생성할 때 활성
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세타파가 과제의 난이도가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수업에서
나타난 담화특성 탐색

증가하면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관찰 및 분류 지식을
생성할 때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높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둘째, 알파파의 경우 관찰 및 분류 지식을 수용
할 때보다 생성할 때 활성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와

고영욱, 이정아, 김찬종, 최승언
서울대학교

snsn5@snu.ac.kr

같은 결과는 알파파가 정신적으로 이완이 될 때 증가하

이 연구는 중등교사의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이하

는 경향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식을 수용할 때보다 생성

과모사구)’ 수업에서 나타나는 담화의 특징을 밝혀내는

할 때 정신적인 긴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양의 자전과 흑점의 이동’이라는

타파의 경우 관찰 및 분류 지식을 생성할 때와 수용할

주제로 소집단 활동이 있는 ‘과모사구’ 수업과 소집단 활

= = = = | N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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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없는 일반 과학 수업을 진행 하였다.

있다. 이처럼 담화 분석에 기반을 둔 연구를 통해 밝혀낸

‘과모사구’ 수업의 경우 설명 장르와 탐구 장르가 두드러

일반 과학 수업과 차별화 되는 ‘과모사구’ 수업의 특징에

지게 나타났으며, 일반 과학 수업의 경우 설명 장르와 보

근거하여 우리는 ‘과모사구’ 수업의 의의를 찾고 필요성

고 장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각 수업에 대해 설명 장

을 말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과모사구’ 수업 연구자, 교

르와 탐구 장르가 잘 나타나는 담화를 ‘정보의 흐름’을

수자, 학습자들이 쉽게 ‘과모사구’ 수업에 접근하고, 이

통해 분석하였다.

해할 수 있다.

설명 장르의 담화에서는 일반 과학 수업의 경우 정보 제
공의 주체가 교사로 많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과모사
구’ 수업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비슷한 비율로 정보 제공
의 주체가 되고 있다. 또한 일반 수업과는 달리 ‘과모사

과학교육에서 성찰의 의의와 효과

구’ 수업에서는 공유된 ‘Given’을 담화의 두 주체 모두가

남창훈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담화의 응집성이 높아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와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changhoon.nam@gmail.com

을 실어주고 있었다. 또한 교사와 학생 공동에 의한 정보
의 ‘Expansion’이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능동적 구성

과학교육은 제반 입증된 사실에 대한 인지적 정보 전달

과 탐구 능력 개발에 유용하기 때문에 ‘과모사구’ 수업이

을 위주로 이뤄진다. 하지만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를 통

과학 탐구의 본질에 보다 가까운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새로운 정보의 창출과정을 연구한 뇌과학의 연구 사

탐구 장르의 담화에서는 설명 장르에 비해 두 형태의 수

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정보 전달 만큼이나

업 모두 정보 제공과 공유의 주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

정보에 대한 성찰적 재조직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과학 수업 담화의 경우 교사

본 발표에서는 과학 교육에서 성찰이 차지하는 의의와

가 주도한 정보의 ‘Developing’이 나타났다. 반면에 ‘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성찰이 지니는 효과에 대해 수업

모사구’ 수업에서는 학생들 간의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

중 이뤄진 성찰 저널 활동을 통해 고유하고자 한다. 성찰

해 학생이 주도하는 정보의 ‘Expansion’과 ‘Correlation’

저널 활동은 LMS를 통해 매 수업에서 이뤄진 수업 내용

이 나타난다. 일반 과학 수업의 경우 교사 주도에 의한

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질문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수업

신속한 정보의 발전이 이뤄 질 수는 있지만, ‘과모사구’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는 세 개의 요소로 이뤄진

수업의 경우 그것 보다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자연현

정리를 매주 수행한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과 그 내용의

상에 대한 설명, 탐구 능력을 기르는 과정에서 지식이 개

공유 과정이 수업 과정에 어떤 의의를 지녔으며 수업에

인의 논리로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동료와의 사

참여한 학생 개개인에게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 살피고

회적 합의에 의해 재구성된다는 것을 보다 잘 보여주고

자 한다.

• Session 3-2 영재/창의성/초등

10:00-11:20, 7월 28일(금) / 본부 306호

본 연구는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PBL) 기반 과학수업이
초등과학영재의 과학적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
신명렬, 서혜애
부산대학교

redtrain99@hanmail.net

PBL) 기반으로 구안한 과학수업을 초등과학 영재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해보고 그들의 과학적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과학
적 창의성은 과학지식과 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과학적
으로 탐구하고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함으로써 과학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산출물로 정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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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과학적 창의성은 과학지식, 창의적 사고, 과학
탐구능력의 3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되며, 이들 핵심요소
를 효과적으로 신장시키는 교수학습방법으로 PBL을 선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과학수업을 구안하였다. 본
PBL 기반 과학수업은 수업 전 주제탐색 단계를 통해 3가
지 선호 주제를 선정한 후, 주제별 과학수업을 문제발견
(2차시), 전략수립(2차시), 문제해결(2차시), 발표평가(4

정규 과학교육으로 확장된
학교 밖 교육의 사례:
한국의 발명교육에 대한 개관
김민기
한국발명진흥회
minkee@kipa.org

차시)으로 구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시교육청 산
하 과학관의 초등과학 영재학급 학생 22명을 연구대상

초기의 발명교육은 교내 방과후 활동이나 발명교육센

으로 선정하였으며, 개발한 PBL 기반 과학수업 3가지

터 참여 등의 비정규 교육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또

주제에 대한 총30차시를 적용하였다. PBL 기반 과학수

한, 전국 학생 발명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하여

업이 과학적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

대중의 발명교육 인식 개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해서는 과학지식, 창의적 사고, 과학탐구능력에 대한 평

이어져왔다. 그 결과 발명교육은 초중고 학교 현장에

가도구를 개발하고, 초등과학영재가 수업활동에서 생산

폭넓게 확산되어 2016년 기준으로 평균 17%의 학교에

해낸 3가지 주제에 대한 최종 산출물들을 평가하여 시간

서 학생 발명반(동아리)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의 초

에 따른 변화 과정을 양적 및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과학

중고 학교별로 연간 평균 0.53회의 발명 대회를 개최

적 창의성 평가도구 점수의 양적 변화는 t-검정으로 통

하고 있다. 이러한 발명교육의 양적확대는 점진적으로

계분석하였다. 연구결과, PBL 기반 과학수업의 과학적

박교밖 비정규 학습이 국가 과학 교육과정으로 확대되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t=5.483, p=.000 p<.05)는

는 계기가 되어왔다. 2015 교육과정 개정에서 발명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 창의성의 핵심요소

육의 주요한 성취 소양 중에 하나인 ‘창의적 고안’ 역

별로 살펴보면 과학지식(t=4.591, p=.000, p<.05), 창의적

량은 과학 교과의 성취기준에서 총 23 곳에 포함되었

사고(t=2.198, p=.039, p<.05), 과학탐구능력(t=4.572,

다. 기존의 전통적인 과학탐구학습은 이러한 발명교육

p=.000, p<.05)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활동이라고 일컫는 창의적 고안, 발명에 대한 고찰,

났다. 초등과학영재 산출물에 대한 질적 분석결과에서

프로젝트 발명, 지식재산권, 위대한 발명의 이해 등과

과학적 창의성의 핵심요소별 특징들을 살펴보면. 과학

같은 활동과 과학 성취 기준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

지식의 경우, 주제가 일반적인 학습내용보다 전문분야

할을 하고 있다. 비정규 활동으로서 발명교육은 점진

학습내용에서 과학용어의 사용빈도가 더 높아졌으며,

적으로 과학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발견 학습, 팀

창의적 사고 및 과학탐구능력의 경우에는 창의적 사고

프로젝트 학습, 과학탐구학습, 과학사 기반 학습을 효

제시의 빈도와 과학탐구요소 사용 빈도가 증가한 것으

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더욱이

로 나타났다. 최종산출물은 1주제 대비 3주제 수업의 산

최근에는 발명교육 지원 법률이 제정(2017.03)되면서

출물이 과학적 창의성 핵심요소 사용빈도가 더 많아졌

교육부와의 협의로 기존의 교육과정 속에 체계적인 발

으며 더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명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과학적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키는 PBL 기반 과학

종합하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발명교육의 사

수업에서는 주제의 학습내용이 전문영역에 기반하고 일

례를 통해 시대상에 부응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효과적

련의 주제들로 구성하여 중장기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

인 비정규 교육이 기존 교과의 교육 과정에도 발전적

으로 고찰되었다.

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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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설정부터 장소선정하기 과정, 지도계획과 활동결

2009 개정 초등 3학년 과학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 장소탐색 및 과제형
과학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권혁재, 권난주
경인교육대학교

njkwon@hanmail.net

과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으로써 과제형 체험
학습 프로그램이 적용되거나 다양한 여건에 따라 변형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
존의 과학 체험학습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하고 그 결과 과학체험학습의 활성화와 학
생 중심의 과학체험학습의 실현을 기대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실제적인 체험은 학교교육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여전히 중요하고 강조되
는 교육의 목표이며 방법이다. 또한 융합과 창의가 필요
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변화하는 지금의 학교교육에
서도 체험학습은 다양한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험학습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하지만 과학 체험학습
이 과학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특정 장소에서 탈맥락
적인 상황하에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
분이다. 따라서 학생 생활영역에서 실제적이고 맥락적
인 학습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과제형 과학체험학습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과제형 과학체험학습 프로그램
을 학급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적용하거나 주말
및 방학기간 가정에서 가족단위 체험학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즉, 과제형
과학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와 함께 해결할
과제를 제시하고, 학습 장소 및 학습 방법을 안내하여 교
사 또는 학부모와 함께 하거나 때로는 학생이 독립적으
로 과제를 해결하는 체험학습의 방법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 과학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단
원별 연계 가능한 과학체험장소를 다양하게 추출하였으
며, 장소의 성격에 따라 12개 - 과학관, 박물관, 생태원,
동물원, 식물원, 천문대, 공공기관, 기업체, 관광/유적
지, 도서관, 교실, 기타 -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
였다. 또한 과학 체험활동 방법에 따라 9개 - 과학캠프,
조사 및 탐사, 견학 및 탐방, 과학 봉사 활동, 여러 대회,
과학실험 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 자율(연구) 활동
- 유형을 적용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교육적 접근
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 중 3학년 ‘액체와 기체’ 단
원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을 활용한 과학 봉사활동 프로
그램 ‘비누로 전하는 환경메시지’ 5차시를 개발하여 제
시하였다. 개발된 과제형 과학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자
유탐구 지도방법을 수정하여 체험학습 활동 전략 6단계
에 따라 활동 전 · 중 · 후 단계를 세부적으로 안내하였다.

초등교사들의 학교 밖
과학교사학습공동체의 참여 경험과
학습 탐색
윤화영1, 이선경2
1

2

보은삼산초등학교, 청주교육대학교

sklee@cje.ac.kr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초등과학 교사학습공동체인
<초등과학사랑>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학습공동체 구
성원들의 참여 경험 및 학습을 탐색하고, 이의 적용이 교
사학습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이 <초등과학
사랑>에의 참여를 통한 경험과 이를 통한 학습을 탐색하
기 위하여 2016년 평가회 결과와 운영진 면담 내용, 웹
기반 커뮤니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
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하였다. 먼저, 학교밖 초등
과학교사학습공동체에의 참여 경험은 구성원들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켰다. 구성원들은 과학 수업을 함께 설
계하는 과정에서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수업에 관
한 정보를 나누었다.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실험을
미리 해보고, 실험의 난점을 탐구하여 실제 수업을 자신
감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학습은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구성원들의 초등과학사
랑 참여 경험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동료 의식
을 신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셋째, 구성원들은 초등과학사랑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수업과 동료 교사와의 관계 형성 등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학습공동체의 의미를 깨닫
고,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인
은 학교밖 교사학습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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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3-3 문화/언어/중등

10:00-11:20, 7월 28일(금) / 본부 204호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Jang, 2017).

디즈니 문화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시대의 과학교육 콘텐츠 개발(Ⅰ)
이수아1, 석창원2, 정은식3, 박준일4, 이윤정5, 최원석6
1

2

ScienArt 연구소 ․ 경북대학교, 상인고등학교,

3

4

5

6

대구과학영재고등학교, 경북과학교육원, KERIS, EBS

sciencekey@hanmail.net

따라서 본 연구는 디즈니 영화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AI 로봇에 대한 통합적 상황의 문항(PIA: Problems of
integrated context based on Artistic work)을 제작하
고 단계별 평가와 피드백을 통하여 각 지역의 상황에 맞
는 맞춤식 과학 중심 학교(Green Apple School)의 가능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없이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
해서는 논리적이고 창의적이며 폭넓은 사고와 함께 인
간중심적 과학교육 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시대의
과학교육 콘텐츠 개발Ⅱ

다(Lehman, 1994; Treffinger, 2004; Song, 2003). 최
근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힘찬 도약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과학학습 문화

이수아, 박윤배
ScienArt 연구소 ․ 경북대학교
sciencekey@hanmail.net

를 위하여 디즈니 문화의 대중성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대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으로 과학교육의 대중화를 이룩하는데 기인하고자 한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발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먼저 디즈니는 독창적인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국제

우리나라의 과학교육은 표면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

적인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

생들로 하여금 과학을 흥미롭게 느끼게 이끌지 못하고

드는 12지신과 같은 전통 문화를 접목하였다. 동아시아

있다(Kim, M., & Cho, J., 2015). 본 연구는 학생들이

는 전통 문화가 번영한 지역이며(Hong, 2009) 과학교육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과학학습 문화를 위하여 한국의 아

도 이러한 문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Hvitfeldt, 1986).

름다움을 기반으로 과학교육의 대중화를 이룩하는데 기

둘째, 디즈니 영화 ‘겨울왕국(2003)’은 과학적, 일상적,

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주제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가상적, 예술적, 인문학적, 기술적 상황 등이 결합된 놀
이 문화의 기반위에서 진실한 사랑을 주제로 환상적 과

1)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학 세계를 표현하였다(England et al., 2011; Kowalski

문화생활을 통한 과학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통합

& Bhalla, 2015; Lee et al., 2016). 새로운 상황의 제시

적 사고의 발판이 된다고 볼 수 있다(Lee & Park, 2015).

는 창의적이고 통합적 사고를 활성화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CNN이 선정한 아름다운 한국 50선에 선정된 자연

(Lee & Park 2015). 셋째, 디즈니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

환경은 학생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예술

한다. 여성 캐릭터의 경우 초기의 연약하고 수동적인 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미지에서 점차 적극적인 이미지로 변화하였으며 영화
‘겨울왕국’의 경우 운명을 개척하는 강인한 여성의 이미

2)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유산

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도입은 상

과학교육은 민족 문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Hvitfeldt,

상의 세계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1986; Oh et al, 1999) 놀이를 통한 과학교육은 학생들의

러한 아이디어들은 뇌파로 움직이는 휴대폰, 인공지능

흥미를 일깨운다고 볼 수 있다(Jo & Kim, 2006). 2017년

(AI: 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 등으로 현실화되어간

롯데 월드 ‘Seoul Sky’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자부심을

다고 볼 수 있다(Lee et al., 2016). 그러나 AI의 발달은

주제로 설립되었다.

= = = = | NNM

ORAL PRESENTATION (구두발표)

3) 한국의 뛰어난 첨단기술

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연구

과학교육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를 진행하였다.

첨단 기술의 도입은 상상의 세계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인 소그룹부터 6인 소그룹까

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한국의 놀이 문화는 포켓몬 고

지 소그룹의 크기에 따라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유형과

(Pokemon Go)와 같은 증강 현실(AR: Augmented

그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D 광역시 소재 중학교 1학년

Reality)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으로 진화하였으며 대구

144명을 대상으로 하여 각 소그룹 크기별로 8개조씩 총

시는 이월드에서 예술작품을 기반으로 ‘2017 MRA(Mixed

32개 소그룹을 구성한 후 과학 탐구 활동을 진행하여 탐

Reality Adventure) 페스티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구활동 중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Lee, 2017). 그러나 게임을 위한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직 3인 소그룹에서 모든 조

용은 인지능력을 떨어뜨리며 신체활동을 감소시킨다

에서 참여형 상호작용 구조가 나타났다. 소그룹 크기가

(Adrian Ward, 2017).

4인 이상일 경우 탐구활동에서 언어적으로 소외되는 인
원이 발생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5인 이상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를 기반으로 문항

의 소그룹에서는 대부분의 조에서 소외되는 인원이 발

(PIK: Problems of integrated context based on Korea

생하였다. 5인 이상의 소그룹에서 소외형 상호작용 유형

culture)을 제작하고 대구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

과 참여형 상호작용 유형의 비율은 7:1로 나타나 대부분

의 문제해결 과정에 나타난 논리적, 창의적, 통합적 사

소외된 구성원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4인

고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견

크기의 소그룹의 경우, 소그룹 내 탐구활동을 이끌어 나

을 청취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함께 시대의 흐

가는 리더가 있을 경우 모두 참여형 상호작용 구조를 나

름을 수용할 수 있는 ‘즐거운’ 과학교육을 향해 한걸음

타내어 소외되는 인원이 없었고 리더가 없을 경우 절반

나아가고자 한다.

만이 참여형 상호작용 구조를 나타나고 나머지 절반은
소외형 상호작용 구조를 나타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탐구

소그룹의 크기에 따라 과학 탐구 활동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 분석

활동에서 소외되는 인원 없이 모두 탐구 활동에 참여하
게 하기 위해 소그룹의 크기를 3인으로 구성하여야 한
다. 둘째, 5인 이상으로 소그룹을 구성하게 되면 소외되

박경찬, 최주연, 김영신
경북대학교

nd098pkc@naver.com

는 구성원이 발생하므로 소그룹의 크기를 4인 이하로 구
성해야 한다. 셋째, 4인으로 소그룹의 크기를 구성할 경
우 각 소그룹 마다 탐구활동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리더

과학 탐구 활동은 소그룹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 존재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면 소외되는 구성원 없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활동이다. 과학 교육에서

탐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과학 탐구활동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로 인
해 소그룹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또한 그 중요성이 커지
고 있으며 따라서 상호작용의 유형과 그 특성을 분석하
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그룹 내 상호작용
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변인으로 소그룹의 크기가 있
다. 소그룹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2인에서 6인으로 정의
되고 있으며 상호작용의 유형을 분석할 때에는 일직선
상호작용 유형밖에 기대할 수 없는 2인 소그룹을 제외한

학교의 변화를 마주한 과학 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에서 나타난 도전과 변화
지영래1, 심현표2, 백종호2, 박형용1
1

2

서울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jyr1@snu.ac.kr

후 3인에서 6인으로 소그룹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본

지식정보화사회로 대변되는 사회 변화는 교육의 변화를

연구에서는 소그룹의 크기에 따라 학생들의 언어적 상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싱가포르, 핀란드, 영국, 미국 등
Q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교육의 미래지향적 재구조화 | 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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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마트 학교 등에서 새로운 정보통신 기기들을 도입

하면서, 교사들이 새로운 수업을 시도할 수 있는 진입장

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벽이 낮아지고 지속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학교 문화가

도 혁신 학교 등에서 교실 환경의 변화와 교육과정의 변

생성되었다. 셋째, 과학 수업은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였

화를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 기반 시설과 교육과

고, 교사들은 이러한 변화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정 운영의 변화를 과학교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을 촉진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교사들은 교과

그러한 인식 속에서 과학교사들의 수업 실천에서 어떠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

한 도전과 변화가 나타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변화, 학교 문화의 형성, 교사

를 위해 일반 학교와 차별화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수

들의 도전 속에서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대해서 비판적

도권 소재 중학교의 과학교사 2인을 심층 면담한 결과는

으로 반성하고, 자발적 교사 학습 공동체를 조직하여 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소속 학교가 과학 수업을

화의 방향을 서로 공유하고 실천을 발전시켜나가고 있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학교의 변화는 교사, 학생, 기반 시설의 맥락 속에

었다. 둘째,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시도하는 교사의 열정

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교사의 도전과 실

과 ICT 인프라에 적응한 학생들이 갖춘 역량이 선순환

천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 Session 3-4 문화/교수학습/초등

10:00-11:20, 7월 28일(금) / 본부 206호

문화를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동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한 한국과 영국의
초 ․ 중학교 과학수업문화 탐색: TIMSS
2015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박지선, 최준영, 송진웅
서울대학교

jisunpark0829@gmail.com

시에 한국과 매우 다른 문화권인 영국의 초등학교와 중
학교 과학수업문화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독특한
과학수업문화를 규명하고 이에 적합한 교수학습 개선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Ⅰ.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TIMSS 2015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과 학생
들의 설문응답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과학수업이라는

교육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

집단의 특징을 보고자 하였으므로 교사 또는 학생 개인

되고 있다. 교육은 문화적 맥락을 떠나 이해될 수 없으

의 설문 조사의 평균값을 교실 별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

며, 교육 그 자체를 문화로 보기도 한다(조용환, 1997).

용하였다. 한국의 초등학교 4학년(평균 10.5세) 과학수

흔히 학교문화, 학생문화, 교실문화라고 일컫는 것과

업 172개, 영국의 초등학교 5학년(평균 10.1세) 과학수업

마찬가지로,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하며 과학 수업이

159개, 한국의 중학교 2학년(평균 14.4세) 과학수업 123

일어나는 교실에서도 과학수업문화가 존재한다(박준형

개, 영국의 8학년(평균 14.1세) 과학수업 186개의 응답자

외, 2015).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PISA(Program

료를 분석하였다.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또는 TIMSS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2. 분석 방법

Study: 이하 TIMSS)와 같은 국제비교평가에서 과학성

과학수업문화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통계 기반의

취도는 매우 높은 반면, 낮은 정의적 태도를 보이는 교육

잠재적 변수 모델링 소프트웨어인 Mplus 8.0 (Muthen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학수업

& Muthen, 2012)을 사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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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다소 임의적인 기준 점수에 의해 집단을 구분하
는 군집분석과 달리, 모형을 설정한 뒤 다양한 적합도 지
수를 활용하여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며, 여러 집
단 중에서 한 집단에 속할 확률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해석이 용이한 결과를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다(권재기,
2012). 잠재프로파일 분류를 위한 측정변인으로 학생의
과학수업 참여(4문항), 교사의 학습지원(4문항), 지식중
심 교수방법(4문항), 탐구중심 교수방법(5문항)의 교실
별 평균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한국과 영국의 초・중학교 과학수업문화 유형을 탐색

국가
학교급

한 결과, 6개의 계층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한국

영국

초

중

초

중

지식중심형

8

85

2

35

비참여-지식중심형

0

15

0

4

참여-탐구중심형

79

0

7

16

1. 한국과 영국의 초등학교 과학수업문화 유형

일반형

59

22

7

69

한국의 초등학교 과학수업의 상당수가 ‘참여-탐구중

비 지식중심형

12

1

68

53

참여-교사지원형

14

0

75

9

다. ‘지식중심형’, ‘비참여-지식중심형’, ‘참여-탐구중심

프로파일

형’, ‘일반형’, ‘비 지식중심형’, ‘참여-교사지원형’으로
분류되었다(Figure 1).

심형(45.93%)’과 ‘일반형(34.40%)’에 해당하였다. 영국
의 초등학교 과학수업은 ‘비 지식중심형(42.77%)’과 ‘참
여-교사지원형(47.17%)’에 해당하였다. 주목할 점은 상

Figure 1. 한국과 영국의 초 ․ 중학교 과학수업문화 프로파일

당수의 영국의 초등학교 과학수업이 속하는 ‘비 지식중
심형’과 ‘참여-교사지원형’ 수업은 학생의 참여와 교사
의 학습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반면, 지식중심과 탐
구중심의 교수방법의 사용빈도가 낮다는 것이다. 또한
‘비참여-지식중심형’ 수업은 한국과 영국의 초등학교에
서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2. 한국과 영국의 중학교 과학수업문화 유형
한국의 중학교 과학수업의 상당수는 ‘지식중심형
(69.11%)’에 해당하였으며, ‘참여-탐구중심형’과 ‘참여교사지원형’은 한국의 중학교 과학수업에서 전혀 나타나
지 않았다. ‘비 지식중심형’ 수업도 1개의 학급만 이에 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영국의 중학교 과학
수업은 ‘일반형(37.10%)’, ‘비 지식중심형(28.49%)’에 상
당수가 분포되어 있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한국과 영국의
과학수업문화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징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영국의 초 ․ 중학교에서 각각 많이 발
견되는 과학수업문화 유형 뿐 아니라 독특한 과학수업
문화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
다. 많은 영국의 초등학교 과학수업은 지식을 강조하지
않지 않으며, 학생들의 참여와 교사의 학습지원이 활발
한 수업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수업문화는 한국
의 초등학교 과학수업 뿐 아니라 한국의 중학교 과학수
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국의 중학교 과학수업
은 지식을 강조하는 수업문화가 지배적인 반면, 영국의
중학교 과학수업 문화는 한 유형에 집중되기보다 다양
Q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교육의 미래지향적 재구조화 | N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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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자세히 살펴봄으

monitoring the accuracy of decisions have used con-

로써 양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교수학습 개선

fidence ratings on every made decision. In the learn-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과

ing process, there is a process when students are

학수업문화유형을 탐색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

evaluating their own learning activities, which is

며, 추후 학생 및 교사 특성, 학교문화특성과의 관계 탐

usually in the form of testing. When students are

색을 통해 유형별 특징을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비교 국가를 확대하여, 동 ․ 서양권 국가 내에 공통
적인 특징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각 국가의
고유의 과학수업문화를 탐색할 예정이다.

choosing and answering every provided question, the
confidence ratings are used to estimate their beliefs
that the decision made on the chosen option is
correct. In addition, the confidence ratings are also
be used to seek the score that students expect to
achieve in the particular test. Johnson (1939) as the
pioneer of the confidence study argued that the con-

Identifying the Effects of Gender and
Culture on High School Students’
Overconfidence Bias in Genetics and
Evolution Exams
Arif Rachmatullah, Minsu Ha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rifraach@gmail.com

fidence of one own decision is kind of personality
traits. Many studies on confidence have found that
some people are over-estimate on their decisions,
which is called as overconfidence while some are not
really sure on their decisions, which is called as under-confidence. In the calibration study, deciding
one is under- or over-confidence on their own decisions are ba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ir

The study of student’s cognition in the learning

overall confidence on a test and overall accuracy

process has been known as one of the most prevalent

(score), and this difference is called as bias. When

studies in the field of learning and instruction. One

the bias score is highly positive, it indicates as the

of the reasons is that one’s own cognition is consid-

overconfidence and when it is highly negative, it is

ered as a vehicle for his or her to be able to con-

the indication of under-confidence.

tinuously involve in every process of learning. Yet,

Overconfidence bias, which is derived from the

educational psychologists and other experts in the

over-estimation of one own cognitive-related deci-

educational-related fields have found a concept of

sions, is considered as the most prevalent case of

‘metacognition’ which refers to the knowledge about

cognitive biases. Experts have stated that students

one’s own cognition and how learners consciously

who are overconfident in their own accuracy of deci-

regulate and control their own cognition. Many have

sion in the learning assessment tend to easily stop

also defined that metacognition is a higher level of

what they are being learned because they feel that

cognition which could effectively affect students be-

they already mastered the topics. This could lead to

havior in learning toward a better state and

having a limited degree of retention of the topics be-

performance. In addition, metacognition varies in

ing learned and the real understanding of the topics

the types and components. Fernandez-Duque, Baird

could not be achieved. Moreover, in the field of sci-

& Posner (2000) and Sternberg (1990) mentioned that

ence education, science literacy is one of the long-

one important part of metacognitive skills is

standing topics being scrutinized and even considers

self-evaluation especially in the degree of monitor-

as the goal of current global science education

ing the accuracy of one own decision. Studies on

(DeBoer, 2000). The skill to accurately make a d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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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n is one important requirement to be a scientifi-

bias is driven by cognitive or motivational factors.

cally literate person. In fact, in the consideration of

Based on our analyses, in terms of accuracy, we

creating a scientifically literate person, over-

found that Korean students were significantly (p <

confidence bias may be seen as the barrier, but to

0.01) higher in Evolution concept than Indonesian

the best of our knowledge, the studies of confidence

students, while the not significant difference was

in science education field had been carried out by

found in the Genetics concept score (p > 0.05).

considering confidence as a powerful affective aspect

Conversely, the Indonesian students were sig-

to enhance students motivation in learning science,

nificantly higher in confidence (p < 0.01) in both

and it is found very limited mentioning the over-

concepts than Koreans, and the interaction effect

confidence bias issue which could hinder students to

between gender and country was emergence (p <

become a scientifically literate person. Consequently,

0.01) in both concepts confidences. In terms of bias,

the overconfidence bias issue in science education is

we found that Indonesian and female students were

not well defined. Hence, we are encouraged to un-

slightly double in the mean of Korean male and fe-

cover this issue in the field of science education by

male students in both concepts, and even when the

finding out the indication of the overconfidence bias

concepts are taken together. We did not find the sig-

of Indonesian and Korean high school students when

nificant interaction effect of gender and culture, but

they are doing on basic Genetics and Evolution ex-

we found the significant effect of gender (p < 0.01)

ams, which are considered as the prerequisite topics

and culture (p < 0.01) solely on students’ over-

to be mastered to become a scientifically literate

confidence bias, with the magnitude effect of culture

person. We are also motivated to uncover the effects

was higher than gender. Moreover, examining

of gender and culture on the overconfidence bias that

whether the bias is driven by motivational factor of

many psychological studies have positively found in-

cognitive factor, based on correlational analysis we

fluencing one’s overconfidence trait.

found that the correlations between bias and accu-

A total of 24 questions, which is consisted of 12

racy were higher in both concepts (r = -0.846 and

questions for each topic, published by American

r = -0.657) than the correlations between bias and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confidence (r = 0.312 and r = 0.591). This conforms

was employed as our main research instrument. Each

that the bias is driven by cognitive factor. Another

question was featured with a question asking stu-

finding that we obtained was the occurrence of

dents to choose scale 1 to 5 indicating how confident

hard-easy effect in both countries samples as the

they are in their answers. The instrument was ad-

co-occurrence of overconfidence bias phenomenon.

ministered to 297 Indonesian and 235 Korean high

Based on the findings, it showed that the phenomen-

school students. The Indonesian and Korean samples

on of overconfidence bias permeates in the science

were consisted of 54% and 46% females, respectively.

(biology) education field and it is indicated as the

The bias score was defined with the complex compu-

error of one’s cognition. Indonesian students as

tation suggested by Stankov & Lee (2014): bias =

known as the low achievers in science literacy show

average confidence score (%) – accuracy score (%).

that they also have high overconfidence, while

Two-way ANOVA analyses were performed to find

Koreans who are known as high achievers in science

out the effect of gender and culture on accuracy,

literacy show less bias. This might be influenced by

confidence, and bias. Moreover, Pearson correlation

the culture that is known as the ground of the es-

tests were used to explore whether the existence of

tablishment of the educational system. Korean culQ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교육의 미래지향적 재구조화 | N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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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e that is dominated by Confucian societies where-

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많지 않다.

by academic achievement and family expectation for

전시의 범주나 방향에 대한 명확한 논의없이 연구가 진행

academic success are the main value of life, contrib-

되다보니, 연구마다 각자의 관점과 정의대로 전시를 바

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educational person-

라보고 있으며 단편적인 방안 제시에 그치는 경우가 많

ality-related trait, such as checking and monitoring

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과학적 이슈 전시가 무엇인지,

frequently what they have done on the works related

그 목적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사회과학적 이슈 전시

to education. While in the Indonesian culture, in-

이해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stead of considering academic as the main value of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지난 10년간 발표된 20여개의

life, Indonesians tend to consider social life as the

선행 연구를 모두 분석하여 사회과학적 이슈 전시의 공통

main value of life, such as being confident in life. We

적인 속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사회과학적 이슈 전시

also found that males tend to have higher than fe-

의 목적과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과학관의 새로운 역할에

males students, in regard to this we will later discuss

대한 기존 논의들을 함께 분석하였다. 사회과학적 이슈

it with the consideration of gender inequalities in the

전시가 단순히 새로운 전시 소재를 다룬 전시를 의미하는

culture emerged in the science classroom. The oc-

것이 아니라, 상대주의 과학철학과 STS로 인해 과학적

currences of hard-easy effect in both counties show

소양의 목적과 방향이 새롭게 변화하면서 과학관의 역할

that students tend to be more overconfidence in the

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이 이루어졌고, 그 방안 중 하나

hard task while they tend to be more under con-

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fidence in the easy task.

첫 번째 연구 결과는 사회과학적 이슈 전시가 관람객이
과학기술적 사안의 가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비판적 시각
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원래

과학관에서 사회과학적 이슈(SSI) 전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윤아연, 시정곤
KAIST

anastar22@hanmail.net

과학적 지식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느
냐에 초점을 맞추었던 과학적 소양의 목적이 각각의 과학
기술적 사안이나 정보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느냐
로 변화한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기존 과학 전시가 과학
적 정보나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매우 다
른 결과이다. 과학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논의를 살펴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면서 과학관

보면, 사회과학적 이슈 전시가 과학관이 과학기술 사회

에서 사회과학적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

에 대한 관람객의 직간접적 참여(Engagement)를 도모하

히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점

고 사회와의 연계성(Relevance)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차 증가하면서 과학관도 이에 대한 대중의 과학적 소양

방안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사회과학적 이슈

함양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사회과학적

전시가 이러한 방향성을 수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슈를 어떻게 전시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두 번째 연구 결과는 사회과학적 이슈 전시가 갖춰야 할

진행되어 왔다. 언뜻 보기에도 변화가능성이 높은 사회

요건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사회과학적 이슈 전시가 기존

과학적 이슈를 고정된 형태의 전시로 표현한다는 것이 맞

연구들 속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과학적 이슈는 주제

그 결과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도출해내었다. 첫 번째는 사

자체가 복잡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전시로 풀어

회과학적 이슈 전시가 과학적 정보나 지식 뿐만 아니라 연

내기 매우 까다롭다는 의견도 과학관 현장에서부터 지속

구가 시작된 배경, 현재 진행 상황, 가까운 미래에 미칠 영

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과학

향, 이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입장, 정체/사회/경제 등

적 이슈를 전시로 다루기 위한 방법론에 초점이 맞춰졌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 관람객이 과학기술적 사안을

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정작 사회과학적 이슈 전시가 정확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맥락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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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Contextualizing Information)이다. 이는 기존

한 모형 개발이나 학습자 특징에 주목하였으며, 이에 비

과학전시가 과학적 정보를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쉽게

해 실제로 온라인 문제해결학습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전달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면서 과학적 정보나 지식 그

현장 교사들의 실행 과정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편이었

자체에 집중했던 것과 다른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문제해결학습의 의미 있

요건은 사회과학적 이슈 전시가 관람객이 전시에서 제공

는 실행을 위하여, 온라인 문제해결학습을 직접 실천하

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직접 의

는 과정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고민들에 주목하였다. 특

견을 표현하고 타인과 이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점

히 교사가 온라인 문제해결학습 관련 이론과 실제 현장

(Sharing Opinions)이다. 이는 기존 과학 전시가 관람객이

사이에서 어떠한 점들을 고려하고 재해석하는지에 초점

과학적 정보를 더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비티를 높

을 맞추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인 양방향

하는 온라인 문제해결학습의 실행을 위한 시사점을 논

커뮤니케이션으로, 기존 과학 전시와 차별되는 사회과학

의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

적 이슈 전시의 또 다른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음과 같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과학적 이슈 전시가 기존 과학 전
시와 구분되는 새로운 전시 형태임을 시사해준다. 또한,
사회과학적 이슈 전시를 어떻게 다뤄야할지 방향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사회과학적 이슈 전시

첫째, 온라인 문제해결학습을 설계 ․ 운영 과정에서 교
사는 어떠한 실천적 고민들을 하는가?
둘째, 교사들은 실천적 고민과 선택의 과정에서 무엇
을 고려하는가?

기획은 기존과 다른 방식의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과학적 이슈
전시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향후 사회과학적 이슈 전시
및 그 기획방법론 연구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자
와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나가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에 따라 수행되었다(Stringer, 2008). 본 연구

온라인 문제해결학습의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실천적 고민과
선택: 초등 과학영재 사례를 중심으로
장진아1, 조형미1, 권오남1, 정용재2
1

2

서울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bellejja@snu.ac.kr

진의 연구자 1인은 연구대상자로서 다른 참여교사 1인과
협력적으로 온라인 문제해결학습을 설계, 적용, 점검하
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
러 유형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진 1인은 실 교육경력 8년의 과학교육 전공 박사
로서, 영재선발도구 개발 연구에 참여하고 S시 교육청의
영재선발도구 개발(2회) 및 관련 연수 강사(2회)로 참여
한 경력이 있다. 연구진 이외의 또 다른 참여교사 1인은

Ⅰ. 서론

연구 참여 당시 초등과학교육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었

온라인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어떻게 의미 있는 과학적

3년, 총 교육경력 6년차 교사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

문제해결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 많은 연구들에서 온라

인 문항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발휘할

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문제해결학습을 위한 효과적인

수 있는 연구맥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등과학영재교

전략과 모형들을 제안하였다(Jonassen et al., 2003). 하

육원 학급을 선택하였다. 또한 비구조화된 문제나 학습

지만 이러한 이론적 지식들이 실천적으로 정립되기 위해

자 중심의 문제에 부담을 좀 더 적게 느끼며 흥미를 가지

서는, 이들을 실제 현장에 맞게 재해석하여 재구성하는 과

고 참여할 수 있는 영재학생(박은영과 강이철, 2003; 이

정이 수반되어야 한다(Van Driel et al., 2001).

봉우와 김희경, 2004)에게 온라인 문제해결학습의 경험

지금까지 연구들에서는 온라인 문제해결학습과 관련

으며 초등과학영재교육원 교사로서 영재를 가르친 경력

이 의미 있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초등 과학영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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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미 및 예상 해결과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견주어보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두 달간 총 3개의 문제해결학습을 개

문제를 구체화시켰다. 각 문항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점

발, 적용하였으며,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교사 면

검하며 다음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가장 빠

담, 자기성찰 기록지, 참여학생 설문 및 면담, 참여자들

르게 가는 기차바퀴의 조건(수업 연계)’, ‘딱지치기에서

간의 회의 및 메일, 채팅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

이기는 방법(놀이)’, ‘두루마리 휴지의 길이는 얼마일

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에서 교사들의 고민과 관련된 부

까?(생활 속 소재)’라는 문제를 설계하였다.

분을 귀납적으로 추출, 범주화하고 이를 다른 참여자와
자료들을 통해 검증,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2. 온라인 문제해결학습을 운영 과정에서의
고민과 선택
문제해결학습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생들

Ⅲ. 연구결과

이 비구조화된 문제의 조건이나 정보의 결핍을 보완하

1. 온라인 문제해결학습 설계 과정에서의 고민과 선택

으로 상호작용할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친구

어떤 문제를 선정하고 설계하느냐는 문제해결 과정의

들과 직접 대화하기보다는 운영 교사와만 주로 대화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서, 어려운 과정이

고, 다른 학생들이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내용을 읽으며

다(Hung et al., 2008). 연구참여자들은 문제해결과 관

간접적으로 논의를 진전시켜나갔다. 이러한 양상은 온

련한 여러 선행연구 및 이론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과

라인 매체와 영재학생들의 특징, 집단 분위기 등이 복합

신념을 교환하였다. 논의를 통해 참여교사들은 ‘학생들

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면담을 통해 학생

에게 실제적이고(authentic), 비구조화된(ill-struc-

들은 온라인을 통한 의미 전달의 불분명함과 비동시성

tured) 문항을 만들되, 문제 상황은 초등학생의 발달 수

에 답답함을 호소하였으며, 영재학생 특유의 지적 자존

준, 인식론적 신념, 인지수준, 읽기 능력 등을 총체적으

감과 다른 친구의 의견을 비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로 고려해서 구조화-비구조화 정도의 적정수준을 조절

다는 인식들로 인해 제한적으로 소통하였음을 추론할

한다(Hung et al., 2008).’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수 있었다.

기 위해 다른 학생이나 온라인상의 자료들과 다차원적

이러한 원칙에 따라 문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참여

또한 참여교사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학습이

교사들은 ‘실제적(authentic)’이면서도 초등학생에 맞게

초등학생들에게 늘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음을 고

‘비구조화된(ill-structured)’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민하였다. 참여교사는 학생들이 늦은 시각까지 소통하

많은 고민을 하였다. 먼저, 교사들은 ‘초등학생들이 생

는 모습에서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으로의 노출을 조장하

활 속에서 마주하는 실제적인 과학적 문제 상황은 무엇

거나 과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하기도

인가?’라는 초기 질문으로부터 학생들이 자주 참여하는

했다. 이에 비해 문제해결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놀이나 취미, 생활의 친숙한 소재,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학생들은 한 문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 고민하고 관련 정

과학 주제들을 떠올린 후, 과거 경험에 비추어 학생들이

보를 찾아보며 해결해나갈 수 있는 온라인 문제해결 방

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교사

교사들은 초등학생들에게 적절하게 ‘비구조화된’ 문제를

들의 고민은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 방식은 학생 연령대

구성하기 위해, 먼저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는 복잡한 상

에 따라 학습의 효과와 영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황을 상정한 뒤에 상황의 일부분을 구조화시키거나, 변

시사한다.

수에 따라 문제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초등학생의 수준
에 맞는 구조화-비구조화의 정도를 조정하였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순차적으로 고려하기

Ⅳ. 결론

보다는, 실제성, 복잡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이론적 속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문제해결학습의 실행 과정에서

성과 교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학생들의 예상 반응, 흥

발생한 교사의 여러 고민과 선택, 그리고 이에 대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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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응을 반추해보는 과정을 질적으로 기술하였다. 특

는 영향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민들은 교사가

히 교사의 고민들은 다차원적인 해석과 반추의 과정을

마주하는 특정 학생과 교수학습 상황에 의존적이고, 동

포함하고 있었다. 즉, 교사의 고민 속에는 교육 이론에

시에 개인적이어서 일반화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무수

대한 해석, 그리고 교사 개인의 경험과 신념 내에서 누적

한 실천적 고민의 순간과 선택들이 축적되면서 교사의

된 초등학생 혹은 영재학생의 특성에 대한 해석, 온라인

실천적 지식의 토대가 되며, 교육이론의 실현을 이끈다

이라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었으며, 자신의 선택

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교수학습 과정을 넘어서 학생 삶의 전반에 대해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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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의 반사와 굴절 실험장치 개발
강은주1, 박종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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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7월 27일(목) /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지역사회연계 과학이슈
프로그램(SSI-COMM)이 중학생들의
장소감(Sence of Place) 향상에
미치는 효과
김가형, 권수희, 이현주
이화여자대학교

현 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소리와 관
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파동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
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칠 현직
과학교사와 예비교사의 경우에도 소리 파동의 전파와
파동 관련 개념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보고가 있었
다. 이처럼 소리 파동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선행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경험과 탐구
활동을 통한 심화된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기회
를 갖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빛의 반사와 굴절 현상은 소리의 반사와 굴절 현상보다
학생들에게 더 친숙하므로 기존의 광학 실험 장치와 유
사한 형태의 소리 실험은 소리의 반사와 굴절 개념 이해
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실험결과를 간편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광학 실
험 장치와 유사한 형태로서 소리의 반사와 굴절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리의 반사와 굴절 실험 장치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존에 개발된 소리의 반사와 굴절 실험장치가 가
진 설치 및 조작, 정량적 측정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광학
실험 장치와 유사한 구조로 학생들이 직접 간단한 방법
으로 센서를 움직여 음압이 큰 곳을 찾음으로서 쉽게 소
리의 반사와 굴절각을 측정할 수 있었다.
둘째, 실험장치의 검증을 위해 실험값과 이론값을 비교
한 결과 스넬의 법칙(Snell's law)을 98.19～95.89%만족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리의 파동적인 특성에
따른 반사와 굴절의 특성을 관찰 및 측정이 가능하여 소
리의 반사와 굴절 실험 장치로서 실제 사용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kkjjeneb@naver.com

최근 과학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사회과학적 이슈에 대
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미래 시민으로서 그들이 속한 사회에 기
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 시민 참여(engagement) 및 행동
적 실천(practice)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 이
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place)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장소
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서의 타인과의 관계와 시간적 흐름에서 오
는 정서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있는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장소감(sence of place)은 지역에 대한 관
심과 애착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그들이 지역으로의 직
접적인 참여와 실천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
역이라는 의미있는 장소에서 사회과학적 문제에 대해
학교와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연계 과학이슈
프로그램(Community-based Socioscientific Issues, 이
하 SSI-COMM)이 중학생들에게 과학적인 참여와 행동
적 실천을 위한 지역에 대한 장소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 중학교 5
곳의 7개 학급에서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였
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
모의 설문참여에 동의한 중학생 146명(남: 89명, 여: 57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에 장소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도구는 Williams & Vaske
(2003), Semken(2008), 윤옥경(2016)의 문헌을 바탕으
로 장소에 대한 정체성, 장소에 대한 애착성, 장소에 대
Q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교육의 미래지향적 재구조화 | N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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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존성, 장소에 대한 사회성의 4영역으로 총 16문항

‘나침반 바늘의 N극은 북쪽을 가리킨다’는 내용을 포함

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자료는 SPSS 18.0을 활용하여 신

한 학생은 12명이지만 이것을 과학적 모델로 표현한 학

뢰도(Cronbach's α=.822) 검사를 실시하였고 대응표본t

생은 1명밖에 없었다. 이는 나침반에 대한 개념은 있으

검정을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분석결과, 장소

나 모델로는 표현하기 어려워한다고 볼 수 있다. ‘자석에

감의 각 하위영역인 장소에 대한 정체성(t =4.301, p

붙는 물체와 자석에 붙지 않는 물체로 나뉘어진다’는 내

=.000), 장소에 대한 애착성(t =3.209, p =.002), 장소

용으로 과학적 모델을 표현한 학생들이 20명이었고 ‘자

에 대한 의존성(t =5.320, p =.000), 장소에 대한 사회성

석에 붙는 물체는 자석과 떨어져 있어도 서로 끌어당긴

(t =4.142, p =.000)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학적으로 유

다’는 내용으로 과학적 모델을 표현한 학생들이 16명이

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전체 장소감에 대해서도 사

었다. 그리고 자석의 다른 부분보다 극 부분이 철로 된

전-사후 검정결과, 지역사회연계 과학이슈 프로그램이

물체를 더 세게 끌어당긴다는 내용을 마인드맵에 나타

중학생들의 장소감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교육적 효

낸 학생이 1명인 반면, 과학적 모델에서는 같은 내용으

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 =5.126, p =.000).

로 과학적 모델을 그린 학생은 13명이었다. 이를 종합하

본 연구를 통해 SSI-COMM이 학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여 보았을 때 학생들은 자석이 클립을 끌어당기는 현상

장소감을 향상시키고 이는 지역의 사회과학적 이슈에

을 과학적 모델로 나타냈으며 자석에 붙는 물체를 자석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의 중간 부분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석의 극 부분에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린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석의 성질은 일상생활에 다
양하게 이용된다.’와 관련된 과학적 모델은 2명이었다.
이 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한 자석 놀이를 바탕으로 과학

학생들의 자석에 대한 과학적 모델의 유형

적 모델을 나타낸 학생들이었다.

박종호, 이현정
진주교육대학교
parkdp@cue.ac.kr

진화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모델과 모델링은 과학교육과 연구에 중요한 목표로 강

박혜민1, 차희영2

조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만의 개념을 가지고 과학적

1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본 연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원대학교

park1008@kice.re.kr

구에서는 3학년 학생들의 자석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과학적 모델과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집단

진화론은 생물학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이론으로, 많

은 경남 C군의 H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46명을 대

은 연구들을 통해 진화 수용이 진화 개념을 이해하는데

상으로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자석에 대한 개념을 알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문헌연

보기 위하여 마인드맵을 활용하였고, 수업 후에는 과학

구를 통해 진화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념 생

적 모델을 그리게 하였다.

태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진화 수업 구성시 고려할 수 있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는 요인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2008~

첫째, 전체 학생들이 가진 자석에 대한 개념을 3학년 과

2017년 6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진화 수용 논문 중 경

학 교육과정 속 자석의 개념과 비교해보니, 학생들은 이

험적 논문 33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연구

미 자석에는 N,S극이 있으며 극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에서 진화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것은 개

잘 알고 있으나, 생활 주변 속에서 자석을 활용하는 부분

인의 종교적 신념이었으며, 그 외에도 진화 개념 및 유전

에서는 잘 알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석에 붙

개념 이해 정도, 과학의 본성(NOS), 진화의 본성(ENOS),

는 물체의 종류나 자석의 종류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본인의 교육 수준, 부모의 교육 수준, 사고 성향, 과학에

둘째, 학생들의 과학적 모델은 분석한 결과, 마인드맵에

대한 태도, 지역 문화 등이 진화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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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을 개념 생태의 기준에 맞

‘생명의 연속성’ 영역의 ‘진화와 다양성’이라는 핵심개념

춰 인지적 영역(진화 개념, 유전 개념, NOS, ENOS), 정

아래 초등학교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진화에

의적 영역(과학에 대한 태도, 사고 성향), 상황적 영역(본

관한 학습이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진화

인 또는 부모의 교육 수준, 본인 또는 부모의 종교, 교수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 교육 연구들이

-학습 경험, 지역 문화)으로 나눌 수 있었다. 진화 수용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진화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화 교육을 위

연구 결과 초등 과학 교사용 지도서에 목적론적이고 용

해서는 진화 개념 학습에만 중점을 두고 수업을 구성할

불용설적인 서술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교사용 지도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진화론에 대한 정의적 영역 및 상

는 교사의 수업 준비와 실행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

황적 요인도 고려하여 수업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 특히 국가가 교육과정을 단일 교과서 체제로 운영하
는 우리나라 초등 과학에서는 교사용 지도서가 지니는
의미는 더 크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 활용과 관련한 연구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 과학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진화적 관점의 오류 분석
임미리,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hycha@knue.ac.kr

에서 초등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교사용 지도서를 유용
하게 인식하며 활용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 과
학 교사용 지도서의 오류는 이를 수업에 활용하는 초등
교사의 개념 형성 및 수업 실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초등 과학 교사용 지도서의 진화
적 관점 상의 오류 수정 기회를 견인함으로써 초등 교사

생명과학 영역의 핵심 개념인 진화는 실험을 통해 직접

들의 진화에 관한 올바른 개념 정립 및 수업 개선에 긍정

확인할 수 없는 간접적, 추상적 특성을 가졌다. 이로 인

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 많은 학생들이 진화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화 오개념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의 학생들은 목적론적, 내부의지적, 용불용설적 오개념
이 강하게 갖고 있으며, 초등 교사들 또한 전반적으로 학
생들과 비슷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SI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학습자
성격특성별 토론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화 교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 하나인 과학 교육과정의 구조를 살펴보고 지도서
서술에서 나타난 진화적 관점에서의 오류를 발견함으로
써 초등교사들이 과학적 개념을 정립하여 수업하는 데

최고은,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hycha@knue.ac.kr

도움을 주고자 했다.

SSI는 본질적으로 개방적이며 비형식적인 성격을 가지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과학

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윤리적인 측면의

에서 ‘진화’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으나,

고려가 동반된다. 또한 과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문 분

진화를 구성하는 핵심 하위 개념인 ‘적응’과 ‘경쟁’ 개념

야와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정답과 결론이 존재하기

들은 3학년, 4학년, 6학년 과정에서 다루고 있다.

보다는 다양한 입장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기

3-2-1.동물의 생활 단원에서 6~9차시, 4-2-1.식물의

도 하다. 따라서 SSI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의사소

생활 단원에서 7~9차시, 6-1-2. 생물과 환경 단원에서

통할 수 있는 토론주제로 적합하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8~9차시의 내용들이 이에 해당한다. 중학교 과학에서는

과학 교육의 핵심 목표로 자리매김 해 온 ‘과학적 소양

3학년 과정인 3-2-6.유전과 진화 단원에서 본격적으로

함양’에 필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진화를 다루고 있고, 고등학교의 생명과학Ⅱ 3.생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

진화 단원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 2015 과학 교육과정에

와 탐구능력 함양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

서는 진화 개념을 좀 더 일찍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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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목표는 과학적 소양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제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같은 경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소양 함양의 필요성을 인식

우는 장단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을 나타내

하는 것과는 별개로 과학 교사들은 SSI를 수업에 원활하

기도 했다. 원자력 발전과 배아복제와 현실적, 경제적 이

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 그 이유는

득을 고려해야 하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제시하

SSI가 과학 교사용 지도서나 교과서에는 단순한 과학 문

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과학 기술로 인한 삶

제의 답을 찾는 과정처럼 다루어져 왔고, SSI 토론 활동

의 변화처럼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 과학 기술에 관한 주

도 지식을 중심으로 정해진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제에 대해서는 내적 갈등을 경험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집단 내에서 어

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GMO, 인간복제, 원자력, 우주

떤 과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났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탐사 4가지의 SSI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연구에서는 4가

학습자 개별적으로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지 주제의 특성에 따라 토론자들이 나타낸 논증 유형이

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SSI 토론관련 선행연구

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선행연

들을 보면, 대부분 개인별로 어떤 답을 제시했는지와 의

구들을 통해 우리는 의사결정 유형별로 나눈 SSI 주제에

사결정 능력이 토론 수업 후에 향상이 되었는지를 중심

따라서 논증 활동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지에 대한 연

으로 살펴보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집단 내

구로 발달시킬 필요를 알게 되었다.

에서 벌어지는 토론 상황들을 고려하여 좀 더 과정에 초

학습자의 성격 특성은 지식의 전달과정에서 중요한 역

점을 맞춘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할을 한다. 학습자의 성격 특성에 따라 소집단 내 상호

한편, SSI에 대한 의사결정유형을 살펴보면서 주제별로

작용을 비롯한 다양한 정의적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

의사결정 유형을 나누고 있는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

는 선행 연구를 통해 토론 소집단을 성격특성별로 구

서는 맞춤아기나 대리모 주제와 같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

고 판단되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감정기반의 사고가 나타

헌연구로서 SSI 주제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성격특

나므로 일부 참여자들은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성별 토론과정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SSI 연구 방향

객관적 사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

우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안락사와 유전자조작식품 같은

시하고 있다.

• Session 1-2 과학영재교육

17:00-18:00, 7월 27일(목) /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SPSS와 Amos를 활용하여 문항의 타당도 분석, 상관분

과학 영재학생의 과학 동기가 과학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현동1, 이효녕1, 전재돈1, Max L. Longhurst2
1

2

경북대학교, Utah State University

tm81c101@hanmail.net

석, 확인적 요인분석,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
과 과학 동기 14문항과 과학 자기 효능감 14문항이 결과
분석에 타당한 문항으로 나타났다. 이를 활용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척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
었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모형 적합도 수치가 모두 양호한

이 탐색적 연구의 목적은 과학 영재 학생들의 과학 동

것으로 판단되었다(χ2/df =1.854, CFI=.902, TLI=.901,

기가 과학 자기 효능감에 어떠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RMSEA=.049).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과학 동기의

는 것이다.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학 동기의 내적

내적 동기 요인이 자기 조절 효능감을 매개로 과학에

요인이 과학 자기 효능감의 자기 조절 효능감을 매개로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

자신감에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가설을 세웠다. 이를

한 결과는 과학 영재 학생들의 학습에서 학습 동기가

검증하기 위하여 과학 영재 학생 200명의 과학 동기 척

향상될 경우 과학 자기 효능감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도와 과학 자기 효능감 척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통해 과학 영재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과학 자기

= = = = | NOS

POSTER PRESENTATION (포스터발표)

효능감 사이의 영향을 알 수 있었으며 나아가 다른 정

경우 과학 영재들의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이루

의적 요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질

어질 수 있을 것이다.

• Session 1-3 과학교사교육

17:00-18:00, 7월 27일(목) /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작되고 있다(김철현.2016). 스마트폰과 연동이 쉬운 일

탐구실험 활동에서의 예비교사들 간 VR
360도 카메라를 활용한 상호작용 분석
김영민1, 유선아2
1

2

유성중학교, 한국교원대학교

kimym0212@gmail.com

체형 360도 촬영 카메라를 이용해 예비교사들의 활동 중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한 개의 렌즈로 이루어진 단안
카메라의 경우, 카메라의 초점거리와 이미지센서(CCD)
의 대각선 길이에 따라 화각이 결정되는데(황민구.
2010), 대체로 가정, 학교에 보급된 카메라나 캠코더의
경우, 렌즈 화각(카메라로부터 사진 또는 영상의 양 끝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과학과 핵심 역량에는

점 사이와 카메라가 이루는 각)이 4~114도를 가진다. 제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한적인 화각을 가진 카메라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탐구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이

활동을 부분적으로 촬영하게 된다. 따라서 카메라 렌즈

제시되었다.(교육부, 2015). ‘개별 활동뿐만 아니라 모둠

의 수평선에 가까운 위치에서의 활동 또는 화각을 벗어

활동을 통해 과학적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난 영역에서의 상호작용을 촬영할 수 없어 맥락과 언어

하고(교육과학기술부, 2011)’와 같이 제시된 이전 교육

를 함께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체형 360도 촬영

과정에 비하여 학습자간의 실제적, 지속적인 상호 작용

카메라의 경우, 렌즈 화각이 360도이므로 모둠활동이

을 통한 학습활동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루어지는 장소 가운데에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하면, 학습은 개인의 인지적 활동

모든 방향에서 촬영하고 학습자들의 언어적 표현과 함

으로 보기보다는 성인이나 더 나은 능력을 가진 또래와

께 비언어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어 맥락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본다

언어를 함께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광각이 정해진

(Vygotsky,1980). 이 이론에 기반을 두면, 앞서 제시된

단안 카메라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상호작용을 분석 할

5개의 핵심 역량은 개인의 인지활동보다는 다른 구성원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VR 360도 카메라

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를 활용하여 기존의 단안 카메라가 가진 제한점을 극복

과학 수업에서 교사가 학습자의 학습 과제에서 성인인

한 학습자간 상호 작용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교사

교사와 또래의 상호작용을 통한 내면화 과정에 대한 올

들이 학생들의 모둠활동, 탐구활동에서의 상호 작용 이

바른 이해를 통해 탐구활동을 운영한다면 5개 역량을 함

해의 중요성과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학 언어는
고정되고 죽은 것이 아니며 살아서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이는 발화자와 청취자 사이에서 과학을 말할 때마
다 학생의 의식과 과학 언어는 변화되고 발달한다
(Roth,2014). 따라서 맥락과 언어를 함께 분석하여야 학
생의 상호작용과 발달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VR(virtual reality) 기반 영상 자료들이 보편화되
고 있으며, 제작을 위한 다양한 VR 카메라 장치들이 상
품화되고 있다. 특히 일체형 360도 촬영 카메라들이 보
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쉽게 VR 기반 영상들이 제

교사학습공동체 초임과학교사들의
협력적 교수학적 논증(Collaborative
Pedagogical Reasoning) 탐색
최애란, 김유림, 권혜린
이화여자대학교

achoi@ewha.ac.kr

교과교수학적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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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 교수학적 논증(pedagogical reasoning)은 여

로 과학을 가르치게 되었고, 함께 교수학습계획을 하고

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교수

자 자율적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였다. 교사학습

(teaching)의 본성 즉, 교사들이 어떻게 교수를 계획하

공동체 모임의 장소, 시간은 초임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고 수행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결정하였고, 교사 임용 첫해 3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매

Shulman(1987)의 교수학적 논증(pedagogical reason-

주 카페, 회의실 등에서 모여 2-3시간동안 교수 학습 계

ing) 모델은 ‘교과 이해’, ‘교수계획으로 전환(준비, 표

획 및 수업 후 반성을 함께 하는 모임을 가졌다. 본 연구

상, 선택, 적용)’, ‘수업 실행’, ‘평가’, ‘반성’, ‘새로운 이

에서는 Shulman의 교수학적 논증(pedagogical reason-

해’ 활동의 순환과정을 포함한다. 교사의 ‘새로운 이해’

ing) 모델의 ‘교과 이해’, ‘교수계획으로 전환(준비, 표상,

는 수업 후 ‘평가’와 ‘반성’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형성되

선택, 적용)’, ‘수업 실행’, ‘평가’, ‘반성’, ‘새로운 이해’ 의

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배우

요소를 기준으로 참여 교사들의 토론 내용을 분석하였

려는 목적을 가지고 평가와 반성을 문서화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초임과학교사들의 교

거나 토론을 하는 등의 특별한 전략을 활용해야 가능하

수학적 논증과정은 ‘교과이해’, ‘교수계획으로 전환’, ‘수

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 교수에 대하여 함께 배우려는

업실행’, ‘평가’, ‘반성’, ‘새로운 이해’의 순차적인 일직선

목적을 가지고 초임과학교사들이 교사학습공동체 모임

의 순환과정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참여 교사들의 협

에서 하는 토론은 교수학적 논증(pedagogical reason-

력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교수학적 논증 요소들이 역동

ing)을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적으로 도출되어 교수학적 논증 모델의 각 단계 요소 및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임과학교사들의 교사학습공동체

하위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을 녹음, 전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수학적 논증

또한, ‘교수계획으로 전환’ 단계에 ‘준비’, ‘표상’, ‘선택’,

의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학습

‘적용’뿐 아니라 ‘반성’과 ‘새로운 이해’의 요소가 나타났

공동체에서 초임과학교사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문

는데 이는 Shulman의 교수학적 논증 모델에서는 제시하

성을 개발하는지, 어떠한 교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즉,

지 않았던 ‘교수계획으로 전환’ 단계 하위 요소이며 교사

교수에 관한 학습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학습공동체 맥락에서의 교수학적 논증의 특징으로 볼 수

할 수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또한, 초임과학교사들의 ‘새로운 이해’와

본 연구에 참여한 3명의 중등초임과학교사들은 사범대

‘반성’은 ‘교과이해’ ‘준비’ ‘표상’ ‘선택’ ‘적용’ 각 단계 내

학 과학교육과에서 화학교육과 공통과학교육을 복수전

용에 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하고, 임용고시 합격 후 모두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

• Session 1-4 통합과학교육

17:00-18:00, 7월 27일(목) /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육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최근 5년간 통합교육 효과를

통합교육의 목표와 실험연구에서의
효과변인 간의 비교
2

연구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존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통합교육의 목표가 전통적 교육목표 분류

방담이1, 윤회정2, 채명희3
1

연구한 실험연구를 검색하여 총 12편의 문헌과 116편의

3

가톨릭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광명북고등학교

bekadl@hanmail.net

인 인지, 정의, 기능적 측면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통합의 대상이 되는 교과에
따라 다소 다른 관점에서 목표가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 제시된 통합교육의 목표를

있었다. Yoon, Kim, & Bang(2016)이 델파이 연구를 통

분석하고 이를 실험연구에서 논의된 효과변인과 비교하

해 제안한 통합교육의 효과 범주를 수정・보완하여 통

여 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합교

합교육 실험연구들을 분류하기 위한 분류틀로 활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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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합교육 효과 관련 실험연구들을 분류하여 학문적

경로’에 대한 대답으로는 '부모님'이 26.3%로 가장 높은

소양 관련, 통합인지와 감성관련, 창의성 관련, 문제해

응답률을 보였으며 ‘대중매체’가 24.7%로 그 다음이었

결 관련, 대인관계 관련, 진로관련의 총 여섯 개 대범주

다. 이것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진로인식과 진로발

에 포함되는 효과변인의 종류와 범주별 연구 빈도를 도

달에 있어 부모가 중요한 정보제공자 역할을 한다는 것

출하였다. 분석결과 종합적인 관점에서는 통합교육의

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의 역할 모델로서 그

목표와 연구된 효과변인이 일치하였으나 개별 연구의

들의 진로인식과 진로선택에 영향력 역시 크게 미칠 것

측면에서는 변인들 중 일부 효과 변인만이 부분적으로

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모가 진로탐색에 함께 참여하면

탐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과 통합의 특성을

자녀의 생각을 지지해 줄 수 있고, 아동이 보다 자신감을

반영하는 일부 효과 변인들이 실험 연구의 효과변인으

갖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최장미, 2008).

로는 간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문적 소양관련 변

즉, 초등학생의 부모는 아동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인이 가장 빈번하게 연구되었으며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진로를 탐색,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나 진로를 강조하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변인들

한다. 학교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협력 없이는 큰 효

이 연구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과를 거둘 수 없다.

통합교육 연구에서 필요한 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
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동안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

제안하였다.

는 프로그램들은 장소나 제반시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스파게티 탑 쌓기, 에어로켓 날리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

가족 Make Thing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위주로, 내용이 그리 다양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아두이노 키트, ATtiny85와 같이 간단한 디지털 장

배미숙 , 이미형 , 장미화 , 이선미 , 박수연 , 조경숙

비를 이용하여 부모와 자녀가 한 팀이 되어 직접 제작해

1

볼 수 있는 가족 Make Thing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1

1

1

1

1

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창의교육센터,

2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sun090301@ewha.ac.kr

ICT 분야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유는 전 세계
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
다. 인공지능, AR/VR, 3D프린팅,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4차 산업 기술들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전문가들

‘2016년 진로 교육 현황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의

은 이 기술들이 10년 이내에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을

장래희망 선호도는 교사가 9.6%로 가장 높았고 운동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The

수, 의사, 요리사, 경찰, 법조인 등이 그 뒤를 이었다(교

Future of Jobs’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사회

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희망직업을 알게 된

적 변화로 인해 5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전망이다

<표 1> ‘아두이노로 만나는 POV Bar’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단계
상황제시

활동목표
잔상효과 이해하기
POV Bar 제작하기

• POV Bar의 회로 이해하기
• POV Bar 부품들을 기판에 배치한 후 납땜하기

아두이노로 POV Bar 프로그래밍하기

• 아두이노 오픈소스 검색하기
• 아두이노의 착시 프로그래밍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POV Bar 발표하기

• POV Bar를 테스트하고, 시연하기
• POV Bar 제작과정 정리하기
• 발표하기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내용
• 잔상효과에 대해 이해하기
• 전자회로로 잔상효과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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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conomic Forum, 2016).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

석 및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하였다.

을 접목한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ICT

마지막으로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가족이 같이 직

분야에 익숙해지고,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접 제작한 POV Bar를 발표하였다. 모두가 함께 만든
POV Bar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 그 제작 과정
을 정리하여 시연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

II. 연구 내용

용은 (표 1)과 같다.
가족 Make Thing 프로그램으로 ‘아두이노로 만나는
POV(Persistance of Visual) Bar’를 개발하였다. 이 프로
그램은 ATtiny85와 LED로 잔상효과를 이용한 디스플레

III. 연구결과

이 제작방법을 학습하게 하였다.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본 프로그램에는 ‘2016년 양천구 교육축제 한마당 창

단어를 출력하는 작업을 함께 함으로써 가족공동체에 대

의과학체험부스’에 참가한 가족 중 15팀/회, 2회 진행하

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POV Bar 제작

여 총 30팀이 참가하였다. 참가자 30팀 중 14팀을 대상

은 모든 가족구성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코딩, 납땜, 아두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노 보드 활용 활동을 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학부모와 함께 참가한 학생들의 연령

‘아두이노로 만나는 POV Bar’ 프로그램은 90분 수업

분포는 ‘초등 1~3학년’이 71%, ‘6~7세’가 14%, ‘초등

으로 진행되었다. ‘상황제시’ 단계에서는 개념을 이해하

4~6학년’이 7%, ‘중고등학생’이 7% 이었다. ‘참가한 프

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POV Bar가 잔상효과를 이용한

로그램이 얼마나 재미있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출력기임을 소개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잔상효과

‘매우 재미있었다’ 71%, ‘그렇다’ 29%로, 참가자 전원이

를 이용한 예시들을 보여주고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경

재미있었다고 답하였다(그림 1).

험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하였

본 프로그램이 가족 대상 과학공학 체험 프로그램으

다. 그 뒤, 가족구성원이 상의하여 출력할 문장이나 이

로 적합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6%가 긍

미지를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적('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으로 답하였다. 또한, ‘이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POV Bar 제작과 아두이노

번 행사를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가 향상 되었는지에 대

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였다. ‘POV Bar 제작하기’는 전

한 질문에 대해서도 86%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학교

기회로를 이해하고 부품들을 기판에 배치하였다. 배치

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었는지에 대한 질

한 부품들을 납땜순서에 따라 납땜을 하고 POV Bar 전

문에 대해 93%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하였고,

자 회로를 완성하였다. ‘아두이노로 POV Bar 프로그래

‘또 이런 행사를 진행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에는

밍 하기’는 오픈소스를 검색한 뒤 착시 프로그래밍을 분

100%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하였다(그림 2).

[참가 학생 연령]

보통, 0%

중.고등학생,
7%
초등4-6학년,
7%

[프로그램 흥미도]

6-7세, 14%

아니다, 0%

그렇다, 29%

매우 재미
없었다,
0%

매우 재미
있었다, 71%
초등1-3학년,
71%

<그림 1> 참가 학생 연령 분포와 흥미도에 대한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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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과학공학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적합성]
아니다, 0%
보통, 14%

[과학공학에 대한 흥미 향상 여부]
아니다, 0%

매우 아니다,
0%

보통, 14%

그렇다, 29%

그렇다, 29%

보통, 0%

매우 그렇다,
57%

매우 그렇다,
57%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여부]
아니다, 0%

매우 아니다,
0%

[재 참가 희망 여부]
보통, 0%

무응답, 7%

아니다, 0%

매우 아니다,
0%

매우 아니다,
0%

그렇다, 29%

그렇다, 29%
매우 그렇다,
64%

매우 그렇다,
71%

<그림 2> 프로그램의 만족도 설문 결과

IV. 결론 및 제언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만족도 항목과 재참여
항목에 관해서는 100%라는 유례없이 높은 긍정적 응답

본 연구에서 개발·운영한 가족 Make Thing 프로그

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흥미도 항목의 설문 결과도 86%

램은 일반적인 가족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로,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었지만, 실제로 참여한 가족 팀의 100%가 ‘재미있었다’

흥미를 높이고자 했던 의도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본 프로그램이 가족 구성

수 있었다. 그동안 장소나 제반시설의 제약으로 많이 운

원 모두의 참여를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영하지 못했던 ICT 기반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적극적으

어느 한 명이 이끌어가고 나머지는 지켜보기만 하는 것

로 개발하여 더욱 많은 가족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각자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었기 때문이다. ‘POV Bar에 표현될 메시지 생각하기’,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컴퓨터로 코딩하기’, ‘메시지가 표현될 LED를 직접 납

수 있다.

땜하기’, ‘프로그래밍 하기’ 등의 단계를 거쳐 Bar를 제
작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함께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간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도 본 프로그

V. 감사의 글

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인 이유 중 하나로 생각된

본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미래창조과학부) 및

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술·공학·과학·ICT에 대한 흥미

복권기금(기획재정부), 양천구청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

를 이끌어내고 과학기술공학 분야에 대한 친근성을 높

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일 수 있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들이 본 프로그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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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주제인 에너지 관련 개념의 위계 분석

통합과학 중심 동아리 활동이
고등학생들의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윤회정1, 박지은2, 김지영3
1

2

3

춘천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둔촌중학교

hjyoon@cnue.ac.kr

이혜숙, 서혜애
부산대학교

orion6666@hanmail.net

새롭게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통합과학은 ‘모든 이를 위

학’의 통합주제로 ‘물의 여행’과 ‘에너지와 생활’ 단원을

한 과학(Science for All)’을 목표로, 과학적 소양 함양과

도입하였다(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 ‘에너지’

탐구 방법 습득 및 학생의 적성을 고려한 진로교육이 가

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네 분과 개념을 포괄할

능한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였다. 이 통합과학은 물리, 화

수 있는 통합개념으로 싱가포르 교육과정, 캐나다 교육

학, 생물, 지구과학은 물론 다른 교과 및 인간의 삶과 연

과정, 미국의 NGSS에서 각각 주제(Theme), 본질적 개념

관 있는 핵심개념을 통해 자연과 문명을 탐구할 기회를

(Fundamental Concepts), 관통 개념(Crosscutting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며, 다양한 탐구 중심의 학습이 이

Concepts)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루어지도록 하고, 기본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 및 탐구 경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통합단원인 ‘에너지와

험을 통하여,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생활’ 교수를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통합개념인 ‘에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

너지’와 관련된 개념의 위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생 학습 능력 등의 과학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Krajcik et al.(2008)이 개발한 IQWST(Investigation

데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15). 한편 2000년부터

and questioning of World through Science and

OECD에서는 PISA를 통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과

Technology)의 문항 중 ‘에너지’와 관련된 문항을 선별하

학적 소양을 과학적 맥락(scientific context), 과학적 역

여 검사 도구를 재구성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

량(scientific competencies), 과학적 지식(scientific

라 초・중학교의 내용을 모두 학습한 7학년 245명, 8학

knowledge), 과학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sci-

년 234명, 9학년 265명, 10학년 205명의 총 949명을 연

ence) 등 4개 요소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7학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Use tools inter-

년에 해당하는 광합성, 열과 우리생활, 분자운동과 상태

actively’, ‘Interact in heterogeneous groups’, ‘Act

변화 단원에서 학습하는 ‘에너지’ 관련 내용은 8학년에

autonomously’ 3가지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을

해당하는 빛과 파동, 소화 ․ 순환 ․ 호흡 ․ 배설, 일과 에너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지 단원에서 학습하는 ‘에너지’ 관련 내용에 대해 유의한

지고 있다.

설명력을 가지는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동아리반 학생들을 대

합성 단원의 ‘에너지’ 관련 내용은 소화 ․ 순환 ․ 호흡 ․ 배설

상으로 통합과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학생

단원의 ‘에너지’ 내용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들의 과학적 소양과 핵심역량의 변화를 탐색하는 데 목

났다. 같은 학년 내에서 다루어지는 ‘에너지’ 개념 중 8학

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과학 중심 통합과학

년에서 다루어지는 빛과 파동 단원의 ‘에너지’ 관련 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이 생명과학 중

이 일과 에너지 전환 단원의 ‘에너지’ 관련 내용에 대한

심 통합과학 프로그램은 과학지식을 기반으로 학교 주

설명력이 높아 강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9학년에서

변의 환경요소를 조사하고, 과학기술적 이슈를 탐색하

다루는 전기와 자기 단원의 ‘에너지’ 관련 내용은 7학년

며, 해결방안을 사회경제적 문제 및 국가 정책과의 관련

과 8학년에서 다루는 ‘에너지’ 관련 내용의 예측변인이

성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연구대상인

되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단원인 ‘에너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5개조(4인1조)으로 편성한 후,

와 생활’ 교수를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조별로 학교주변의 특수한 환경요소인 고리원자력발전

= = = = | N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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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농공(農工)복합단지 및 정관신도시 조성에 따른 대

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과학과 교과역량에 어떤 영향을

기오염의 증가 등 조별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탐방, 자료

주는가? 둘째, 통합과학 중심 동아리 활동은 OECD의

조사, 탐구실험, 지역주민 면담, 찬반ㆍ토론 등의 활동

DeSeCo의 3가지 핵심역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본 통

을 수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한다. 탐구활동 수

합과학 중심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미래 공동체의 일

행 전후로 사전, 사후 설문지를 통해 과학적 소양과 핵심

원으로서 사회현상에 참여하고 합리적이며 책임있는 행

역량의 변화를 조사하고,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개별학

동을 수행할 때 과학적 주장과 증거에 근거한 의사소통

생의 핵심역량 변화를 질적 면담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

능력과 평생학습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과학 중심 동

• Session 1-5 중등과학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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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방안과 평가요소가 연구 수행에 주는 효과를 알

SECE 전략 기반 STEAM R&E 컨설팅
모형의 적용과 참여교사의 인식

아보았다.
연구팀 및 지도교사들은 SECE 모형을 활용한 컨설팅 내
용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서면을 통한 온라

문지영, 황요한, 문공주, 김미영, 손서진, 정지현,
이지선, 허송이,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jiyeong86@gmail.com

인 형식의 컨설팅 방식이 연구 과정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연구 진행과정에서의 문제
점을 확인하고 보완점을 점검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가
장 많았으며, 학생의 연구 능력 증진과 연구 과정에 대한

융합인재교육(STEAM)은 학생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

와 이해를 높이고 창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과를 통해 효과적인 STEAM R&E 연구수행을 위한 컨설

목적이 있다. STEAM 교육의 한 분야로서 STEAM

팅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R&E(Research and Education)는 실생활 관련 융합 문
제 상황에 대해 학생이 스스로 연구를 설계하고 그에 대
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프로젝트 형식의 과제
이다. 본 연구에서는 STEAM R&E 연구수행에 실질적 도
움을 주기 위해 교육과 기업에서 활용하는 기존 컨설팅
전략들을 분석하였다. 이 중 SECE 전략을 선정하여 학
생 연구 컨설팅에 적합하게 수정하고, 연구팀의 연구 진
행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이
와 함께 컨설팅 모형을 활용하여 적절한 피드백이 이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 ·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원자력 발전
내용 분석
서 희, 권수희, 최영진, 최지연, 이현옥, 이현주
이화여자대학교

onlyaajj@gmail.com

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최근 정부의 노후화된 고리 원전 운영 정지와 새로운 원

컨설팅을 위해 각 연구팀에서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

전 건설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발표로 인해 국민들의

으며, 이 중간보고서를 전문평가위원들이 개발된 컨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이다. 본 연구는 최

팅 모형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 컨설팅 결과는

근 쟁점이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이 학교 교육에서는 어

지도교사를 통해 각 연구팀에 전달되어 연구 진행 사항

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고등학교 과

을 개선하도록 안내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

학 교과서에 포함된 원자력 발전 내용을 발췌하여 그 내

들이 컨설팅 모형에 따라 자문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용의 제시 방식을 분석해보았다. 과학교과서는 미디어

추후 STEAM R&E 참여교사를 대상으로한 설문을 통해

매체에 이어 학생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 학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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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 매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으로 1.1개의 프레임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자력

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교과서 9종과 고

발전에 대한 내용이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 중 하나로 소

등학교 과학 교과서 7종, 물리1 교과서 2종, 물리2 교과

개되는 수준이 많았으며, 대부분 과학적 기술 프레임만

서 2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교과서 내용 분석을 위

포함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7종은 평균 3.6

해 언론 분야에서 뉴스, 신문기사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

개의 프레임을, 물리1 교과서 2종은 평균 3.5개의 프레

는 ‘프레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임을 포함하고 있어 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프

프레임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 또는 과

레임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물리2 교과서는 원자력 발전

학적 원리를 기술하는 과학적 기술 프레임, 경제적 비용

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또는 효율성 측면을 다루는 경제/효율성 프레임, 원자력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원자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는

력 발전은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과학관련 사

환경프레임, 위험성 측면을 언급하는 위험 확산 프레임,

회적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이를 둘러싼 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쟁점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

양한 이해관계나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를 언급하거나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치

가치 확산 프레임은 가장 적게 등장하였다. 한편, 원자

확산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력 발전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언급하고, 나아가 원

연구 결과, 과학적 기술 프레임(35%)이 가장 많이 등장

자력 발전을 비롯한 과학 기술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

하였고, 위험 확산 프레임(22.5%), 경제/효율성 프레임

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위험 확산 프레임이 높은

(17.5%), 환경 프레임(15%), 가치 확산 프레임(10%)의 순

비율로 나타난 것은 기존 과학 교과서의 긍정적인 부분

서대로 빈도가 높았다. 즉, 과학 교과서는 원자력 발전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학습의 목적이 과학적 소

과 관련된 과학지식을 전달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두었

양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학적 기

으며, 원자력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거

술 프레임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가치 확산 프레임의 측

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의 필요성을

면에서도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강조하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하고 있었다. 중

있겠다.

학교 과학 교과서 7종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하여 평균적

• Session 1-6 기타

17:00-18:00, 7월 27일(목) /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해 모든 학생들이 과학능력을 향상시켜가야 한다고 주

‘컴퓨팅사고와 과학문제 해결’ 측정 문항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장하였다(NRC_2013; NGSS_2013; NRC_2012).
현재 과학교육과 ‘컴퓨팅사고’가 연결된 연구와 특히 ‘컴
퓨팅사고’를 접목한 과학탐구나 과학문제 해결력의 향상

김미영,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mykim7@ewhain.net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례는 드물다. 또한 ‘컴퓨팅사
고’를 향상할 수 있는 과학 교육프로그램과 수업 시행에
대한 연구 사례도 부족하다. 따라서 ‘컴퓨팅사고’ 활동이

미국은 2013년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표준(NGSS)에서

접목된 과학탐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 안을 구성하

과학자와 공학자의 하는 일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8가

여 시행하고, 학생들의 과학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문

지 실천을 유도하였으며, K-12을 대상으로 8개 실천을

항을 개발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제시하였다. 자료를 조직하고 찾는 전략을 세우고 알고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컴퓨

리즘이라 불리는 정해진 단계를 창작하거나 자연이나

팅사고를 포함한 과학탐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컴퓨팅

인공적인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과정을 확인하는 학습 안을 구성하였다. 170여명의

‘컴퓨팅 사고’를 사용하게 되며, ‘컴퓨팅 사고’ 활용을 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팅사고와 문제해결력 문

= = = = | N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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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검사를 통해 문항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학생의

고, 자료 수집은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으

과학문제 해결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교육프로그램은

며, 면담 질문은 공감각에 대한 인식과 과학 학습에서 공

18차시의 중학생 대상이며, 물리의 운동역학과 생물의

감각을 활용한 경험 등에 관한 반 구조화된 형식으로 구

감각 단원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또한 컴퓨팅사고 활동

성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공감각 경험이 생생하고

을 유도하고자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용 프

풍부한 심상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로그래밍언어와 피지컬컴퓨팅을 활용토록 하였다.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불안을 유발하

학생들은 과학과 컴퓨팅사고가 접목된 프로그램을 통해

거나 논리적 이해에 혼란을 주기도 하는 등 부정적인 영

과학 지식과 개념을 공학적으로 융합한 결과물을 제시

향 또한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과학 학습 과정에서

하거나 소프트웨어(SW)상에서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나타나는 공감각 경험의 특성은 4가지로 나타났다. 공감

것으로 기대한다. 과학 개념과 지식이 ‘컴퓨팅사고’과정

각은 첫째, 감정이입과 사고 실험을 포함한 상상활동을

을 통해 융합됨을 경험하고 과학과 공학기술의 상호보

이끌었다. 둘째,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형성화 하여 학

완적 지식공유를 체험할 것이다. 과학탐구 즉 문제해결

습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몸의 움직임을 활용

과정을 기록하고 협업해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은 협동

한 사고와 이해를 이끌었다. 넷째, 유추를 통한 개념간

심과 의사소통능력, 창조적 몰입, 자기효능감 향상 등을

의 연결을 능숙하게 만들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

경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감각을 과학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과학 학습에서 나타나는 중학생
공감각자들의 특성 탐색
손서진
고림중학교
sogno98@naver.com

공감각은 감각 자극과 직접 연관된 지각 경험 이외에, 연

고등학생들의 인공지능(AI)에 대한
인식과 태도
신세인1, 이준기1, 하민수2
1

2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sein3027@gmail.com

관되어 있지 않은 다른 양상의 지각 경험을 동시에 유발

이 연구에서는 국내 고등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

하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공감각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

식을 다각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언

양한 감각과 인식, 감정이 융합되는 이례적인 경험을 한

어네트워크 분석(SNA)을 통해 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

다. 전체 인구의 약 5%가 공감각을 경험을 하며, 60가지

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

이상의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공감각과 높은 창의성

였다. 둘째, 계열별로 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의 연관성으로 인해, 최근 공감각을 교육에 활용하여 창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분석을 수

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루

행하였다. 셋째,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의 각 변인의 관

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감각을 과학

계를 상관관계 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확인하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탐색하기 위하여, 공감각

였다. 이 연구에는 총 134명의 2학년 남자고등학생들이

을 소유한 학생들의 공감각에 대한 인식과 과학 학습 과

참여하였으며, 이 중 인문계열이 59명, 자연계열이 75명

정에서 나타나는 공감각 경험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공

이었다.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 학생들은 인공지능을

감각을 소유한 학생들을 판별하기 위하여 중학교 3학년

“인간”을 중심으로 인식하였으며, “인간의 일을 대신 처

학생 38명을 대상으로 Eagleman, Kagan, Nelson,

리하는 존재”, “스스로 판단하는 시스템”, “컴퓨터 혹은

Sagaram & Sarma(2007)가 개발한 공감각 검사

로봇”, “자동 수행 기계”, “알파고”, “다양한 알고리즘”,

(Synesthesia Battery)를 실시한 결과 4명의 학생이 공

“전자 기기” 등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을 떠올

감각자로 판별되었다. 이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

릴 때 “인간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는 두려움”, “잘 이
Q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교육의 미래지향적 재구조화 | N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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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 편리한 존재”, “기술의 발달” 등을 느끼고 있음을

공지능 통제 지향과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윤리적

확인하였다. 특히 현재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 혹은 지

문제 인식은 인공지능에 대한 불안과 정적 관계를 나타

배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함께 부정적 태도가 형성되어

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일자리감소 문제 인식은 불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계열별 학생들의 인공지능에

안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며, 윤리적 문제 인식 또한

대한 인식 수준을 비교한 결과 관련성, 중요성, 흥미 구

통제지향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

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공계열 학생들이

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심리적 특성을 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셋째, 구조방정식

해하고,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분석 기반의 경로 분석 결과, 일자리감소 문제 인식은 인

한다.

• Session 2-1 과학교수학습

12:30-13:30, 7월 28일(금) /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넷째, 교과서 삽화의 시공간적 흐름에 대한 표현방식은
단순표현(56.93%)이 가장 높았으나 시간적 흐름

고등학교 생명과학Ⅰ교과서의 삽화를 통한
실물의 크기와 구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16.13%), 공간적 흐름(13.85%), 시공간적 흐름(13.09)%

김종은, 김용진

본 연구의 학생들의 설문 조사 및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상대학교

asavary@nate.com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생명과
학Ⅰ 교과서 5종의 삽화의 특징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인
식을 조사하여 삽화의 인식이 어려운 원인을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교과서의 삽화 형
태를 제시하고 수업에서 삽화를 학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삽화의 분석은 삽화 크기의 표시 방법(배율, 스케일바,
상대적 확대·축소), 표현방식(단면, 겉면, 시공간적 흐
름) 등으로 분석하였고 삽화에 관련된 실물 크기와 구조
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는 생명과학I을 이수한 고등학
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교과서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5종 교과서의 분석한 삽화는 총 657개로 삽화의
종류 중 그림(57.53%)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복합적인
삽화(16.29%)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교과서 삽화의 크기 표시방법은 표시하지 않은 경
우(89.65%)가 가장 높았으며 배율(9.74%), 스케일바
(0.61%)로 분석되었다.
셋째, 교과서 삽화 단면과 겉면의 표현방식은 단순히 단
면(1.83%), 겉면(55.25%)을 나타냈지만 단면과 겉면의
복합적인 형태(42.92%)가 제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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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첫째, SI 기본 길이 단위의 인식 정도는 전체 학생중
64.5%가 수업시 단위에 대한 지식을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30%의 학생만이 길이의 크기를 인식하고
접두어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생물의 실제 크기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정도는 4개
의 설문에 대해서 각각 38.5%, 37%, 25%, 27%만이 옳
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크기 표시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정도를 통해
서 학생들은 스케일바(49%)로 나타낸 경우 가장 쉽게 삽
화내의 생물의 크기를 인식하기 쉽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단면에 대해서 학생들은 횡단면을 65%, 종단면을
58.5%가 옳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시공간적 표현방식에 대해서 학생들은 공간적
흐름, 시간적 흐름, 시공간적 흐름에 대해서 각각 59%,
84.5%, 40%로 응답하였다.
여섯째, 학교의 수업 및 실험에 대한 인식 정도는 ‘수업
시간의 실험의 경험이 없다’는 84%, ‘현미경 상태는 보
통이다’는 45.5%, ‘현미경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72%,
‘현미경 사용능력의 부족’은 53.5%, ‘생물의 크기에 대한
수업의 경험이 없다’는 61.5%, ‘삽화에 대한 학습 경험이
없다’는 80%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삽화가 복합적을 제
시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케일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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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물의 실제 크기를 표시하는 경우는 가장 낮았다.

정당화 과정이 공유되거나 해결방법에 대한 분석적인

둘째, 생물의 크기를 효율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인 실험

판단이 이루어졌다. 넷째, 직관적 사고는 초점의 설정,

의 횟수가 부족하였고 특히 현미경의 사용 정도와 여건

해결방법의 발현, 평가 및 선택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

이 미흡하였다.

별로 정교화 되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셋째, 수업 상황에서 삽화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 부족하

소집단 문제해결 상황에서의 직관적 사고의 역할과 과

여 인식에 어려움이 있다.

학교육에서의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삽화의 표시방법의
개선과 삽화에 대한 교사의 설명, 실제 생물의 관첨의 기
회, 수업 방법의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거꾸로 수업에 기반한 ALP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소집단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직관적 사고의 발현과 정교화 과정의 특징:
열 현상에 대한 초등학생의 생각을
중심으로

하지훈1, 신영준2

박준형, 송진웅

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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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변화에 따라 교육에 대한 요구와 환경이 달라지
고, 이로 인해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생긴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처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에 보급이 되었고, 2015개정 교육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직관적 사고는 논리적 간극을 뛰

과정의 경우 핵심역량이라는 요소가 교육목표로 제시된

어넘는 발견을 이끌어내며, 문제해결을 위한 결정적 역

다. 핵심역량의 경우 사고력이나 탐구력 등과 같이 과학

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과의 기존 교육과정에서 강조된 목표도 있지만, 의사소

나타난 직관적 사고의 특징에 대해 연구가 나타나고 있

통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 등 새롭게 등장한 목표도 있

다. 하지만 최근 과학적 문제해결은 개인을 넘어서서 집

다. 이는 교사로 하여금 새로운 교육목표 달성에 효과적

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

인 새로운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한다. 최근 기존 수

인에게서 발현된 직관적 사고가 동료들과 공유되면서

업에 대한 대안적인 수업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들 중 하

어떻게 발전되고 정교화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나가 거꾸로 수업이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강

에 본 연구는 소집단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직관

의를 Outside class로 옮기는 방식으로 수업의 구조에

적 사고가 발현되고 정교화 될 때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

변화를 줌으로써 보다 학생 중심적인 수업 활동을 구성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5~6학년

할 수 있는 수업 구조를 교사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

3~4명으로 구성된 4개의 소집단에 열 현상과 관련된 문

는 교육목표 달성에 효과를 보이나 시간이 없어서 투입

제를 제시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참여 관찰을 실시하였

하기 꺼려졌던 수업 전략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며, 그 자

다. 문제해결은 각 소집단 별로 50~60분 동안 수행되었

체로도 보다 많은 학생 중심 활동의 수행을 통해 의사소

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느낌

통능력 등과 같은 교육목표 도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gut feelings)으로 문제 상황의 핵심 요인을 판단하거나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거꾸로 수업에 대한 인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해결의 초점이 설정되었다. 둘째,

식이나 어려움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거꾸로 수업

직관적 사고는 소집단에서 구성원들이 의견을 나누며

의 적용에 장애물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서서히 나타났으며, 구성원의 경험과 그들 사이의 관계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

는 직관적 사고의 발현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해결방

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ALP 모형)을 개발하고 그 효과

법으로서 직관적 사고에 대한 적절성의 판단은 전체적

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ALP 모

인 느낌으로 먼저 이루어졌고, 이후 직관적 사고에 대한

형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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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부

ALP 모형 개발은 기존 연구의 분석을 통해 수집된 정보

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STEAM 교육에서의 스마

를 바탕으로 모형 개발의 목적과 필요성을 반영한 특성

트테크놀로지 적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STEAM교육

을 드러낼 수 있는 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이후 수업 흐

을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STEAM 전문가

름에 따라 배치하는 과정을 거쳐 ALP 모형을 개발하였

양성과정 전국 단위 초등교사 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다. ALP 모형을 적용한 초등 과학 프로그램의 개발은 초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으로 스마트테크놀로

등학교 과학 교과 단원 중 2개 단원을 선정하여 학습 내

지에 대한 인식, 스마트테크놀로지 적용의 어려움, 스마

용 분석 및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트테크놀로지의 지원과 과학기반 STEAM 교육에서의

연구 결과 요약 강의, 갭(gap)을 이용한 추가 학습, 학생

스마트테크놀로지의 가치를 조사하였다.

중심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ALP 모형을 개발할 수 있었

연구결과 STEAM 교육에서 스마트테크놀로지의 적용에

다. 또한 ALP 모형을 적용한 18차시 분량의 초등 과학

관한 인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스마트테크놀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

지가 STEAM 교육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 연구는 2015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인식이었다. 이는 스마트테크놀로지가 시대변화를 반영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

하고 STEAM 교육을 함에 있어 호기심이나 동기유발 같

009560)

은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교과교육이나 STEAM 교육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인식이었다. STEAM 전문가 교사
들은 스마트테크놀로지를 도구형, 자원형, 지식안내형

STEAM 수업에서 스마트테크놀로지
적용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STEAM
전문가 양성과정 교사를 대상으로
한아름1, 나지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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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스마트테크놀로지의 STEAM 교
육의 어려움으로는 환경구축이 되지 않아 교사 개인의
것을 사용하는 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교사의
역량부족 문제와 교육과정 상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 학부모님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는 물리적 환경구축,
실제적인 사례위주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큰 교육적 변화를 살펴보면, 창

수를 꼽았다. 그 외에 스마트테크놀로지를 적용하기 위

의융합적 인재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STEAM 교육이 실

한 교사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발

시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학교교육

표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STEAM 교육에

에서 스마트 테크놀로지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서 스마트테크놀로지를 적용하기 위한 과학교육의 가치

다. 그러나 이 둘에 대한 통합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에 대해 논의한다.

있으며,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사가 어떠한 인식을

• Session 2-2 과학사 · 과학철학교육

12:30-13:30, 7월 28일(금) /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험이 고등학생들 과학의 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 연구 수행에 의한 고등학생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변화

지 알아보았다. 18명의 고등학생들은 약 9개월간 방과
후에 과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
제연구 수행 전과 후에 VOSE와 VNOS-C로 과학의 본성

박은별, 정영란
이화여자대학교

ylchung@ewha.ac.kr

본 연구에서는 과제 연구 수행을 통한 과학적 탐구의 경

= = = = | NPU

에 대한 검사를 하였다. 그리고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가 향상된 학생을 선정하며 면담을 통해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 과제 연구 수행의 경험을 알아보
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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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VOSE 검사 결과 과제 연구 수행 전 과학의 본성

이해하게 되었다. 상상력과 창의력 영역에 대해서 사전

에 대한 학생들의 평균점수는 2.02이고, 사후 평균점수

검사에서 학생들은 과학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일정

는 2.1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있음을 확인할

단계에서만 사용된다고 인식하였는데 사후검사에서 학

수 있었다(P < .05). 이는 종합적인 탐구 과정을 경험하

생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과학적 탐구 전반에서 필요

게 하는 과제 연구 수행을 통한 경험이 학생들의 과학

하다고 인식하였다.

의 본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하

셋째,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경

위 영역에서는 주관성과 객관성 영역에서 유의미한 향

험을 통해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음을 알

상을 보였다.

수 있었다. 학생들은 과학의 방법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둘째, VNOS-C를 통한 검사에서 학생들의 응답을 미숙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래 친구들과 멘토 선

한 관점, 과도기적 관점, 성숙한 관점으로 분류하여 변

생님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화를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과제 수행 후 과학의 경험적

과학 지식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본성과 상상력과 창의력 영역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교과서에 나오는 과학 이론과 법칙을 단순히 암기하기

이해가 향상되었다. 과학의 경험적 본성에 대해서 사전

보다 그 과정을 생각해보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

검사에서 학생들은 과학은 답이 있는 것, 사실적인 것으

리고 학생스스로가 과학 탐구의 중심이 되어 장기 과제

로 인식하였는데 사후 검사에서는 과정으로서의 과학을

를 끝까지 수행한 경험으로 성취동기가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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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교에서 SSI를 활용한 수업

화학교사들의 SSI수업 평가 인식 분석과
제언

을 진행해 보았거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
나 해당 교사들이 개발한 평가문항을 분석해 본 결과, 과
학지식과 고등사고능력 함양에 대한 평가에 치중되어

노선희, 변소영, 유선아
한국교원대학교

sybyun30@naver.com

있으며, 사회적 실천과 정의적 영역은 평가의 요소로 인
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SSI 교수의 목적이 지식이나

최근 발표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핵심역

사고 역량뿐만 아니라 가치, 태도, 인성, 실천 등의 요소

량 중 하나로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을 포함하면

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교사들이 평가에 반영

서 SSI를 활용한 수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할 수 있는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과 SSI 활용 수업

있다(Millar, 2006). 그러나 SSI 관련 연구가 상당히 진

의 평가가 가져야 할 방향성을 제안한다(Lee et al.,

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체계나 중요성에 대한 연

2012).

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이현주.
2016). 평가는 수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확인하고,
이후 수업의 방향을 결정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주
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직 화학 교사 15명을

서술형 평가의 확대 시행에 따른 중학교
과학교사 및 학생의 인식

대상으로 3주간 45시간 동안 진행된 화학 교재 개발및
평가 수업을 통해 교사가 사회 윤리적 쟁점 맥락에서 개
발한 논의에 관한 수업 지도안, 평가 기준, 평가 문항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근거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한진, 김용진
경상대학교

hanginnie@naver.com

귀납적 접근 방식을 통하여 연구자들간의 여러 번 논으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

와 합의 과정을 통해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는 과학과 서술형 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과학교사 및 학
Q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교육의 미래지향적 재구조화 | N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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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지역

과학적 소양을 목표로 하는 과학교육에서 과학기술관

과학교사 49명, 중학교 3학년 학생 772명을 대상으로 설

련 사회쟁점(Socioscientific issues, 이하 SSI)은 주요

문 조사를 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서술형 평가의 ‘적

한 교육맥락으로 활용되고 있다. SSI 수업에서는 다양

절한 반영 비율’과 ‘교육적 기여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

한 토론 방식 및 글쓰기가 도입되어 학생들의 활동적인

의 인식, ‘서술형 평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어려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한 내용을 확인한다. SSI 교육의

움’, ‘서술형 평가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어
려움’, ‘서술형 평가의 시행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에서
변화’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사와 학생은 서술형 평가의 확대
시행은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기
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학업 성취도 향상에 도움
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서술형 평가의 반영 비율
에 대하여 교사는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지만 학생 60.5%
는 반영 비율을 낮추기를 원했다. 특히 학업 성취 수준이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SSI 수업 결과물에 적절한 피
드백을 제공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SSI는 본래적으로 다학문적 연계성을 가질 뿐 아니라
학생들은 SSI 의사결정에서 윤리와 가치를 주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SSI 수업 결과물에 대한 수준별 평가
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본
성(Nature of technology, 이하 NOT)을 도입하여 고등
학생의 SSI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NOT 요소를 분석하

낮은 학생일수록 반영 비율을 낮추기를 희망하였다. 서

고 이해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NOT는 공학기술이

술형 평가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는 어려움은 ‘알고 있는

발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본래적 특징을 의미한다.

내용을 글로 표현하기 힘들다(32.9%).’, ‘정확한 과학 개

특히, 본 연구에 도입하는 NOT는 공학기술이 드러나는

념을 적기 힘들다.(29.6%)’, ‘출제된 문제를 정확하게 이

다양한 양태에 따라 인공물, 지식, 실행, 시스템 차원이

해하기 힘들다(18.3%).’ 등 이었다. 교사는 서술형 문항

있고, 각 차원별로 하위요소를 갖는다. 즉, NOT는 공

을 개발하고 출제할 때 성취 기준과의 부합성(34.8%)과

학기술을 협소하게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교수 · 학습과의 연계성(39.1%)을 고려하고 교과서의 문

공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드러나는 다면적이고 역동적인

항이나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한다고 하였다. 또한 채점

특징을 포괄하기에 SSI 글쓰기를 분석하고 평가하기에

시에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하였

적절하다.

다. 서술형 평가의 효과로서 교사의 89.8%가 자신의 수
업이 변했다고 인식했으며, 79.6%는 평가 후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학생은 자신의 학습 태도가 자
기 주도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고, 암기 위주의 학습 태
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 하였다.
따라서, 학생의 생각을 종합하고 기술하는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며 교사의 평가 전문성
함양을 위해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실습과 사례 중심’으
로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의 SSI 글쓰기는 방과 후 수업(90분, 10회)에서
SSI 맥락으로 맞춤아기, 핵발전, 유전자조작식품, 인공
지능이라는 4가지 소재를 도입하여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집하였다. 1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각각 4개의 글
쓰기를 완료하여 총 48개가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은
선행연구에서 연구자가 개발한 NOT 개념틀과 평가 루
브릭을 활용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학생
들의 SSI 글쓰기에서 NOT 인공물 차원에 해당하는 요
소가 등장하였고, 다른 차원의 NOT 요소는 매우 제한적
으로 등장하였다. 대부분 학생의 NOT 이해 수준은 낮았

고등학생의 SSI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NOT
요소 및 이해 수준 분석
이현옥1, 신다인2, 이현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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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경동고등학교

hyunokleeseou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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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일 학생의 NOT 이해 수준은 SSI에 따라 일관적이
지 않고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SSI 글쓰기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적 논의를 제안
하고자 한다.

POSTER PRESENTATION (포스터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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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차후 연구에서는 개선된 문제발견 활동지를 활

초등 학생의 창의성 계발을 위한 과학적
문제발견 활동지 개발

용하여 초등학생들이 발견한 탐구문제들에서 드러나는
창의성을 탐색할 예정이다.

오기철, 강남화
한국교원대학교

peacesman@naver.com

현재와 미래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창의성은 교육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교육적 중요성으로 인해
새로운 2015 교육과정에도 “창의적 사고 역량”으로 반영
되었다. 과학교육분야에서도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재
정의 하거나 재구조화하여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는 창
의성 연구가 아니라, 학생이 새로운 문제를 “스스로 찾
는 것”을 더 강조하는 창의적 문제해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의 결정적인 한 부분
인 ‘문제발견’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부족한 게 현실이
다. 그나마 형식적 조작기 이상의 고등학생들, 중등 영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제발견 과정 연구는 진행됐
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제발견 과정을 심도 있게
관찰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문제발견활동 중 드러나는 창의
성 탐색을 위한 예비연구로서 문제발견 활동지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김순식(2010)의 연구에
기초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발견 중심의
과학탐구 수업자료를 작성하였다. 학생들이 문제를 발
견할 수 있는 상황을 닫힌 상황과 열린 상황의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특정 소재만이 제시된 닫힌 상황과 자연현
상 및 일상의 사진자료가 제시된 열린 상황을 사용하였
다. 예비투입 결과, 학생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제시할

3D 프린터 활용 초등학생대상
창의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이미형1, 신지원1, 이민주1, 이선미1, 박수연1, 조경숙2
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창의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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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sun090301@ewha.ac.kr

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D 프린터(Three-Dimension Printer)는 3차원의 입
체를 만들어 내는 프린터로서, 제조업을 디지털화하여 3
차 산업혁명을 이끌었으며,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 중 하
나로 선정되었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3). 3D 프린터
는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
가 허물어지는 기술융합 시대인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면서 제조업의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KISTPEP, 2017). 최근 3D 프린터 기술 관련 특허가 만
료되고, 3D 프린터 기술의 발전으로 가격이 저렴한 프린
터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3D 프린터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그 광범위한 영향력에 주
목하기 시작하면서(이슈크런치 스페셜, 2012), 3D 프린
터에 대한 관심과 체험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3D프린터를 다루어 보거나, 원하는
작품을 출력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3D 프린터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탐구문제로서의 가치가

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주

부족한 문제들도 있었다. 따라서 활동지에 과학 탐구문

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시제품으로 출력해 봄으

제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추가하였다. 가령 탐구문제의

로써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특성을 잘 알려진 과학자들의 탐구문제를 예시로 들어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창의교육프로그램

논의 하도록 하였다. 또한 작성한 과학탐구 문제들 중에

을 개발하고 초등학생에게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서 독창적이며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골라서 그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만족

것과 관련된 가설과 실험설계를 만들어보게 함으로써

도와 흥미도를 조사하여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발견한 문제를 더 정교화시키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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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로 지켜보았다. 또한 학생들은 실제 출력과정을 거

II. 연구 내용

치면서 3D 프린팅에 대한 전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3D 프린터를 활용한 창의교육프로그램은 총 5차시
(차시당 2시간)로 개발하였다(표 1). 1차시는 본격적인

되었다. 프로그램 체험 후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와 개
선사항 등을 평가하였다.

3D 프린터 수업에 앞서 동영상을 활용하여 3D 프린터의
종류, 원리, 과정, 미래 활용분야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
였다. 또한, 로봇 팔을 만들어 보면서 3D 프린터의 다양

III. 연구결과

한 활용분야에 대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초등 3학년 55%(6

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한 모델링 프로

명), 초등 4학년 27%(3명), 초등 5학년 18%(2명)인 총 11

그램을 설치하고 간단히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도록

명으로, 이 중 8명의 학생이 본인이 원해서, 3명의 학생

하였다. 2차시는 이름표를 모델링 하면서, 프로그램 기

이 부모님의 권유로 참여하였다. 수업을 들었던 학생의

본 사용법을 익혀가도록 하였다. 또한 모델링 완료 후,

55%가 평소에 과학을 매우 좋아한다고 하였으며, 45%는

‘stl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도 익히도록 하였다. 3차시는

좋아하는 편이라고 하였다(그림 1).

일반적인 형태의 머그와 다각형을 사용한 창작 머그를

이 수업을 통해 82%의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

모델링 해보면서 다양한 모델링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

신감이 생겼으며, 과학의 다양한 분야 및 실생활에서 어

히도록 하였다. 4차시에는 그동안 배운 모델링 방법을

떻게 활용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2).

사용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설계해 보고, 이를 정리하여

91%의 학생들이 수업이 흥미로웠으며, 82%의 학생들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차시는 직접 출력해 보는

은 학교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과정으로서 저장한 파일을 슬라이싱 프로그램으로 출력

하였다(그림 3).

조건을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G 코드로 변환한 후 출력

82%의 학생들이 다른 친구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해

해보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5

주고 싶으며, 91%의 학생들은 향후 다른 심화 프로그램

차시는 약 5 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긴 시간이었지만

에 참가하고 싶다고 하였다(그림 4).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이 출력되는 것을 호기심과 기대

<표 1> 3D 프린터를 활용한 창의교육프로그램 내용
차시

제목

활동목표

활동

 3D 프린터의 역사, 미래, 활용분야
 3D 프린터 관련 동영상 보기
알아보기
 로봇 팔 만들기
 3D 프린터의 원리 및 과정 이해하기
 123D design 프로그램 설치 및 도구 익히기
 모델링 프로그램 알아보기

1차시

What is 3D
printing?

2차시

이름표 모델링

 123D design 프로그램 사용법 익히기

 이름표 모델링하기
 모델링한 파일을 stl파일로 저장하기

3차시

머그 모델링

 123D design 프로그램 사용법 익히기

 기본 머그 모델링하기
 다각형 창작 머그 모델링하기

 창의적으로 나만의 작품 설계하기

 3D 프린터로 출력해보고 싶은 것 구상하기
 스케치 해보기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도구
정리해보기

4차시

나만의 작품 모델링


5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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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현실로

 슬라이싱 프로그램 이해하기
 출력과정 이해하기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출력 조건
변경하기
 G코드로 변환하기
 출력하기

POSTER PRESENTATION (포스터발표)

[참여 학생 학년 분포]

[나는 평소 학교수업에서도 과학을 좋아한다.]

<그림 1> 프로그램 참여 학생 특성.

[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에 대한흥미/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의 다양한 분야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학이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림 2> 과학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 인식 변화에 대한 설문 결과.

[나는 프로그램이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나는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림 3> 수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 결과

[나는 다른 친구에게 본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고 싶다.]

[향후 다른 심화 프로그램에 다시 참가하고 싶다.]

<그림 4> 프로그램 연계성 평가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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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3D 프린터를 직접 보아서 좋았고, 출력과정

는 제한된 시간 안에 3D 프린팅의 전 과정을 초등학생

이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모델링 프로그램을

들이 경험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다. 특히 초

제대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지만, 생각보다 출력 시간이

등학생들이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하는 작품을

오래 걸려서 지루했다는 불만도 있었다.

모델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학생
들의 수준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IV. 결론 및 제언

용으로 보급되는 3D 프린터는 출력 속도가 느려 학생
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수업시간이 지연될 수

본 연구에서 개발, 적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3D 프린터를 활용한 창의교육프로그램은 초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등학생들에게 다소 난이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지만, 참
여 학생 대부분이 만족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만의

감사의 글

작품을 모델링해 보고 직접 출력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본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미래창조과학부)

창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3D 프린

및 복권기금(기획재정부), 양천구청의 재원으로 한국

터가 바꾸게 될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간접적으로 체

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

험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5차시라

드립니다.

• Session 2-5 과학영재교육

12:30-13:30, 7월 28일(금) /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탐구하고 과학자 연구활동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과학영재들이 시스템 사고 수준별로
나타내는 탐구능력의 특징 탐색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강천덕 외, 2008). 본 연구에서

김순옥, 서혜애

타내는 탐구능력의 특징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

부산대학교

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123447@naver.com

는 과학영재들이 과학자 연구활동을 체험하는 개별
자유탐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시스템 사고 수준별 나

중등심화생물반 2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
구방법에서는 연구대상들이 2014년 봄학기 및 여름학

과학영재는 일반학생보다 과학 탐구능력이 우수하며,

기 동안 3차례에 걸쳐 작성한 시스템 사고 모식도와

특히 통합탐구능력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자유탐구를 수행한 후 작성한 실험보고서를 자료로

알려지고 있다(양태연 외, 2003). 이들 과학영재는 개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시스템 사고의 이해수준

방형 자유탐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며, 이

평가 루브릭과 탐구능력 평가 루브릭을 활용하여 분

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석하였다. 연구결과, 시스템 사고 이해 수준이 높은

연구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과학영재의 경우, 탐구능력 가운데 의문제기에서 가

가 있다(이효녕, 조현준, 2008). 한편, 시스템(system)

설설정 및 결론도출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 통합

은 환경으로부터 일정한 입력(input)을 요하며 각 요소

탐구능력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스템 사고 이해

들이 전환(transform)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

수준이 낮은 과학영재의 경우, 특히 가설설정 및 변인

해 출력(output)하고 다시 피드백을 하는 것을 의미한

통제에서 낮은 능력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시스템

다(김만희, 이범기, 2002). 이 시스템 사고는 자연계

사고를 통해 과학영재의 탐구능력을 균형있게 향상시

및 인공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킬 수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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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2-6 초등과학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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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취도 수준을 예측하는 분류적중률의 결과에도 영향

인공신경망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사고
방식의 차이와 학업성취와의 관계 분석
한광석, 박종호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공신경망 모형이 학습자
의 특성에 따른 과학학업성취도 수준 예측의 가능성을
높여줄 훌륭한 분석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주교육대학교

parkdp@cue.ac.kr

학업성취수준에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한 변인으로서 사
고방식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러한 사고방법의 차이는 학습방법 측면의 차이를 발생
시키고 최종적으로 학습자의 학업성취수준에까지 그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STEAM프로그램에 나타나있는
Computational Thinking 특징 탐색
박미소, 박영신
조선대학교

mslove0811@gmail.com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의 학업성취수준에 미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은 융합적 사고를

치는 주요 변인을 학습양식과 사고양식, 과학적 의사소

할 수 있는 인재이며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해 최근 과

통능력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변인들의 관계

학교육에서 STEAM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융합적 사고

를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선정된

는 과학적 사고 외에도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주요 변인들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성을 판단하기 위해

Thinking, 이하 CT)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활용하여 시

STEAM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CT가 주목

각적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였다.

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교육공합협회(ISTE)와

연구의 대상은 경남 A초등학교 5학년 학생 135명을 대

컴퓨터과학교사협회(CSTA)에서 제시한 CT의 9가지

상으로 하였다. 학습양식 검사도구, 사고양식 검사도구,

요소가 과학교육 프로그램, STEAM 프로그램에서 어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검사도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

떠한 특징을 보여주는지 살펴보고, 9가지 요소가 골고

으며, 또 2015학년도 2학기말 과학교과 학업성취도 결과

루 측정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CT

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설정한 후, 그

의 9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작한 초중등 컴퓨팅사고력 교수 학습 자료 개발 연구

첫째, 학습자의 학습양식, 사고양식, 과학적 의사소통능

CT-Science ‘샘’에 나타난 CT 프로그램의 CT 구성요

력에 따라 과학 학업성취도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소를 파악하였다. ISTE & CSTA에서 제시한 CT의 9가

특히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의 형태적 분류 범주의 경우,

지 요소는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료 표현, 문제 분

표(table)와 수(number)와 관련된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해, 추상화, 알고리즘과 절차, 자동화, 시뮬레이션, 병

과 과학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

렬화이며 7개의 CT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

관적이고 언어적인 학습양식을 가진 학습자와 입법 · 계

로 병렬화 요소는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급 · 전체적인 사고양식을 가진 학습자가 다른 연구대상

CT 요소를 8가지로 다시 정리하여 STEAM 프로그램을

에 비해 높은 과학학업성취결과를 보였다.

탐색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STEAM 프로그램 ‘물 부족’

둘째, 인공신경망 분석을 통한 시각화된 결과에서는 학

과 ‘기후변화’ 각각 10차시의 초3~4학년, 초5~6학년,

습자의 학습양식, 사고양식,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에 따

중학생, 고등학생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라 학업성취도 수준과 관계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

째는,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자

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변인들이 학습자의 과학학

료 표현이 요소가 빈번하며, 중학생에서는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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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자료 표현, 문제 분해, 추상화, 알고리즘

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

및 절차 단계가, 그리고 고등학생 과정에서 모든 요소

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CT 9가지 요소 중 짧은

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NGSS의 초-

시간에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화’ 요소는 과

중-고 교육과정에서 기술된 컴퓨팅 사고의 내용과 비

학교육현장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하였을 시, 앞서 제시한 CT의 요소 중 초등의 CT에

둘째, CT의 구성 요소는 학년별로 수준이 다름을

서는 자료수집, 자료 분석 및 표현이 지배적이고, 중학

STEAM프로그램과 NGS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

교에서는 앞의 내용을 포함한 추상화와 알고리즘 및

시뮬레이션의 단계가 CT의 연속적인 단계의 과정으로

절차단계가 추가되고, 고등학교에서는 시뮬레이션이

본다면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고과정임을 파악할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T에 있어서도 수준

수 있다.

• Session 2-7 중등과학교사

12:30-13:30, 7월 28일(금) /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

으로 예비투입을 실시하였고 또 물리교사 및 물리교육

여학생의 물리정체성과 진로선택의
관계탐색을 위한 물리정체성
검사도구 개발
이나리, 강남화
한국교원대학교

phys.lee.nari@gmail.com

전문가 4명에게 검사 도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물리정체성 검사도구는 추후 보
다 많은 인원의 여학생에게 투입 후 일부에 대한 면담조
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물리관련 진로를 희망
하는 여학생의 물리정체성 특징을 파악하고 물리정체성
과 물리관련 진로선택 사이에 여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교육통계서비스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계
열별 재적 학생 수 중 공학계열 여학생의 비율은 17.6%
로 다른 계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
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2015년 결과에 따르면 수
학, 과학 영역 남녀 성취도 차이를 비교하면 OECD 회원
국 평균에서 남학생이 강세를 보였으나 우리나라의 경
우 여학생의 성취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여학생의 수학, 과학 성취도가 높은

학교 운영 컨설팅에서 나타난
과학중점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한화정1, 심규철1, 박종석2, 서혜애3, 손정우4, 이기영5,
이봉우6, 차정호7, 김종희8, 한재영9, 최원호10, 조헌국6
1

2

3

4

7

8

공주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데 비해 이공계로 진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이 낮다. 본

5

6

연구는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을 촉진하고 관련 진로

9

10

진출 비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 연구의 필요성에서 출발

강원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순천대학교

skcshim@kongju.ac.kr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정체성이 과학 및 과학관련 분야
를 지향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물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효과적인 과학중점

리정체성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물리관련 진로를 희망하

학교 운영을 위해 각 학교에서 컨설팅 내용을 분석하였

는 여학생의 물리정체성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

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영역은 교과수업, 동아리

보고자 하였다. Hazari(2010)의 물리정체성 틀을 바탕

및 과제연구, 과학 · 수학 체험활동, 초청 강연 및 탐방,

으로 물리정체성 검사 문항을 개발하여 고등학교에서

진로 지도이다. 그 결과 동아리 및 과제연구 영역에 대

물리Ⅰ과목을 선택한 여학생 30명과 4년제 대학교 공학

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계열 및 물리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여학생 10명을 대상

고 있으며, 교과수업, 과학·수학 체험활동, 진로지도,

= = = = | NQS

POSTER PRESENTATION (포스터발표)

초청 강연 및 탐방 순으로 과학중점학교에서 개선을 위

을 고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학 · 수학 체험

해 노력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활동 영역과 초청 강연 및 탐방 영역에서는 각 영역에

교과수업 영역에서는 STEAM 교수 학습자료 및 프로그

해당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와 진로 지

램과 전문교과 교수 학습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도 영역에서는 세부적인 개인별 맞춤 진로 지도 방안

요구도가 높았으며, 동아리 및 과제연구 영역에서는 과

개발하고자 하는 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

제연구 주제의 다양화 및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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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WORKSHOP
워크숍

PRE-WORKSHOP
• Pre-Workshop 1

14:00-17:00, 7월 26일(수) / 본부 301호

과학교육에서의 사회네트워크분석법(SNA)의
이해와 적용
이준기
전북대학교

junki@jbnu.ac.kr

1. 들어가며
최근 다양한 융합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사
회네트워크분석법(Social Network Analysis; SNA)은
과학교육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복잡한 현상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학생들의 가설에 대한 인식 네트워크 예시>

도구입니다. 이 워크샵에서는 사회네트워크분석 및 언
어네트워크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에 대한
기본적 원리에 대해 살펴본 후, 간단한 사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분석을 실습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workshop

신세인
전북대학교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 연구원(박사수료)

sein3027@gmail.com

은 두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 이론 강의는 제
가 직접 진행하며, 2단계 실습 강의는 저희 연구실의 신
세인 연구원과 함께 진행 할 예정입니다.

2. 실습 프로그램

특히 사회네트워크 방법론의 여러 가지 접근 방식들
중 과학교육에서 응용되기 용이한 영역에 대하여 중점

이 워크샵에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예정입

적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루어 볼

니다. 분석 실습을 위해 워크숍 참여자 분들은 노트북을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져오셔야 하며, 미리 아래의 URL에서 프로그램을 설
치하신다면 원활한 워크샵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

1) 사회 네트워크 분석법의 역사와 주요 용어 해설

다. 과거 2016년까지는 한국어 자연어 처리 분석 프로그

2) 사회 네트워크 분석법의 요 지표들과 산출원리의

램으로 KrKwic을 사용하였지만, 현재 NetMiner가 이에

해설
3) 사회 네트워크 분석법을 통한 교우관계 및 협업관
계 분석
4) 사회 네트워크 분석법을 통한 비정형 텍스트 데이
터 분석
5) 사회 네트워크 분석법을 통한 연구동향 분석(빅데
이터 분석의 기초)

대한 엔진을 제공하므로 이 워크숖에서는 이에 대해서
KrKwic 사용없이 SNA 프로그램인 NetMiner만으로 분
석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NetMiner 시험판은
Semantic plug-in이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마이너(NetMiner)평가판 (Cyram, 2015):
(http://www.netminer.com/download_buy/download/
download-read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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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습 내용

내의 각 노드의 구조적 역할(role)분석, 5) 도식화
(Visualization)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1) 네트워크 분석 기본 원리

4. 참고문헌

① Node와 Link의 정의와 특성
② Node set의 기본구성 및 특성
③ 일원모드와 이원모드 네트워크

박한우, Leydesdorff, L. (2004).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

2) 실습
① 분석계획
연구의 목적과 노드, 링크를 정의하고 자료 수집 방식
에 대하여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한국자료분석학회지>, 6(5), 1377-1387.
이준기, 하민수(2012).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을 통한 중
학교 과학영재들의 사실, 가설, 이론, 법칙과 과학
적인 것의 의미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과학교육학

② 자료수집
계획에 맞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위한 node set
과 link set을 구성해보는 단계입니다.

회지, 32(5), 823-840.
Anderson, J. R. (1983). A spreading activation theory
of memory.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2, 261-295.

③ 자료전처리
자료의 전처리는 네트워크 분석에서 핵심적인 단계입
니다. 특히 언어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자료의 전처리가

Borgatti, S. P., & Everett, M. G. (1999). Models of
core/periphery structures. Social Networks, 21,
375-395.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자가 설정한 타당한 기준에 따

Cyram (2015). NetMiner 4.2.1. Seoul: Cyram Inc.

라서 전처리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Doerfel, M. L., & Barnett, G. A. (1999).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

④ 사회 네트워크 및 언어 네트워크 분석

cation

넷마이너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의 기본적 과정을

Research, 25(4), 589-603.

association.

Human

Communication

실습할 예정입니다. 넷마이너 실습은 크게 1) 네트워

Wassetman, S., & Faust, K. (1994). Social network

크의 밀도, 평균 연결정도 같은 기본적인 네트워크 지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The Press

수, 2) 각 노드의 구조적 지표인 중심성지수(Centrality),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3) 네트워크 내의 하위그룹(cluster) 확인, 4)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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