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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및 발표장 안내
●

강원대학교 캠퍼스맵

●

후문

학술대회장

식당

정문

동문

► 60주년 기념관 : 학술대회장
- 1층 국제회의실 : 기조강연, 개⋅폐회식, 시상식
- 1층 로비 : 포스터 발표
- 4~5층 강의실 : 구두 발표, Virtual Conference, 심포지움, 워크숍
► 백록관 : 식당
► 출입문 위치 : 정문, 후문,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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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4,5층 이동
엘리베이터

1층 로비
포스터발표

1층 국제회의실
기조강연
개⋅폐회식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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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401호

402호

구두/심포지엄

구두

404호
구두/심포지엄/
워크숍

403호
구두

5층

501호
심포지엄

504호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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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호
구두

503호
Virtu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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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일정표 및 장소
●

제1일 2019년 7월 26일(금)

시 간

발 표 및 내 용

09:00~10:00

등 록

●

구두발표 (Session 1)

심포지움 1

1-1

1-2

교수학습/평가

교육과정/교육자료

교사교육

김민철
이동영
엄장희
하희수

이인선
윤혜경
김세정
박나은
김효준

조광희
한문현
성혜진
강은희
한재영

402호
좌장 : 신세인

10:00~11:40

403호
좌장 : 이준기

1-3

1-4

502호
좌장 : 한재영

401호
좌장 : 남윤경

1-5

404호
좌장 : 손연아

501호

좌장 : 하민수
과학영재/발명교육/ 통합교육/과학문화 과학교육 연구방법
기타
최윤희
하민수
최진수
조헌국
윤아연
남일균
이경건
서윤경
박승재
최재혁
가석현
이민주

점 심 (학생식당 - 백록관)

11:40~12:50
개회식

사회: 맹승호, 1층 국제회의실

개 회 사 (김찬종 / 한국과학교육학회 회장)

12:50~13:10

축

사 (한광석 / 강원대학교 교육연구부총장)

개 회 사 (정성훈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장)
13:10~14:00

기조강연 1

사회: 윤혜경, 1층 국제회의실

미래 교육의 비전을 바탕으로 조명한 과정중심평가의 방향과 과제 (이현숙 / 건국대학교)
휴 식

14:00~14:20
구두발표 (Session 2)
2-1

402호
좌장 : 박지선
교수학습/평가/

14:20~16:00

2-2

403호
좌장 : 박종원
대학과학/영재/

과학문화

기타

박선아
양준
윤진아
이경건
장원형

김은정
오치영
이인선
이수아
이준행

심포지움 2-1

심포지움 2-2

심포지움 2-3

502호
좌장 : 김희경
박사

401호
좌장 : 맹승호

404호
좌장 : 하민수
교사연구회

501호

김미영
양정은
오경애
임인숙

원탁회의

2-3

포스터 발표 (Session 1)
과학교수학습

16:00~17:40

과학학습평가

김은미 김이영 박우용 박정우 송현진
이종혁 조나연 차현정 Ai Nurlaelasari
Rusmana Rahmi Qurota Aini Yustika
Sya’bandari

평가원

맹승호

심포지움 3-1

심포지움 3-2

심포지움 3-3

401호
좌장 : 신동희
과학문화분과

404호
좌장 : 백성혜
과학사/과학철학

좌장 : 최임정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사/과학철학
대학과학교육

천지은

통합과학교육

박지선 최윤희 홍진수

좌장 : 변태진
한국교육과정

하민수
원명숙
김석천
이현종

신동희
이지혜
최하늘
윤영식 이혜진 최재혁 홍주연 홍혜진
정찬미 전주영
김미영 문지영
정수임 최영진
이경민

과학교육과정

18:00~

1층 로비

분과위원장

분과
이경민
최무영
(토론: 이영희)

구자옥
김현정
변태진
이인호

501호

최재혁
송진웅
손정우
김용진

만 찬 (명물 닭갈비, 이동차량 제공, 주차장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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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일 2019년 7월 27일(토)

시 간

●

발 표 및 내 용
등 록

08:30~09:00

Virtual
conference

구두발표 (Session 3)
3-1

3-2

402호
403호
좌장 : 이기영
좌장 : 임성민
09:00~10:00 교수학습/통합과학 영재교육/과학철학

최섭
최소영
하지윤

3-3

502호
좌장 : 김성원
박사

오준영
김세현
정병훈

김완선
유지현

503호
좌장 : 강남화

류민정
원미혜

워크숍

심포지움 4

404호

501호

박종원

좌장 : 김민기

물리전공자 및
비전공자를 위한
현대물리학
이야기

한국발명진흥회

서재흥
이민구
김민기
하민수

포스터발표 (Session 2)

10:00~11:00

11:00~11:50
11:50~12:30

1층 로비

과학교수학습

강은주 권오담 김단아 유경주 이경건 조은진 차희영

과학학습평가

성정화 Ai Nurlaelasari Rusmana Rahmi Qurota Aini
Yustika Sya’bandari

과학교사교육

신채연 조미연

과학관교육

이현옥

과학사/과학철학

김지호 양승란 정연수

과학교육과정

김종현

통합과학교육

손연아 지덕영

과학영재교육

최진수

과학문화교육

김형욱 임성은

기조강연 2

09:00~10:40
(100분)

09:00~10:40
(100분)

사회: 하민수, 1층 국제회의실

과정중심 평가의 이해 (유명한 / 교육부)
시상식 및 폐회식

12:30~

사회: 맹승호, 1층 국제회의실

점 심 (샌드위치)

※ 위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Virtual conference는 발표자가 직접 학회 장소에 오지 않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발표하는 세션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는 해외 발표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 학회 분과의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과학문화 분과와 과학사․과학철학교육 분과에서 해당 영역의 연구를 중심으로 특별 세션
을 준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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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목록표
기조강연
Plenary 1

(p. 29)

사회 : 윤혜경 (춘천교육대학교)

13:10~14:00, 7월 26일(금) / 1층 국제회의실

미래 교육의 비전을 바탕으로 조명한 과정중심평가의 방향과 과제
이현숙
건국대학교

Plenary 2

(p. 59)

사회 : 하민수 (강원대학교)

11:00~11:50, 7월 27일(토) / 1층 국제회의실

과정중심 평가의 이해
유명한
교육부

심포지움
Symposium 1 과학교육 연구방법

좌장 : 하민수

(p. 79)

10:00~11:40, 7월 26일(금) / 501호

Package ‘TAM’: R로 하는 다차원 Rasch 분석
하민수
강원대학교

R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서지 분석
조헌국
단국대학교

과학교육 연구에서 텍스트 마이닝의 활용 가능성: 딥 러닝 기술을 고려하여
이경건
서울대학교

교사교육자의 주체적 실행 개선을 위한 ‘셀프 스터디’
최재혁1, 김희경2, 정용재3, 조광희4
1

전남대학교, 2강원대학교, 3공주교육대학교, 4조선대학교

Symposium 2-1 분과위원장 원탁회의

좌장 : 맹승호

(p. 81)

14:20~16:00, 7월 26일(금) / 401호

KASE 학술대회 발전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역할
맹승호
서울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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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2-2 교사연구회

좌장 : 하민수

(p. 81)

14:20~16:00, 7월 26일(금) / 404호

교사 연구회와 과학교육 연구자의 협력 모델: 서술형 인공지능 자동평가 교사연구회 사례 소개
하민수
강원대학교

물리의 씨앗을 싣고 달려온 23년: “우리가 해보는 물리실험”
원명숙
홍천여자중학교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교사연구회 운영 사례
김석천
대전문정중학교

생체모방을 적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창의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사례
이현종
보문고등학교

Symposium 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좌장 : 변태진

(p. 83)

14:20~16:00, 7월 26일(금) / 501호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중3 학생들의 과학 성취도와 정의적 특성 간의
관계 분석
구자옥, 이재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ISA 2015 설문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과학 수업의 실태
김현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과학탐구실험 운영 실태 및 지원 방안 탐색 설문 조사 분석
변태진, 백종호, 심현표, 이동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나타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과학과 과목 선택 경향
이인호, 김미영, 이동욱, 이동원, 백종호, 심현표, 유은정, 김해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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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3-1 과학문화분과

좌장 : 신동희

(p. 85)

16:00~17:40, 7월 26일(금) / 401호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과학 학습 특성
신동희
이화여자대학교

우리 전통 과학 지식(traditional science knowledge)을 포함한 과학 추리 활동의 특성
이지혜1, 신동희2
1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 2이화여자대학교

귀추 과정을 적용한 예술 소재 천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최하늘, 신동희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관에서의 사회문제기반 과학-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이언스 아뜰리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찬미1, 김호경1, 서수연1, 최규리2, 백은주2, 백희수2, 허송이3
1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2한국창의교육연구원, 3서울시립과학관

덕수궁 탐방에서 학생들의 선지식이 추론에 미치는 영향
전주영, 신동희
이화여자대학교

과학 관련 정의적 영역 평가 도구 속 언어 고찰: 도구 개발자가 예상치 못한 학생 반응을 중심으로
정수임1, 신동희2
1

은계중학교, 2이화여자대학교

중학교 지구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용어 분류 및 학생들의 이해도 분석
최영진, 신동희
이화여자대학교

Symposium 3-2 과학사/과학철학분과

좌장 : 백성혜

(p. 89)

16:00~17:40, 7월 26일(금) / 404호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뇌인지 과학 교육
이경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및 대학원 인지과학협동과정

인공지능 시대의 과학교육: 복잡계과학과 떠오름교육
최무영
서울대학교

[토론] 교육의 도구적 관점을 뛰어 넘는 과학교육 방향 제시에 대한 환영
이영희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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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3-3 한국과학창의재단

(p. 92)

좌장 : 최임정

16:00~17:40, 7월 26일(금) / 501호

과학중점학교 운영 성과: 지난 10년을 돌이키며
최재혁1, 김종희1, 방승진2, 서혜애3, 손정우4, 심규철5, 심재호3, 이기영6, 이봉우7, 정은영1, 조헌국7, 차정호8, 최원
호9, 김진희10, 노현아1, 한화정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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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서울대학교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의 주요 내용과 특징
송진웅1, 강석진2, 곽영순3, 김동건4, 나지연5, 도종훈6, 박성춘1, 손연아7, 손정우8, 오필석9, 이준기10, 이현정11, 임혁12,
정대홍1, 정용재13
1

서울대학교, 2전주교육대학교, 3한국교원대학교, 4창덕여자중학교, 5춘천교육대학교, 6서원대학교, 7단국대학교, 8경상대학

교, 9경인교육대학교,

10

전북대학교,

11

서울온곡초등학교,

12

문정고등학교,

13

공주교육대학교

창의융합형 과학실 운영과 성과
손정우1, 권경필2, 노상미3, 심규철4, 이봉우5, 임완철6, 정대홍7, 최원호8
1

경상대학교, 2경인교육대학교, 3진서고등학교, 4공주대학교, 5단국대학교, 6성신여자대학교, 7서울대학교, 8순천대학교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의 운영 효과
김용진1, 민재식2, 동효관3, 이윤형4, 임성민5
1

경상대학교, 2삼일여자고등학교, 3한국교육과정평가원, 4진주동중학교, 5대구대학교

Symposium 4 한국발명진흥회

좌장 : 김민기

(p. 96)

09:00~10:40, 7월 27일(토) / 501호

낙생고등학교 발명교육 사례
서재흥
前 낙생고등학교

미래 인재를 위한 발명교육: 높은 자유도의, 수요자 중심의 융합창의교육
이민구1, 가석현1, 김지미2, 원대영3
1

서울대학교, 2중앙대학교, 3한국과학기술원

발명교육 해외사례 조사 결과 및 시사점
김민기1, 김세원1, 문공주2
1

한국발명진흥회, 2서울대학교

영구기관 발명가 3인이 보여주는 심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사례연구
하민수1, 정철환2, 이준기3, 신세인4
1

강원대학교, 2김⋅장법률사무소, 3전북대학교, 4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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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 Session 1
❚ Session 1-1

10:00~11:40, 7월 26일(금)
좌장 : 신세인 (충북대학교)

교수학습/평가

(p. 103)

402호

새로운 과정 중심 탐구형 과학수행평가 모델 개발 및 적용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민철, 하상우
경기과학고등학교

융합적 문제 해결 성향 측정을 위한 검사지 개발
이동영, 남윤경, 윤진아
부산대학교

초등학교의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에서 나타난 두 교사의 수업 실행 차이 분석
-프레이밍과 모델링 PCK를 중심으로엄장희, 김희백
서울대학교

과학 수업의 소집단 논변활동에서 변화적 행위주체의 실행과 충돌 탐색
하희수, 김희백
서울대학교

❚ Session 1-2

교육과정/교육자료

좌장 : 이준기 (전북대학교)

(p. 106)

403호

2015 개정 물리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에 대한 과학적 소양 분석
이인선1, 박종원2
1

충북대학교, 2전남대학교

그림자 원리에 대한 초등 과학 수업 지도안 분석: 시각적 표상의 활용을 중심으로
윤혜경
춘천교육대학교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과학과 기술 교과의 교육과정 비교 및 연계성 확인: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을 중심으로
김세정, 송진웅
서울대학교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분석틀 개발 및 국내외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분석
-실천 지향적 기후변화교육의 방향을 기반으로박나은, 김찬종, 최승언
서울대학교

미국 차세대과학교육표준(NGSS)과 한국 미래세대과학교육표준(KSES)의 종합적 비교와 세부 내용 요소 비교
분석 -TIMSS 2019 Science Framework 8학년 물리 수행기대를 중심으로김효준, 송진웅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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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1-3

교사교육

좌장 : 한재영 (충북대학교)

(p. 109)

502호

예비 물리 교사의 과학교육 관련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관한 인식 조사
조광희1, 최재혁2, 김희경3, 정용재4
1

조선대학교, 2전남대학교, 3강원대학교, 4공주교육대학교

참여 이끌기: 초등학생들의 긍정적 감정 구성을 돕는 과학 전담 교사의 실천적 지식
한문현
부천초등학교

초등 교사의 「실험 관찰」의 활용 형태와 과학 수업에 대한 인식
성혜진, 임희준
경인교육대학교

탐구 수업시연 후 예비교사들의 생산적 논의를 위해 교수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교수자의 반성에 대한 자기민속지학(autoethnography) 연구
강은희, 김희백, 하희수
서울대학교

해외 교육 봉사활동을 통한 예비교사의 전문성 신장
한재영1, 서혜애2, 임성민3, 차정호3, 홍준의4
1

충북대학교, 2부산대학교, 3대구대학교, 4서원대학교

❚ Session 1-4

과학영재/발명교육/기타

좌장 : 남윤경 (부산대학교)

(p. 111)

사회과학적 이슈를 주제로 한 과학 전시 기획 방법론 연구
윤아연1, 시정곤2, 전봉관2
1

국립과천과학관, 2KAIST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과학재능구인의 효과적 판별 방안 모색
서윤경, 전영석
서울교육대학교

대학교 발명교육 우수 사례연구 : S대학의 디자인과 수업을 중심으로
가석현, 마틴 산야, 최승언, 김찬종
서울대학교

학생 주도의 R&E 활동에서 드러나는 연구 활동의 주요 단계 및 학생의 행위주체적 실행
이민주1, 김희백2
1

대전과학고등학교, 2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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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1-5

좌장 : 손연아 (단국대학교)

통합교육/과학문화

(p. 114)

404호

미래 문제 해결 모형을 적용한 STEAM 프로젝트 활동이 중학교 과학 동아리 학생들의 과학⋅기술, 공학, 사회
에 대한 인식 및 이해에 미치는 영향
최윤희1, 김세현2
1

숭문중학교, 2중앙대학교

R&E 프로그램이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창의인재역량 및 과학진로지향에 미치는 영향
최진수, 김영민, 이영주
한국과학기술원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초등학교 장애학생 과학 동아리의 활동체계 변형 과정 분석
남일균
대구대학교

전인 자연과학교육의 한 가지 목표 설정 범주
박승재
대구대학교

• Session 2
❚ Session 2-1 교수학습/평가/과학문과

14:20~16:00, 7월 26일(금)
좌장 : 박지선 (이화여자대학교)

(p. 116)

402호

2015 개정 초등과학교과서 시각화 자료의 유형과 역할
박선아, 임희준
경인교육대학교

ESD 관련 국제 협력 교육 프로그램 전후 대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친환경 행동 인식 변화
양준, 김찬종, 최승언
서울대학교

초등 과학·수학 영재들의 철새 개체 수 추정을 위한 면적 모델링 비교 분석
윤진아, 한금주, 남윤경
부산대학교

고등학생의 과학 및 일반 핵심역량 구조
이경건, 김유정, 장원형, 홍훈기
서울대학교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과학교육학: 자연과학을 전공한 예비과학교사들의 자문화기술지
장원형, 홍훈기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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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2-2

대학과학/영재/기타

좌장 : 박종원 (전남대학교)

(p. 119)

403호

초등 과학 수업을 교과서 중심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필석1, 김은정2, 김남훈3, 성혜진4, 정성환5
1

경인교육대학교, 2서령초등학교, 3통일초등학교, 4정왕초등학교, 5동두천신천초등학교

뉴스기사 분석을 통한 에너지 용어의 일상적 사용 유형 분석
오치영, 강남화
한국교원대학교

초등 과학 영재아들이 작성한 과학 탐구 포스터의 형식과 내용 분석
이인선1, 박종원2
1

충북대학교, 2전남대학교

사랑과 평화를 위한 한반도 교육과정의 개발
이수아
사이언아트 연구소

과학교육과 물리교육 연구의 과거와 현재 :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
이준행1, 조헌국2, 지영래3, 채승철1
1

서울대학교, 2단국대학교, 3한국교육과정평가원

❚ Session 2-3

박사

좌장 : 김희경 (강원대학교)

(p. 122)

502호

피지컬컴퓨팅기반 과학적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등학생의 물리 개념의 변화와 컴퓨팅사고의 특성
김미영,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과학 업을 위한 PCK 구성 및 PCK 요소 간 상호작용 유형
양정은1, 최애란2
1

양천중학교, 2이화여자대학교

그림관찰을 강조한 물리문제이해과정에서 이해수준이 물리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오경애,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지혜를 위한 과학교육의 가능성 탐색: 교사인식 조사와 물리수업 분석을 바탕으로
임인숙, 송진웅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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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3
❚ Session 3-1

09:00~10:00, 7월 27일(토)
교수학습/통합과학

좌장 : 이기영 (강원대학교)

(p. 125)

402호

국내외 가상현실 관련 교육 실험연구의 동향과 생물 수업 적용 방향
최섭, 김희백
서울대학교

동화를 활용한 과학관 전시물 연계 탐방활동지 활용 수업이 초등학생의 과학긍정 경험에 미치는 효과
최소영1, 곽영순2, 신영준1
1

경인교육대학교, 2한국교원대학교

비 이공계 대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하지윤1, 곽영순2, 신영준1
1

경인교육대학교, 2한국교원대학교

❚ Session 3-2

영재교육/과학철학

좌장 : 임성민 (대구대학교)

(p. 127)

403호

유비추리를 기반으로 한 Galileo의 관성의 법칙 형성과 그 영향
오준영
한양대학교

중학생들의 과학자 이미지와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김세현1, 최윤희2
1

중앙대학교, 2숭문중학교

'칸톤학교 아라우와 아인슈타인 1'에 대한 보론: 칸톤학교, 페스탈로찌, 아인슈타인에 관한 논쟁
정병훈
청주교육대학교

❚ Session 3-3

박사

좌장 :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p. 128)

502호

예비 물리교사를 위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의 개발 및 적용
김완선,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과학 교육연구자의 연구과정 중 드러나는 연구 효능감 및 그 특징의 탐색
유지현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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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 Session 1
❚ 1-1 과학교수학습

16:00~17:40, 7월 26일(금)

(p. 133)

1층 로비

예비 생물교사의 생물수업 설계과정에서 재미요소 분석 및 적용 가능성
김은미, 손연아
단국대학교

긴 필라멘트 전구에 의한 빛그림자 모양의 불일치 상황을 관찰한 중학생의 개념변화 특징
김이영, 김지나
부산대학교

생태시민성 함양을 위한 고등학교 기후변화 동아리 지역사회기반 프로젝트 활동의 개발 및 적용
박우용, 최승언, 김찬종
서울대학교

과학 탐구의 본성에 초점을 둔 실험의 설계와 시범 적용: 드라이아이스 승화 실험에서 드러나는 인식론적 논제
를 중심으로
박정우1, 이선경1, 이경건1, 심한수2, 신명경3
1

서울대학교, 2계원예술대학교, 3경인교육대학교

소집단의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리더십 분산
송현진, 김희백
서울대학교

과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이종혁1, 박정우1, 유금복1, 박형용1, 윤혜경2, 이선경1
1

서울대학교, 2춘천교육대학교

산과 염기 화학반응에서 논리사고 학습발달단계 탐색
조나연, 백성혜, 박철용
한국교원대학교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을 통한 학생들의 모델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차현정, 신윤주, 최승언, 김찬종
서울대학교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species concept
Ai Nurlaelasari Rusmana1, Yustika Sya’bandari1, Rahmi Qurota Aini1, 신세인2, 이준기3, 하민수1
1

강원대학교, 2충북대학교, 3전북대학교

Sematic Network Analysis of Indonesian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Scientific Experiment
Rahmi Qurota Aini1, Yustika Sya’bandari1, Ai Nurlaelasari Rusmana1, 신세인2, 이준기3, 하민수1
1

강원대학교, 2충북대학교, 3전북대학교

Science and humanities students’ perception about race concept: A study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Yustika Sya’bandari1, Rahmi Qurota Aini1, Ai Nurlaelasari Rusmana1, 이준기2, 신세인3, 하민수1
1

강원대학교, 2전북대학교, 3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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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40)

❚ 1-2 과학교육과정

1층 로비

과학중점학교 우수 사례 시기별 변화 분석
윤영식1, 최재혁2
1

전남해룡고등학교, 2전남대학교

생명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글쓰기 활동에 나타난 STS 관련 요소 및 학문 영역의 특성 분석
이혜진, 심규철
공주대학교

과학중점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일반계 고등학교 추천 과학·수학 수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조사
최재혁
전남대학교

고등학교 과학 교과의 생태 관련 학습내용과 생물과 예비교사 생태 관련 교육내용의 연관성 분석
홍주연, 심규철
공주대학교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과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쟁점에 대한 고찰 :
‘과학지식 vs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중심으로
홍혜진, 이진석, 김민기, 이경호
서울대학교

(p. 143)

❚ 1-3 과학학습평가

1층 로비

학습 지원 도구로서의 서술형 평가 그리고 인공지능의 활용: WA3I 프로젝트 사례
하민수1, 이경건2, 신세인3, 이준기4, 박지선5
1

강원대학교, 2서울대학교, 3충북대학교, 4전북대학교, 5이화여자대학교

TIMSS 2019 평가에서 eTIMSS 평가 문항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
최윤희1, 김현경2
1

숭문중학교, 2한국교육과정평가원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역학 영역 ‘그래프 그리기’활동에 대한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홍진수, 유준희
서울대학교

(p. 145)

❚ 1-4 통합과학교육

1층 로비

STEAM R&E 참여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과학적·공학적 실천에 대한 지도교사들의 인식
김미영, 문지영,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STEAM R&E 연구계획서 제목 분석 및 비교
문지영1, 김미영1, 문공주2, 김성원1
1

이화여자대학교, 2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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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과학사/과학철학

(p. 146)

1층 로비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했던 것처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가? (Ⅱ) : 현대 물리학 교재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경민, 김홍빈, 이경호
서울대학교

❚ 1-6 대학과학교육

(p. 147)

1층 로비

19C 중후반 케임브리지 대학 Tripos와 물리 교육 변화의 고찰
천지은, 송진웅
서울대학교

• Session 2
❚ 2-1 과학교수학습

10:00~11:00, 7월 27일(토)

(p. 147)

1층 로비

초등학교 3학년 ‘자석의 이용’ 단원 실험에 대한 알고리즘 표현
강은주
부산대학교

초임 교사가 비유를 사용하여 과학 개념을 설명할 때 겪는 어려움: 중학교 전기 단원의 물 회로 비유를 중심으로
권오담, 송진웅
서울대학교

KCI에서 과학교육 메타인지 연구 동향 분석
김단아,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생명과학 FPBL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인식론적 프레이밍 사례 분석
유경주,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안전한 실험활동을 위한 딥 러닝 기반 영상처리 기술의 활용 가능성: 실험 기구 및 장비에 대한 사물인식을
중심으로
이경건, 홍훈기
서울대학교

과학교사 교과교육학지식(PCK) 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조은진,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거꾸로하는 문제중심학습(FPBL) 모형을 적용한 초등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차희영, 박철진, 김태환, 간치멕
한국교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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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과학학습평가

(p. 151)

1층 로비

Attitude toward scienc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validation study of BRAINS instrument
using IRT-Rasch Analysis
Ai Nurlaelasari Rusmana1, Yustika Sya’bandari1, Rahmi Qurota Aini1, 박은주1, 신세인2, 이준기3, 하민수1
1

강원대학교, 2충북대학교, 3전북대학교

Validating and Examining Indonesi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Science Motivation:
IRT-Rasch Analysis of SMQ
Rahmi Qurota Aini1, 박은주1, Ai Nurlaelasari Rusmana1, Yustika Sya’bandari1, 신세인2, 이준기3, 하민수1
1

강원대학교, 2충북대학교, 3전북대학교

Investigating the validity inference of STEM career motivation instrument by performing IRT-Rasch
analysis
Yustika Sya’bandari1, 박은주1, Ai Nurlaelasari Rusmana1, Rahmi Qurota Aini1, 신세인2, 이준기3, 하민수1
1

강원대학교, 2충북대학교, 3전북대학교

생물 개념 이해에 대한 서술형 평가에서 육필과 타자치기 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
성정화1, 구슬애2, 하민수1
1

강원대학교, 2백신고등학교

❚ 2-3 과학교사교육

(p. 154)

1층 로비

학생 중심을 지향하는 과학 수업에서 교사의 의도와 실제의 차이 : 초등학교 실험 수업에 대한 RTOP 분석을
중심으로
신채연, 김효준, Sonya N. Martin, 송진웅
서울대학교

예비화학교사의 수업 분석을 통한 반응적 교수 역량 개발
조미현, 백성혜
한국교원대학교

❚ 2-4 과학사/과학철학

(p. 156)

1층 로비

기후변화 관련 SSI 동아리 프로젝트를 통한 고등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연구
김지호, 최승언, 김찬종
서울대학교

과학사의 교육적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한 사범대학 예비교사들의 관점
양승란1, 송진웅1, 박원용2
1

서울대학교, 2University of Oxford

국내 과학자의 성공적인 연구에 미치는 실천지능요인 분석
정연수1, 김중복2
1

화성 상봉초등학교, 2한국교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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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통합과학교육

(p. 158)

1층 로비

동양 고전자료를 활용한 과학과 한문의 통합교과교육 전략 개발
손연아1, 김우정1, 윤미선1, 이유미2, 지덕영1
1

단국대학교, 2타슈켄트국립사범대학교

과학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통합에 대한 과학교사와 학생의 인식 및 기대 요소 분석
지덕영, 손연아
단국대학교

❚ 2-6 과학문화교육

(p. 159)

1층 로비

유튜브 과학 채널에 대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 러닝을 활용한 예측 모형의 평가
김형욱, 송진웅
서울대학교

초등학교에서 사회적 실천지향 SSI 수업의 첫 시행과 직면하는 과제들: 구조와 교사 행위성 탐색
임성은, 김종욱, 김찬종, 최승언
서울대학교

❚ 2-7 과학관교육

(p. 161)

1층 로비

(p. 162)

1층 로비

국내 과학관 및 박물관 연구경향 비교
이현옥1, 기경미2
1

서울대학교, 2국립과천과학관

❚ 2-8 과학교육과정

우리나라 고등학교 물리 교육과정 속 핵심개념들의 이동 근거와 향후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김종현, 박상태
공주대학교

❚ 2-9 과학영재교육
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 업무에 대한 교원의 인식
최진수, 이영주
한국과학기술원 과학영재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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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62)

1층 로비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워크숍
• Workshop

(p. 167)

09:00~10:40, 7월 27일(토) / 404호

물리전공자 및 비전공자를 위한 현대물리학 이야기
박종원
전남대학교

Virtual Conference
• Virtual Conference

(p. 171)

09:00~10:00, 7월 27일(토) / 503호

난민 배경 학생들을 위한 공동체 기반 방과후 과학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
류민정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가상현실을 이용한 협동학습의 교육적 의미와 가능성
원미혜
Curti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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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기조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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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posium 1

10:00~11:40, 7월 26일(금) / 501호

발표 1.

발표 2.

Package ‘TAM’: R로 하는 다차원 Rasch
분석

R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서지 분석
조헌국
단국대학교

하민수
강원대학교

최근 사회과학 및 교육학 관련 연구와 실천에서 데이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 과학 역량 평가, 과학학습 동

터 마이닝, 네트워크 이론 등 텍스트를 기초로 한 데

기, 과학관련 태도 등과 같은 정의적 영역의 설문 조

이터 분석 연구가 각광을 받고 있다. 본 발표는 학술

사 등은 과학교육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

연구 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성함으로써 이를 통해 쉽

같은 측정도구를 활용한 양적연구에서는 생성한 양적

게 문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

자료의 질적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로운

고자 한다. 오픈소스인 R-Studio의 패키지 중 하나인

문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개발하는 문항의 타당도

bibliometrix를 활용해 Web of Science에서 제공하는

와 생성한 자료들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상세 서지 정보를 활용해 연구 집단이나 연구 유형,

이와 같은 연구에서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한 라쉬 모

주요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델이 널리 활용된다. 하나의 문항에 여러 차원이 있는

단순한 연도별, 지역별, 저자별 인용 지수 등 기술 통

형태의 자료(예를 들어서 과학학습동기에 5개 요인으

계 외에도 공출현이나 공동 인용, 주성분 분석 등 다

로 구분된 경우)를 분석할 때에는 다차원 라쉬 분석

양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용 지수를 기초로 쉽게 관련

을 수행한다. 다차원 라쉬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분야의 핵심 연구를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

ConQuest를 주로 사용하여 왔으나, 유료 소프트웨어

록이나 키워드 등을 활용해 의미망 연결 분석이나 구

이며 사용방법 또한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그에 따

조적 토픽 모형 등 어휘 분석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라 최근 널리 활용되는 무료 통계 패키지인 R에서 다

본 세션에서는 R-Studio를 활용해 새로운 연구 분야

차원 Rasch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나오

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핵심 논문과 경향을 파악하는

고 있다. 본 연구 방법 특별세션에서는 Package TAM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을 소개하고자 한다. Package TAM은 무료이므로 활
용이 용이하면서, 기존의 유료 도구보다 더 많은 유용
한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 본 세션에서는 문항반응이
론, 라쉬모델 및 TAM package의 특징 및 사용방법
에 대해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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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인하여 분석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발표 3.

과학교육 연구에서 텍스트 마이닝의 활용
가능성: 딥 러닝 기술을 고려하여
이경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말
뭉치 사업의 재개 등으로 인하여 한국어 텍스트 마이
닝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
며 이를 과학교육 연구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여지 또
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최근 데이터 마이닝 & 머신 러닝 기법이 교육학 연구
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대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고자 하
는 텍스트 마이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과학교육에서
도 전통적 교실 혹은 ICT 기반 학습환경에서 얻어진

발표 4.

교사교육자의 주체적 실행 개선을 위한
‘셀프 스터디’
최재혁1, 김희경2, 정용재3, 조광희4
1

전남대학교, 2강원대학교, 3공주교육대학교, 4조선대학교

텍스트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일부 연구자들은 점차로 이러한 방법론을 도입하는 추
세이다. 하지만 그 전반적인 원리와 방법을 정리하거

전문성 있는 교사는 자신의 실행을 끊임없이 반성하

나, 그와 관련하여 오늘날 데이터 과학을 주도하고 있

고 개선해나간다. 교사의 반성적 실천에 대한 많은 연

는 딥 러닝 기술의 현재를 소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구가 있지만, 본 발표에서는 교사(또는 교사교육자)의

본 발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질

주체적 실행 개선을 위한 반성적 연구 방법으로 셀프

것이다. 첫째로, 데이터 수집(음성 인식 등) → 데이터

스터디의 개념과 방법론적인 특징을 개관하고, 셀프

전처리 → 데이터 분석 → 시각화로 이어지는 텍스트

스터디가 과학교육 연구에서 과학 수업 개선을 위한

마이닝 절차를 단계별로 짚어본다. 여기서 각 단계에

연구방법으로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를 실제 연구를

깊은 인공신경망 학습(deep learning) 기술이 접목됨

수행한 ‘셀프’와 ‘비판적 동료’들이 자신의 사례를 중

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돌아보고, 그

심으로 논의한다. 셀프스터디란 질적 연구방법의 하

구현에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Python과

나로서 연구자 자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전적 자료

tensorflow 패키지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둘째로, 프

를 활용하며, 자기 자신, 자신의 실천, 자신의 생각 등

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통칭한다(Hamiliton &

만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들을 구체적인 사례 및 방법

Pinnnergar, 1998). 또한, 셀프스터디는 연구가 자기

과 함께 제시할 것이다. 단어 네트워크 분석, 감성 분

로부터 시작되고, 자기 자신에 초점을 맞추며, 실행의

석, 문서 분류, 문서 간 유사도 계산 등은 통계 프로

개선을 추구한다(Lee et al., 2012). 그러나 기존 자전

그래밍 언어 R을 활용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재현할

적 연구와 다른 점으로는 ‘비판적 동료’와의 협력적

수 있는 방법들에 해당한다.

반추를 들 수 있는데 최근 발표자가 수행한 연구 사

마지막으로, 한국어 텍스트 마이닝의 어려움과 극복

례를 중심으로 셀프 스터디의 특징과 어려움, 희망에

가능성을 다룬다.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는 그 비정형

대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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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과위원회가 학술대회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수
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우리 학회의 학술

발표 1.

KASE 학술대회 발전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역할

대회 발표 신청 시스템은 발표분야로서 해당 분과를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학술대회 프로그램도 분과에
맞춰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 세션에 서로 다른 분

맹승호

과의 발표가 묶이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분과에 발표

서울교육대학교

가 집중되는 경향도 있었다. 또한, 학술대회의 프로그
램 구성에서 각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충분히 수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 학술대회가 양적,

한국과학교육학회는 산하에 과학문화분과, 과학사및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가 제 기능을

과학과학철학교육분과, 과학교육과정분과, 과학교수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분과위원장

학습분과, 과학학습평가분과, 과학교사교육분과, 과학

원탁회의를 통해 우리학회의 분과 현황을 파악하고,

창의성교육분과, 과학영재교육분과, 특수과학교육분

외국학회의 분과(strands)와 비교 검토 및 분과 운영

과, 언어와과학교육분과, 통합과학교육분과, 대학과학

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원탁회의의 중점 논

교육분과, 초등과학교사분과, 중등과학교사분과, 과학

의 사항은 분과 주제의 명확성 및 분과위원회의 양적

관교육분과 등 1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분과위

적절성 검토, 학술대회 조직과 분과위원회의 역할 분

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NARST나 ESERA의 세션 분

담 방식, 학술발표의 분과 구성의 개선 방안 등이다.

과(strands)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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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지며, 이론 기반의 현장 연구가 가능해 질 수
있다. 또한 과학교육연구의 지속가능성도 한층 강화

발표 1.

될 수 있다. 본 교사연구회 특별세션에서는 인공지능

교사 연구회와 과학교육 연구자의 협력
모델: 서술형 인공지능 자동평가
교사연구회 사례 소개

을 활용한 서술형 평가 자동채점을 연구하는 연구자
집단과 현장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연구회가 어떻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소개함으로서

하민수

교사 연구회와 과학교육 연구자의 협력 모델을 논의

강원대학교

하고자 한다. 두 개의 창의교육 교사 연구회(초등 및
중등)와 부산 수석교사연구회, 총 3개의 교사 연구회
는 교육 현장에 활용되는 서술형 평가 문항을 개발하

현장 교육의 전문가인 교사와 과학교육 이론을 연구하

고 학생들과 함께 함으로서 응답 자료를 수집한다. 연

는 연구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두

구자는 문항 개발 과정에 대한 이론적 자문과 인공지

집단이 함께 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내용의 현장성

능 훈련을 통한 자동채점모델 생성을 도와준다. 교사
연구회는 문항 개발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배우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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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동평가모델을 가질 수 있
다. 또한 자동평가 연구자들은 다양한 채점모델을 확
보함으로서 연구사업의 확장성을 높인다. 본 발표를
통해 교사와 연구자의 협력 관계에서 어떤 점이 고려
되어야 되는지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발표 3.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교사연구회 운영
사례
김석천
대전문정중학교

발표 2.

물리의 씨앗을 싣고 달려온 23년: “우리가
해보는 물리실험”

우리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

원명숙

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그 어

홍천여자중학교

는 사실이지만 실제 교실 수업의 현장은 그리 큰 변화
느 때보다 우리의 수업에서 변화의 흐름이 필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의
핵심역량 외에 각 교과에서도 교과 핵심역량을 제시하

이 세미나의 목적은 23년 동안 운영한 “우물실” 교사

여 수업에 반영해야 할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연구회의 활동내용과 목적 특장점 소개에 초점을 맞

이러한 역량과 관련하여 교과연구회를 운영하며 미래

추어 논의하는 것이다. 23년간의 우물실 연구회의 지

핵심역량 중심의 수업 구성을 연구하고 있다.

속 가능한 원동력은 전시체험 활동 학교 방문 프로그

수업친구동아리는 교내 저경력교사를 대상으로 월 1회

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소형 트럭에 본 연구회가 직접

모여 학생과 의사소통, 상호작용, 수업운영 및 수업개

제작한 물리실험 컨텐츠 100종을 싣고 신청학교로 가

선을 탐구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라 할 수 있다.

거나 체험형 실험장치를 대여하는 형태로 전시체험

문정교사학습동아리는 교내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월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실험 장치를 작

1회 교육도서를 선정하여 독서 후, 독서내용 토론을

동시켜 물리 현상을 관찰하고, 대학생 도우미 선생님

통해 교육 현장 적용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학습공동

으로부터 원리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체이다. 도서 요약 자료는 전 교직원들에게 공유하여

형태의 체험 활동 형태이다. 연중 지속적으로 5종의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60회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과

수업친구연구회는 교육지원청 내 신규교사들과 함께

학문화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보유하

하는 연구회로 자신의 수업모형 만들기, 수업전략 구

고 있는 우물실 전시물 컨텐츠 100종은 2005년부터

성 및 수업 구조화와 관련된 구안 및 공개수업으로

교사연구회에서 매년 10여종 씩 일상생활에서 사용

진행하고 있다.

하는 물품을 재료로 개발한 것으로 매월 1회 진행하

융합인재교육연구회는 교육지원청 내 신규 과학교사

는 교사연수를 통해 보유 컨텐츠를 다양화하고 있다.

들과 함께하는 연구회로 ‘지속가능발전(ESD) 기반 융
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주제
로 연구하고 있다.
대전과학교사연구회는 국립중앙과학관과 연계하여 대
전시내 중고등학교 과학교사들이 월 1회 모여 창의적
사고 및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학교 실험 관련 탐
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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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과학연구회는 대전시내 중학교 과학교사가 참여

않고 학생들의 가치관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야만 진

하는 연구회로 노벨수상자를 연구대상으로 창의력과

정한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무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구안을 진

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라는

행하고 있다.

것을 알게 되었다. 제아무리 뛰어난 자료와 수업지도
안이라도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이 되
도록 노력하였다.

발표 4.

생체모방을 적용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및 창의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사례

생체모방을 활용한 교육은 융합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기를 수 있는 탁월한 소재이다. 창의
적인 모방을 학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생

이현종

체모방 기술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활동을

보문고등학교

통해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생물 다양
성과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등 지속가능발전교육 측
면에서 다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자신의 주변에

본 교사 연구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창의교육

있는 생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더 다양한 생물을 관찰

연구 활동을 하면서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창의교육 수

하기 위해 자연사 박물관 또는 생물자원관을 방문하

업 모델을 개발 및 적용해왔다. 오랜 시간 수업에 적용

였고, 현재 살아 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과거에 멸종한

하고 수정 보안을 거듭하면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창

생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우리의 삶에

의교육은 우리 삶 속에 녹아 있으며 어느 한 교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면서 인류의 발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수업이 되도

교과 중심이 아니라 주제 중심으로 접근을 하면 실생

록 하였다. 교사연구회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적용

활과 연관성이 보다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흥

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창의교육 운

미와 호기심도 증진되었으며 프로젝트 및 문제기반 수

영 결과를 발표하고 교사연구회 활동의 성과를 나누

업으로 구성하기에도 좋았다. 또한, 아는 것에 그치지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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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1998년 기본 계획 수립
을 바탕으로 2000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지난 20년

발표 1.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중3 학생들의 과학
성취도와 정의적 특성 간의 관계 분석

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및 성취도 추이
를 파악하는데 기여해왔다. 또한 함께 실시된 설문 조
사를 통해 교육맥락 변인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구자옥, 이재봉

본 연구에서는 2018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3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결
정짓는 교육맥락 변인과 과학 성취도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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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3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루어지는 과학 교수법을 조사하였다. 학생 설문 결과

서 과학 성취도 10분위 집단을 기준으로 과학 성취도

우리나라는 교사 주도 수업의 응답 평균이 매우 낮게

가 증가할 때 학생들의 가정환경, 일상생활, 학교에 대

나타나 과학 수업에서 과학적인 아이디어의 설명과 학

한 만족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내 분석

생들의 질문에 대한 논의 등이 적게 이루어지는 것으

하였다. 또한 과학에 대한 흥미, 가치, 자신감이 학생들

로 나타났다. 피드백 제공 수업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의 과학 성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모두 응답 평균이 매우 낮게 나타나 과학 수업에서 개

가정 및 일상 생활에 대한 만족도 관련 응답을 분석한

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피드백의 제공이 부족한 것

결과 과학에서의 인지적 성취가 높은 집단의 경우 인

으로 나타났다. 학생 맞춤형 수업의 경우 과학 수업에

지적 성취가 낮은 집단보다 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

서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추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

서의 수가 많고, 정규시간 외 혼자 공부하는 시간, 부

으나 수업 방식의 재구성까지의 변화는 부족한 것으로

모님과 함께 공부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이 긴 것으

나타났다. 탐구 기반 수업의 경우 실험 설계 및 실험

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의 수면 시간과 수업 외 운동

실습 등 탐구의 실행과 관련한 항목들이 모두 응답 평

시간은 학생들의 과학 성취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

균이 매우 낮게 나타나, 과학 과목에서 과학 탐구의 중

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요성을 고려해볼 때 향후 탐구 기반 수업의 구현을 위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관련 응답을 분석한 결과 과

한 어려움이 극복될 필요가 있다.

학에서의 인지적 성취가 높은 집단의 경우 ‘나는 학교
에 가는 것이 즐겁다“, ”우리 학교에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선생님이 계신다.“에 긍정적
으로 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과학에 대한 흥미, 가치, 자신감은 학생들의 과학 성취
가 높은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3.

과학탐구실험 운영 실태 및 지원 방안 탐색
설문 조사 분석
변태진, 백종호, 심현표, 이동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표 2.

PISA 2015 설문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과학 수업의 실태
김현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의 가장 큰 변화 중 한
가지로 ‘과학탐구실험’ 과목의 신설을 뽑을 수 있다.
‘과학탐구실험’은 학교에서 탐구를 통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탐구 역량 강화 및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보통교과의 공통과목으로 분류되어 학생들의 진로 선

본 연구는 PISA 2015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택과 관계없이 일반고의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

과학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수법의 특징을 살펴보았

수하도록 편성되었다. 학교 과학 교육에서 ‘탐구 교육’

다. PISA는 3년 주기로 시행되는 교육 평가 도구로 학

은 그 중요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다방면의 연구

생들의 인지적 성취뿐 아니라 다양한 설문을 통해 국

와 실천이 지속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실행 상

가 교육 제도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관련

의 어려움들이 보고되어 왔다. 따라서 ‘과학탐구실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PISA 2015는 주영역이 과

교과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착근할 수 있도록 지

학 영역으로 설문을 통해 참여국의 과학 수업에서 이

속적으로 교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실제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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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은 2015 개정

이 연구는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3개년 동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적용 2년차로, 연구진은 2019년

안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고

5월 전국의 모든 일반계고등학교에 온라인 설문조사

등학생들의 과학과 과목 선택 비율의 변화로부터 과

를 실시하였으며, 필수 문항에 모두 응답한 814명의

목 선택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학생들

응답을 분석하였다. 설문 문항은 수업 외적 요인, 수

의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중심으로 배울

업실천(준비, 실행), 수업에 대한 평가, 교과 발전방향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

영역으로 이루어졌으며, 2018년과 비교하여 2019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학생들의 과

의 운영에서 드러난 변화요소도 발견하고자 하였다.

목 선택은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보다는 대학 입시에

이를 통해 과학탐구실험에 대한 인식, 실태, 지원 방

유리한지의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연구에

안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서는 학생들의 과학 과목 선택 경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발표 4.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나타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과학과 과목 선택 경향
이인호, 김미영, 이동욱, 이동원, 백종호, 심현표, 유은정,
김해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Symposium 3-1

16:00~17:40, 7월 26일(금) / 401호

을 모두 고려한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을 향한 과
학 교육계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발표 1.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과학 학습 특성

연구에서는 과학 교육에서의 정의(justice)를 구현해
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대표
적 소외 계층인 다문화, 탈북, 저소득층 학생들의 과

신동희

학 학습 성취도, 과학 학습 양식, 과학 학습 태도 등

이화여자대학교

에서의 특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외 계층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배경과 학습 환경으로 인해 집단 전체
특성보다는 집단 내 개인 특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문화, 탈북, 저소득층 등의 소외 계층 학생들이 증

양적 검사에 근거한 집단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

가하면서 그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많은 연구가 과학

서서 개별 학생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외

교육에서도 필요하다. 인지적 측면에서의 “모든 사람

계층 학생들의 과학 학습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반

을 위한 과학”을 넘어서서 사회문화적 배경의 다양성

성취도 격차가 커졌다. 그들이 경험한 과학 활동이 교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과학과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과 과제 | 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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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으로 모두 우수한 수준을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과학 활동 경험만으로도 그들의 과학 학습 흥미와 욕
구는 커졌다. 공적 제도 하에서만 과학 학습 경험이 가
능한 이들 소외 계층 학생들에게 더 풍부한 과학 활
동 경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발표 3.

귀추 과정을 적용한 예술 소재 천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최하늘, 신동희
이화여자대학교

발표 2.

우리 전통 과학 지식(traditional science
knowledge)을 포함한 과학 추리 활동의
특성

전통적인 학교 과학은 가설의 수용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가설-연역 탐구를 과학 탐구의 전형으로 여
겨 왔으며, 이에 학생들은 관찰된 현상이나 원인 및 과

이지혜1, 신동희2

정을 추리하여 설명적 가설을 생성하는 경험을 잘 못하

1

고 있다. 귀추법은 어떤 현상을 관찰한 후 특정한 규칙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 2이화여자대학교

을 통하여 그 현상의 원인을 추정하거나 설명하고자 할
때에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과학적 추론의 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전통 과학 지식(traditional science

확장적, 선택적, 창조적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귀추는

knowledge: TSK)과 문화적 특성을 융합적으로 포함

지구 및 우주 환경의 형성 원인과 과정을 연구하는 지

하고 있는 조선 온실을 활용한 과학 추리 활동을 개

구과학 탐구에 잘 부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발하고, 학생들의 과학 탐구 활동 특성과 태도를 탐색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학교 과학 탐구의 한계를 보

했다. 조선 온실은 한반도의 자연과 지리적 특성을 고

완하고 지구과학 탐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총 6단계로

려해 당시의 과학 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구성된 귀추적 탐구 단계를 개발한 후,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영농시설이다. 조선 온실은 유럽의 유리 온실

문화 및 예술 소재를 교수 자료로 활용한 과학 교육 프

보다 200년이나 앞선 우수한 과학 문화재임에도 불구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귀추적 탐구의 6단계는 열린 탐

하고 실물이 현존하지 않아 알려지지 않다가, 15세기

색, 안내된 탐색, 조사, 선택, 설명, 적용이며 교육 현

생활과학서인 <산가요록>의 기록을 토대로 복원되었

장에서 교사는 안내자 및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가진 사전지식을 활용해

된다. 귀추적 탐구를 적용하여 문화 및 예술 소재를 활

조선 온실의 모습을 추리하고 온실의 주재료인 유지

용한 중학생 대상 천문 교육 프로그램을 총 13차시 개

(기름한지)의 보온성을 가설연역 실험으로 검증하는

발하였으며,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

과학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등학교 88명(4집단)의 학

의 4차시 분량의 수업을 적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생들에게 적용했다. 조선 온실의 모습을 추리하는 과

미술, 음악, 문학(언어), 영상, 건축, 문화재 등의 세계

정에서 학생들이 활용한 규칙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의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교육 소재로 활용하였으

그리고 실험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태도 특

며, 현장 체험을 통한 귀추의 과정도 포함한다. 개발된

성은 무엇인지 드러냈다. 학생들은 조선 온실의 모습

본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와 분야의 예술 소재를 활

을 추리하는데 과학, 역사, 생활, 문화적 경험과 지식

용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 호기심, 창의성을 촉진

을 다양하게 고려한 규칙을 활용했고, 실험 결과를 해

하는 한편, 과학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습자들로 하

석하는데 전통 과학 문화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여금 과학의 본질적 속성과 과학적 아이디어에 대한

판단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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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발표 5.

과학관에서의 사회문제기반 과학-예술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이언스
아뜰리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덕수궁 탐방에서 학생들의 선지식이
추론에 미치는 영향

1

1

1

2

2

2

전주영, 신동희
3

정찬미 , 김호경 , 서수연 , 최규리 , 백은주 , 백희수 , 허송이
1

2

이화여자대학교

3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한국창의교육연구원, 서울시립

과학관

과학적 추론이란 과학적 사고 중에서 지식, 이론, 경험
등의 특정 전제로부터 현상에 대한 새로운 결론을 도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융합적 사고와

출하는 논리적 인지 기능이다. 과학적 추론 중 귀추적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요구하고 있다. 복합 문화 공간

추론은 탐구자가 관찰한 사실을 선지식을 이용하여 설

이자 공공의 장으로서 과학관은 시민들의 과학적 소양

명, 결론으로부터 가설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귀추는

을 높이고 과학기술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담론을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지만, 특히 지구과학의 경우 증

추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 관

거나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귀추를 사

련 사회 문제를 주제로 과학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

용하는 연구가 중요하게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술체험기반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패키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지식에 따른 귀추 과정의 변화를

‘사이언스 아뜰리에’를 개발하는 것이다. 교육 목표는

관찰하기 위해 3단계의 덕수궁 탐방을 계획했다. 덕수

학습자가 과학과 예술 분야를 넘나들며 융합적으로 사

궁은 한옥과 양관이 공존하여 두 종류 건축물의 비교

고하고 창의성을 발현함과 동시에, 여러 사회 문제에

를 통해 건축이나 환경 속 과학을 살펴볼 수 있고, 비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시민으로서 참여할 기회를 제공

교적 짧은 시간 동안 격변한 조선의 역사를 담고 있는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총 2단계 중 1단계에 해당하

장소이기 때문에 과학, 역사 선지식에 따른 귀추 과정

며, 1단계 연구 절차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요소 및 단

을 관찰하기에 적합하다. 덕수궁에서 학생들은 과학적

계 규명, 교육 주제 선정, 교육 프로그램 시나리오 구

이거나 역사적인 요소들을 관찰하고, 관찰된 증거를

성, 교육 콘텐츠 시제품 제작, 파일럿 프로그램 적용,

남긴 원인을 추론하고 스스로 타당하다고 여기는 결론

교육 콘텐츠 패키지 알파버전 개발이다. 선정된 교육

을 내리게 된다. 단, 1단계에서는 내용적 지식을 제공

주제는 최근 급격한 감소로 인해 그 위험성이 경고되

하지 않고, 2단계에서는 과학 지식을 제공하고, 마지

고 있는 생물다양성, 온 국민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

막 3단계에서는 과학, 역사 지식을 제공한다. 덕수궁

는 재해/재난인 지진과 미세먼지이며, 현재 교육 콘텐

탐방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단계에서의 학생들의

츠 시제품이 개발이 완료되었다. 개발된 교육 콘텐츠

귀추 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귀추에

시제품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활용 방안을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한 학생들일수록 의문점

제시하였다.

을 제기하거나 구체화하는 과정을 어려워하였다. 둘
째, 과학 관련 선지식을 소유한 학생들의 경우, 선지식

감사의 글

을 활용해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

있었으나 오히려 선지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미 아는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

대로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선지식을 갖고 있

X1A3A1070757).

더라도, 학생 스스로의 관찰과 의문점에 자신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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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창의적인 귀추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들이 면담에 참여해서 양적, 질적 자료를 제공했다.
연구 결과 검사 도구 속 측정 개념과 도구 속 언어 형

*이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식이 학생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했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6066

다. 과학과 과학 과목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다른 이

969)

해는 그간 과학과 과학 문화를 대중화하려는 과학 교

*이 연구는 2019년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육 운동의 영향을 반영하지만, 두 용어를 혼동하거나

행된 연구임(2-2019-0600-001-1)

선호를 달리하는 반응으로 나타났다. 도구 속 언어 형
식은 짧은 시간 동안 검사 도구와 상호작용하는 과정
에서 언어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반응을 유도했다.

발표 6.

과학 관련 정의적 영역 평가 도구 속 언어
고찰: 도구 개발자가 예상치 못한 학생
반응을 중심으로

도구의 결함에서 비롯한 언어 형식에 의한 오해에서
부터 개인적, 문화적 경험에 따른 언어 이해의 차이,
학생들의 역동적 사고가 작용하는 연속적 언어 조합
의 제시는 도구 개발자가 예상치 못한 오차를 발생시
키기도 했다. 특히 외국어로 된 문항을 우리말로 번역

정수임1, 신동희2

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의미가 검사에 참여하는 학생

1

들에게 합당한 의미로 인식되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

은계중학교, 2이화여자대학교

요가 있으며, 일상에서 흔하게 쓰이면서 다양한 의미
로 활용되는 단어의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과학 교육에서 인지적 영역과 함께 정의적 영역 특성
을 측정하려는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정의적 영역의
대상은 과거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나아
가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특성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
다. 그간 인지적 성취에 중점을 두었던 풍토를 쇄신하
고 인지적·정의적 성취의 균형을 잡으려는 과학 교육

발표 7.

중학교 지구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용어
분류 및 학생들의 이해도 분석

계의 다양한 노력과 맞물리면서 정의적 성취와 특성

최영진, 신동희

을 측정하려는 연구에 박차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과

이화여자대학교

학 관련 정의적 영역 검사 도구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언어를 숙고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은 인지적 영역 검
사 도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적

과학 교육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과학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인지적 영역 문항 개발에서는 측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학 용

정 개념과 언어를 명확히 하려는 과정이 중요한 비중

어의 이해는 과학 학습의 가장 중요한 기초 수단이다.

을 차지하는 반면, 일상어를 위주로 한 정의적 영역의

과학 교과의 내용은 과학 용어를 매개로 기술되며, 학

경우 상대적으로 개념과 언어에 대해 주의를 덜 기울

습자는 용어를 통해 학습한다(정진우 외, 2007). 학습

이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학 관련 정

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과학 용어가 제시될 경우 학습

의적 영역 검사 도구를 이루는 언어와 언어의 사용

자는 용어로 인해 학습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

맥락에 따라 학생들이 측정하려는 목적과 다르게 반

는 만큼, 단어, 어휘, 낱말로 구성된 과학 용어가 부정

응할 수 있음을 보였다. 649명의 고등학생이 PISA

확하거나 난해하면 과학 학습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

2006에서 발췌한 태도 문항에 응답했고, 44명의 학생

로 작용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중학교 이후의 과

= = = = | 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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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수업에서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학

개정 중학교 3학년 교과서 8종의 색인에 제시된 천문

용어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야 한다. 지

학 용어 167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동일한

구과학은 특히 매우 큰 시간과 공간적 개념을 다루며

개념에 대해 교과서별로 다르게 제시된 용어들이나,

(이규호 & 권병두, 2010), 독립된 분야들간의 상호연

한 용어에서 여러 파생 용어가 제시된 경우에는 원

결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타영역에 비해 추상적인 개

개념 용어만 분석하였다. 해당 용어들에 대해 중학교

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이성호 외, 2001). 이러한

1-3학년 학생들에게 용어의 정의를 쓰도록 하는 검사

학문적 특성으로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

지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지의 내용에 대한 질적 자료

하면 타 과목보다 개념 형성 및 학습에 더 큰 지장을

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오개념의

초래할 수 있다(안건상, 2011).

확인이 오개념 수정에 효과적인 만큼, 학생들이 용어

학생들이 지구과학 개념 형성 과정에서 과학 용어로

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에 연구의

인해 겪는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구과학 영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용

역에서 제시되는 용어들의 특징을 먼저 분석하고, 이

어의 특성에 따른 학생들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

에 따른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방안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에서는 지구과학 용어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지구과학 용어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이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특성들에 따른 학생들의 이해 정도와 오개념의 형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6066

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5 개정 중학교 1학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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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 7종의 색인에 제시된 지질학 용어 118개와 2009

• Symposium 3-2

16:00~17:40, 7월 26일(금) / 404호

간을 지배하는 암울한 미래를 상상하지 않더라도, 인
간의 창조물인 기계들이 육체 노동에서 인간을 대체

발표 1.

하고, 지능 시스템들이 정신 노동에서도 인간을 소외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뇌인지 과학
교육

시켜, 절대 다수 인간들을 생존의 위기, 인간성 상실
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들로 가

이경민

득찬 미래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후속 세대들에게 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및 대학원 인지과학협동과정 교수

요한 과학교육은 어떤 방향이어야 할 것인가?
첫째,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과학 교
육이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을 대립시키는 이분법적

오늘날 인류는 점증하는 위기들에 직면해 있다. 과학

사고에 기반하여, 자연 현상에 치중하는 과학 교육을

기술을 무비판적으로 숭배하고 이윤 추구에만 몰입하

보완해야 한다. 인간 대 자연의 이분법은 두 가지의

여 인류 스스로는 물론 지구 전체를 생태환경적 위기

층위에서 문제적이다. 주관적 관찰 주체와 객관적이

에 몰아 넣었고, 지식 정보 중심의 사회경제 체제로

고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관찰 대상이라는 근현대적

변화하는 과정에서 개인, 지역, 국가간 불균등이 심화

인식 모델이 설명력의 한계에 봉착했고, 인간중심주

되고 과도한 경쟁과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인류 공동

의적 휴머니즘의 세계관이 실재에 대한 과학적 이해

체가 해체될 위험에 처해 있다. 더욱이, 초지능이 인

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의 틀에 기반한 교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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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더 이상 인류의 상황을 이해하고, 위기들을 해결

판하고 평가하는 반성 능력 등은 과학 교육에서 본격

할 수 없다. 현대과학은 이미 관찰자와 관찰대상의 구

적으로 다룰 수 없었다. 이런 초감각적 대상에 대한

분이 불가능함을 받아들이고, 개체들의 상호작용에서

교육을 일부 수학 교육에 포함시키고, 코딩 교육 등

창발하는 자기재생산 조직체가 존재의 기본 단위임을

새로운 교과목으로 만들 수 있지만, 물질과 정보로 구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간 대 자연의 대립 구도에 기

성된 실재 세계의 통합적 이해, 자연지능과 인공지능

반하고, 소위 문과/이과의 인위적 구분에 근거해서 한

등 지능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다루는 과학

쪽에 편향된 과학 교육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 자연

교육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더욱이, 과학적 탐구가 물

속의 인간, 인간의 자기 이해를 위한 과학과 문화, 인

질 세계의 관찰을 통해 정보 세계에 속하는 개념과

류의 자기 재생산을 위한 기술과 사회 조직화 등 인

가설을 만들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시 물질 세계에

간의 삶에 대한 변증법적, 융합적인 주제들을 포괄하

서 예측과 측정하는 일련의 밀접하게 연결된 과정들

여 과학 교육을 재구성해야 한다.

임을 인식한다면, 이런 과학적 탐구를 수행할 수 있게

둘째, 물질/정신 이원론에 기반한 인간중심주의적 세

가르치는 과학 교육에서 물질 세계 편향을 반드시 교

계관을 극복하는 과학 교육이어야 한다. 흔히 물질과

정해야 할 것이다.

정신을 구분하고 정신을 물질로 구성된 세계에서 쫓아
낸 데카르트의 존재론을 근현대 과학의 철학적 기초

약력

로 간주한다. 그러나, 뇌인지과학의 최근 성과들은 인

MIT 신경과학 박사

간의 지능을 포함한 정신 현상이 생명체와 환경의 적

Cornell 대학병원 신경과 전공의 수련 후 행동신경학

응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한 진화의 산물이고, 물질

과 인지신경과학 전공

과 정신의 존재론적 구분 자체가 무의미함을 보여주

한국인지과학회장(2014),

고 있다. 따라서 우주에서 유일하게 이성을 가진 인간

(2016~2018) 역임

이 세상의 중심이고 세계를 지배해야 마땅하다는 인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편집위원장

간중심주의적 휴머니즘은 그 근거를 상실한다. 이런

게임과학포럼 상임대표

탈인본주의(포스트휴머니즘)적 논의들은 인간의 지능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의 종교와 과학, 비디오 게임을

과 의식을, 물질적 존재자들의 존재 양식과 단절된 것

통한 인지 발달 연구

게임이용자보호센터장

이 아니라, 물리화학적 상호작용의 법칙성, 생명체 자
기조직의 합목적성, 개체와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리성 실현이라는 우주적 연결망의 일부로 파악한
다. 이런 과학적 이해를 통해, 기술 개발의 궁극적 목
적이 이기적인 소수 개인의 무병장수나 영생의 욕망
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포함한 전지구적
생태계의 합리적 자기재생산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세째, 과학교육의 내용에서 물질 세계 편향을 극복해

발표 2.

인공지능 시대의 과학교육: 복잡계과학과
떠오름교육
최무영
서울대학교

야 한다. 지금까지 과학 교육의 내용은 관찰이 가능한
물질 세계의 현상들로 국한되었고, 그 현상들의 층위
에 따라 세부 과목들을 구분했다. 그러다 보니, 감각

많은 수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뭇알갱이계에서는 구

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것들, 예컨대, 추론에 의해 증

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협동현상으로 계 전체의

명 가능한 개념들, 감각 정보 처리나 분석과 종합을

집단성질이 떠오르게 된다. 자연에서 뭇알갱이계들은

포함하는 알고리듬들, 나아가 개념과 알고리듬을 비

질서와 무질서의 경계에서 이른바 복잡성을 지니는 경

= = = = | 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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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으며, 이러한 복잡계는 대체로 비평형 상태에

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교육의 준비가 한창이다. 미

서 환경의 영향 아래서 스스로 짜인 구조를 갖추게 되

래교육을 위한 창의융합교육, 다양성 존중 교육, 개별화

는 경향을 가진다. 물리학에서 두뇌는 복잡계의 전형

교육, 글로벌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적 화두가 넘쳐난

이고 지능은 집단성질로서 떠오른다고 여길 수 있다.

다. 그 와중에 많은 이들이 과학교육의 역할과 가치에

이러한 자연지능을 흉내 낸 인공지능은 알파고의 승리

대한 중요성을 공감한다. 특히, 다가오는 첨단 과학기술

에서 보듯이 계속 발전하고 앞으로 인간의 삶에 커다

시대의 과학교육에 대한 목표와 방향은 과히 미래사회

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

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응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하여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주도적으로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 토론의 발제자들이 제안한 과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떠오르게 하는 교

학교육의 방향과 목적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흥미롭

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발표에서는 복

고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본다.

잡계의 의미를 간단히 알아보고, 복잡계의 관점에서

교육의 사회적 동기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

인공지능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며, 이로부터 바람

는 현 시점에서 과학교육에 대한 교육의 도구적 관점,

직한 교육의 방향을 생각해보려 한다.

물질적 관점, 투자적 관점이 아닌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을 전제로 하는 포스트휴머니즘적인 관점의 과학교육의

약력

방향 제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철학적 배경의

· 1979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이학사)

교육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과학교육의 목적

· 1981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학석사)

을 국가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교육에 대한 투자

· 1984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이학박사)

적 동기(Freire, 1985)로 접근했던 과학교육의 목표를 뛰

· 1987-현재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어 넘는, 과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환영한다. 이와

· 1987-현재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

같은 관점은 교육이라는 사회적 제도 속에서의 과학교

정 겸무교수

육이 아닌 인간 활동의 한 영역으로서 과학이 무엇이며,

· 1987-현재 서울대학교 계산과학 협동과정 겸무교수

무엇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또한 어떤 과학교육을

· 2019 서울대 3회 암곡 학술상 수상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준다.

※서울대는 인문학의 소양을 갖춘 과학자 및 과학의 역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뇌인지 과학교

사·현대과학의 기초를 이해하는 인문학자를 지원하여

육>에서 발제자가 제시해 주신 과학교육의 3가지 방향

새로운 한국적 지식인의 표상을 정립하고자 신승일 박

중에서 인간과 자연을 대립시키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

사 선친의 호를 명명하여 ‘암곡학술상’을 제정하였음.

반하여 자연 현상에 치중하는 과학 교육이 아닌, 인류
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과학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 제시는 자연과 공존하는 인류의 존재 가치
를 인식시킨다.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고 자연을 객체화

토론

교육의 도구적 관점을 뛰어 넘는 과학 교육
방향 제시에 대한 환영

하고 대상화하는 과학교육이 아닌 인류의 가치와 문화
를 자연에서 창조하고 공존한다는 인식은 과학교육이
현재의 수단화를 위치를 극복하는 새로운 철학적 배경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물질/정신 이원론에 기

이영희

반한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 및 물질세계에 편향된 과

단국대학교

학교육의 극복을 제안하는 발제 내용은 현재 물질세계
의 존재론에 근거한 과학철학에 대한 근본적 제고를 요
인공지능·자동화·사물인터넷 등으로 요약되는 4차산업

구한다. 발제자는 인간의 지능과 의식이 우주적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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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로써 과학적 이해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활용의

대 과학철학의 근간이 되는 관찰의 중요성 및 과학과

목적이 아닌 전지구적 생태계의 자기재생산이라는 측면

다른 학문의 차별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즉, 과학

을 강조하면서 생태계에서 인류의 존재를 상기시킨다.

이라는 학문이 단순히 인간이 자연을 대상으로 과학기

이것은 현대과학이 시작된 중세 서구사회의 종교적 배

술 발전의 활용을 위한 도구적 목적의 학문이 아니라

경에서 과학이 신의 자연창조의 원리를 탐구하는 목적

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지만, 그렇다면 자연현상의 이

에서 시작했던 점을 상기했을 때, 과학학문에 대한 주

해라는 과학의 정의와 관찰과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체로 인간과 객체로써의 자연이라는 명확한 이분화에

과학탐구의 특징으로 다른 학문과의 구분에 대한 과학

대한 제고를 요구한다. 또한 발제자가 제안한 과학교육

의 차별성은 어떻게 규정지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에서 물질세계에 국한된 과학의 한계를 벗어난 과학교

필요하다. 무엇이 과학을 과학이라 규정지을 수 있는

육의 방향에 대한 제시는 현재 과학교육에서 집중하는

가? 또한 무엇이 과학과 비과학(pseudo-science)인가

다면적인 과학의 특성(본성)으로서, 과학적 사고와 논

등에 대한 논란은 과학교육계에서 지속적인 논쟁의 측

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면이다. 분명 과학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따라 이와 같

이처럼 발제문의 내용에서는 과학교육의 배경이 되는

은 과학철학의 개념과 과학의 본성 또한 변화가 필요

현대 과학철학의 물질론, 경험론과 함께 과학의 주체를

하다. 어쩌면 다가올 4차산업혁명의 인공지능·초연결

인간으로 명시하고 객체를 자연으로 제한하는 현대 과

시대가 20세기 초 토마스 쿤(Thomas Kuhn)의 과학혁

학의 기본 개념과 탐구의 철학적 배경에 대한 근본적

명과 같은 과학철학의 혁명을 다시 한번 초래할 수도

제고를 담고 있다. 이것은 한편 신선한 관점이지만, 현

있을 것이다.

• Symposium 3-3

16:00~17:40, 7월 26일(금) / 501호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과학중점과정에서는 고등학
교 3년 총 이수단위 중 과학·수학의 비율이 45% 이상

발표 1.

으로, 과학 Ⅰ, Ⅱ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며, 1학

과학중점학교 운영 성과: 지난 10년을
돌이키며

년 때에는 과학·수학 체험활동을 연간 50시간 이상 운
영하여 진로 탐색 및 내실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최재혁1, 김종희1, 방승진2, 서혜애3, 손정우4, 심규철5, 심재

통해 이공계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본 과학중점

호3, 이기영6, 이봉우7, 정은영1, 조헌국7, 차정호8, 최원호9,

학교 지원연구단에서는 과학중점학교 운영 성과를 확

김진희10, 노현아1, 한화정1

산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연구를 하고

1

2

3

4

5

전남대학교, 아주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
6

7

8

9

교, 강원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대학교, 순천대학교,

10

서울

대학교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
별 컨설팅, 운영 가이드북 및 우수사례집 제작 및 배
포, 학생 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재학생 및 졸
업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의 운영 만족도 및 교육 효

과학중점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의 과학·수학 교육 강

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학

화를 통한 우수 과학인재 양성 및 우수 인재의 이공계

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과학중점학교 운영에 대한

대학 진학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학중점

있다.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는 2009년 53개 학교

학교 운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들의

지정을 시작으로 확대 운영되고 2019년 현재 124개

과학 및 수학에 대한 관심과 진로 선택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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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쳐, 학생들의 과학·수학 활동 참여와 이공계

달성하기 위해 KSES는 현재로부터 대략 한 세대 이

열 진학률이 늘어 2018년 과학중점학교에서 운영된

후이자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인

학생 연구 과제는 5641건, 동아리 활동팀은 3724팀,

2045년을 바라보면서, 미래 과학교육이 추구하는 인

이공계 진학 학생 수는 17639명이었다.

간상을 “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
적인 사람”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들이 갖추어야 할 ‘과
학적 소양’을 “과학 관련 역량과 지식을 지니고 개인
과 사회의 문제해결에 민주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실천

발표 2.

하는 태도와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과학적 소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의 주요
내용과 특징

양을 ‘지식’, ‘역량’, ‘참여와 실천’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과학적 소양 나무(ToSL: Tree of Scientific

송진웅1, 강석진2, 곽영순3, 김동건4, 나지연5, 도종훈6, 박성

Literacy)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역량’ 차원은 과학

춘7, 손연아8, 손정우9, 오필석10, 이준기11, 이현정12, 임혁13,

적 탐구력, 과학적 사고력,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 정

정대홍14, 정용재15

보처리와 의사결정 능력, 초연결사회 대응과 평생학

1

서울대학교, 2전주교육대학교, 3한국교원대학교, 4창덕여자중학
5

6

7

8

9

교, 춘천교육대학교, 서원대학교, 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경
상대학교,
13

10

경인교육대학교,

문정고등학교,

14

11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12

서울온곡초등학교,

15

습 능력의 5개 영역으로, ‘지식’ 차원은 규칙성과 다
양성, 에너지와 물질,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안
정성, 과학과 사회,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의
6개 영역으로, ‘참여와 실천’ 차원은 과학공동체 활

공주교육대학교

동, 과학리더십 발휘, 안전사회 기여, 과학문화 향유,
지속가능사회 기여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본 발표에서는 2017년과 2018년, 2년간에 걸쳐 교육

영역에는 다시 몇 개의 하위영역을 두어 좀 더 세분

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미래세

화된 과학적 소양을 제시하였는데, 역량 차원에는 23

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Korean Science Education

개, 지식 차원에는 23개, 참여와 실천 차원에는 19개

Standards, 이하 KSES)과 단계별 수행기대, 주제중심

의 하위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KSES의

종합예시 등의 주요 내용과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자

구현을 위해 과학적 소양의 목표 수준을 과학학습 경

한다. KSES는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내 과학

험의 누적 연수에 따라 6단계(Stage)로 구분하여, ‘단

교육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해 2014년부터 한국과학

계별 수행기대’로 상세화 하였다. 또, 국가 수준의 과

창의재단과 교육부의 주관 하에 수행된 장기 프로젝트

학교육과정 개발이나 현장 과학교육의 실천에 가이드

의 산물로서, ‘한국형 차세대과학교육표준 개발 마스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터플랜 수립방안 연구’(김영민 등, 2015), ‘2045 미래

총 32개의 ‘KSES 주제중심 종합예시’를 제시하였고,

사회 인재상 및 핵심 과학 역량 마일스톤’(김오훈 등,

실제 KSES의 구현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 3개 학년

2016),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 개발’(전승수 등,

(초4, 중2, 고1)을 대상으로 KSES의 ‘역량’, ‘참여와

2017),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개발을 위한 기초연

실천’ 차원과 ‘교육환경’에 대한 지표체계를 개발하

구’(김희백 등, 2017),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 표

였다. 이러한 KSES는 미래사회를 위한 과학교육 실

준 개발’(송진웅 등, 2018) 연구의 축적된 결과물이라

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할 수 있다. KSES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나아가 미래사회를 개척하는 과
학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국가 과학교육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과학과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과 과제 | 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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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2년 동안 모델 학교의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
발표 3.

창의융합형 과학실 운영과 성과
손정우1, 권경필2, 노상미3, 심규철4, 이봉우5, 임완철6, 정대
홍7, 최원호8
1

경상대학교, 2경인교육대학교, 3진서고등학교, 4공주대학교, 5단

국대학교, 6성신여자대학교, 7서울대학교, 8순천대학교

족도를 알아본 결과 공간과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모
두 평균 4.3을 넘었고, 1차년 운영학교보다 2차년 운
영학교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고
등학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더 높았다. 창
의융합형 과학실에 대한 장점으로 교사는 학생 주도
수업 운영,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 향상, 다양한 수업
시도 및 의욕 증진을 제시하였고, 학생들은 쾌적한 학
습 환경, 동료와의 협업, 재밌는 수업 등을 제시하였
다. 이처럼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현재 미래교육을 대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다양한 과학 현상에 대한 실험활

비하기 위한 과학교실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점차

동과 함께 실생활 문제를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협

지능형 과학실로 진화되어 갈 것이다.

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탐구 활동이 이루어
지는 공간으로 2016년에 기획되었다. 2017년부터 올
해까지 3년간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모
델학교 120개를 공모·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창의
융합형 과학실의 가장 특징은 기존 실험 중심의 과학
실을 벗어나 프로젝트 활동 중심으로 공간을 재구성하
는 데 있다. 최근 NMC(New Media Consortium, 2017)

발표 4.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의 운영
효과
김용진1, 민재식2, 동효관3, 이윤형4, 임성민5

에서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학교 교육 환경의 변

1

화를 예측한 보고서를 출간하였는데, 중기적으로 협력

중학교, 5대구대학교

경상대학교, 2삼일여자고등학교, 3한국교육과정평가원, 4진주동

학습 중심의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학습 공간 재설계
교육 환경과 장기적으로는 심화학습이 가능한 프로젝
트 학습이 유행할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에 유럽학교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은 학생의 육체적이고 정신적

네트워크(European Schoolnet, 2016)에서는 기존 과학

인 수업 참여와 교사의 조력자 역할을 통해 학생의

실을 창작, 상호작용, 발표, 조사, 공유, 개발 공간으로

자기주도적, 능동적, 협력적인 학습 활동을 추구하여

분할하여 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과학과 핵심역량과 수업 흥미도의 향상을 추구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과학교과에서 창의융합형 과학실로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 현

구현하고 있다. 창의융합형 과학실은 크게 4개의 필수

장의 과학수업에서 교사의 주입식 수업보다는 학생

영역인 토론, 발표, 학습, 실험 공간, 선택 영역인 창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교육관에 따른

작, 전시, 준비 공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기존의 실

교실 문화의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험실에 사용하던 실험도구 뿐만 아니라 IoT, AR, VR,

위하여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전국 초•중

3D 프린터, 아두이노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

•고등학교 95개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지원연구

탐구도구를 주로 사용한다. 현재 120개 모델 학교는

단을 통해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의 운영을 지원하였

7개의 공간 중에서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다. 지원연구단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 가이드북과

구축하였다. 또한 수업을 위해 기존 교과서를 재구성

우수 운영 사례집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며, 공개 수

하여 프로젝트형태로 변형하거나 협동학습의 직소Ⅱ

업 등을 참관하고 수업 나눔 등의 컨설팅을 수행하여

모형 등으로 협업 위주의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지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선

= = = = | VQ

SYMPOSIUM(심포지움)

도학교에서 학생 참여형과학수업의 운영 효과를 알아

다. 수업과정 자체가 평가임을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

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과학과핵심역량(과학적 사고

들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것

력, 탐구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력, 공동체 참여) 변

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느낀 소감을 수집한 주요 내

화와 수업 활동 유형별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를 개발

용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자

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한 학

신이 무언가 했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이 직접 참

기 이상 경험한 학생들은 과학과 핵심역량이 향상된

여한 과정들을 더 잘 기억하여 학습효과도 높아지고

것으로 인식하였으며(사전 3.45, 사후 3.66), 과학수

있다. 토론 및 토의 활동을 통한 발표력과 의사소통

업에 대한 흥미도 역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전

능력 향상되었으며 배움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다.

3.58, 사후 3.76). 또한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을 경험

모둠 활동에서의 협업능력 등이 향상되었고 자신의

한 학생들의 질적 변화에 대해 교사들이 관찰한 결과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학생 참여

를 수집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 참여

형 수업이 제대로 운영될 때, 교사들의 수업 효능감도

형 수업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멍하게 있거나 조

높아지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가 많이

는 학생들이 적어지고, 수업에 흥미와 열의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래 사회가 어떻

참여하였다. 교사에게 학습 내용이나 수업시간의 활

게 변할지라도 학생 참여형 수업은 교실 문화의 회복

동과 관련한 질문이 많이 늘어나고 면대면 피드백이

과 중요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교사와 학생의 사이가 더욱 좋아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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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론 지식능력을 다양한 원리를 적용하여 실용성
발표 1.

낙생고등학교 발명교육 사례
서재흥
前 낙생고등학교

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현상이나 알고 느끼고는 있으나 설명
하기 어려운 사물이나 존재를 보이도록 하고, 생활에
서 느끼는 불편이나 문제의 해결방안이나 미래를 예
측하고 대비하고 판단하며 준비하도록 해주고 그 대
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1. 낙생고등학교 발명교육 목표

이러한 교육의 기본을 창의성 교육이라 하며, 남과 다

발명활동을 통하여 첫째, 협력교육(공동체교육) 즉 같

르게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함양

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시민사회를 구현하는 교육을

교육이 중요하며 이러한 것을 만족시키는 한 방법으

실현하는데 작은 역할모색이 중요하다. 자신만을 아

로 발명교육이 필요하며 다양한 영역을 접하는 방안

는 세상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실종된 이 세상에서

이라 생각한다.

실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불편함을 자신과 남을

2. 발명활동 5가지 덕목

생각하는 마음으로 발명품을 만들고 해결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다.
둘째, 현장교육, 즉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장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전문 서적이나 대학 방문 및 현장 전문 기술인을 통

영역

내용

알아야 하고(知)

다양한 정보(아이디 미래의 대한 비젼 장단점 분석, 보완
어). 관심분야

행동해야 하며(行)

도전(대회참가),
경험(수상실적)

한 현장실습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과 다양한 각도
(주인 의식과 다양한 눈)에서 사물을 보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실용화 교육, 즉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실생활

= = = = | VS

비고

시킬 줄 알아야 하고
진로적성 분석
(用)

자신감, 성취감, 도
전, 열정
진로 및 진학지도에
활용
전문분야(발명, 로봇,
디자인, 창의력, 과학,
건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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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가르칠 수 있어야 하 배우고 가르치고
(인성)
며(訓)

비고
경험과 노하우 전수
-상호관계를 통한 효
율성과 집중력

실용 및 적용 능력
사람과 일을 평가할
지식의 권리화(출원)
함양, 경쟁유도
줄 아는 것(評)

발표 2.

미래 인재를 위한 발명교육: 높은 자유도의,
수요자 중심의 융합창의교육
이민구1, 가석현1, 김지미2, 원대영3
1

서울대학교, 2중앙대학교, 3한국과학기술원

나의 Mission
나의 ( 나의 才能(달란트), 열정, 努力 )을 바탕으로 최선의 ( 하고
싶은 )을 통해 ( 무언가를 )를 창출하여 ( 이 사회 누군가 )에
( 도움되는 역할을 )을 한다.

기업의 발명 장려와 교육기관의 발명 장려는 지식재
산권 확보의 본질은 같지만 각 구성원인 발명자에게

■ 행동원칙 1 :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 행동원칙 2 : 가슴 뛰는 혁신을 시작하라
■ 행동원칙 3 : 하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자

환경의 차이가 있다. 기존의 발명 교육에서는 TRIZ
와 같은 발명 도구와 더불어 출원 문서의 초안을 작
성하는 발명 접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이 시도

교과 교육에서 매시간 발산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되고 있다.

교사들이 노력해야 학생들은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서울대학교 통합창의디자인 연계전공은 디자인을 주

교과에서 추구하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교

축으로 공대, 경영대, 생활과학대 등 다양한 전공을

사들의 창의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학생들을 변화

가진 학생들이 모여 프로젝트 및 인턴쉽을 진행하는

하는 세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며, 보다 나은 삶

연구 프로그램으로, 최근 5년여에 걸쳐 약 20여 건에

의 질 향상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

달하는 국내외 특허 출원과 10건 내외의 연계과제, 5

으로 육성될 것이다. 이처럼, 창의력은 미래형 인간의

건 이내의 기술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한 전형으로서 중요하며, 새로운 가치 있는 것을 통해

단순하게 발명과 출원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서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

자들에게 어떤 불편이 있고 어떤 가치가 필요한지를

로서 중요하다. 아울러 삶의 보람, 자아실현으로서의

알아보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과 가치를 제안하는 서

창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각 교과별, 학년별,

비스디자인과 유사한 접근방법을 갖는다. 이를 위해

과제별 창의력 교육을 위한 과제 구체적인 방법을 강

누군가는 도면 대신 냅킨 위에 스케치를 그리고, 누군

구하고 그에 걸맞는 다양한 창의력 교육을 위한 교수

가는 기존 발명의 청구항에서 회피를 제안한 발명제

-학습 자료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에디슨이

안서를 슬라이드만으로 올린다. 학교의 전산 시스템

나, 베토벤과 같은 사람도 갑작스런 창의적 아이디어

은 이러한 발명 활동의 지원을 위해 출원서 작성 과

로 위대한 발견과 영원한 걸작을 남긴 것이 아니라

정에서 검색과 문구 추천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시스

그들도 수 차례의 시행착오와 과제집착력, 은근과 끈

템을 지원한다.

기의 소산으로 창의적인 산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 발표에서는 다양한 발명 교육의 접근 방법을 알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사들도 학생들

보고, 발명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현황과

의 창의력 교육을 위하여 사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전망을 살펴보며,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대학생 발

조성해 준다거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명교육의 방향을 논의해보려 한다.

마련해 준다거나, 일상 생활에서 많은 대화를 갖는다
거나 하는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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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발명교육 해외사례 조사 결과 및 시사점
김민기1, 김세원1, 문공주2
1

한국발명진흥회, 2서울대학교

[그림] 주요 조사 대상국의 분류
(서양 주요국, 아시아 주요국, 기타 조사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 세계는 교
육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에서 인재상과 비전을 제시하

주요 조사 결과로 첫째, 각국은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고 중단기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의 과학교육종

대비하기 위해 발명교육 요소와 활동이 포함된 교육

합계획(2016년∼2020년)은‘과학교육을 통한 미래세대

지원 정책을 수립·운영 중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창

핵심역량 강화’를 중점방향으로 설정하고 ‘1. 즐거운

의발명교육과 기업가정신교육의 융합이 점차 활성화

과학학습 경험 확대’전략을 위해 메이커 활동을, ‘3. 창

되고 있었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학생 창의활동의

의융합형 과학교육 활성화’전략을 위해 STEAM 교육

최종 성과물로‘발명’활동은 강조되고 있었다. 넷째,

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직

메이커 활동 및 코딩 교육은 학생 창의성을 기르는

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출된 ‘창의ㆍ융합형 인재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

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방안(2018~2022년)’

반으로 지역사회·기업·지역 전문가와 연계된 교육 사

은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회 각 영역

례를 국내에서 실천하도록 제언하였다.

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바라보며
창의성, 융합 및 협업, 도전정신을 기르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본 조사연구는 이렇게 최신 산업혁명 도래
와 관련된 국내의 교육 방향에 견주어 해외의 교육정
책과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조사 대상국을 선정하기 위해 세계 경쟁력 지표(GCR)
및 1인당 총 생산량을 고려하여 서양 주요국(미국, 네
덜란드, 핀란드, 영국), 아시아 주요국(싱가포르, 일본,

발표 4.

영구기관 발명가 3인이 보여주는 심리 ․
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사례연구
하민수1, 정철환2, 이준기3, 신세인4
1

강원대학교, 2김·장법률사무소, 3전북대학교, 4충북대학교

중국, 대만) 및 기타 조사국(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
랜드) 등 12 국의 현지 전문가를 통해 문헌 조사(조사
틀: 교육정책, 교육프로그램, 교육대회, 시사점)를 하

이 연구는 영구기관 발명가들의 사례를 심리․사회학

고 및 주요국을 방문하여 교육 기관의 담당자와 면담

적적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과잉 동기와 과제 집착

조사를 실시하였다.

의 어두운 면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뉴스, 방송 영
상, 기사, 관련 댓글 등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나타
난 영구기관 발명가 3인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
고,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해 귀납적으로 범주화
했다. 연구 결과 영구기관 발명가들의 강한 신념과 동
기로 인해 이들의 발명은 동기기반추론, 과잉확신편
향, 매몰비용효과 편향 등과 같은 인지편향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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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었다. 또한 과학사회적 측면에서 영구기관 발

들은 과학의 본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나타냈다. 이

명가들은 스스로 발명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등 과학

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발명영재교육을

적 규범과는 어긋나는 연구를 수행했다. 하지만 실제

비롯해 탐구교육을 강조하는 과학교육에서의 시사점

전문가들은 적절한 피드백 부족으로 오히려 영구기관

을 제시하였다.

발명의 정당화가 강화되었다. 또한 영구기관 발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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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평가

10:00~11:40, 7월 26일(금) / 402호

이는 기존의 수행평가와는 다르게 수업시간에 이루어

새로운 과정 중심 탐구형 과학수행평가
모델 개발 및 적용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 대부분의 실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결과뿐
만이 아니라 과정까지 평가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
행평가 방식과 구분된다. 새로운 모델의 적용 결과 학
생들은 수업에서 실시한 대부분의 실험을 평가하고,

김민철, 하상우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도 평가하며, 조별활동으로 이

경기과학고등학교

루어지는 수업에 대한 학습 효과를 증진하고, 평가 결
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형성적 평가를 통
수행평가는 교사가 학생이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해 이후 교수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의

이나 그 결과를 보고, 그 학생의 지식, 기능, 태도 등

학습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학

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방식으로 그 방

습전략을 가지게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법은 서술형 주관식 검사법, 논술형 검사법, 구술시험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과정 중심 탐구형 과학수행평가

법, 실시시험법, 실험실습법, 관찰법, 포트폴리오법 등

모델은 기존의 과학과 수행평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다양하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과

을 해결하고 탐구 과정 기능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

수행평가의 유형은 다양하지 않다. 또한, 수행평가는

함으로써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어려움을 파악

형성평가로서의 의미보다는 마지막 단계의 총괄평가

하여 과학과 탐구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

로서 결과 위주의 교사 주도로 실시되고 있다.

습전략을 가지게 하고 교사들에게는 교수 학습 개선의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행평가의 목적을 총괄평가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형성평가로 전환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및 교수 활동
의 효과를 높이고, 수행평가 결과의 질적 보장을 위한
타당도 높은 새로운 수행평가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현장 적용이 가능한 새로
운 수행평가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 고찰을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행평가
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과

융합적 문제 해결 성향 측정을 위한 검사지
개발
이동영, 남윤경, 윤진아
부산대학교

정 중심의 탐구형 과학수행평가의 새로운 모델을 제
안하였다. 또한, 새로운 탐구형 과학수행평가 모델을

본 연구의 목적은 융합적 문제해결성향(Integrative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봄으로써 새로운 모델이 어떻게

Problem Solving Propensity)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밝혀내고, 이러한 요인들을 활용하여 융합적 문제해

새로운 탐구형 과학수행평가 모델은 수업시간에 진행

결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하였던 실험의 일부를 구현해 놓고 주어진 시간에 여러

문헌 연구를 통하여 융합적 문제해결성향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개별 수행평가와 주어진 실험

예비요소들을 추출하여 정리한 후, 선행 연구 결과에

결과를 해석하고 오차를 분석하여 결론 도출을 통해

기초하여 총 39문항의 예비 문항을 제작하였다. 제작

보고서를 완성하는 개별 수행평가의 접목 방식이다.

된 예비 문항은 대도시 A 고등학교 학생 140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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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어 결과를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분석하여 융합

부(1~2차시)와 후반부(7~8차시)에 나타난 두 교사의

적 문제해결성향의 요인을 정리하였다. 탐색적 요인

수업 실행 차이를 분석하고, 이 차이를 프레이밍 및 모

분석은 SPSS 21.0을 활용하여 주성분분석을 실시하

델링 PCK의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였으며, 요인 간 상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교

초등학교 5학년 교사 2명과 해당 학급 학생들이 연구

회전(Varimax Rocation)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하위

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 교사는 ‘우리 몸의 구조와

요인들의 구성타당도 확인을 위하여 문항 내적일치도

기능’ 단원에서 근골격, 소화, 순환, 호흡의 4가지 주

(Cronbach’s ἁ)를 확인하였다.

제로 총 8차시 동안 모형 구성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예비연구 결과, 융합적 문제해결성향은 6번의 반복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여 실행, 성찰하는 일련의 과정

계산 후 고유치가 1이 넘는 요소가 5개로 확인되었

들은 모두 녹화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교사의 수업

다. 5개의 요소는 각각 개인적 사고성향, 협력, 문제

실행을 분석하기 위해 수업을 크게 GEM cycle의 모

해결, 창의성, 융합적 소양으로 정리되었다, 최초 개

형 생성, 평가, 수정 단계로 나누었고, 각 단계의 수업

발된 39개의 문항 중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여러 요인

실행은 시간 배분, 피드백의 양, 피드백의 내용 측면에

에 걸치거나, 지나치게 낮은 문항들을 제거하고 2차

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수업 초반 A교사는 모형

문항(25문항)을 완성하였다.

평가에 5%, 수정에 2.5%의 시간을 사용하였다. 피드

연구자들은 2차 문항이 가지는 5개 요소의 하위구조

백의 양은 적었으며, 피드백 내용 분석 결과 학생들의

를 밝히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답변을 평가하는 즉각 피드백을 사용하여 오답은 배

문항은 부산의 B, C 두 개의 고등학교 학생 273명을

제하고 정답만을 칠판에 적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해 A교사는 정답 찾기 프레이밍을 가지고, 자신을 지

기본적 적합도 지수인 ẋ²은 668.023 으로 유의수준

시자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수업

.000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Normed ẋ²(Q)

후반 A교사는 모형 평가에 14%, 수정에 5%의 시간

값은 2.596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의

을 사용하여 초반에 비해 평가와 수정에 많은 시간을

간명성과 해석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는 지표

할애하였고, 소집단에 대한 피드백의 양이 증가하였

들 또한 수용기준 이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또한 A교사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지연 피드백
을 사용하여, 현상 이해의 프레이밍과 촉진자로서의

감사의 글

프레이밍을 드러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터뷰를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살펴본 결과, A교사의 PCK에서 모델의 목적 및 모델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303

링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

1413).

났으며, 이것이 수업 실행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다음으로, B교사는 수업 초반 모형 평가에
10%, 수정에 10%의 시간을 사용하였다. 소집단 피드

초등학교의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에서
나타난 두 교사의 수업 실행 차이
분석-프레이밍과 모델링 PCK를 중심으로엄장희, 김희백
서울대학교

백을 많이 제공하였고, 특히 지연 피드백을 통해 학생
들이 이해한 바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면서
현상 이해의 프레이밍과 촉진자로서의 프레이밍을 드
러내었다. 수업 후반에는 모형 평가에 15%, 수정에
15%의 시간을 사용하여 초반에 비해 평가와 수정 시
간이 증가하였다. 피드백 양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지
연 피드백의 사용이 계속되면서 B교사의 현상 이해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의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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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편, 모형 평가와 수정 단계에서 B교사는 특징

정에서 인식적 행위주체로서 논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적인 수업 실행을 보였다. 최종 모형을 발표할 때 학

것이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어떻게 허용되거나 제약

생들이 서로의 모형을 평가하도록 하여 학생을 평가

을 받는지를 탐색하였다. 교사 1명과 그가 담당하는

의 주체로 변화시켰으며, 메타인지적 전략을 사용하

중학교 1학년 두 학급의 학생들 총 29명이 본 연구에

여 학생들이 모형 평가와 수정 단계의 중요성을 인식

참여했고, 학생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이 드러

하며 모델링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과

나면서도 그러한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의 변화적 행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본 결과, B교사의 PCK에

위주체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소집단을 초점 집단으로

서 수업 초반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델의 목적 및 모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광합성 단원의 학습 개

델링의 필요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수업 후반에 더

념을 바탕으로 설계된 논변활동을 진행했다. 연구자

욱 강화되었고, 이것이 수업 실행을 발전시키는 데 영

들은 수업에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논의를 녹화했고

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교사의 수업

매 차시 수업 후 진행된 초점집단 학생들과의 인터뷰

실행을 분석함으로써 수업 실행의 발전이 모형 평가

또한 녹화했다. 녹음 기록을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

및 수정 단계의 시간 사용 증가와 피드백의 양, 질의

용했으며, 변화적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한 담화적 상

변화로 나타남을 보였으며, 이를 프레이밍과 모델링

호작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논변활동과 논의 공동체

PCK로 설명하였다. 또한 두 교사의 PCK에서 공통적

구성원으로서 서로에 대해 갖는 이해를 탐색하였다.

으로 모델의 목적 및 모델링 필요성에 대한 지식 향

연구 결과, 변화적 행위주체의 실행은 ‘개념적 자원의

상이 나타나, 이것이 수업 실행의 발전에 도움을 줄

제시’, ‘논변활동에 대한 인식론적 프레이밍의 제시’,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교사의 모형 구성 수업

‘인식론적 프레이밍 기반 인식적 실행에 대한 검토’

실행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소집단의 다른 학생들은 변화
적 행위주체의 실행으로부터 그의 위치짓기 프레이밍
과 권력을 다양하게 해석하였고, 그에 따라 변화적 행

과학 수업의 소집단 논변활동에서 변화적
행위주체의 실행과 충돌 탐색

위주체의 인식적 권위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반응을
보였다. 활동의 구조를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조
율하는 이해로 바라보아, 변화적 행위주체를 중심으

하희수, 김희백

로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탐색하였으며, 그 과

서울대학교

정에서 논변활동의 맥락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논
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인식적 행위주체로서 역

이 연구에서는 과학 수업의 소집단 논변활동에서 변

할하는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학 교수·학습 환경

화적 행위주체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과

을 조성하고자 하는 추후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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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1-2

교육과정/교육자료

2015 개정 물리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에
대한 과학적 소양 분석
이인선1, 박종원2
1

충북대학교, 2전남대학교

10:00~11:40, 7월 26일(금) / 403호

심화전공 4학년 재학생 11명과 과학 교과 지도 경험
이 있는 현직 초등교사 13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이
들은 2015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하나인 ‘여러 가지
물체의 그림자를 관찰하여 그림자가 생기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와 관련하여 한 차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았다. 수업 과정에서 시각적 표상
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

이 연구에서는 과학적 소양 모델을 적용하여 2015 개

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지도안에 가급적 자세하게

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물리내용 성취기준에

쓰도록 하였고 교사가 지도안을 제출한 후 30분 내외

과학적 소양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

의 개별 면담이 이루어졌다. 수업 지도안에서 시각적

하였다. 분석 결과, 107개의 성취기준 중 공적 관련성

표상이 활용되는 장면을 분석하기 위해 이전 연구(윤

이 반영된 것은 3%에 불과하였고, 탐구기능의 대부

혜경, 2018)에서 개발된 ‘시각적 표상 능력의 교육목

분이 기초탐구기능(76%)이었다. 과학 외적인 내용으

표

로는 27% 정도가 일상생활과 기술을 포함하고 있었

taxonomy: VRC-T)’를 활용하였다. VRC-T는 2개의

으나, 이외의 다양한 과학 외적 내용은 없었다. 또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각적 표상 유형은 크게

성취기준들은 역량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었으나, ‘설

‘기술적 표상’, ‘과정적 표상’, ‘설명적 표상’으로 구

명’과 ‘조사’가 대부분으로(78%) 다양하고 높은 수준

분되었고, 시각적 표상의 인지 과정은 크게 ‘해석하

의 역량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미국 과학교사 협회

기’, ‘통합하기’, ‘구성하기’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2

(NSTA: National Science Teachers Association)의

개의 소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적 소양인이나 미국의 차세대 과학기준(NGSS:

본 연구에서는 지도안의 수업 장면을 반복적으로 코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의 내용에는 과

딩하면서 기존의 VRC-T로 구분하기 어려운 장면들

학적 소양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을 추출하고 이러한 장면들을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어, 앞으로 물리교육과정에서도 성취기준에 과학적

범주를 추가하여 기존의 VRC-T를 VRC-TR(공감적

소양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을 예와

표상 추가)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다시 전체 데이터

함께 제안하였다.

를 재분석하였다.

분류체계(visual

representation

competence

연구 결과로서 그림자 원리에 대한 수업에서 기술적
표상, 과정적 표상, 설명적 표상, 공감적 표상이 어떻

그림자 원리에 대한 초등 과학 수업 지도안
분석: 시각적 표상의 활용을 중심으로

게 다른 인지 과정 수준으로 활용되는지 구체적인 사
례를 제시하고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시각적 표상

윤혜경

활용 패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할 것이다.

춘천교육대학교

특히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시각적 표상 활용이 특
정 유형의 표상과 특정 유형의 인지 과정에 편중되어

본 연구에서는 초등 과학 수업에서 예비교사와 현직
교사가 어떠한 시각적 표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수
업 지도안을 통해 분석하였다. 교육대학교 과학교육

= = = = | NMS

있는 점과 이러한 쏠림 현상이 예비교사보다 현직교
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의 원인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ORAL PRESENTATION(구두발표)

에너지의 이용이 나타나는 것처럼 소단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과학과 기술 교과의
교육과정 비교 및 연계성 확인: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교과와의 내용 연계성이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연계기’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
과정까지로,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과학과 나의 미
래’와 같은 중단원 수준에서의 기술 교과와의 내용 연

김세정, 송진웅

계성이 드러나며, 그 연계성이 이전 교육과정들에 비

서울대학교

해 증가하였다.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용어가 각종 매체에 자주 언급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나의 단어처럼 엮여 언급되
는 과학과 기술은 그 경계가 모호하지만, 학교 교육의
측면에서 과학과 기술은 분리된 교과목으로 교육되고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분석틀 개발 및
국내외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분석 - 실천
지향적 기후변화교육의 방향을 기반으로 -

있다. 그러나 최근 과학의 본성과 기술의 본성에 대한

박나은, 김찬종, 최승언

연구가 진행되어 각 영역의 특성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서울대학교

나타나며, 과학, 기술, 공학, 예술 그리고 수학(STEAM)
의 융합교육을 통해 이들을 연계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과 교육과정과 기
술과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교과의 성격 및
교육 목표, 교과 내용의 변천을 비교하고, 두 교과의
연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이 된 교육과정
문서는 과학 교과는 1차 교육과정부터 가장 최근 교육
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이고, 기술 교과는 기술
교육이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3차 교육과정부
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이다. 교과의 연계성은 각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에서 서술된 항목의 유사성을
통해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 시기를
크게 ‘미분리기’, ‘분리기’, ‘연계 과도기’, ‘연계기’로
구분하였다. 우선, ‘미분리기’인 1차와 2차 교육과정은
기술과 과학이 분리되지 않고 교수되어 과학 교과에
현재 기술 교과에 해당하는 기계와 연모, 생물 개량 등
에 관한 내용과 기술적 능력을 키운다는 교육 목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분리기’는 기술 교과가 분리되어 기
술 관련 교과목이 만들어진 3차 교육과정과 4차 교육
과정이며, 이 시기에는 기술 교과와 과학 교과의 목표
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연계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후 ‘연계 과도기’는 5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으
로, 과학 교과의 교육목표에 과학기술사회의 상호관련
성을 안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일과 에너지 단원에서

기후변화는 과학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쟁점(SSI,
socioscientific issues) 중 하나로서, 현대 사회의 치
명적인 잠재적 위험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성찰적 주체(Bildung)로서의 대중
이 요구되며(Beck, 1997), 특히 미래 세대들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가장 첨예한 이해당사자로서(Jung
& Kim, 2009) 지식에 기반한 적극적인 대응 역량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기후변화교육은 기후변화
관련 문제의 이해 및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민 실천가
(citizen activists)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 지향적 기후변화교육의 방향성에 기반하
여, 우선 현재 기후변화교육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
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실천 지향적 기후변화교육의 방향을 기반으로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분석틀을 개발하고 국내외 기
후변화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기후변
화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하고 개선 방향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분석틀은 구조 분석틀과
내용 분석틀로 구분된다.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구조
분석틀은 총 5개 영역(대상, 형태, 구체화 정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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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활동 요소)으로 구성되며,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세대 과학교육표준(KSES)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용 분석틀은 총 2개의 대영역(잠재적 측면, 실행적 측

는 KSES가 향후 미래사회 국가교육과정 가이드라인

면), 4개의 중영역(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참여 및 실

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NGSS

천), 14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된다. 총 48개의 국내외

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거시적 접근으로 각 표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을 수집하였으며, 이 중 16개

준의 배경, 목표 및 체제 구성을 중심으로 유사점과 차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 및 분석하였다.

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KSES가 지향하

분석 결과, 기존의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

고 있는 바를 확인하였고, NGSS의 선행 사례를 통해

이 초등학교급에 해당하였으며, 논증 및 의사결정, 자

KSES의 정착과 실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료 해석, 조사 활동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표준의 배경을 살펴보면, NGSS는 30여 년 전부터 정

지식과 기능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은 것에 반해, 가

립된 미국의 미래세대 과학교육목표를 토대로 주정부

치 및 태도, 참여 및 실천 영역의 반영 비율은 낮았다.

들의 협력하에 개발되었고, KSES는 NGSS가 발표된

기후변화 대응의 실천이 강조된 프로그램의 경우, 그

후, 우리나라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목표의 재정립

렇지 않은 프로그램보다 내용이 상대적으로 균형 있

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 주도 사업으로 개발되었

게 개발되었으나, 기후정의(climate justice), 세계시

다. 두 표준 모두 ‘모든 이를 위한 과학’이라는 목표

민의식(global citizenship)과 같은 가치 및 태도 영역

아래, 학년 단계에 따라 발전되면서 연계성을 가지는

의 부족, 대응 행동 계획의 맥락 간 혹은 대응 행동

과학학습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NGSS는 ‘실천’, ‘교

실행 수준 간 반영 격차(gap) 등의 개선이 필요한 부

과핵심아이디어’, ‘관통개념’의 세 가지 차원과 과학과

분을 확인하였다.

공학의 융합에 중점을 둔 ‘수행기대’를 제시하고, 학교

이에 대해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대상의 확대 및 다

현장에서의 실천에 주안점을 두었다. KSES는 ‘역량’,

양화, 인성적·정의적·실천적 측면 등을 고르게 융합한

‘지식’, ‘참여와 실천’의 세 가지 차원의 융합을 통한

전인교육 일환의 기후변화교육, 실제적(authentic) 맥

미래 인간상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KSES 주

락에서의 대응 행동 계획 증대,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제중심 종합예시’ 체제에서 융합된 주제에 대한 각 차

사회적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 등의 개선을 통한 기후

원별 수행기대를 제시하면서 ‘탐구와 실천’을 통해 평

변화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가 방법과 실천 방안의 예시를 보여주었다. 미시적으
로는 국제비교 성취도 평가인 TIMSS 2019의 Science
Framework(8학년)를 준거로 NGSS와 KSES의 해당

미국 차세대과학교육표준(NGSS)과 한국
미래세대과학교육표준(KSES)의 종합적
비교와 세부 내용 요소 비교 분석 TIMSS 2019 Science Framework 8학년
물리 수행기대를 중심으로-

학년 단계의 물리 분야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비교 분

김효준, 송진웅

내용 이상으로 심화된 내용을 다루거나, 범주에 없는

서울대학교

새로운 내용 요소가 포함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으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두 표준 모두 개념 내용
요소의 양적 축소 경향을 보였고, 각 표준별로 TIMSS
준거의 내용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각 표준별로 TIMSS 준거에서 제시된

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KSES가 미래세대 과학표준으
로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여러 나라에서는 과학

로, NGSS의 실행을 위해 실시되었던 전략과 방안들

교육의 프레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을 통해 KSES의 실행과 정착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

발맞추어 2013년 미국에서 차세대 과학교육표준
(NGSS)이 발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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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1-3

교사교육

10:00~11:40, 7월 26일(금) / 502호

예비 물리 교사의 과학교육 관련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관한 인식 조사

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존에 조사한 교육대
학 재학생 대상 설문 결과와 비교하였다.

조광희1, 최재혁2, 김희경3, 정용재4
1

조선대학교, 2전남대학교, 3강원대학교, 4공주교육대학교

참여 이끌기: 초등학생들의 긍정적 감정
구성을 돕는 과학 전담 교사의 실천적 지식

본 연구에서는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재학생을 대상으
로 과학교육 관련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을

한문현
부천초등학교

조사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은
2019년 4~5월에 걸쳐 전국에 있는 11개 사범대학 소
속 물리교육과 2~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본 연구는 한 과학 전담 교사가 탐구 수업에서 초등학

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서베이 방식으로 총 92개

생들의 긍정적 정서(감정)를 경험하도록 이끌기 위해

문항을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은 교육대학 재학생을

어떻게 노력하였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준용하였으며, 일부

위해 자문화기술지 방법이 사용되었고 본 연구의 저자

문항을 추가하였다. 설문의 앞부분은 자기이해에 관한

인 연구자의 실행이 직접 탐색되었다. 또한, 3개월 동

문항이었는데, 예비 교사로서의 인식과 예비 과학 교

안 초등학생들의 흥미 일지, 학생들과의 사후 인터뷰,

사로서의 인식을 각각 12개 문항으로 나누어 질문하

과학 수업 비디오 녹화본, 학생들의 개인 일기 자료들

였다. 뒷부분에서는 변화역량에 대하여 일반적인 인

이 수집되어 연구자의 실행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여

식, 예비교사로서의 인식, 예비과학교사로서의 인식을

러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학생들의 긍정적

각각 19문항씩 조사하였다. 총 325명의 응답자 중에서

정서 구성을 이끌기 위해 자신이 어떠한 실천적 지식

중복응답자와 불성실 응답자 등을 제외하고 총 308명

을 사용했는지를 밝혔다. 연구자의 실천적 지식은 세

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 151명, 여

가지로 범주화되었다. 그것은 첫째, 과학 교실에서 과

학생 157명이었으며 학년별 구성은 2학년 103명, 3학

학 카페로, 둘째로 학생과 교사가 모두 즐거운 실험 수

년 92명, 4학년 113명이었다. 소속 학교의 지역별 분

업, 마지막으로 소외된 학생들도 참여하는 과학 수업

포를 보면 경상권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

이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나타난 실천적

26.0%, 전라권 25.6% 등이었다. 설문 분석 결과에

지식이 이를 뒷받침하는 원리 및 규칙들에 의해 구현

따르면, 예비 물리 교사들은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

자의 실천적 지식이 첫째, 학생들에게 부정적 제재보

이해에 관한 예비교사로서의 인식과 예비 과학 교사

다는 긍정적 보상을 제공하고, 둘째로 실험 활동에서

로서의 인식은 거의 유사하였다. 그러나 변화역량에

학생들이 기대하는 바를 채워주며, 마지막으로 소외된

있어서는 일반적인 인식에 비하여 교사로서 가지는

학생들의 특정 욕구 충족을 도우면서 그들의 긍정적

인식이 다소 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들

정서를 구성하도록 이끌었다고 해석하였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과학과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과 과제 | N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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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은 학생들의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 협업과 집단

초등 교사의 「실험 관찰」의 활용 형태와
과학 수업에 대한 인식
성혜진, 임희준
경인교육대학교

지성, 자신감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탐구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은 과학적 의사소통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다양
하고 적절한 방식의 과학적 의사소통은 과학 탐구의
필수적인 기능이다. 「실험 관찰」은 교과서의 흐름
에 따라 기본적인 과학 탐구 보고서의 방향을 제시하

「실험 관찰」은 학생이 탐구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고 있는 것으로 초등 교사들은 학생들의 과학 지식에

기록하는 보고서로 과학 교과서와 더불어 초등 과학

대한 이해와 과학 탐구를 돕기 위하여 「실험 관찰」

수업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자료이다. 교과서와

을 활용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재구성하여 개방적

「실험 관찰」은 하나의 예시 자료의 성격을 지니기

접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관찰」이 탐구

때문에 재구성할 것을 장려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작성하기에 좋은 안내 자료의

인하여 「실험 관찰」을 재구성하여 사용하는 초등

역할을 하는 것을 분명하지만 형식이 제공된다는 한

과학 수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현재 초등

계도 공존함을 고려할 때, 학생의 핵심 개념에 대한

교사들이 실험 관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고

이해, 탐구 과정의 습득, 과학적 태도의 향상을 위하

「실험 관찰」을 활용하는 모습에 따른 교사들의 과

여 탐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

학 수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8명의 초

의 기회를 열어가는 교사의 노력도 큰 의미가 있을

등 교사들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 내용

것으로 생각된다.

을 전사하여 과학 지식, 탐구, 태도의 측면을 기준으
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지식의 측면에서 볼 때, 「실험 관찰」을 활용하
는 교사들은 필수적인 것을 빠짐없이 학습하고 학생
들에게 오개념이 형성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었다. 「실험 관찰」을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교사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일일이 다루는 것보다 핵
심 개념을 중심으로 과학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탐구 수업시연 후 예비교사들의 생산적
논의를 위해 교수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교수자의 반성에 대한
자기민속지학(autoethnography) 연구
강은희, 김희백, 하희수
서울대학교

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탐구의 측면에서 볼
때, 「실험 관찰」을 활용하는 교사들은 「실험 관
찰」을 따르는 것이 즉 탐구라고 인식하기도 하였고,

나는 이번 2019년 1학기에 서울 소재 S대학에서 ‘탐

정해진 형식 없이 학생들이 과학 탐구 보고서를 스스

구 학습과 생명과학실험 지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

로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였

낀 바를 공유하려고 한다. 이 수업에서는 예비교사들

다. 「실험 관찰」을 재구성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 탐구 수업을 개발하여 시연한 후 수업에 참여한 다

기록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이 자료 변환, 자료

른 예비교사들과 시연 수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해석, 의사소통과 같은 탐구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가졌는데, 이 수업을 마친 후 나는 예비교사들의 생산

고 생각하였다. 셋째, 태도의 측면에서 볼 때, 「실험

적인 논의 방식 또는 규범은 교수자가 제공하는 것이

관찰」을 활용하지 않는 교사들은 면담 내용에서 학

아닌 수업에 참여하는 예비교사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생들의 정의적 측면과 관련된 내용을 거의 찾아보기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초기에 가졌던 나의 생

어려웠으나 「실험 관찰」을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교

각과 비교하면서 수업 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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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며 성장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판단하였다. 나는 연구주체이자 대상으로서 나의 경험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4주 이상 해외에 나가

을 하나의 연구로 기술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가장 적

교육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절한 연구방법인 자기민속지학(autoethnography)을 이

이 사업을 수행한 4개 대학의 인솔 교수들이 봉사활동

용하였다. 자기민속지학은 객관적인 외부 연구자의 시

결과 보고서, 예비교사들의 최종 보고서, 일지, 포트폴

각에서 연구대상의 진정한 모습에 접근할 수 있을까라

리오, 평가회 기록물 등을 분석하였다. 예비교사가 경

는 의문과 개인의 이야기가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담

험하며 배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틀로 ‘교육’, ‘봉

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연구는 대학에서 교수

사’, ‘해외’의 3개 범주를 설정하였다. ‘교육’ 범주에는

자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기회를 제공

‘수업 준비’, ‘수업 진행’, ‘수업 반성 및 개선’, ‘교사관

하며 과학교육 분야에서 자기민속지학이라는 새로운

및 학생관’의 소범주가 있으며, ‘봉사’ 범주에는 ‘봉사

연구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관’, ‘단체 활동’, ‘정리’의 소범주가, ‘해외’ 범주에는
‘언어/비언어’, ‘코티칭 경험’, ‘문화’, ‘촬영’, ‘여행’의
소범주가 있다. 각 소범주에 따라 예비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해 나간 내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해외

해외 교육 봉사활동을 통한 예비교사의
전문성 신장
1

2

3

3

한재영 , 서혜애 , 임성민 , 차정호 , 홍준의

교육봉사활동이 예비교사에게 미친 영향을 전체적으
로 조망하기 위해, 문화역사활동이론에서 활동체계를

4

구성하는 6가지 하위 요소(주체, 객체, 커뮤니티, 도구,

1

충북대학교, 2부산대학교, 3대구대학교, 4서원대학교

규칙, 역할분담)와 예비교사의 전문성 신장 내용이 어
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해외 교육봉

해외 봉사활동을 나가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

사활동이 예비교사 교육에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다고 흔히 말한다. 특히 해외 교육봉사활동에서는 현

아울러 해외 교육봉사활동의 개선과 발전 방안도 논

지 학생과 봉사단원이 직접 상호작용을 하므로 이러한

의하였다.

주고받음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 해외 교

(이 연구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육봉사활동을 수행한 예비교사들이 무엇을 주고받으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
01036487))

• Session 1-4

과학영재/발명교육/기타

사회과학적 이슈를 주제로 한 과학 전시
기획 방법론 연구

10:00~11:40, 7월 26일(금) / 401호

학관도 이에 대한 대중의 과학적 소양 함양에 노력해
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실제로 과학관에
서 SSI를 다룬 전시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으며, 많은

윤아연1, 시정곤2, 전봉관2

기획자들은 전시할 오브제를 찾기 어렵고 핸즈온 방식

1

국립과천과학관, 2KAIST

으로 풀어내기 어렵다는 등 SSI 전시 기획에 많은 어
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면서 과학

이에 본 연구는 기획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관에서 사회과학적 이슈(socio-scientific issues, SSI)

SSI 전시의 기획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

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

었다.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SSI 전시의 기획 방향

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점차 증가하면서, 과

이나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쳐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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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SSI 전시의 이론적 개념과 특
성을 도출하였다. SSI 전시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학자들 간의 합의된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년간 진행되어온 총 39편의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
여, SSI 전시에 대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들을 추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과학재능구인의 효과적 판별 방안 모색
서윤경, 전영석
서울교육대학교

하였고, 그 결과 SSI 전시의 세 가지 특성으로, ‘비판적
성찰’, ‘맥락화된 정보’, ‘의견 공유’를 도출해내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효과적인 과학 잠재력의 발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SSI 전시를 기획하기 위한

달을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과학재능

방법론으로 내러티브 기법을 가지고 왔다. 과학 교육

구인의 다각적 판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먼저 과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내러티브 효과의 많은 부분

학재능의 복합적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Gagné(2004)

이 SSI의 전시의 특성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의 DMGT 2.0(A differentiated model of giftedness

를 위해 박물관 분야에서 논의되는 내러티브형 전시

and talent)에 따라 과학재능구인을 타고난 지적능력

와 과학교육 분야에서의 내러티브 적용 사례를 종합

(G: Gifts), 과학수행능력(T: Talents), 개인내적요인(I:

적으로 분석하여 ‘내러티브형 과학 전시(narrative-led

Intrapersonal Catalysts), 환경적요인(E: Environmental

science exhibition)’ 형태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기획

Catalysts)으로 추출하였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 2학년

방법론으로 SSI 전시의 내러티브 구조를 제시하였다.

학생 77명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

내러티브 구조는 각 주제에 따른 스토리라인 설계를

였다. 또한 인식조사와 담임교사의 관찰기록을 통해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해당 이슈가 제기된 배경, 사회

선발된 학생 7명을 대상으로 각 과학재능구인과 관련

에 미치는 영향,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입장 등

하여 과학탐구과정에서 보이는 행동 특성을 분석하였

SSI와 관련된 총 열 다섯 가지 스토리 요소들이 기승

다. 마지막으로 과학재능구인의 효과적 판별 방안을

전결에 따라 배치되어 관람 동선에 따라 관람객의 사

확인하기 위하여 인식조사 결과, 담임교사 관찰기록,

고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과학탐구과제 수행과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비교·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시된 SSI 전시 기획 방법론의

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포스트 휴먼’을 주제

첫째, 과학재능 및 영재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분

로 전시 스토리라인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전시로 제

석한 결과, 흥미, 과제집착력, 창의성, 언어유창성, 추

작하였다. 또한 전시 참여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

상적사고능력, 공간지각력, 기억력, 논리성, 부모의

사와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포스트 휴먼’ 전시가

태도, 독서, 과학활동기회, 과학지식, 과학탐구능력

SSI 전시의 세 가지 특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등이 과학재능 및 영재성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

를 살펴보았다.

는 과학재능의 복합성을 고려한 과학잠재력 판별의

본 연구에서 제시한 ‘SSI 전시의 목적과 특성’, ‘내러

필요성을 시사한다.

티브형 과학 전시의 개념과 특성’, ‘SSI를 주제로 한

둘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과학재능구인에 대

전시 내러티브 기획 방법론’이 기획자와 학자들에게

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식차를 분석한 결과, 전반

SSI 전시를 이해하고 기획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

적으로 학부모가 학생의 과학재능구인을 높게 인식하

라인으로 기능하고 과학관에서의 실제적인 SSI 전시

고 있었으며 대영역 4개 중 2개, 세부영역 14개 중 8

증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개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차가 나타났다. 이
는 일부 집단의 인식만으로 과학재능구인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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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요소들이 무엇인지 도출해 내고자 한다. 또 이를 통해

셋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과학재능(T), 즉 과

발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학수행능력과 나머지 과학재능구인(I, G, E)의 비대

자 한다. 수도권 소재 S대학 디자인전공의 발명 관련

칭성 및 총량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학생의 과학

수업을 대상으로 참여관찰을 통해 해당 수업의 특이

적 잠재력 판별을 위해서는 각 과학재능구인(G, I, E,

한 요소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자와의

T) 뿐 아니라 구인 간의 관련성도 확인할 필요가 잇

인터뷰를 통해 해당 요소를 수업에 반영한 구체적 이

음을 시사한다.

유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여관찰자는 과학교육 전공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과학탐구과제 수행

자로 이 논문의 주저자이다. 해당 수업의 조교로 1년

중 보인 말이나 행동들은 타고난지적능력(G)에 해당

간 활동하면서 해당 수업을 참여관찰하였다. 참여관

되는 논리성과 창의성, 과학수행능력(T)에 해당되는

찰을 한 토대로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다시 그 인터뷰

과학지식 및 과학탐구능력, 환경적요인(E)에 해당되

내용을 분석해서 중간 결론을 도출한 후 이를 두고

는 과학활동기회, 개인내적능력(I)에 해당되는 과제집

다시 교수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자와 교

착력과 흥미와 관련하여 범주화할 수 있었다. 비유적

수자간에는 오랜 기간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사이기

표현의 적극적 활용, 낯선 상황에 대한 소극적 행동,

때문에, 인터뷰는 면담, 전화, SNS 등 다양한 수단으

대담자의 행동에 대한 적극적 반응 등과 같은 공통된

로 시간, 장소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상당히 많

행동 경향도 나타났다. 이는 저학년 학생의 수행과정

은 횟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수업을 분석한 결과

관찰을 통한 과학재능 판별의 가능성과 이 과정에서

이 수업은 기존의 발명교육 수업들과 차별적인 특징

대담자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아이디어를 초기에 발전시키

넷째, 저학년 학생들은 평소 과학적 흥미가 높더라도

는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조사를 의도

편협한 흥미영역, 상황의존적 성향 및 표현욕구 등으

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둘째, 부정적 피드백

로 인해 과학탐구 과제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negative feedback)을 절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

가 있었다. 이는 탐구과제의 다양화와 지속적 평가 도

생의 생각이 충분히 발전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비

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

판적 피드백(critical feedback)을 제공했다. 셋째, 인

현장에서 저학년 학생들의 과학적 잠재력을 파악할

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해당 교수자

수 있는 과학재능구인 판별도구 개발을 위한 방안과

의 넓은 인맥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연구에 흥미를 느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낄만한 지인들에게 해당 연구들을 끊임없이 소개했
다. 넷째, 발명교육과 발명을 구분짓지 않았다. 발명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발명을 하는 것은 전혀 다

대학교 발명교육 우수 사례연구 : S대학의
디자인과 수업을 중심으로

른점이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네 가지 특징들은 발명
에 대한 완벽한 초심자(novice)가 자신의 능력으로 뛰
어난 창작을 해내고, 이를 특허로까지 만들어내는 괄

가석현, 마틴 산야, 최승언, 김찬종

목할만한 성과를 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 가지 수

서울대학교

업에 대한 사례 연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지니겠지만, 이 수업이 가지고 있는 색다른 특징들은

이 연구는 수많은 혁신적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대학

다른 발명교육자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될 것으로 기

교 학부 강의를 분석하여, 좋은 발명수업이 갖춰야 할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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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주제 탐색의 시기-연구 설계의 시기-실험활동

학생 주도의 R&E 활동에서 드러나는 연구
활동의 주요 단계 및 학생의 행위주체적
실행

수행의 시기-해석 및 고찰의 시기-과학적 의사소통의
시기를 거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은 선형적이며 명확한 경계를 가지기보다는 시기
간 중첩과 회귀가 빈번하게 드러나는 동적인 특징을

이민주1, 김희백2
1

대전과학고등학교, 2서울대학교

지님을 알 수 있었다. 또 학생의 행위주체적 실행은 연
구 과정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권위의 공유가 시작
된 주제 탐색의 시기부터 일관되게 관찰되었으며, 과

미래의 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진정한 과학 탐구의 경

학적 연구 활동에 대한 학생의 인식적 신념과 깊은 관

험을 강조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R&E 활동에서 점

련을 보였다. 또 해석 및 고찰의 시기에 연구 결과의

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탐구 주체로서의

분석과 추론, 연구 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 귀납적

학생의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수행되

추론과 같은 고차원적 탐구 활동의 형태로 가장 왕성

고 있는 R&E 활동 중에서 특히 과학자의 사사보다는

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활동 과정에서 드러

학생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를 대상으

난 이와 같은 행위주체적 실행은 또한 학생의 과학정

로 연구 수행의 주요 흐름을 파악하고, 각 단계에서 드

체성 형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지표로도 해석될 수 있

러나는 학생의 행위주체적 실행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다. 학생 중심의 R&E 활동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이

이를 위하여 과학영재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행한 교

루어지며, 그 가운데 학생들이 어떠한 행위주체적 실

내 R&E 활동에 대하여 18개월에 걸친 질적 사례 연

행을 보이는지에 대한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와의 반 구조화된 면

있는 고등학생들의 연구 활동 참여에 대한 심층적 이

담 자료, 연구자의 참여관찰 일지, 학생과의 논의 과정

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스스로의 탐구 활동

에 대한 녹음자료, 학생 산출물 등과 같은 질적 자료를

에서 진정한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집, 근거이론에 기반한 지속적 비교분석법에 따라

자 하는 많은 교육 연구자들에게 그 방향성 수립을 위

귀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 중심의 R&E

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Session 1-5

통합교육/과학문화

미래 문제 해결 모형을 적용한 STEAM
프로젝트 활동이 중학교 과학 동아리
학생들의 과학‧기술, 공학, 사회에 대한
인식 및 이해에 미치는 영향
최윤희1, 김세현2
숭문중학교, 2중앙대학교

1

10:00~11:40, 7월 26일(금) / 404호

해의 변화 양상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 소재
S 중학교의 STEAM 동아리 학생 총 30명이 참여하
였으며, ‘미래의 지구와 에너지’를 주제로 하여 미래
문제해결 기반 STEAM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미래
문제해결 기반 STEAM 수업의 단계마다 학생들의
발표 내용이나 모둠별 면담을 2-3회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의 활동지와 학생 개인 및 모둠별 학생 산출물
(창의적 설계 계획서 및 산출물) 등을 주요 자료로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본 연구는 중학교 과학 동아리 학생들에게 미래 문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핵심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에

해결 기반 STEAM 프로젝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

서는 지금 현재의 지구가 처해 있는 자원 고갈과 기

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 공학,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

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문제로 인식하면서 기존의 경

= = = = | N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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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고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에 기반하여 문제를 인

들의 과학적 연구역량 신장을 위해 R&E 프로그램 도

식하고 있었다. 둘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입을 시도하고 있다.

를 생성하고 창의적인 설계를 하는 제작 하는 과정에

본 연구에서는 R&E 프로그램이 과학영재 학생의 과

서는 주로 과학 및 기술이나 공학적 원리를 활용하는

학적 탐구능력과 창의적 사고능력 등 미래 과학기술

것 뿐만 아니라, 실제 구현하였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인력으로써 필요한 창의인재역량을 신장시키는데 어

효용성, 가치 및 타당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또한, 과학에 대한

셋째, 학생들은 창의적 산출물을 설계하고 제작한 후

이미지, 과학학습에 대한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

산출물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해결

사하여 R&E 프로그램 참여 전후 학생들의 과학진로

하려고 하는 문제가 단순한 과학적 문제가 아니가 우

지향도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 과학영재

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학교와 과학고등학교의 설립 취지에 적합한 창의적

문제이므로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의 창의인재역량 증진 및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과학기술 분야로의 진로지도에 R&E 프로그램의 교
육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R&E 프로그램이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창의인재역량 및 과학진로지향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장애학생 과학 동아리의
활동체계 변형 과정 분석

최진수, 김영민, 이영주

대구대학교

남일균

한국과학기술원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이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2
우리나라에서는 창의적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 영재

년여 간 운영된 과학동아리활동 지도 과정에서 발생

교육진흥법을 2002년에 시행하고, 과학영재 학생들

한 모순을 문화역사적 활동이론(CHAT)의 관점에서

의 과학적 탐구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

분석하였다. 장애학생 과학교육에 경험이 없던 초등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주력

과학교사가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아 장애학생들을 대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로 연구를 통한

상으로 매주 1시간 내외로 운영한 과학동아리 활동에

교육프로그램인 ‘R&E 프로그램 (Research and

서 일어난 주요 모순과 이와 관련한 수업교사의 자기

Education program)’이 2003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문화기술지, 수업관찰자 그리고 공동연구자와 진행한

R&E 프로그램은 과학영재들이 연구 중심의 자기주

공동생성적 대화, 관련된 교수자료, 학습 산출물 등이

도적 학습을 통하여 과학적 탐구능력과 창의적인 문

CHAT의 관점에서 분석되었다. 장애학생 과학동아리

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속

활동에서 드러나는 모순은 과학교육에 대한 특정한

적인 연구 과정에서 과학자로서의 연구 태도와 품성,

가치관을 가진 교사(주체)와 장애학생 과학동아리 구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보고 R&E 프로그램 참여와

성원(공동체), 과학교육의 목표(객체)와 과학 동아리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활동에서 지도 방법(규칙), 장애학생 과학동아리 활동

R&E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탐구 경험과 자기 주도

에 대한 인식(주체)과 지도 방법(규칙), 장애학생들의

적 학습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강조되면서 과학영재학

특징(공동체)과 도구준비(도구) 사이에 발생하였다.

교, 과학고등학교와 과학중점고등학교 외에 몇몇 일

모순의 극복을 위한 노력은 장애학생 과학동아리 활

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진로지도와 학생

동에 변형을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과학동아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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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의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체

2. 자연과학 역량 증진

계를 만듦과 동시에 초등과학교사는 모두를 위한 과

‣ 기초적인 자연과학 기능과 전산 이용의 숙달

학교육의 가치를 실천하는 교사로서 행위성을 발현

‣ 자연과학 탐구의 기본 및 종합 능력

시켰다. 이 연구는 장애학생 과학동아리 활동을 운영

‣ 자연과학 탐구의 창의력과 실증력

하는 과정에서 발현된 모순의 극복을 통해 모두를 위
한 과학교육으로서 과학동아리 활동과 과학교사의 변

3. 자연과학 인성 함양

화과정을 밝힘으로서 소외계층학생을 위한 과학교육

‣ 자연 질서와 활용 인성

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자연의 아름다움과 탐구의 기쁨을 느끼는
- 자연의 사물과 현상을 귀히 여기고 적절히 활용하는
- 자연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여 믿고 따르는

전인 자연과학교육의 한 가지 목표 설정
범주

‣ 자연과학 창의와 실증 인성
- 자연과 자연과학에 모르는 것을 정직하게 질문하는
- 자연과학 활동에 창의적이지만 절제하고 정리하는

박승재

- 자연과학 활동에 증거를 중시하고 끈기 있게 되

대구대학교

먹임 하는
‣ 자연과학 협동과 시민 인성

1. 자연과학 지식 이해
‣ 기초적인 물리와 화학
‣ 기본적인 생물과 지구 과학
‣ 근원적인 자연의 창조 질서와 과학기술 사회 속의

- 자연과학 활동 어려워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잘
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 자연과학 관련 협동 활동에 동참하며, 자연과 자
연과학 관련하여 국가와 지구촌을 염려하는

인간

• Session 2-1

- 자연과학 활동에 존중 언어와 자세로 의사소통하는

교수학습/평가/과학문화

2015 개정 초등과학교과서 시각화 자료의
유형과 역할
박선아, 임희준
경인교육대학교

14:20~16:00, 7월 26일(금) / 402호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시각화 자료의 유형을 ‘인포그래픽’과 ‘일
반 삽화’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 하위영역으로 인포그
래픽을 통계형, 프로세스형, 타임라인형, 비교분석형, 비
주얼스토리텔링형, 강조형, 구조형, 개념도형으로, 일반
삽화를 사진, 그림, 도표, 복합으로 구분하였다. 시각적

교과서의 내용은 크게 본문과 시각화 자료로 구성되어

자료의 역할은 교과서의 흐름에 따라 동기유뱔, 탐구과

있으며 시각화 자료는 교과서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 안내, 자료제공, 개념설명, 적용 및 예시, 탐구결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책의 내용을 구성

제시의 6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과학 교과의 특성 상 학생

연구 결과, 초등학교 3, 4학년의 경우 삽화의 총 개수는

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 자료가

600개였으며 이 중 인포그래픽은 202개로 시각화 자료

제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

의 34%를 구성하고 있었다. 과학 교과서 영역별로 시각

이 반영된 초등과학교과서에 나타난 시각적 자료의 유

화 자료의 개수를 비교한 결과 인포그래픽의 수는 생명,

형과 역할, 그리고 유형과 역할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물질, 운동과 에너지, 지구와 우주 순인 반면, 일반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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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는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순 이

통해 연구 참여자의 국적에 따른 응답의 공통점과 차이

였다. 인포그래픽 유형 중에서는 프로세스형과 강조형

점, 특징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본 대학생이 좀 더 개인

이 각각 전체 인포그래픽의 32%, 20%로 많이 활용되

적 행동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프로

고 있었다. 또한 시각화 자료는 동기유발, 탐구과정안

그램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미래 기후변화 대응 지도

내, 자료제공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SD 관련 국제 협력 교육 프로그램 전후
대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친환경 행동 인식 변화
양준, 김찬종, 최승언

초등 과학·수학 영재들의 철새 개체 수
추정을 위한 면적 모델링 비교 분석
윤진아, 한금주, 남윤경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협력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기후변화와 친환경 행동 인식 변화를 조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기후변화 국제 협력 교육 프로그램은 총 6
일에 걸쳐서 40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기
후변화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과학적, 사회학적, 철학적,

본 연구는 MEA(Model Eliciting Activity) 중 하나로 개
발된 철새 개체 수 추정 활동에서 초등 과학·수학 영재
학생의 면적 추정 모델링 결과를 비교 분석 한 것이다.
대도시 소재 P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과학영역 18명,
수학영역 20명이 각각 3차시의 MEA활동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인 수학‧과학반 영재학생들은 과학영재교육원

교육학적 이해와 토의 및 한국전통문화 체험과 서울 에

입학 선발과정의 1차 전형에서 동일한 문항(창의적 문제

너지 드림센터와 시민환경단체 탐방으로 이루어졌다. 한

해결력)으로 선발되었으며, 2차 전형은 영역별 수업관찰

국 4명, 일본 3명 총 7명의 대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
였다. 연구자 중 1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필드노트를
작성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과정에서 최종
발표 자료를 산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전과 후에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후에 개인별 인터뷰도 진
행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는 기술 통계를 통해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 이용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
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 친환경 행동 인식의
전반적인 변화를 보았다. 인터뷰, 필드노트와 최종 발표
산출물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특성과
유형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기후변
화에 대한 인식과 친환경 인식 변화의 전체적인 경향이
프로그램 적용 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후변
화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에 대한 인식도 증가했다. 그리

평가 및 면접평가를 수행하여 영역별 20명씩, 초등학교
5·6학년 혼합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행된 MEA활동은
자연의 생태학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들의 서식지 보
존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서식지 내 개체 수 추정을 위
한 가장 효율적인 모델링을 제안하는 활동이다. 그 과정
에서 철새들의 수를 효율적으로 어림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고 다양한 구체물(끈, 쌀, 콩 등)을 활용하여 곡선으로
둘러싸인 서식지 면적의 넓이를 추정하는 것이 모델링의
핵심 과정이다.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측정에 대한
이해는 단순 계산과정이 아닌 스스로 다양한 측정방법을
생각해보게 하고 공간에 대한 재조직능력을 요구하므로
공간분할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 사고를 요구한다. 학생
들의 서식지의 곡면 면적 내 개체수 추정에 대한 모델링

고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이러한 인식의 변화

을 분석한 결과 1)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최대한 다

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적 분석 결과를

각형으로 근사시키는 방법, 2) 주어진 구체물을 단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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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단위)로 이용하는 방법, 3) 단위면적(m2)을 사용하는

교과역량 간의 관계가 역량기반 교육과정 논의의 주요

방법, 4) 사각형 단위면적을 사용하면서 단위면적에 포

한 쟁점이 된다. 여기서 많은 경우에 일반 핵심역량을

함되지 않는 부분은 주어진 구체물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먼저 설정한 이후에 교과역량을 설정하게 된다. 반면

방법, 5) 등적변형을 사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전략을

그 발달 순서에 있어서는 교과 수업을 통해 교과역량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과학반 학생들은 단위

이 함양된 이후 일반 핵심역량이 함양될 것으로 전제

넓이 사용(38.9%), 임의단위 사용(33.3%) 방법을 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은 일반 핵심역량을

활용하였고, 수학반 학생들은 단위넓이 사용(45%), 등

함양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과 내용을 가르

적변형원리 사용(20%)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여 차이

쳐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는

를 나타내었다. 다수의 학생들이 단위넓이를 사용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

공통점이 있었지만, 수학영재들은 과학영재들이 사용하

라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론적

지 않은 등적변형원리를 이용한 학생들이 두 번째로 많

인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실제 학생들의 역량에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과학과 수학영재

대하여 교육측정의 관점에서 일반 핵심역량과 교과역

학생들의 측정 개념에 대한 사고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량 간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

알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무엇보다 과학 영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과학적 문제해결상황에서 요구된 수학적 모델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 교과역량 및 일반 핵심역량

링활동에서 수학적, 논리적 접근보다는 직관적으로 다양

각각에 대한 검사지를 활용하여 고등학생들의 역량을

한 도구를 사용하는 문제해결방법을 선택하는 특성을 보

측정하고, 이에 대하여 구조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준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하여 고등학생의 개별 핵심역량들 간의 상관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경로가 일반역량에서 교과역량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3031

으로 향하는지, 혹은 반대로 교과역량에서 일반역량

413)

으로 향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
후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이론적 논의 뿐 아니라 한국
의 국가 교육과정 정책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함의를

고등학생의 과학 및 일반 핵심역량 구조
이경건, 김유정, 장원형, 홍훈기
서울대학교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21세기 교육과정 논의를 주도하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과학교육학:
자연과학을 전공한 예비과학교사들의
자문화기술지

는 담론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OECD를 필

장원형, 홍훈기

두로 하는 국제적 핵심역량 논의들은 근미래의 교육

서울대학교

거버넌스로 작동할 수 있을 만큼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2009

본 연구는 대학교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교직과정 이

개정 교육과정을 거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본격

수를 위하여 대학원에 입학한 비사범계 학생들의 시선에

적으로 핵심역량이 국가 교육과정에 도입되었다.

서 과학교육학을 바라보았다. 일반적으로 비사범계의 경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대체로 교과-일반적인 역량과 함

우 입시 점수로 인해 사범대학에 입학하지 못하여 일반

께 교과-특수적인 역량들을 일종의 교육 목표로 설정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려 하거나, 교사가 되기보다

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여기서 일반 핵심역량과

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 = = = | NNU

ORAL PRESENTATION(구두발표)

‘우리’의 경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교직과정과는 거

해 ‘객관성’을 가지게 되며, 공동체 내에서 당연시되던

리가 있는 삶을 살다가 대학 졸업 후 교사가 되기 위하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되어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관

여 대학원을 찾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점에서 묻는 탐구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

는 어찌 보면 대학원 입학 후 처음으로 교육학을 접한

존의 공동체에 자극과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하며, 닫힌

초보 예비과학교사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학

동일성을 열린 동일성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부여한다.

원 입학 전까지 자연과학의 문화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방인’의 시선으로 과학교육학을 바라

는 점에서 과학교육계에 새로이 발을 들인 ‘이방인’이라

보기 위하여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사범대학 대학원에 입

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법정에 선 소크

학한 4명의 예비과학교사들의 자문화기술지를 수행하였

라테스는 변론을 시작하며 자신이 마치 ‘낯선 고장에 온

다. 자문화기술지는 개인의 주관적 체험을 깊이 성찰하

이방인’처럼 법정의 언어에 생소하다고 고백하였고, 이

고, 사회 안에서 타인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

방인이 사투리로 말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용인해주는

고받는 자신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를 자기 의식적으

것처럼 법정의 언어에 서툰 자신의 변론을 이해해줄 것

로 탐색하는 자전적 글쓰기이다. 이를 통해 개인적 이야

을 부탁한다. 이 문장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신성

기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야기되어지고, 이 이야기들이

모독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죄인이 아닌 아테네에 있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해석하고, 변화하도록 돕는

자신이 마치 이방인 같은 존재임을 주장하며, 이방인의

지 분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에

위치에서 젊은이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기존

서 숱한 비판을 받아온 ‘이방인’의 시선에서 과학교육학

질서에 대한 혼란을 가져다줌으로써 아테네의 젊은이들

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과학교육학을 공부하게 된 과

이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정과 계기, 그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 그리고 과학교육

표현했다. 그러나 그는 환대받지 못했고, 아테네의 법정

의 생활 세계 속에서 받은 감명과 유감을 가감 없이 털

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 ‘우리’는 과학교육계라는

어놓았다. 이를 통해 ‘우리들’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

공동체에 있어서 ‘질문을 던지는 존재’로서의 이방인이

연과학과 과학교육학의 문화 양식에 대하여 공유하고,

다. 이방인은 공동체에 도래한 타자이며, 공동체에 완전

과학교육학계에 시사점을 던지고자 하였다. 과학교육이

히 동화되지 않아 그 도래가 공동체에게 낯선 경험을 자

라는 낯선 땅에 온 ‘이방인’들에게 환대를 베풀어주시기

극한다. 이방인은 자신의 다른 기원과 경계 경험으로 인

를 부탁드린다.

• Session 2-2

대학과학/영재/기타

14:20~16:00, 7월 26일(금) / 403호

초등 과학 수업을 교과서 중심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서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교별로 교육과정
을 재구성하고, 더 나아가 각 학급별로 담당교사가 교육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오필석1, 김은정2, 김남훈3, 성혜진4, 정성환5
1

경인교육대학교, 2서령초등학교, 3통일초등학교, 4정왕초등학교,

5

동두천신천초등학교

흐름 속에서 초등 과학 수업 역시 교과서 중심 수업이
라고 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
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초
등 교사들이 과학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

우리나라의 학교 수업은 흔히 ‘교과서 중심 수업’이라

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 과학 수업의 특징을

하고, 이는 주로 교과서의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고 이해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자들과 래포가 형성되어

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기억해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

있고 현재 초등 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총 7명의 초

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교

등 교사들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고 초등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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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용하는 과학 수업 자료 등을 수집하여 질적 내용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3개 신문사(국민일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등 교사들은 과학 교과

세계일보, 한겨레)를 대상으로 과학 분야에서 에너지를

서의 구성 단계별(차시 도입, 탐구 활동, 차시 정리)로

검색어로 하여 512건의 온라인 뉴스기사를 수집하여 분

과학 교과서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고 재구성하

석하였으며, 추후 중앙지 11개 신문사의 뉴스기사로 분

여 활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과학 교과서를 거의 그대

석 대상을 확장할 예정이다. 분석 방법으로 R 프로그램

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타 교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과

을 활용하여 TF-IDF(역문헌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

서 중심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며, 과학 교

며, 추가적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모델링 분석

과서를 재구성한다고 말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수준의

을 이용해 텍스트 분석을 할 예정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초

에너지 용어의 사용 유형 분석을 통해 에너지의 사회적

등 교사들이 초등 과학 수업에서 과학 교과서를 활용하

개념에 대한 유형을 파악한 결과는 에너지에 관한 과학

는 양상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초등 교사들의 과

교육과정과 에너지 개념 수업에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

학 교과서 재구성 양상은 탐구 활동의 소재를 바꾸는

반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등의 소극적인 수준이었으며, 초등 교사들은 과학 교과
서의 활용 방법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흥미'와 과학의 '
개념'을 고려하는 수업을 진행하였고, 초등 교사들이 강
조하는 ‘흥미’의 의미는 과학 교과서의 구성 단계에 따
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차 추가적
인 자료 수집과 보다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초등
과학 수업에서 과학 교과서의 활용 양상과 그 의미를

초등 과학 영재아들이 작성한 과학 탐구
포스터의 형식과 내용 분석
이인선1, 박종원2
1

충북대학교, 2전남대학교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 과학영재아들이 자유탐구를 수행한

뉴스기사 분석을 통한 에너지 용어의
일상적 사용 유형 분석

후 제작한 포스터를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포스터의 형식은 탐구 보고서
형, 결과중심 제시형, 스토리텔링형, 퀴즈형으로 분류되

오치영, 강남화

었고, 시각적 정보의 표현 방법으로는 주로 삽화, 사진,

한국교원대학교

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터의 구성 요소별
로 실시한 내용분석을 통해, 포스터의 특징과 부족한 측

에너지는 모든 과학 영역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21세기
의 전 세계적 문제의 하나로 과학적 소양의 기초 개념
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용어가 어떻
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뉴스기사를 수집하여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용어의 사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 = = = | NOM

면들을 제목,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 별로 알
수 있었다. 특히 각 구성 요소별로 제시한 실제 사례들
은 학생 포스터의 특징과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학생의 자유
탐구 활동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또 자유탐구
를 수행한 후에 포스터 제작을 돕는데 실질적인 안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ORAL PRESENTATION(구두발표)

육과정은 다양한 영역을 도입하고 독창성을 활성화하기

사랑과 평화를 위한 한반도 교육과정의
개발

위해 과학-예술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인문학적 사고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수아
사이언아트 연구소

본 연구는 한반도에 적합한 교육과정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제교육과정(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과
독일 교육과정, 남북한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우
리나라는 입시교육과 창의성교육이 동시에 시도되고 있

과학교육과 물리교육 연구의 과거와 현재 :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
이준행1, 조헌국2, 지영래3, 채승철1
1

서울대학교, 2단국대학교, 3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으므로 경북의 고등학생들에게 ‘과학관을 기반으로 한
작품 만들기’ 수업 콘텐츠를 적용한 후 과학교육에 필요
한 요소를 추출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연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과 기계학습 등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B 교육과정은 수능 출제

의 자연어 처리 기법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의 사례가 갈

영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현실적 교육과정에 비해

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자연어 처리에서 확률적

예술이 강조되었으며 심화학습과 토론식 수업, 문제해

주제 분류 기법의 하나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결과정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 교육과정은 북한

Dirichlet Allocation, LDA)을 이용하여 과학교육과 물

과는 달리 이념교육과 군사교육을 삭제시켰다. 둘째, 우

리교육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Web

리나라의 ‘과학관을 기반으로 한 작품 만들기’수업에서

of Science(WoS)의 데이터베이스에서 1991년부터 2019

학생들은 다양한 영역(과학, 환경, 첨단기술, 인문학)을

년까지 출판된 과학교육 논문 7,516편과 물리교육 논문

도입하였으며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표현였으나 독창성

2,078편의 초록과 서지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

과 인문학적 사고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우주복에 관한

는 Python의 자연어 처리 패키지인 NLTK를 이용하여

작품의 경우, 우주공학에 흥미를 느꼈으나 우주폐기물,

전처리하였으며, 비지도 토픽 모델링 패키지인 Gensim

군사로켓 개발에 따른 한반도 평화의 위협 등은 언급하

을 이용하여 LDA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1991

지 않았으며 반도체와 관련된 작품에서도 한국의 반도체

년부터 2019년까지 과학교육과 물리교육 연구를 관통하

산업 수준에 자긍심을 느꼈으나 산업재해 및 일본의 반

는 9개의 주요 주제를 도출하고, 주제의 유사도에 따라

도체 수출규제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의학과 관련된 작

연구 동향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과학교육과 물

품에서 학생들은 자연의 가치를 흥미롭게 생각하였으나

리교육 연구 모두 2009년을 기점으로 연구 경향에 변화

농약 사용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에 산업공학과 관

가 있었으며, 특히 2015년을 전후로 과학교육 연구에 또

련된 작품에서는 지구온난화 원인과 환경오염, 친환경적

한번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

생활의 실천, 친환경적 과학기술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

교육 연구자, 교육자 그리고 정책 입안자가 그동안의 연

였다. 또한, 학생들은 스스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구 동향을 이해하고 새로운 연구나 정책을 기획하는데

심화학습으로 나아갔으며 토론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작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학교육 연구에

품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민족을 위한 과학교

서 자연어 처리 기반 텍스트 분석 기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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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2-3

박사

피지컬컴퓨팅기반 과학적 문제해결과정
에서 나타나는 고등학생의 물리 개념의
변화와 컴퓨팅사고의 특성
김미영,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14:20~16:00, 7월 26일(금) / 502호

자료표현, 추상화, 자동화, 시뮬레이션 영역에서 알아
보았다. 학생들은 자유낙하운동과 포물선운동과는 달
리 지진주제에서의 사용블록의 종류가 적었으며 조건
이나 변수 등이 없는 단조로운 코딩을 나타내었다. 자
유낙하운동과 포물선운동의 표상활동에서 학생들은
자료표현을 제외한 CT의 추상화, 자동화, 시뮬레이션
에 집중하는 특성을 나타내었고, 지진관련 자유탐구

교육용프로그램언어(EPL) 기반의 피지컬컴퓨팅을 사

문제에서는 CT의 자료표현과 추상화에 집중하는 반

용하면 표상활동 외에도 산출물 제작 등의 학생들의

면 자동화나 시뮬레이션활동에서는 소극적인 경향을

생각을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조작 결과와 산출물을 만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들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과학교육학습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사고를 컴퓨팅사고(CT)라 하며 과학에서는 과학적 소
양의 함양을 목적으로 CT를 포함하는 과학교육을 강
조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기 위
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패턴예측 등의 과학탐구에서 컴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과학 수업을 위한
PCK 구성 및 PCK 요소 간 상호작용 유형
양정은1, 최애란2
1

양천중학교, 2이화여자대학교

퓨터를 배제한 활동을 상상할 수 없으므로 과학교육에
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22명을 대상으
로 18차시의 피지컬컴퓨팅기반 과학적 문제해결프로
그램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피지컬컴퓨팅 기초 과정
을 습득한 후 자유낙하운동과 포물선운동의 표상 문제
2개와 지진주제의 자유탐구 문제 1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표상활동 전후에서 학생들은
2차원 등가속도운동(=포물선운동)을 포함해 전체적
(fully)으로 개념변화가 일어난 그룹과 1차원 등가속
도운동과 등속운동 만을 나타나는 부분적(partially)인
경우로 나눠졌다. 이는 학생들은 속도와 가속도, 위치
와 이동거리에 관한 물리 개념에서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개념변화를 종합한 결과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한 자유낙하운동과 포물선운동의 표상
활동은 학생들의 물리개념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생들의 활동지와 인터뷰를 근거로 하여 과학
적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CT특성을

= = = = | NOO

본 연구에서는 과학 실천 수업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를 형성한 중학교 과학교사들이 1년 간의 교사학습공
동체 활동을 통해 과학 실천 수업에 관한 어떠한 PCK
를 구성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과학 실천 수
업에 관한 PCK 요소 간 어떠한 상호작용 유형이 나타
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5명의 중학교 과학교사들로 구성된 과학 실천 수업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는 협력적인 수업 설계, 공유, 수
업 실행 성찰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연구
참여자들은 필요에 따라 활동을 추가하거나 축소하였
다. 본 연구자는 교사학습공동체 형성 전 및 운영 1년
후 사전·사후 설문과 면담을 시행하고, 1년간 교사학
습공동체 모임의 참여 관찰 및 녹음하였다. 또한, 연
구 참여자들의 수업계획안, 수업실천 수 녹화 영상, 수
업 일기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PCK 요소 및 PCK 요소 간 상호작
용의 이론적 틀에 기반하여 연역적으로 분석하고, 다
시 귀납적 분석을 통해 그 범주를 정교화하거나 수정
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ORAL PRESENTATION(구두발표)

본 연구 참여자들의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은 도입기,
성장기Ⅰ, 성장기Ⅱ, 성숙기의 네 시기로 구분되었으
며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협력의 범위가 확장되거나
수준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장기Ⅰ 이후 교육과정 분석, 수업 영상

그림관찰을 강조한 물리문제이해과정에서
이해수준이 물리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오경애,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공유, 상호작용 시나리오 작성 활동을 필요에 따라 추
가해나갔다. 이러한 활동 변화와 연계되어 과학 실천
기반 수업을 위한 PCK 하위요소들이 구성되었으며

물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읽고 물음에

각 하위 요소들이 구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와 발달해

답하는 것은 단순해 보이는 지침이지만, 일부 학생들은

나가는 수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교사학습공동

여러 문장과 그림, 그래프, 표 등으로 구성된 문제를 읽

체의 활동 경험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교사들은 최종

기 힘들어 하고, 문제를 읽고 나서도 무슨 의미인지 이

적으로 과학 실천 교수 지향, 과학 실천 교육과정, 과

해할 수 없다고 한다. 학생들에게는 문제를 잘 읽을 수

학 실천 교수 전략, 학생의 과학 실천 학습, 과학 실

있는 방법에 대한 전략적 활동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므

천 학습 평가의 5가지 PCK 요소에 포함되는 16가지

로 그림관찰을 강조하여 문제이해 수준을 높여 물리문

PCK 하위 요소들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해결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과학 실천 수업 PCK 요소 간 상호작용

일반계 고등학교 물리문제해결 방과후 수업에 참가한 1

은 PCK 요소 및 하위 요소 간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

학년 16명, 2학년 11명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거

에 따라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방향 상호작용

쳐 연구가 진행되었다. 수업은 학년별로 이루어졌으며,

과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양방향 상

4차시(1, 2학년)의 그림관찰과 각각 8차시(1학년)와 16차

호작용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요소 및 하위

시(2학년)의 물리문제해결로 진행되었다. 그림관찰에서

요소 간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의 경우

는 그림을 관찰하여 이해한 것을 설명해 보고, 다른 학생

영향을 받은 PCK 하위 요소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들과 공유하는 활동이 수행되었다. 물리문제해결은 문

러한 상호작용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었고

제이해와 문제풀이를 각각 문제관찰, 지식과 적용요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양방향 상호작

로 구성된 활동지가 제공되었다. 학생들은 자기설명으

용의 경우 상호작용이 교사학습공동체 논의에서 실시

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이후 교사 설명을 듣고 물리문

간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도 있었고 여러 번의 교사학

제해결 학습을 하도록 하였다.

습공동체 모임을 지속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양방향

수업이 종료된 이후 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유형도 있었다. 교사학습공동

14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학

체의 협력적 학습 맥락은 다양한 PCK 요소 및 하위

생 활동지, 설문지, 면담 자료이다. 면담 자료는 전사 또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효과적이고 다양

는 파일로 변환 후 코드를 붙여 코딩하고 범주화하여 분

한 유형의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도록 촉진될

석하였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관찰 활동은 학생들에게 인지편향을 경험하게 하고
관찰능력과 해석적 관찰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물리문제에 대한 문제이해수준을 시각화 및 단서 찾기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문제이해수준은 문제를 관찰하는 학
습자의 물리지식이 충족되어야 향상될 수 있다. 문제이
해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문제관찰을 통해
제시된 정보를 재 진술하고 물리지식을 이용한 올바른
시각화와 교사 피드백, 자기 교정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과학과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과 과제 | N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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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학생이 문제관찰의 결과로

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과학지식 교육, 핵심역량 교육, 그

완성한 시각화를 보고, 학생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구체

리고 과학소양 교육에 대해 지혜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에게 적절한 피드백

각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로써 지혜에 대한

을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문제풀이 과정을 검토하는 자

기존의 논의들도 과학교육에 유효한 함의를 줄 수 있음

기 교정이 일어나도록 제안한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의

을 보이고, 동시에 과학교육 내에서 지혜의 의미가 구체

43.0%는 이해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28.5%는 이해 수준

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의 변화가 없었고, 28.5%는 1회 문제 풀이 후 문제 풀이

연구1과 연구2에서는 과학교육 현장을 연구 대상으로

를 포기하였다. 학생면담과 설문지 분석 결과 그림관찰로

하여 지혜의 의미를 탐색하고 과학수업에의 적용 가능

부터 얻어진 관찰 경험은 물리문제로부터 단서를 찾아내

성을 모색하였다. 연구1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혜와

는 등의 학생들의 문제이해를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에 대한 과학교사들의 전반적 인식을 조사하였
고, 연구2에서는 고등학교의 물리 수업을 일정기간 관
찰하고 교사면담 및 학생 소집단 면담을 수행하여 과학

지혜를 위한 과학교육의 가능성 탐색:
교사인식 조사와 물리수업 분석을
바탕으로

선행연구 분석과 연구1에서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임인숙, 송진웅

같이 지혜의 의미를 재정의하였다. 즉, 지혜는 “지성(智

서울대학교

수업에서 어떤 지혜가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性)과 정의(情意)의 측면에서 끊임없이 더 나은 상태를
지향하는 인간 고유의 속성”으로서, ‘지혜로운 행위’로
발현될 수 있다. 이 때 ‘지혜로운 행위’는 인간의 개별적

지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덕목

행동이나 공동체의 활동 및 그 결과로 생겨난 무형의 산

으로 여겨져 왔고 때로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

물들을 통틀어 일컬으며, 타인에게 귀감이 되고 긍정적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과학교육에서는 지혜가 중요한 주

영향을 끼침으로써 비로소 ‘지혜’, 또는 ‘지혜롭다’고

제로 다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지혜라는

인식된다.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과학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지혜에 대한 위의 정의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것으로 보통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과학으로부터 지혜

‘과학수업에서 가르쳐지는 지혜’ 6가지를 다음과 같이

를 배울 수는 없는가? 과학을 배우는 것이 지혜의 함양

도출하였다: ‘합리적 의심과 개방적 태도’, ‘최선의 대안을

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이식으

찾는 노력’, ‘조건을 변화시켜보는 사고방식’, ‘과학의 언

로부터, 본 연구는 과학교육에서 지혜의 의미에 대한 이

어를 사용하는 소통방식’,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

론적 논의와 경험적 탐색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

해’, ‘과학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인식’. 한편, 연구2의 결과

안 명확하게 이해되지 못했던 지혜의 의미를 파악하고

는 과학지식의 형성과정 및 적용과정에 필요한 지혜로

과학교육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과학교육에서 과학지식뿐 아니라

먼저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적 논의에서는 지혜에 대한

과학지식의 전(前)과 후(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야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지금의 과학교육 주제들에 어

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2의 결과는 과학으로부터 찾아

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낸 지혜와 과학을 대하는 태도로서의 지혜로 해석될 수도

에서는 지혜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철학과 심리

있다. 따라서 향후 ‘과학의 지혜’ 및 ‘과학에 대한 지혜’

학 분야에서의 관련 연구를 개괄하고, 여기에 교육학 분

라는 새로운 담론이 이어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야의 관련 연구를 더하여 교육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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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통합과학

09:00~10:00, 7월 27일(토) / 402호

국내외 가상현실 관련 교육 실험연구의
동향과 생물 수업 적용 방향

동화를 활용한 과학관 전시물 연계
탐방활동지 활용 수업이 초등학생의
과학긍정 경험에 미치는 효과

최섭, 김희백
서울대학교

최소영1, 곽영순2, 신영준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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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상현실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교육 연구에
서 어떠한 측면에 주목하였으며 실제로 가상현실을 적
용한 국내외 실험연구를 살펴보고 향후 생물 교육에서

본 연구는 동화를 활용한 과학관 전시물 탐방 활동지를

가상현실 테크놀로지를 적용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개발 적용하여 초등학생의 과학 긍정경험에 어떤 변화가

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가상현실’과 ‘교육’을 키워드

있는지를 알아보고 동화를 활용한 과학관 전시물 탐방

로 하여 국내외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교육 실험연구

프로그램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를 수행한 44편의 논문에서 88개의 교육적 변인들을

하여 과학교육과 문학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추출하고 연구 방법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가

선행연구들을 수집하고 동화의 특성과 교육적 가치를

상현실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가상현실이 특수하게 가

바탕으로 동화로 자신의 생활과 관련시켜 자연스럽게

지고 있는 특성과 효과에 대해서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전시물과 연관시켜 학교 밖에서도 개인이 과학을 탐구할

가상현실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교육적 변인으로

수 있도록 탐방활동지를 개발하였다.

모형 수준을 제시하였으며 가상현실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한 탐방활동지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안양

가상현실 적용 수업의 흐름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지역 소재 초등학생 10명을 학년별로 두 집단으로 나눈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현실은 ‘조작’, ‘감각

후 매일 1시간 30분씩 연속 4회 진행하였으며, 교사는

화’, ‘상호작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행위유발

활동영역에 따라 코티칭과 티칭을 섞어서 진행하였다.

성’, ‘현존감’, ‘몰입감’, ‘고차원적 사고’의 효과가 나

초등교과서에 언급되어지는 동화 4종을 과천과학관 전

타났다. 둘째, 가상현실의 효과를 알아본 논문에서 총

시물과 연계시켜 활동지 4종류를 개발하였고 현직 초등

23종류의 교육적 변인을 종속 변인으로 삼아 실험연

교사 7명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내용 검증을 거쳤다. 과

구를 하였으며, ‘학업성취도’와 ‘흥미’가 가장 높은 빈

학관 현장에서 작성하기에 편리하도록 핸드북 크기로 편

도수를 보였다. ‘학업성취’나 ‘흥미’ 외에 가상현실의

집. 재구성한 후 수업실시 전후 과학 긍정경험 지표검사

효과를 적절히 검증할 수 있는 교육적 변인으로 ‘모형

를 실시하여 과학긍정 경험지표검사 결과에서 유의미한

수준’을 제안한다. 모형 수준의 요인으로는 ‘구조’, ‘시

변화가 있는 9명 학생들을 선정하여 면담지와 활동지분

스템’, ‘시각화’, ‘표지’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셋째,

석과 학부모인터뷰, 교사관찰을 통해 과학긍정경험 지

철학적 관점에서 가상현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

표검사에서 과학학습 정서에 변화가 있는 9명의 학생의

상현실의 조작적 특성(경험주의적 특성), 감각화적 특

원인을 사례 분석하였다.

성(인지주의적 특성), 상호작용적 특성(구성주의적 특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화라는 편안하고 친숙

성)이 생물 수업에 적용 및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

한 도구로 호기심을 유발시킨 점. 둘째, 직접 체험을 통

았다. 본 연구는 향후에 가상현실 기반 생물 수업이 효

한 과학원리 이해. 셋째, 모둠활동을 통한 역할분담으로

과적으로 교실에 적용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

자신감상승. 넷째, 토의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상승. 다섯

리라 기대된다.

째, 과학관을 놀이와 학습이 병행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과학과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과 과제 |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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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습 부담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따

아니라 대학 전체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

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동화를 전시물과 함

고자 비 이공계 계열(인문사회계열, 예술계열, 체육계열)

께 활용하면 과학적 호기심을 유발시켜 과학적 생각을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

하는데 도움을 주고, 과학적 흥미를 유도시켜 놀이장소

과 같다.

로 인식한 과학관 전시물체험이 과학학습 부담감을 감소

첫째, 대부분의 비 이공계 대학생들은 융합교육에 대해

시켜 과학 학습정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으며, 실제로

질적 사례분석을 통해 연구되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융합수업을 경험해 본 학
생의 비율은 많이 낮은 편이다. 융합수업에 경험이 있는

* 본 연구는 2019 교육부 연구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

학생들의 대부분은 전공 및 교양수업이 아닌 교내외 특

구임.

강, 대외활동 등에서 경험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에 융합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아는 학생의 비율이 낮았으며 모든 학과

비 이공계 대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하지윤1, 곽영순2, 신영준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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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골고루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셋
째,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국가적 차원에
서 제정, 제도적 지원을 이용해 활성화되며 대학별로 융
합교육이 골고루 확대 운영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
았다. 지속적으로 볼 때 창의적 인재양성과 취업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와 학문의 발전에 따라 대학교육

본 연구는 비 이공계 대학생의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

의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융합’이 새로운 대안으로

과 현 교육에서의 부족한 융합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융

떠오르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융합인재의 필요성에

합교육이 대학에서 활성화 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 인식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융합과 관련된 연구와

찾고자 하였다. 융합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융합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

육을 내실화하고, 많은 연구 및 비 이공계대학생이 융합

구에 따라 정부차원의 융합기술이나 융합연구에 대한 정

교육을 습득하여 추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대학교육

책적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교육에서도 융합프로그

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서도 융합이 많이 활용되고

램의 개발이나 융합전공 개설 등 융합교육에 관련된 다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양한 활동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 사료된다.

융합교육이 대부분 이공계열 학부에만 치중되어있어 비
이공계 학생들이 접하기 어렵고 융합교육에 대해 들어본

* 본 연구는 2019 교육부 연구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

경험도 많이 부족하다. 비 이공계 학생들의 융합교육에

구임.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융합교육이 비 이공계학부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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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추리를 기반으로 한 Galileo의 관성의
법칙 형성과 그 영향

험복 등으로 그리는 경향을 보인다(김현영, 박수경, 김영
민, 2012; 정진규, 김영민, 2014; Martin et al., 1997). 과
학자의 행동 특징도 설계·발명, 실험·시험·창조, 관찰하

오준영

기, 기계작동하기, 설명하기·가르치기, 공부하기 등으로

한양대학교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김현영, 박수경, 김영민, 2012).
본 연구는 과학자 이미지에 대하여 학생들이 과학자들
이 연구의 목표는, 갈릴레오의 관성의 법칙을 발견하는

이 보여야 할 행동 가운데 사회적 책무를 인지하고 있

과정에서, 보여주는 가설의 발견과정을 유비추리를 기

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첫째, 그의 가설

미래문제해결 모형을 적용한 STEAM 수업의 도입과

생성 과정에서 귀추와 사고실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마무리 과정에서 Draw-A-Scientist Test(Fralick et al.,

가설의 확증과 확장과정에서도 사고실험이 사용되고 있

2009)를 활용하여 중학생들의 과학자 이미지에 대한 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갈릴레오가 사용한

식을 조사하였고, 과학자의 사회적 책무와 관련된 질문

사고실험은 가설의 생성과 확증과정에서도 함께 사용하

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였으며, 이전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을 부정하는,

본 연구에서는 STEAM 수업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사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탑의 논증의 해결을

회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이 과학자의 이미지와 이들

통하여, 오랜 논쟁이 되었던 문제를 관성의 법칙을 통하

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하여 어떤 인식

여 지상의 근사적 관성계에서는 정적인 세계와 동적인

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과학자를 포

세계의 구분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유비추

함한 과학의 본성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리과정을 통하여 동적인 세계가 정적인 세계를 포괄하
여 대립물의 통합 능력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칸톤학교 아라우와 아인슈타인 1'에 대한
보론: 칸톤학교, 페스탈로찌, 아인슈타인에
관한 논쟁

중학생들의 과학자 이미지와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정병훈
청주교육대학교

김세현1, 최윤희2
1

중앙대학교, 2숭문중학교

논문 '칸톤학교 아라우와 아인슈타인 1' 게재 전후 많지
전통적 의미의 과학자와 현대적 의미의 과학자에 대한

않았던 반응 가운데 칸톤학교와 페스탈로찌의 관계에

의미는 다르게 해석된다(Resnik, 1998). 또한 4차 산업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 즉 칸톤학교가 페스탈로찌의 교

혁명에 이르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사회로 이행되면서

육이념의 영향을 받아 설립되었다거나, 칸톤학교에서

요구되는 과학자의 역할과 의무는 전통적이고 이상적인

그의 교육이념이 실천되었다고 주장하는 문헌들이 꽤

과학자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시대와 사회

있는데 이에 대해 왜 다루지 않았냐는 것이다. 그중에는

적 배경에 따라 과학자 속성이 다를 수 있는 경향을 의심

심지어 칸톤학교에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초·중등학생들의 과학자 이미지는

관한 "유치했던 최초의 사고실험"이 페스탈로찌의 교육

과학자를 남성으로 표현하고, 짧은머리, 안경/보안경, 실

방법론, 소위 안샤웅(Anschauung)에서 유래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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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도 있었다.

이 교육이념의 의미와 한계, 그의 교육방법론의 특징과

본 연구는 칸톤학교 교육이념 성립에 대해 다루었던 논

당시 교육에서 이에 대한 반응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문 제1부 보론으로서 칸톤학교와 페스탈로찌의 관계, 그

• Session 3-3

박사

예비 물리교사를 위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의 개발 및 적용

09:00~10:00, 7월 27일(토) / 502호

항들이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Rasch 모형 분석
을 적용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Messick(1995)의 분류
에 따른 타당도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22개 문항의

김완선 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타당화된 예비물리교사를 위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
를 완성하였다. 이에 대한 Cronbach alpha 값은 로, 적
합한 수준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미래 사회는 직업과 학문의 세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
관되는 특징을 가지며,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현상이나 첨단 기기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있어 더
이상 고전물리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현대물리학
의 개념과 이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2009 개정 물리 교육과정에 현대물리학 내용이 포괄

고전검사이론에 의한 문항분석 및 검사지 분석을 수행
하여 문항난이도, 문항변별도, 양류상관계수, KR-20,
Ferguson’s delta 값을 구하였으며, Rasch 모형 분석
을 이용하여 문항반응이론에 의한 문항난이도를 추정
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결과자료로부터 얻은 확신도
와 문항난이도(정답률) 간의 관계를 탐색해 보았다.

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
내용범위나 배열에 다소 변화가 있기는 하나 여전히
중요한 물리 개념으로서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
육현장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사들 및 장차 물리학
을 가르쳐야하는 예비 물리교사는 교과교육학적 지식
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현대물리 관

과학 교육연구자의 연구과정 중 드러나는
연구 효능감 및 그 특징의 탐색
유지현
이화여자대학교

련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 물리교사들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현대물리 개념
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를

자기효능감은 그 개념이 도입된 이후로 효능감에 관한

개발하여 타당화시키고 이를 적용하여 에비 물리교사

여러 연구에서 성취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임이 검증되

의 현대물리 개념 이해를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었다. 이 연구는 과학교육의 연구 과정 중 드러나는 연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물리학I과 II의 현대물

구 효능감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이다. 과학교육 연구

리 내용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현대물리 개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념요소를 구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항들을 개발

하였으며, 면담 과정에서는 일반적 연구 효능감 측정

하였다. 일련의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친

도구인 Research Self-Efficacy Scale(RSES; Bieschke,

24문항의 설문용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를 전국 15개

Bishop, & Garcia, 1996)를 개선하여 만든 설문지로

사범대학에 투입하여 총 467명의 예비 물리교사 3, 4

설문을 진행하였다.

학년들로부터 설문결과자료를 수집하였다. 개발된 문

연구참여자들이 과학교육 연구 과정에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역량은 크게 전문가역량과 심적역량으로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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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인지가

연구 효능감의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이중 학문간

연구의 자신감으로 나타났다. 과학교육 연구 효능감

융합과 통합으로 인한 연구 효능감의 특징은 연구자

은 자신감, 새로운 분야의 도전 효능감, 연구 과정 중

의 창의력으로 인한 연구 효능감과 새로운 연구의 도

결정 효능감, 학문적 기여 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의

전에 대한 연구 효능감을 찾아볼 수 있었다.

5가지 요소가 발견되었다. 이중 자신감은 연구역량을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지녔다는 자신감, 동료와 주변 협력자로 인한 자신감,

였다. 첫째, 문헌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배경 지식에

연구에 대한 확신으로 나눌 수 있었다.

대한 체계적 접근을 제언할 수 있다. 둘째, 과학교육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효능감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연구의 협조를 위하여 전문가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찾을 수 있었다. 첫째, 과학교육 연구의 인문사회학의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연구에 활용되어야 한다. 본

연관으로 인하여, 통찰력에 대한 효능감, 연구의 사회

연구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연구 효능감이라는

적 공감으로 인한 효능감을 찾을 수 있었다. 둘째, 응

개념으로 과학교육 연구자들과 그들의 연구 과정을

용학문적 특성으로 인하여, 최근 연구 경향성에 연결

살펴본 연구이다. 이 연구는 장차 과학교육 전문가가

을 통한 연구 효능감과 문헌연구 역량으로 인한 연구

되려는 대학원생들에게 선배 연구자들의 연구 과정을

효능감, 교육발전을 위한 탐색과 연구 효능감을 찾을

배울 수 있는 전략서가 될 수 있다. 또 앞으로 과학교

수 있었다. 셋째, 최근 과학교육 연구 경향과 관련하

육 연구 효능감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데 좋은 참고자

여, 인적 네트워크로 인한 연구 효능감, 장기연구에

료가 될 수 있다.

대한 낮은 연구 효능감, 학문간 융합과 통합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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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1-1

과학교수학습

16:00~17:40, 7월 26일(금) / 1층 로비

한 재미, 다름이 느껴지는 수업, 개인과의 관련성을 맺

예비 생물교사의 생물수업 설계과정에서
재미요소 분석 및 적용 가능성

어주는 수업,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수업, 현
실적 문제와 해결책 모색, 잘 이해되는 수업 순으로 재
미요소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업시연

김은미, 손연아

을 위해 설계한 수업지도안의 특징 및 초점을 교육실

단국대학교

습 과정 중에 현장에서 적용한 예비과학교사 보다 적
용하지 못한 예비과학교사의 수가 많았으며, 그 이유
앞으로의 과학교육은 과학개념 주입에 몰두하는 과학

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 진도나가기 식의 수업, 학교

자 양성 중심의 과학교육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과학

장비 부족 등이 나타났다.

에 대한 유용성을 이해하여, 흥미를 가지고, 과학에 대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 중심의 정의

과학교육에서는 정의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

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과학교육의 방향으로 획기적으

이며 특히, 과학 수업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 경

로 달라져야 한다. 예비교사 시기의 수업 설계 및 교육

험은 학생들의 동기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학업성취

경험은 이들이 현직교사가 되었을 때 수업의 전반적

도와 연결되는 만큼 교육적 가치가 크다. 그러나, 실

인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예비교사 시기

제 학교 현장은 이러한 교육의 방향과는 차이가 있는

의 수업 및 교육 관련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예비과학교사들의 수업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예

설계과정에서 재미요소를 분석하고, 학교현장에의 적

비 생물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 수업시연 과정과

용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과학교육과 학교

교육실습 과정 중의 수업 경험을 정의적 측면에 중점

현장의 모습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을 두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과학교육과 학생들 중 2018년

는데 의의가 있다.

1학기에 개설된 ‘생물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수강
하는 4학년 1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생물 교사
들이 수업 시연을 위해 설계한 교수학습지도안의 초점
을 분류하고 재미요소를 분석하고 예비 생물 교사들
이 수업시연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분
석하였으며, 예비 생물 교사들이 교육실습 과정에서
준비한 수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교육실습 전후의 생

긴 필라멘트 전구에 의한 빛그림자 모양의
불일치 상황을 관찰한 중학생의 개념변화
특징
김이영, 김지나
부산대학교

물수업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 생물 교사들의 수업 시연을 위해 설
계한 수업지도안은 크게 교과서 기반 수업, 모형 적용

이 연구는 빛의 직진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빛 그

수업, 게임 활용 수업, 스토리텔링 수업의 4가지 유형

림자 모양에 대해 비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

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재미요소를 분석한 결과 예

들에게 불일치 상황을 제시하여 인지갈등과 개념변화

비 과학교사들의 수업에는 학생들 사이의 협력을 통

의 특징을 알아본 연구이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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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 인지갈등검사, 사후검사, 지

간적으로 제한된 전통적인 시민성에서 벗어나, 생태적

연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에서 작은 구멍을

으로 재구성된 근본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민성이 필

통과한 전구 2개에 의한 빛 그림자 모양, 전구 3개에

요하다는 논의를 요구하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

의한 빛 그림자 모양, 긴 필라멘트 전구에 의한 빛 그

한 개념이 생태시민성이다(Dobson, 2003). 생태시민성

림자 모양을 각각 예상하게 하였고, 세 문항 모두 틀

(ecological citizenship)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

린 학생 22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학생들에

를 야기한 사회구조적 측면과 그에 따른 정의와 사회

게 긴 필라멘트 전구에 의한 빛그림자 모양을 관찰하

정책적인 분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총체적인 관

게 한 뒤, 인지갈등을 측정하였다. 그 뒤 빛이 나아가

점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및 사회와 자연의 관계를

는 방향을 그림으로 그려서 전구 2개에 의한 빛 그림

바라보며, 이를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재구성할 수 있

자 모양, 전구 3개에 의한 빛 그림자 모양, 긴 필라멘

는 능력 등을 갖춘 시민성을 의미한다(김찬국, 2013).

트에 의한 빛 그림자 모양을 설명하였다. 지연 사후검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지구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시

사에서 긴 필라멘트 전구의 빛 그림자 모양에 대해서

민으로서의 책임을 느끼며 개인이나 지역의 문제가 전

는 90.9%의 학생들이 바른 답을 하였다. 그러나, 그

지구적 환경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고 자발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전구 2개, 전구 3개에 의한 빛

적 행동을 끌어낼 수 있는 지향점을 생태시민성으로

그림자 모양에 대해 모두 바르게 답한 학생은 36.4%

본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해 지역사회를 기반

였다. 즉, 관찰한 불일치 현상에 대해서는 바른 응답

으로 한 기후변화 프로젝트 활동을 개발하고, 학생의

을 하였으나, 그 원리를 설명한 상황에 대해서는 바른

자율적 활동이 가능한 동아리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응답을 하지 못한 학생이 많았다. 목표개념을 설명할

생태시민성 함양을 도모하고, 이 활동이 생태시민성

수 있는 불일치 상황을 제시하고 그 원리를 설명한다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고 하더라도, 그 원리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학생들

연구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A 고등학교 1학년 학

이 올바른 과학적 개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

생 13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7주 동안 14차시의 프

운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로젝트 활동이 진행된다. 활동의 첫 번째 단계는 기후
변화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식 및 이해로 기
후변화의 원인과 지구계(earth system)에 미치는 영향

생태시민성 함양을 위한 고등학교 기후변
화 동아리 지역사회기반 프로젝트 활동의
개발 및 적용
박우용, 최승언, 김찬종
서울대학교

을 알아보기 위한 과학적 모델링 활동이며, 두 번째는
기후변화 문제 상황에 대한 통찰을 목표로 개인, 지
역, 국제적인 차원의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의 탐색
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앞의 두 단
계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사회적 실천
을 계획하고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생태시민성 함양에 대한 사전

산업혁명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인류는 급격한 발전

및 사후 검사, 관찰일지, 각 차시별 활동 결과물, 그리

을 이루었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기후변화에 의

고 심층 면담 등이 활용된다. 현재는 학생들과 함께

한 위험이 도래하게 되었으며, 이 문제는 어느 한 국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 중이며, 총 7주로 계획된 활동

가나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중 3주차까지 완료되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고 있

프로젝트 활동으로 수집된 자료는 생태시민성의 여러

다(Stern, 2006).

요소 중 시민에게 가장 강조되는 측면을 ‘지식과 이

환경 문제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현재의 상황은 공

해’, ‘책임’, ‘지속가능성’, ‘정의’, 그리고 ‘참여’로 보

= = = = | N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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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기에 집중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동

논제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리 프로젝트 활동의 일반적 계획과 내용 등의 틀은
연구자에 의해 제공되지만, 세부적인 활동은 학생의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생들이 해당 활동을 통
해 생태시민성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모두 향상된 결
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소집단의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
난 리더십 분산
송현진, 김희백
서울대학교

과학 탐구의 본성에 초점을 둔 실험의
설계와 시범 적용: 드라이아이스 승화
실험에서 드러나는 인식론적 논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리더십 행동 분석을 통해 리더십
행동을 가장 많이 보이는 주요 리더를 파악하여 소집

박정우1, 이선경1, 이경건1, 심한수2, 신명경3

단에서 리더십 분산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1

서울대학교, 2계원예술대학교, 3경인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을
동정하여 소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프레이밍 상호작용

이 연구는 과학 활동의 인식론적 논제에 초점을 둔 탐

이 리더십 분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탐색하고자

구 실험을 설계 및 시범 적용하고, 실험 활동과 반성적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중학교 2학년 1개 학급

논의를 분석하여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설 단원에 대해 총 6차시의 과

사범대학 과학교육과에 소속된 대학원생 3명이 자발

학적 모형 구성 수업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의 모형 구

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실험 1에

성 과정을 소집단별로 녹음·녹화하였다. 학생들의 인

서 안정적 탐구의 특징을 보여주었지만, 실험 2의 작

식론적 프레이밍과 위치 짓기 프레이밍에 따라 소집

지만 지속적인 변화는 실험을 새로운 설명체계를 찾는

단의 리더십 분산이 어떻게 나타나고 변화하는지 확

유동적 탐구의 국면으로 이끌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여

인하기 위해 모형 구성 과정 동안 프레이밍의 전환이

러 가지 밑천을 동원해서 새로운 가설과 모형을 제안

잘 일어나고, 소집단 내에서 리더십 분산의 양상이 전

하고, 이를 검증할 추가 실험을 요청하였다. 반성적 논

체 수업에 걸쳐 변화하는 두 개의 소집단을 초점 집

의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식

단으로 선정하여 담화 전사본, 학생들의 활동지, 심층

론적 논제를 이끌어 냈다. 첫째, 실험 초기에 자신의

면담 자료를 통해 소집단의 리더십 분산과 학생들의

관찰이 이론 의존적이었다. 둘째, 관찰 사항이 더 이상

프레이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 소집단은 모형

이론에 의존할 수 없는 위기 국면에 봉착하면 관찰과

구성 과정에 기존 리더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리더

이론의 조정이 진행된다. 셋째로 관찰과 이론의 관계

가 등장하였다. 기존 리더는 자신을 ‘지시자’로, 모형

에 따라 안정적 탐구나 유동적 탐구가 수행된다. 이상

구성 과정을 ‘교실 수업에서 성공하기’로 프레이밍하

의 연구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예비교사 교육

고, 교과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주장 제시, 다른 구성

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안정적

원들의 주장 정교화, 결론 도출 등을 통해 소집단의

탐구에 뒤이어 유동적 탐구가 자발적으로 진행 될 수

모형 구성 과정을 이끌어갔고, 이때 나머지 구성원들

있음을 보였으며 그 활동의 예시를 함께 제시하였다.

은 자신을 ‘수용자’, ‘교실 수업에서 성공하기’로 프

둘째, 이 연구에서는 탐구에 뒤따른 반성적 논의를 통

레이밍 함으로써 리더의 주장이 그대로 소집단의 모

해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인식론적

형이 되었다. 교과서에서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과제의
경우 기존의 리더가 주장을 제시하거나 정교화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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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지 않았고, 이때, 교사의 지지를 받고 기존의 리

고, 그 이론을 기반으로 과학교육의 철학적 논리와 여

더로부터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구성원이

러 개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새로운 리더로 등장하여 자신을 ‘촉진자’로, 모형 구

이론적 이해를 위해 주로 문헌 자료에 의존하며, 사실

성 과정을 ‘현상 이해’로 프레이밍을 전환하면서, 주

적 이해를 위해 교육적 사례와 예화도 일부 활용하고

장을 스스로 구성해 제시하여 다른 구성원들의 질문

자 한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자연 대 사회, 비인

과 정교화를 이끌어내 논의가 일어나도록 하고 상대

간 대 인간, 주체 대 객체 등의 근대적 이원론에 기초

방의 주장에 대해 정교화와 질문을 시도하였다. 이에

한 인식론을 거부하고, 비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

다른 구성원들은 ‘응답자’와 ‘현상 이해’로 프레이밍

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변화하는 실제

을 전환하면서 새로운 리더와 함께 모형의 생성, 수

를 해명한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으로 본 과학교육

정, 평가를 수행하였다. 다른 한 소집단은 두 명의 리

의 여러 개념들은 해체와 탈바꿈이 요구된다. 첫째,

더가 함께 자신들을 ‘촉진자’와 ‘응답자’로, 모형 구

인식의 발생 메커니즘은 개인 안으로 제한되지 않고

성 과정을 ‘현상 이해’로 프레이밍하며 적극적으로

개인 밖으로 확장된다. 과학 지식은 개인의 정신 혹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주장도 수

이성 작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

용해가며 정교화 및 반박을 통해 모형을 공동으로 구

위자들의 연결망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이때 행위

성해가다가 후반부에 두 명의 리더가 서로를 ‘경쟁자’

자의 일부로서 인간은 머릿속으로 사고하는 것으로

로 위치 지으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비생산적인 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것이 사고

박을 계속 이어가면서 합의된 모형을 구성하지 못하

하는 것이 된다. 둘째, 학교 과학에서 지식은 상호 구

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때, 자신의 의견을 수용해주

성되며, 이때 지식은 인식론적이기 보다는 관계적 존

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진 한 명의 리더는 구성원들

재론적이다. 학교 과학에서 발생한 교육적 사건에 연

과의 논의 없이 홀로 자신만의 모형을 구성하였고, 다

관된 행위자들의 네트워크가 변화해가는 궤적으로 지

른 한 명의 리더는 나머지 구성원들과 논의를 하며

식의 상호구성이 포착될 수 있다. 특히 실험실에서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리더 간에 주장

각종 도구(instruments)는 과학 지식을 증명하기 위한

제시, 정교화, 반박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소집단

단순한 보조물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편입된 행위능력

의 모형은 두 리더의 모형을 단순히 합친 것이 되었

을 지닌 행위자가 된다. 셋째, 학습자의 능력은 더 이

다. 본 연구 결과는 학생들의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

상 개인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수

을 학생들의 리더십과 프레이밍 측면에서 지원하기

많은 행위자와 동맹하고 상호작용하는 활동을 통해

위한 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드러나는 것이 된다. 즉, 학습자의 능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인 '관계적 효과'가 되는 것이다. 그 외
에, 다양한 과학 교육적 개념과 문제를 바라보고 설명

과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이종혁1, 박정우1, 유금복1, 박형용1, 윤혜경2, 이선경1
1

서울대학교, 2춘천교육대학교

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다. 이처럼 행위자 네트
워크 이론으로 교육적 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은 관심
행위자들을 추적하여 세밀히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
며, 과학교육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
러한 시도는 그 동안 개인 중심으로 전개된 보편 이
론이 담아내지 못하는 과학교육의 실제를 조명하는

본 연구는 과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서 행위
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을 소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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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더 낮은 수준의 사고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산

산과 염기 화학반응에서 논리사고 학습발
달단계 탐색

과 염기의 화학반응에서 요구하는 입자의 개수 보존
논리는 높은 수준의 사고를 요구하며, 따라서 비례논
리와 함께 고등학교의 화학교육에서 보다 강화할 필

조나연, 백성혜, 박철용

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교원대학교

본 연구의 입자에 대한 논리 사고의 발달단계를 산
과 염기 반응이라는 상황에 국한하여 진행하였다. 하

이 연구에서는 산과 염기의 화학반응에 대한 학습발

지만 현재 화학 교육과정에서는 산과 염기 반응 외에

달을 논리사고 발달단계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그 타

도 다양한 화학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

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7개

의 입자에 대한 논리 사고를 다양한 화학반응에 대하

지역, 9개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387명을 편의

여 복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연구에서 밝힌 입자에

표집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지는 총 9문항

대한 논리 사고의 발달의 가정을 보다 확실하게 판단

이었으며, 산과 염기 반응물과 생성물을 제시하고 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학년별 논리 사고

물질들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

발달단계가 반응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림으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적도록 구성하였다. 상황

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맥락적인 차

맥락은 한 종류의 용질이 용매에 녹는 상황과 두 종

이는 교재의 서술 방식의 문제와 함께 복합적으로 논

류의 용질이 용매에 녹는 상황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

연구에서는 물질보존논리, 조합논리, 비례논리, 입자

에서는 입자에 대한 학생들의 논리 사고에 대하여만

개수 보존논리를 조합하여 총 6단계의 발달을 가정하

탐구하였지만, 추후 연구로써 입자에 대한 논리 사고

였다. 자료를 분석하여 Rasch 모델로 Person reli-

발달단계와 화학 개념의 이해 정도를 비교해 본다면

ability, Item reliability, MNSQ와 ZSTD의 Infit와

화학반응에 대한 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보다

Outfit값을 구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가설적으로 제안

정확하게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

한 논리 사고 발달단계가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자료

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의 분석 결과, 중학교 2학년까지는 낮은 단계의 사고
가 저학년에서 더 우세하였다. 그리고 높은 단계의 사
고(2단계에서 5단계)가 상대적으로 고학년에서 우세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Grade
12)에서 높은 단계의 사고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인 5단계의 사고는 모든 학
년에서 매우 낮았으며,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학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을 통한 학생들의
모델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차현정, 신윤주, 최승언, 김찬종
서울대학교

년은 중학교 3학년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로부터 학생들이 산과 염기의 화학반

과학교육에서 모델링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후로

응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입자의 개수 보존논리에 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학생의 모델링 활동을 사회

한 사고와 비례논리에 대한 사고를 물질 보존논리나

문화적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에는 한계가

조합논리에 관련된 사고보다 어려워한다는 점을 확인

있었다. 이에 문화역사적 활동이론(cultural historical

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중

activity theory; CHAT)이 학생 개인과 복잡하게 상호

구체적 조작기의 사고에 해당하는 보존논리는 형식적

작용하는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조작기의 사고에 해당하는 조합논리나 비례논리에 비

이론적 틀이자 연구방법론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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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CHAT를 통해 태양 자전 모델링 수업의 특
징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모델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학교는 경기도 S시 과학교과교실제 중심교
인 남녀공학중학교이며, 모델링 수업을 실행하고 계
획한 교사는 모델링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은 10년
이상의 경력 교사였다. 여섯 개의 조로 구성된 27명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species
concept
Ai Nurlaelasari Rusmana1, Yustika Sya’bandari1, Rahmi
Qurota Aini1, 신세인2, 이준기3, 하민수1
1

강원대학교, 2충북대학교, 3전북대학교

의 2학년 한 학급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에서 3~4개 조의 학생들은 초점 그룹으로 선정하
여 분석하였다. 모델링 수업은 연속 2차시로 진행되

Even though the concept of species is fundamental

었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태양 관측 데이터를 관

in biology, the history of species concept and the

찰하고, 태양의 흑점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existence of different concepts of species are rarely

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해보는 수업으로 개인

taught in the biology classroom. This is un-

활동, 소그룹 활동, 학급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수업

fortunate, as teachers could use the plurality of spe-

이 진행되는 동안 두 명의 연구자가 같이 참여하여

cies concepts to enrich discussion in the classroom.

보조 교사 역할을 맡았으며, 전체 수업 모습과 조별

Therefore, knowing the students' perception of spe-

활동 모습을 촬영하고 모델링 활동에서 학생들이 작

cies is essential to plan compatible strategies for

성한 개인 활동지, 조별 활동지를 수집하고 수업 직후

teaching species. An open-ended question was ad-

1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업 이후 2차 설문 조

ministered to 548 high school students. A semantic

사, 두 차례의 학생 인터뷰, 공식/비공식적 교사 인터

network analysis was then used to explore the ideas

뷰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수집된 질적 자

of species in the students’ responses, and further

료를 활동 이론에 근거하여 활동 체계의 요소별 특징,

analyses were conducted to observe the co-ex-

활동 체계간 상호 작용의 특징, 모순(contradiction)을

istence of those ideas. The following five concepts

파악하였으며 학생들의 모델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were found: species as the lowest taxon in taxon-

요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의 활동 체계에서

omy (A1), species as a type of animal or plant

주로 모순이 나타나는 요소는 객체(object), 분업

(A2), species as the basic classification of living

(division of labor) 이었으며, 모순이 해결되는 과정

things (A3), genetic species concept (A4), and mor-

은 활동에서 정해진 규칙(rule)보다는 분업(division

phological species concept (A5). Among the stu-

of labor)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

dents’ responses, the naïve ideas were more fre-

다. 학생들의 소그룹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

quent than normative ideas, and some of them were

는 매개물(mediating artifacts)과 분업(division of la-

co-existed. Since students primarily learn the con-

bor)이었으며, 교사와 학생간의 활동에서는 교사의

cept of species through biology teaching and learn-

활동 체계의 결과가 학생들이 모델링 활동에서 사용

ing, a pedagogical effort needs to be made to en-

하는 매개물(mediating artifacts), 객체(object)에 많

hance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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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experiment as learning activity taken dif-

Sematic Network Analysis of
Indonesian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Scientific Experiment

ferently in science class and humanities class in
Indonesian high school. By this study, network
analysis method had effectively gathered students’

Rahmi Qurota Aini1, Yustika Sya’bandari1, Ai Nurlaelasari
Rusmana1, 신세인2, 이준기3, 하민수1

pieces of knowledge and the idea of scientific
experiment.

1

강원대학교, 2충북대학교, 3전북대학교

To know students’ metacognition and their understanding of scientific inquiry, investigating what
students know about the scientific experiment is
essential. This study aimed to explore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scientific experiment by

Science and humanities students’
perception about race concept: A
study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Yustika Sya’bandari1, Rahmi Qurota Aini1, Ai Nurlaelasari
Rusmana1, 이준기2, 신세인3, 하민수1
1

강원대학교, 2전북대학교, 3충북대학교

sematic network analysis (SNA). Total of 425
Indonesian high school students (55.8% of science
class, 44.2% of humanity class) were participated.

Improving the ability to harmonize with diverse hu-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 the center words

mans is one of the most demanding educational

used around the concept of scientific experiment in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In particular, the at-

students cognitive structure between science and

titude of respect to various races based on the prop-

humanities group students. Furthermore, by using

er understanding of the human race. The race has

SNA method visualize their perception by examin-

been reported as the essential concept of biological

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word of response

reality and human social construct. The race con-

and its patterns underlying the network. As result

cept can be perceived differently by diverse society.

of the study, science students group perceived sci-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plore science and hu-

entific experiment as more into inquiry activity and

manities track students' perception of race concept

centered on “scientific” “prove” “theory” and

by perform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A total of

“science”. With eight groups of the network, sci-

412 students from science and humanities track

ence students had nodes “prove” “observation”

have participated. The ideas of students' perception

“problem” “hypothesis” which those nodes do not

of the race concept are visualized in the form of a

appear in humanities students group. In the case of

network map. The result illustrated that science and

humanities group students, their perception of sci-

humanities students' perception about race concept

entific experiment centered on nodes “scientific”

was typically categorized into typological concept

”research” “new” and “find” where according to the

of race, race as a social construct, and race as the

network, only the nodes “new” was connected in

mixed concept between biology and social. The dis-

three groups. Humanities students group perceived

crepancy is that science students tend to have a bi-

scientific experiment more into discovery process.

ological view to describe the race as a biological

In general, this result of the study can support how

reality. They believe that human has biological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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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ce, and they involve the genetic concept in ra-

cial issue in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to pre-

cial categorization. This research suggested the edu-

vent students from the misunderstanding about race

cational stakeholder and teacher consider this cru-

concept.

• Session 1-2

과학교육과정

16:00~17:40, 7월 26일(금) / 1층 로비

7.9), 창의융합 교육은 평균 13.4%(SD 9.5), 프로젝트

과학중점학교 우수 사례 시기별 변화 분석

는 평균 11.9%(SD 11.1), 비교과 활동은 평균 41.4%
(SD 9.8) 그리고 교사 전문성은 11.2%(SD 5.6)로 제

윤영식1, 최재혁2
1

전남해룡고등학교, 2전남대학교

시되었다. 우수 사례의 변화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운영
은 초창기 30.9%(n=17)에서 정착기 17.0%(n=16)로
감소하다 다시 확립기에 18.2%(n=10)로 소폭 상승함
을 보였고, 창의융합 교육은 초창기 7.3%(n=4)에서 정

2010년도부터 운영되어온 과학중점학교에서는 교육과

착기 21.3%(n=20)로 상승하고 확립기에 12.7%(n=7)

정 및 다양한 비교과 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 변화

로 다시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프로젝트 활동은

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

초창기 9.1%(n=5)에서 정착기 2.1(n=2)로 낮았으나,

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시된 204개의 우수 사

확립기에는 23.6%(n=13)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비

례를 분석하여 과학중점학교가 선정되고 시행된 2010년

교과 활동은 초창기 40.0%(n=22)에서 정착기 53.2%

부터 2018년까지 정책이 시행, 정착, 그리고 확립되는

(n=50)로 증가하다 확립기에 32.7(n=18)로 내림세를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4개

보인다. 마지막 교사 전문성은 초창기 12.7(n=7)에서

우수 사례를 각 연도별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하

정착기 6.4%(n=6)로 낮아지다 확립기 12.7%(n=7)로

고 시기에 다른 각 영역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2010년

제시되었다.

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최소 13개에서 최대 41개의

이러한 과학중점학교의 우수 사례들 통해 초기 과학중

우수 사례가 보고되어 평균 22.7개였다.

점학교의 정착 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이 과학중점과

분석 방법은 과학중점학교 우수 사례에서 핵심내용별

정에 맞추어 편성되고 학생 중심 교육활동과 교사들의

우수 사례의 비율을 시기별로 비교 분석해 보고, 시기

협력과 연구를 위한 교사 공동체 활동이 강조되었음을

별 변화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중점학교가 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과학체험과 동아

장에 정착되는 초창기 3년, 정착기 3년, 그리고 확립

리 등의 비교과 활동이 지속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기 3년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주제의

있었다. 이와 더불어 STEAM 교육이 부각되면서 창의

구분과 분석에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과학중점학교 교

융합 교육이 활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졌으며, 2015

사 5인, 과학중점학교 전문가 1인이 참여하였다. 초창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과 창의재단의 지원이 다양한 교

기는 과학중점학교 선정과 운영 그리고 2009 개정 교

육과정과 프로젝트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육과정의 적용으로, 정착기는 STEAM교육의 활성화,

수 있었다. 또한학생부 종합전형과 교수학습방법개선

그리고 확립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2015 개정 교

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변화가 교사 동아리 활동과 학

육과정의 적용을 연관지어 설명이 가능했다.

습 공동체 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확인할

과학중점학교의 우수 사례가 가장 많이 제시되는 부분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사례를 볼 때 과학중점학교

은 비교과 활동과 교육과정 운영이었다. 각 사례별로

의 우수 사례의 변화를 살펴보면 교육정책의 변화에

전체 비율을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은 평균 22.1%(SD

따라 우수 사례의 주제도 변화를 보였다.

= = = = | N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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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 선

생명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글쓰기
활동에 나타난 STS 관련 요소 및 학문
영역의 특성 분석

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학기술 인재양성 기관으
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과학중점학교의 교육과정과
다양한 과학·수학 활동 등이 일반계고등학교로 확대되
고 있어 과학중점학교가 벤치마킹 대상 학교 및 과학

이혜진, 심규철

문화 확산의 거점 학교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할

공주대학교

수 있다. 따라서 과학교육의 우수모델학교로서 앞으로
의 과학중점학교의 운영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일반
본 연구는 2009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과학중점학교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과서의 과학 글쓰기 활동을 분석

의 과학·수학 수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조사가 필

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009와 2015

요하다.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고등학교 생명과학Ⅰ과

부터 2018년까지 과학중점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들

생명과학Ⅱ 교과서 각 5종에 제시된 과학 글쓰기 활동

을 대상으로 과학중점학교의 과학·수학 수업과 프로그

총 337개를 추출하고, ‘STS 관련 요소’, ‘학문 영역’의

램 중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운영하길 희망하는 수업 및

분석틀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2009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은

개정 교육과정와 비교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운영하길 희망하는 과학중점학교

학 글쓰기 활동 수는 1.8배 증가하였다. STS 관련 요소

의 과학·수학 수업과 프로그램으로 과학·수학 관련 행

분석 결과, 생활 속 과학 요소와 첨단 과학 요소가 가

사, 과제연구, 전문교과 순으로 답변하였으며, 교사는 과

장 많았다. 학문 영역 분석 결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제연구, 과학·수학 관련 행사, 과학·수학 동아리 활동

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모두에서 생명과학Ⅰ에 제시

순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학부모는 과제연구, 과학·수

된 과학 글쓰기 활동의 학문 영역은 생태학과 동물생

학 관련 행사, 전문 교과 순으로 일반계고등학교에서

리학이 가장 많았고, 생명과학Ⅱ에 제시된 과학 글쓰

운영하면 좋은 과학중점학교의 과학·수학 수업과 프

기 활동의 학문 영역은 유전과 진화 영역이 가장 많았

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본 연구 결과, 교사들은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이외에 다른 과학 글쓰기 활동을 보완하여 지도할 필
요가 있으며, 교사와 전문가가 과학 글쓰기 활동의
‘STS 관련 요소’, ‘학문 영역’에 대해 논의하여 새로운
교과서 개발 시 참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고등학교 과학 교과의 생태 관련
학습내용과 생물과 예비교사 생태 관련
교육내용의 연관성 분석
홍주연, 심규철

과학중점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일반계
고등학교 추천 과학·수학 수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조사

공주대학교

본 연구는 고등학교 과학 교과에서 다루는 생태 관련
학습내용과 생물과 예비교사들이 배우는 생태학 교재

최재혁

에서 다루는 생태 관련 교육내용의 연관성을 알아보

전남대학교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 고등학교 과학, 2009
생명과학Ⅰ, 2015 통합과학, 2015 생명과학Ⅰ 교과서
과학중점학교는 과학 및 수학 중심의 특성화된 교육과

에서 추출한 생태 관련 학습내용과 생물과 예비교사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과학과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과 과제 | NQ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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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배우는 생태학 교재 3종에서 추출한 생태 관련

맥락(과학사, 과학의 본성, 과학철학 등)도 교육내용으

교육내용을 분석 틀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틀

로 강조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지식과

은 생태계 구성, 개체군, 군집,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

과학을 둘러싼 맥락이 교육내용으로 조화롭게 도입할

환, 생물 다양성, 인간과 환경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인식¹⁾에서 출발하여, 먼저 우

연구 결과 고등학교 과학 교과에서는 총 145개의 생

리나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중학교, 힘과 운동

태 관련 학습내용이 제시되었으며, 생물과 예비교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²⁾에서 물리학

를 위한 생태학 교재에서 총 42개의 생태 관련 교육

지식의 깊은 의미와 물리학의 본성을 하나의 이야기

내용이 제시되었다. 생태 관련 학습내용과 생태 관련

구조 속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된 아인슈타인의

교육내용의 연관성을 분석해보면 생태 관련 학습내용

<The Evolution of Physics>(힘과 운동 내용)을 분석

전체 145개 중 21개가 생물과 예비교사를 위한 생태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

학 교재에 미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생물

정은 힘과 운동 부분의 주요한 과학지식인 ‘힘’과 ‘운

과 예비교사들이 임용되어 생태 내용을 가르칠 때 불

동’을 분리하여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과학을 둘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범대

러싼 맥락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과학 지식과 별도의

학에서는 생물과 예비교사들이 생태 관련 학습내용을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반면, <The Evolution of

충실히 가르칠 수 있도록 생태 관련 교육내용들을 적

Physics>는 ‘힘’과 ‘운동’의 관계로부터 뉴턴역학의 체

절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계가 갖춰지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과
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과학사, 과학의 본성, 과
학철학)이 조화롭게 융합되어 하나의 교육내용으로 제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과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쟁점에 대한 고찰 : ‘과학지식 vs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중심으로
홍혜진, 이진석, 김민기, 이경호
서울대학교

시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발표에서
는 과학적 소양을 위한 과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구성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1) 박종원(2016). 과학적 소양에 대한 세 가지 논의 통합적 이해, 교육과정에의 정착, 시민교육을 중심으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은 과학교육에 등장한

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6(3), 413∼422.

이후부터 지금까지, 과학교육의 주요 목표로 자리매김

2)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상대성이론의 관한 내용을 분

하고 있다. 그간 과학적 소양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석하였다.

되어 왔음에도, 과학적 소양은 여전히 여러 가지 관점

이서지(2019)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이론을 어떻

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그러

게 설명하는가? : ‘학술논문’과 ‘일반인을 위한 저서’

나 과학적 소양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공

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통적으로 과학 자체의 지식 뿐 아니라, 과학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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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학습평가

16:00~17:40, 7월 26일(금) / 1층 로비

학습 지원 도구로서의 서술형 평가 그리고
인공지능의 활용: WA3I 프로젝트 사례
하민수1, 이경건2, 신세인3, 이준기4, 박지선5

TIMSS 2019 평가에서 eTIMSS 평가
문항의 도입과 활용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

1

최윤희1, 김현경2

대학교

1

본 연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술형 평가 문항 자동

본 연구는 IEA에서 주관하는 TIMSS 2019 평가에서

채점 프로그램 WA3I의 개발과정을 소개하고, 이러한

컴퓨터 기반 평가인 eTIMSS 평가 문항의 도입과 활

프로그램이 학습 지원 도구로서 활용되기 위한 방안에

용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

대해 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술형 평가 문항 자동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과학 전담 교사들

채점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31개의 서술형 평가

은 총 11명으로 TIMSS 2019 예비 문항의 경우에는

문항을 만들고, 이에 대한 응답을 32개의 학교에서 총

보안 문항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

2481명의 초, 중, 고등학생으로부터 수집하였다. 최초

사들의 인식을 동시에 탐색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고

수집한 31개의 문항 중 컴퓨터와 전문가 채점간의 일

려하여 보안 서약서를 작성한 후, TIMSS 2019 예비

치도가 높은 문항 19개를 선별하였다. 이렇게 선별한

문항의 검토에 참여한 초등 교사들을 전문가로 선정하

19개의 문항과 이 문항으로 개발된 채점 모델로 채점

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

가능한 유사 문항 11개를 더 개발하였다. 이러한 과정

룹 인터뷰는 일반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와 PSIs로 구

을 거쳐 총 30개의 문항을 확정하고, 이를 웹 상에서

성된 검사에 동시에 응답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

WA3I ver.1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WA3I ver.1은

였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위해서 사전에 학생 설

단순한 서술형 문항 채점을 넘어서 학습 지원 도구로

문지를 토대로 반 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개발하였

서 활용되도록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피드백하고 학습

고, 교사용 질문지를 활용하여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을 돕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서술

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인터뷰를 진행

형 평가 문항 자동채점 프로그램은 현장 과학교사들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컴퓨터 기반 교수 학습

의 평가 계획 및 실행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학생들

활동을 통해서 과학적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의 학습과 관련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도 활용될 수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이나 전략의 개발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을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의 컴

강원대학교, 2서울대학교, 3충북대학교, 4전북대학교, 5이화여자

숭문중학교, 2한국교육과정평가원

퓨터 기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ICT 교수 학습
환경과 이에 맞는 교수-학습 전략 및 평가방법을 개발
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
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과학과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과 과제 | N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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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역학 영역 ‘그래프
그리기’활동에 대한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본 연구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 데이터의
자동채점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그
래프 그리기’활동에 대한 자동 채점 프로그램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고, 자유반응형 문항의 형태 다양화에

홍진수, 유준희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웹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그래프를 그리거나 글씨를
자동채점 기술은 주로 영어권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 웹페이지(https://ques-

히 수행되어 개발,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tions4learning.net)을 제작하였다. 자체 웹페이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2년부터 한국어 서답형

는 문항에 대해 응답할 때 ‘Windows의 그림판’처럼

문항에 대한 자동채점 기술을 개발 중이며, 교육부와

그림을 그리거나 자유롭게 글씨를 쓸 수 있다. 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웹

관리자가 문항을 업로드할 때 문항마다 응답에 필요

기반 자동평가(WA3I)’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구

한 배경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다.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들

이번 파일럿 테스트에서는 자체 웹페이지에 ‘그래프

은 학생들이 문제를 읽고 논리적인 설명을 글로 작성

그리기’ 활동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역학 영역 중 ‘물

하여 응답하면 자동채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체의 운동’ 영역 12문항을 출제했다. 총 12문항 중 등

다. 하지만 과학교과에서는 글로 자신의 생각을 서술

속도운동 4문항, 등가속도운동 8문항을 출제 했으며,

하는 문항뿐만 아니라 그래프나 그림, 또는 수식으로

그래프는 s-t그래프, v-t그래프 두 종류 그래프를 그리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문항들이 있다. 따라

도록 하였다. 그래프 그리기 활동은 ‘축에 변인 지정하

서 과학교과에서 평가를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기 위

기’, ‘눈금 매기기’, ‘적절한 경향선 그리기’ 등 하위요

해서는 서술형 문항에 대한 자동채점 기술뿐만 아니

소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문항 중 4문항에

라 그래프나 그림과 같은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 또는

서 배경이미지에 축에 변인을 지정되고, 눈금을 매긴

수식에 대한 자동채점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미지를 제공하여 ‘적절한 경향선’ 그리기를 자동채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이라는 인공지능분야가 발전된 형

점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8문항에서는 배경이미지에

태이다.

딥러닝의

주요

모형은

합성곱신경망

축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축에 변인 지정하기’,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순환신경망(recurrent

‘눈금 매기기’까지 채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neural network), 그리고 심층신뢰신경망(deep belief

딥러닝으로 학습시킬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network)의 세 가지이다. 그 중 합성곱신경망은 문자

서울의 한 일반고등학교 2학년 학생 54명을 대상으로

인식이나 이미지 인식과 같은 컴퓨터 비전 영역에서

시범실시하였다. 시범실시하여 얻은 각 문항마다 50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정 영역에서는 사람보

여개의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시켰으며, 그 결과

다 높은 정확도를 갖는다. 이러한 합성곱신경망을 이

를 바탕으로 이미지 데이터의 자동채점 프로그램의

용하면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 또는 수식에 대한 자동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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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학교육

16:00~17:40, 7월 26일(금) / 1층 로비

천영역별 세부 항목에서의 중요한 3가지를 고르는 9

STEAM R&E 참여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과학적·공학적 실천에 대한 지도교사들의
인식

가지 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설문지를 코딩하였으며,
축소순위척도에 의한 항목 순위결정법으로 1순위와 2
순위 그리고 3순위를 결정하고, t검정을 통해 교사특

김미영, 문지영, 김성원

성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지도교사들은 STEAM

이화여자대학교

R&E 수행에 필요한 주요 과학적・공학적 실천이 ‘질
문하고 문제 규정하기’(30.3%), ‘조사계획하고 수행

과학교육에서 탐구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었

하기’(18.3%), ‘자료 분석하기와 해석하기’(16.9%)라

으며 과학탐구를 정의하는 다양한 의미와 탐구를 가르

고 선정하였다. 그리고 STEAM R&E 수행에 필요한

치는 많은 방법이 나타났다. 미국국립연구평의회(NRC)

과학적・공학적 실천의 8가지의 각 실천 별 수행요소

는 과학자들이 과학탐구를 통해 과학지식을 구성할 때

의 중요도를 조사하였고 경력, 학력, 지도 경험 등의

일정한 규칙이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형식적이

여러 교사의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도 분석하였다.

고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과학적・공학적 실천’이라는
새로운 접근으로 탐구활동을 제안하였다(NRC, 2012).
이에 따라 여러 과학 분야에서 행해지는 과학자들의
실천적 특성을 과학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8가지로
정리하였다.
한편 융합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STEAM R&E
(Research & Education)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팀을

STEAM R&E 연구계획서 제목 분석 및
비교
문지영1, 김미영1, 문공주2, 김성원1
1

이화여자대학교, 2서울대학교

구성하여 일상생활로부터 주제를 정하고 연구 설계 및
연구수행, 연구결과 발표에 참여한다. 학생들은 R&E

연구보고서에서 독자가 처음 접하는 것은 제목이다.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과학적 실천과 공학적 실천을

제목은 연구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통하여 과학자의 연구과정을 경험하는 학생 주도적인

연구보고서 제목에 연구에 관련된 핵심 사항이 잘 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를 수행하는 학생들에

타나도록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학 분야 글쓰기

게 요구되는 과학적 실천과 공학적 실천을 파악하는 것

에 관한 여러 문헌에서도 바람직한 제목 작성의 필요

은 학생들의 지도나 훈련에 아주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과학 연구보고서 제목 작성에

처음 참여하는 지도교사들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STEAM R&E에 지도교사로서 참여하

본 연구에서는 STEAM R&E에 참여하는 학생과 지도

는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학적・공학적 실천

교사에게 바람직한 STEAM R&E 연구계획서 및 보고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

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STEAM

구의 대상은 2019 STEAM R&E 지도교사로 72명으

R&E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연구 제목 특징을 분석

로, R&E 경험이 있는 교사 29명과 올해 처음 참여하

하였다. 박석주와 김현주(2012)가 제안한 과학연구 논

는 교사는 43명이다. 설문 문항은 과학적・공학적 실

문 제목 분석틀을 활용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천영역 8가지 중에서 STEAM R&E 수행에 필요한 3

4년 간 STEAM R&E 과제에 선정된 연구계획서 520

가지를 고르고 우선 순위를 정하는 1문항과 8가지 실

개의 제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연구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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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목 구성요소를 연구대상, 조건설명, 관점 구체화,

논문의 제목과 중학생 탐구보고서 제목의 특징과 비교

연구대상 수식어, 연구목적 5가지로 구분하였고, 구

하였고, STEAM R&E 참여팀 특성(입문반/일반반, 지

성요소의 조합에 따라 STEAM R&E 연구계획서 제목

원 분야)에 따라 제목에 나타난 구성요소와 세부구성

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구성요소의 조합에

요소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STEAM R&E

따라 분류한 제목의 유형 중 ‘연구대상 + 조건설명 +

학생과 지도교사들을 위한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의

관점 구체화’의 조합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또

제목 작성에 대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한 본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과학자 연구

• Session 1-5

과학사/과학철학

16:00~17:40, 7월 26일(금) / 1층 로비

본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이 바라본 일반 상대론의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했던 것처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가? (Ⅱ) :
현대 물리학 교재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경민, 김홍빈, 이경호
서울대학교

구조와 현대 물리학 교재에서 나타난 구조를 비교하
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Galili(2005)의
Displine-Culture 구조도(학문문화구조도; DC 구조도)
를 분석의 기준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는 첫째, 아인슈타인의 <The Evolution of Physics>에
나타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분석하였다. 우리는 이 분
석 결과를 일반 상대론의 DC 구조도라고 부른다. 둘

일반 상대성이론은 관련 학계를 넘어 일반인과 교육

째, 아인슈타인의 <The Evolution of Physics>에 나

분야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

타난 일반 상대론 구조와 현대 물리학 교재의 구조를

반 상대성이론은 고등학생에서 물리학 전공자에 이르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아인슈타인의 저서에서는 일

기까지 이 이론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

반 상대론의 핵심 개념 3가지와 핵심 개념을 보조해

움을 겪고 있는 이론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

주는 개념들이 적절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핵심

결하기 위한 한 가지 접근으로, 일반 상대성이론을 학

개념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습할 때 이 이론의 창시자인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따

반면에 현대 물리학 교재에서는 핵심 개념 중에 생략

라가며 일반 상대론의 발달 배경과 의미를 파악하고

된 것들이 많이 있었고, 현상에 대한 것만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핵심 개념 사이의 관계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대 물리학 교재가 일반 상

없이 현상 위주의 분절적인 설명이 많았다. 끝으로, 본

대성이론을 정성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특징을 고려

연구의 결과가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에 관하여 시사

하여 아인슈타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정성적으로 서술

하는 점을 논의하였다.

한 저서인 <The Evolution of Physics>와 비교하였다.

= = = = | N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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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1-6

대학과학교육

16:00~17:40, 7월 26일(금) / 1층 로비

이래로 물리학은 수학과 함께 발전하였으며 경계가 모

19C 중후반 케임브리지 대학 Tripos와
물리 교육 변화의 고찰

호하였다. 19C의 수학 트라이포스(MT)에서는 대수학,
기하학과 함께 뉴턴의 프린키피아와 열, 전기, 천문학
등의 물리학 관련 내용이 출제되었다. 1851년 케임브

천지은, 송진웅

리지 대학의 교육 개혁으로 실험 과학에 대한 시험인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트라이포스(NST, Natural Sciences Tripos)
가 탄생했다. 자연과학 트라이포스는 생리학, 식물학,

교육에서 평가 특히 시험은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학

화학 등이 중심이었다. 물리학은 여전히 독립적인 과

습 방법에 대한 지침이 된다. 물리학은 다른 과목들이

목이 아니었으며 MT와 NST 모두에서 부분적으로

비해 교과적 성격이 수학과 밀접하다. 영국 케임브리

포함된 형태였다. 1873년 물리학은 학문의 양적, 질

지 대학은 역사적으로 수학적 계산을 요구하는 물리

적 발전과 끊임없는 대학 교육 개혁으로 인하여 NST

시험의 유래가 매우 깊다. 19C를 지나는 동안 케임브

안에서 독립된 명칭의 과목으로 분리된다.

리지 대학은 시험과 교육 과정의 끊임없는 변화를 만

한편 본 연구에서는 1861년과 1878년의 MT와 NST

들며 물리 교육의 한 단면을 예시한다.

의 내용 중에서 물리와 관련된 문항들을 분석한다. 각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트라이포스

각의 해에 MT와 NST에서 문항들의 내용과 분량, 형

(Tripos) 시험의 배경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

식, 요구되는 역량을 비교한 후 교육 개혁 전후로 케임

해 나타나는 대학 물리 교육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

브리지에서의 물리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두

다. 트라이포스(Tripos)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우등 졸

연도의 문항 비교로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업시험으로 18C 초반에는 철학과 수학에 대한 구술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트라이포스 시험

험이었다. 1790년경부터 문제를 종이에 인쇄하여 시험

과 케임브리지 대학 위원회의 개혁안 및 1871년에 문

을 치렀는데 이에 수학 트라이포스(MT, Mathematical

을 연 캐번디시 연구소에서의 교육 과정들과 맥스웰을

Tripos)는 점차 정확하고 논리적인 수학적 계산 능력

비롯한 물리학자들의 노력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 중요하게 된다. 17C 뉴턴이 미적분학을 발전시킨

• Session 2-1

과학교수학습

10:00~11:00, 7월 27일(토) / 1층 로비

야 할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

초등학교 3학년 ‘자석의 이용’ 단원 실험에
대한 알고리즘 표현

요소 중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알고리즘 사고는
주어진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단계마다 들어오고
나가는 정보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결과를 얻는 사고

강은주

방법이다.

부산대학교

이는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실험 활동을 통해 관찰
한 현상을 설명하거나 추론을 통해 규칙적인 패턴을

빠르게 변하고 복잡해지는 미래 사회에서 복잡한 문제

발견하고 과학적 모델을 구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를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인 컴퓨팅 사

않다. 다시 말해, 실험에서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고(computational thinking)는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

위해 필요한 실험 절차 및 순서를 구조화하는 경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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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해당하는 알고

사용되고 있으며, 그 만큼 전기 회로 학습에서 물 회로

리즘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알고리즘

비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

사고 표현 도구 중 순서도(flow chart)는 처리하고자

기 회로 개념을 가르칠 교사는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그 처리 순서를 단계화시켜 상

물 회로 비유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물 회

호 간의 관계를 일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일목요연하게

로 비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는 낮으며(김영민,

나타낸 그림으로 초등학생들이 논리적 흐름을 쉽게

1991), 초임 교사는 수업 경험이 적으므로 물 회로 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 사용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

본 연구에서는 실험 활동에서 알고리즘 표현 도구인

학교 과학의 전기 회로 개념을 물 회로 비유를 통해

순서도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보기 위해 초등학교 3

가르치는 초임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여, 교수

학년 자석의 이용 단원에 나오는 실험 활동 총 7차시

학습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초임 교사들의 비유 사용

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알고리즘 표현인 순서도로

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

구성하였다. 자석의 이용 단원에 제시된 실험 활동을

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019년 3월

순서도 형태로 재구성한 결과, 직선형, 분기형, 반복

에서 6월 사이에 물 회로 비유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형 구조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실험 활동은

세 명의 초임 중학교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

여러 가지 구조의 조합으로 나타났다. 순서도 작성 시

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질문은 물 회로 비유 사용 수업

사용한 기호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제시한 표

에서 교사가 겪었던 어려움과 교사가 생각하는 어려움

준 기호 중 초등학교 학생에게 자주 사용되지 않는

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은

기호는 생략하였으며, 이중 시작 및 종료(terminal)

코딩한 면담 전사 자료를 중심으로, 면담 기록지와 수

기호만 변형하여 문제 상황과 문제 해결에 대한 결론

업 지도 자료를 참고해 삼각 검증 방식으로 진행되었

을 적도록 구성하였다.

다. 분석 결과, 교사가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았다.

실험활동을 알고리즘 표현으로 재구성한 순서도는 학

첫째, 물 회로 비유와 전기 회로 개념 간 대응 불일치

생들이 직접 실험방법을 순서도로 재구성 시, 안내 자

또는 교과서에서 두 개념을 표현하는 방식이 학생들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학업성취

게 오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임 교사들은 오개념을

도가 낮은 학생에게 실험방법을 도식화한 순서도를

바로 잡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설명을 해야한다

제시하여 실험수행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

는 점이다. 둘째, 물 회로의 구성 요소들은 학생들에

라 기대된다.

게 그다지 친숙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물 회로 자
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
으로, 물 회로 비유가 전기 회로 개념에 대해 자세한

초임 교사가 비유를 사용하여 과학 개념을
설명할 때 겪는 어려움: 중학교 전기
단원의 물 회로 비유를 중심으로
권오담, 송진웅
서울대학교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는 이를 대체할 다른
비유를 찾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 연구 결과를 통해 물 회로 비유를 사용하는 초임
교사가 겪는 어려움은 학생들이 물 회로 비유를 통해
전기 회로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 회로
비유를 학생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거나 보완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전기 회로는 보통 물 회로 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로가 친숙하지 않은 학생들에

유와 함께 제시되고 있다. 전기 회로 개념 설명을 위한

게 수로를 보여주며 전기 회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도입, 탐구 활동, 마무리 문제 등으로 물 회로 비유가

학생들이 수로를 통해 가질 수 있는 오개념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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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여 오개념이 생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써 과학교육 현장에서 메타인지 연구에 대
한 중요성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KCI에서 과학교육 메타인지 연구 동향
분석
생명과학 FPBL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인식론적 프레이밍 사례 분석

김단아,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유경주, 차희영

본 연구는 국내에서 KCI 등재 논문 중 과학교육관련

한국교원대학교

하여 메타인지가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
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지식은 학생 개개인에 의해 구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수업 활

성되는 것이므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메타인지

동이 시도되고 있다.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연구하기

가 중요하다. ‘과학’은 직관적 사고로는 쉽게 이해되지

위해서 학습자들이 지식과 학습에 대한 인식론적인 신

않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탐구와 문제 해결을 중요시

념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하는 교과이므로, 그 어느 교과보다도 학습자의 메타인

자유 탐구와 논변 그리고 모델링 수업 등의 맥락에서

지의 역할은 강조되어 왔다. 메타인지는 ‘인지 과정에

어떤 인식론적 자원과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활성화되는

대한 인지’하는 의미로 정의되기 시작되어 인지적 현상

지 연구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FPBL(Flipped and

에 대한 점검 및 조절의 기능으로 관심 분야가 확대되

Problem Based Learning)을 통한 수업에서 학습자들

었고, 최근에는 정서적 특성도 포함하여 정의되고 있다.

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고등학교

선행 연구 결과 메타인지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동아리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4개의 소집단으로 나누

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메타인지 측정

어 생명과학 관련 주제로 개발된 FPBL 수업을 6차시

검사도구를 이용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메타인

동안 진행하였다. 수업 과정은 소집단 별로 360도 카메

지는 과학 학업 성취도, 과학 탐구능력, 자기 효능감 등

라와 녹음기로 녹화, 녹음한 후 학생들의 담화와 비언

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메타인지 전략을 적용한 과학 수

어를 모두 전사하였고, 개별적으로 반구조화된 형태의

업은 과학 학업 성취도, 과학 창의적 문제 해결력, 학

면담도 개발하여 진행했으며, 면담한 자료는 전사하였

습 전략 사용 능력, 과학 텍스트 독해력, 자기 효능감,

다. 그 중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초점

과학적 태도 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

집단을 선정하여 FPBL의 단계를 따라 어떠한 인식론

양한 수업 전략을 활용하여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적 프레이밍이 나타나는지를 전사 자료를 통해 분석하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메타인지는 과학 교수

고, 연구자의 필드노트, 학생이 제출한 학습 자료, 자

학습에서 인지적, 기능적, 정의적 영역 전반에 걸쳐 관

기 평가서 및 동료 평가서, 채팅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련성이 깊어 과학 교육에서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알

구성하여 활성화된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분석하였다.

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 교육의 연구 분야에서 메타인

그 결과 학습자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문제 해결을

지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장의 과학

위한 정답 찾기’, ‘정보 검색 및 축적’, ‘결과물 산출’에

교사들은 메타인지에 대한 기본적 개념만 이해를 하고

목표를 두는 ‘교실 게임’ 프레이밍과 ‘문제 상황을 해

있을 뿐,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는 않

결하기’, ‘정보의 비판적 탐색 및 구성’, ‘합리적 해결책

았다. 이 연구는 과학교육에 있어 메타인지에 대한 인

도달’로 보는 ‘현상 이해’ 프레이밍이 나타났고, 같은

식을 제고하고, 과학 컨텐츠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메

단계에서도 교사의 피드백이나 학생 간 상호 작용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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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학습자들이 안정적인 ‘현상 이해’ 프레이밍
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FPBL 프로그램의
요소 알려줌으로써, 과학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학습
자들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의 변화를 고려하는 수업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교사 교과교육학지식(PCK) 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조은진, 차희영
한국교원대학교

본 연구는 과학교사들이 진화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

안전한 실험활동을 위한 딥 러닝 기반
영상처리 기술의 활용 가능성: 실험 기구
및 장비에 대한 사물인식을 중심으로
이경건, 홍훈기
서울대학교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과교육학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를 연구하기 위해 활용할 만
한 연구 방법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문헌 연구이다. 과학교사의 PCK를 주제로 한 연구에
서 사용되었던 연구 방법들에 대해 정성적으로 제고
(review)해 보았다. PCK 연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연구 방법들을 각각의 특징을 구체적인 연

근래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은 산업과 일상생

구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로 유형

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

화했는데, ‘질문지 또는 면담을 이용한 방법’과 ‘수업

능 기술은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기계가 스스로 학

관찰과 담화 분석 방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습하도록 하는 머신 러닝 기법에 의하여 주도되는 형

연구 사례를 통해 연구방법이 지니는 특징과 장점을

국이다. 여러 머신 러닝 기법들 중 딥 러닝은 인공신경

나열하여 제한점과 함께 고찰함으로써 장차 과학교사

망의 층을 깊게(deep) 구성한다는 의미로서, 특히 영

의 PCK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 고

상처리 분야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

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

여진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 특히 딥 러닝 기반의

다. 첫째, 과학교사의 전문성은 하나의 연구방법으로

영상처리 기술을 교육 연구에 활용한 사례는 국내에서

드러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연구방법을 함께

매우 드문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딥 러닝 기반

사용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실험활동

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보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

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험 기

하면 전통적인 연구방법에서 드러나지 않는 과학교사

구 및 장비에 대한 사물인식을 중심으로, 통제된 연구

의 PCK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환경을 넘어 실제 학생들이 활동하는 실험실 현장에서

다. 셋째, 과학교사 PCK에 관한 연구가 보다 주제 특

도 첨단 기술의 접목이 교육 실제를 변화시킬 여지를

이적으로 세분화되어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연구된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면, 과학교사들이 가르치기 어려워하는 내용에 대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교육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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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개발한 문제는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을 만들

거꾸로하는 문제중심학습(FPBL) 모형을
적용한 초등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기’라는 주제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 3학년 10차시 프
로그램이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광주광역시 소재 초
등학교 3학년 3개 학급 52명, 5학년 1개 학급 22명에
적용하여, 5단계 Likert 척도로 된 선택형 문항 5개와

차희영, 박철진, 김태환, 간치멕

두 개의 서술형 문항으로 수업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한국교원대학교

프로그램 적용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4.24점으로 높
았다. 초등 과학 FPBL 교육 프로그램이 기존의 수업

오늘날 한국 사회는 창의, 융합, 협업 등을 새로운 가

과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친구들과 협력해

치로 강조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는 새로운 지식과 가

서 수행하는 모둠별 활동이 많다’, ‘답이 정해져 있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않고 스스로 다양하게 생각하고 학습해야 하는 활동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수자 중심 교육에서 학

다’,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생각하

습자 중심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창의교육’ 운동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창의교

FPBL 수업모형을 적용한 초등과학교육 프로그램은

육의 한 방법으로써 문제중심학습(PBL)과 거꾸로 학

창의 교육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므로, 미래

습(FL)을 접목한 거꾸로하는 문제중심학습(FPBL) 모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형을 적용한 초등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용 효과를 알아보았다. FPBL 모형은 두 번의 거꾸로
수업 단계가 포함되어 13단계로 구성이 되었다. 이 연

이 발표는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19년 창의
교육거점센터운영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 Session 2-2

과학학습평가

10:00~11:00, 7월 27일(토) / 1층 로비

ing the students’ attitude toward science is a matter

Attitude toward scienc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validation
study of BRAINS instrument using
IRT-Rasch Analysis
Ai Nurlaelasari Rusmana1, Yustika Sya’bandari1, Rahmi
Qurota Aini1, 박은주1, 신세인2, 이준기3, 하민수1

of concern, including the newly established instrument, BRAINS (Behaviors, Related Attitudes, and
Intentions toward Science). This study aims to test
the validity of BRAINS instrument using the
IRT-Rasch analysis and measure the attitude toward
scienc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by comparing the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SES).

1

강원대학교, 2충북대학교, 3전북대학교

About 30 items of BRAINS instrument was administered

to

1001

middle

school

students.

As the attitude toward science is an essential com-

IRT-Rasch analysis was run using TAM package in

ponent in the school curriculum, the topic has been

R to examine the instrument dimensionality, the

studied among science education researchers for

item fit properties, the EAP (Expected A Posteriori)

over 50 years. Likewise, the instrument for measur-

reliability,

and

WLE

(Weighted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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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lihood Estimation) reliability while LORDIF

dents highly enjoy learning science, the in-

package

the

strumental motivation to learn science increased,

generalizability. Later, two-way ANOVA and clus-

and students’ self-efficacy in science decreased

tering of students’ response were performed using

from 2006 to 2015 (OCED, 2015). Science

the SPSS and mclust package in R, respectively. In

Motivation Questionnaire-II (SMQ-II) is one of the

general, Rasch analysis indicated that the BRAINS

instrument to measure students’ motivation to learn

instrument is proper to measure the students’ atti-

science using five constructs of motivation which

tude toward science. The BRAINS was consisted of

are intrinsic motivation, career motivation, self-de-

five dimensions, which were attitude, behavior,

termination motivation, self-efficacy motivation,

control, intention, and normative. Most of BRAINS

and career motivation. The current study examined

items had a good fit to the Rasch model. The item

the validity of the instrument as well as measuring

reliability in all dimensions was good, while the

Indonesian students’ science motivation in elemen-

person reliability was fair in two dimensions. The

tary and middle school level. Total of 1570 stu-

generalizability test showed that some items were

dents (51% female and 49% male) participated and

flagged DIF. With regards to attitude toward sci-

IRT-Rasch analysis using TAM package in ‘R’ was

ence, as an overall, female showed higher attitude

used in this current study. Dimensionality test by

towards science rather than male, and it was sig-

Rasch

nificant in behavior, intention, and normative

Expected

dimension. Further, attitude toward science was

Weighte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WLE)

found higher among low SES rather than high SES

reliability, Item fit and item properties, and

students even though it is only significant at control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were employed to

dimension. Based on the clustering analysis, we got

measure the validity of the instrument. Therefore,

two groups of student for their attitude toward science.

using person ability from the calculation of weight-

The teacher can use the group information as the

e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WLE) of the

reference to design the appropriate learning strategies

item parameter, Two-way analysis of variance

in promoting a positive attitude toward science.

(ANOVA) and correlation testing was also em-

in

R

was

employed

to

test

model
A

using

likelihood

Posteriori

(EAP)

ratio

testing,

reliability

and

ployed for further analysis. As a result, students’
science motivation is declining in overall from ele-

Validating and Examining Indonesi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Science Motivation:
IRT-Rasch Analysis of SMQ

mentary level to middle school level. Indonesian

Rahmi Qurota Aini1, 박은주1, Ai Nurlaelasari Rusmana1,

grade). Female students showed a higher motivation

Yustika Sya’bandari1, 신세인2, 이준기3, 하민수1

toward science than male students. Both the current

1

study and PISA result showed that students’ enjoy-

강원대학교, 2충북대학교, 3전북대학교

students’ science motivat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academic level, but gender only affected
two components of motivation (self-efficacy and

ment of learning science is decreased. However,
students’ self-efficacy in current study is declining.
Previous PISA result shows that Indonesian s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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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s' motivation in pursuing STEM careers de-

Investigating the validity inference of
STEM career motivation instrument by
performing IRT-Rasch analysis
Yustika Sya’bandari1, 박은주1, Ai Nurlaelasari Rusmana1,

scend significantly from elementary to junior high
school. Five groups of the student based on their
responses are also examined for the consideration
of teacher in designing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y to improve student engagement in STEM for

Rahmi Qurota Aini1, 신세인2, 이준기3, 하민수1

their career.

1

강원대학교, 2충북대학교, 3전북대학교

Several studies reported that STEM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fields for the future career.
Measuring STEM career motivation of students is
urgently needed for a preliminary study to improve
the quality of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생물 개념 이해에 대한 서술형 평가에서
육필과 타자치기 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
성정화1, 구슬애2, 하민수1
1

강원대학교, 2백신고등학교

Therefore, it is required to have the empirical and
theoretical evidence of STEM career motivation in-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평가 방법 및 과정

strument with better validity inference. This study

의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dimensionality of the

익숙해지면서 손으로 글씨를 쓰는 평가 방법(육필)보

instrument, the quality of the items, person and

다는 컴퓨터를 사용한 평가 방법(타자 치기)에 대해서

item reliability, and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느린 입력 방법

Additionally, the result of the instrument validation

(육필)은 빠른 입력 방법(타자치기)에 비하여 반성적

was analyzed for further discussion of students’ ca-

사고를 촉진하여 더 많은 과학 개념이 나타날 수 있다

reer motivation. A total of 1583 elementary

는 가설이 여러 이론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될

(24.3%) and junior high school (75.7%) students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가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

participated. The data was analyzed by performing

고자 진행하였다. 연구 문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육

the package of TAM, lordif, and mclust from the R

필과 타자치기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단어의 수에는 유

software. The result of likelihood ratio test shows

의미한 차이가 생성되는가? 둘째, 육필과 타자치기에

that

is

서 학생들의 생물 개념의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생

multidimensional. The items have a good fit to the

성되는가? 셋째, 육필과 타자치기에서 학생들의 생물

Rasch model. Based on the Weighted Maximum

개념의 확신도(자기 평가)는 유의미한 차이가 생성되

Likelihood Estimation (WLE) and Expected A

는가? 이다. 연구를 위해 ‘AAAS 2061’의 일환으로

Posteriori (EAP) reliability, person and item reli-

미국과학진흥회에서 개발한 선택형 문항 중 2015 개

ability is categorized into fair to good reliability.

정 교육과정 통합과학에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핵심 개

Nevertheless, several items do not generalize across

념인 ‘생명 시스템’, ‘생물 다양성과 유지’, ‘생태계와

the group of participants because DIF items related

환경’에 해당하는 13문항을 선정한 후 서술형으로 변

to gender and academic level were detected.

환하여 사용하였다. 강원도와 경기도에 위치한 일반

Overall, the instrument provides quality evidence as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28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a good instrument to measure student motivation in

행하였으며, 육필 또는 타자 치기를 사용하여 서술형

a STEM career. Further analysis presents that stu-

평가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지식수준에 대한 통제

STEM

career

motivation

instrument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과학과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과 과제 | NRP

2019 한국과학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 포스터발표

변인을 조절하기 위하여 열흘 후 동일한 개념의 선택

교, 학급을 통제한 뒤 서술형 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

형 문항을 투입하였다. 다양한 통제 변인이 있기 때문

과 육필로 응답한 학생들의 서술형 개념 점수가 유의

에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

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답안 내 문자수 또한 육필로

하여 성별, 학급, 학교와 선택형 평가 점수를 바탕으

작성한 경우가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서술형

로 1차원의 성향 점수(propensity score)를 생성하였

평가의 확신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고, 성향 점수의 차이가 0.1 미만인 102개 사례를 매

결과를 통해 평가도구로 컴퓨터 타자치기 보다 육필

칭 하여 단어 수, 서술형 평가 점수, 확신도에 대한

을 사용했을 때 학생들이 가진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

점수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부가적

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육필을 사용한 평가가 컴퓨터

으로 선택형 평가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ANCOVA

키보드를 사용하는 평가보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와 서술형 점수를 독립변수로 한 선형회귀분석 등을

개념의 인지적 회상과 구조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보인다.

확인하였다. 육필과 타자치기에서 학생들의 성별, 학

• Session 2-3

과학교사교육

10:00~11:00, 7월 27일(토) / 1층 로비

vey)를 통해 교사의 의도를 파악하는 등, 의도와 실제

학생 중심을 지향하는 과학 수업에서
교사의 의도와 실제의 차이 : 초등학교
실험 수업에 대한 RTOP 분석을 중심으로
신채연, 김효준, Sonya N. Martin, 송진웅
서울대학교

의 일치 여부에 대한 다각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전
면담과 자기 평가 분석을 통해, 교사는 수업의 계획과
실천에서 학생 중심 수업을 지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RTOP 분석 결과, 관찰된 수업은
학생 중심(student-centered) 수업을 향해가는 과도기
적 형태인 학생 영향(student-influenced) 수업인 것으
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 중심 수업을 실천하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 강조되면

고자 하는 교사의 의도와 실제 수업의 모습은 다를 수

서, 과학 수업의 양상은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으로, 다

변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은 학생 중심 수업을 지향하

수의 학생이 모여 있는 교실 환경, 한정된 시간, 달성

고, 수업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실제 수

해야 하는 수업 목표, 학생수준에 맞춘 교사의 역할,

업은 교사의 계획이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으

학부모의 요구 등을 추출할 수 있었다. 한정된 수업의

며, 이를 교사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

관찰과 분석으로 교사의 전체 수업 성향을 일반화할

에서는 수업 성향 분석 도구인 RTOP(Reformed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 대한 외부 관찰자의

Teaching Observation Protocol)(ACEPT, 2000)를 이

RTOP 분석은 교사의 의도가 잘 반영되고 실천되는가

용하여 초등학교 실험 수업의 모습을 분석하고, 학생

를 객관화하여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수업의 개선과 발

중심 탐구 수업을 지향하는 교사의 의도와 실제 수업

전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수업 계획안, 교사

모습이 일치하는가를 점검하였다. 수업에 대한 녹화

면담, 자기 평가를 포함한 다각도 비교와 검증은 수업

관찰과 더불어 두 명의 연구자가 RTOP를 이용하여

성향 분석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

수업의 성향을 분석하였으며, 사전 면담과 수업 계획

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학생 중심 수업 실행에 필요한

안 및 교사 자기 평가(classroom teaching style sur-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학생 중심 수업을 지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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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사의 의도와 실제 수업의 간극을 줄일 수 있기를

라 예비과학교사들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한

기대한다.

다. 셋째, 반응적 교수역량 향상을 위해 교사양성 과정
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분석 결과, 예비
교사의 수업 분석은 설계(design), 듣기(Listening), 포

예비화학교사의 수업 분석을 통한 반응적
교수 역량 개발

며, 각 영역을 2개 수준으로 나누었다. 설계는 학생의

조미현, 백성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사의 수업 준비를 의미

한국교원대학교

하며, 협소한 설계(주어진 교육과정 안에서 학습을 완

착(Capture), 전환(Turning) 영역으로 범주화 되었으

료해야함, 학습의 효율적인 전달에 집중)와 확장적설
반응적 교수(Responsive Teaching)란, 학생들의 아이
디어를 이끌어내어, 해석하고, 추론으로 이끌어가는
교사의 반응적 수업을 의미하며, 학생 중심 수업이 강
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사에게 더욱 필요한 역량
이라고 할 수 있다. Robertson et al.(2016)은 반응적
교수는 학생의 아이디어에 본질을 기울이고 부각시키
기, 학생의 아이디어에서 학문적 관계 찾기, 학생의 아
이디어의 핵심을 취하고 발전시키기를 포함한다고 하
였으며, 이 특징을 토대로 2019-1학기 교과교육학 강
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또한 실천적 역
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McDonald et al.(2013)의 교육
모델에 기반 하여 반응적 교수의 이해(Modeling), 대
학 환경의 리허설(Rehearsal), 교육실습을 통한 적용
(Apply), 교육실습 후 집단성찰(Reflection)단계 순서
로 진행되었다. H대학 화학교육과 재학생 14인이 연
구에 참여하였으며, 약 4개월간 17차시에 걸쳐 진행되
었다. 예비교사들의 토론녹음, 수업시연 녹화, 분석지,
개인성찰지를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반응
적 교수역량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예비
화학교사들이 동료의 수업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
음과 같이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예비
과학교사들의 반응적 교수 분석틀을 개발한다. 둘째,
연구문제 1의 분석을 토대로 교사교육이 진행됨에 따

계(해당수업이 다른 주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
수업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반응적교수 측면에서 분석,
학습자의 인지/정의적 상황고려)로 분류되었다. 듣기
는 이끌어낸 학생의 아이디어에 대한 교사의 반응으
로 학생의 아이디어를 자원으로 수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피상적 듣기(진단 및 평가적 피드백, 즉각적 교
사반박)와 반응적 듣기(학생 아이디어 존중, 명료화를
위한 재질문)로 분류되었다. 포착은 듣기를 통해 확인
한 학생의 아이디어에 대해 학문적 연계 가능성을 탐
색하는 것으로서 선택적 포착(학생 아이디어에 대한
해석 없거나 해당 교육과정 안에서 연계)과 해석적 포
착(학생의 아이디어 해석, 광범위한 학문적 연계모색)
으로 분류하였다. 전환은 듣기와 포착을 통해 확인한
학생의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는 교사의 안내를 의미하며, 비계적 행동 수준이 교
사주도로 이루어질 경우(설명, 추론, 기존학습 상기)
와 학생 주도(사고전환을 위한 발문, 검증을 위한 추
가자료 및 실험 제시)로 분류되었다. 궁극적으로 자신
의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확장시켜주는 행동으로 나타
나야 한다는 점에서, 전환을 통해 반응적 교수가 가시
화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전환은 학생 생각에
대한 해석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향후
교사교육은 예비교사들의 학생 생각을 해석하는 역량
의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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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탐색하고, 동아리 프로젝트 내 활동들이 학생들

기후변화 관련 SSI 동아리 프로젝트를 통한
고등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연구
김지호, 최승언, 김찬종
서울대학교

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
석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김포 소재의 G
고등학교에 다니는 1,2학년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하
며, 총 7주 동안 14차시 프로젝트 활동이 진행된다.
활동은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 및 영향에 대한 모델링
활동, 기후변화 문제 상황에 대한 실직적인 문제해결

기후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간 활동으로

의 방안의 탐색 활동, 사회적 실천 계획 및 참여 활동

인해 비가역적, 전지구적, 가속적인 위험의 심각성이

으로 구성된다.

대두되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연구 자료는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 매 차시 이루어

시민의 지지와 실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IPCC,

지는 활동 이후의 설문조사, 심층 면담, 활동 관찰로

2014). 이에 과학교육에서는 실천과 참여를 강조하는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감정을 질적으로 분

과학적 소양 VisionⅢ를 제시했으며(Sjöström & Eilks,

석하고 3인 이상의 과학 교육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2017), 과학기술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이해하고, 쟁점

거쳐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설문조사 문항은

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감정적 추론을 중시하는 SSI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난이도, 적절성이 수정 및 보완

(Socio-scientific Issue)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Zeidler

되었으며, 현재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은 6차시까지

et al., 2005).

진행되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활동 방향을 탐색하

감정(Emotion)은 학생들의 인지적·생리적·행동적·동

는 활동까지 진행되었다.

기적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Pekrun, 2006)으로 학

연구 결과, 활동 전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은

습 상황에서 학습자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선

불안함, 죄책감, 혼란, 막막함,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

필수적이다(Sansone & Thoman, 2006; Song & Choi,

정이 강했다. 또한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수업에서

2011). 특히 SSI 교육에서 감정은 학생들의 행동에

는 막막함, 죄책감이 강하게 나타났고, 기후변화의 영

영향을 미치고(Hodson, 2015), 추론 과정에 관여하여

향에 대한 수업에서는 막막함, 두려움이 주요했으며,

(Sadler & Zeidler, 2005)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기후변화의 해결 필요성 및 조별 활동 계획 수업에선

선행 연구의 경우, 국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연

기대감, 막막함이 드러났다. 각 활동 차시 별로 느끼

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Lombardi & Sinatra, 2012;

는 감정에는 차이가 존재하나 막막함이라는 감정이

Meijnders, 2001; Weber, 2006), 국내에서는 활발히

전반적인 활동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막막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정은 국가의 문화, 과목의 종류

함을 서술한 이유는 주로 기후변화 해결 가능성과 관

에 따라 각각 다른 특수성을 가지므로(Song & Choi,

련되어, 활동을 진행할 때에도 기후변화라는 주제에

2011), 한국 학생의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을 조사하

대한 막막한 감정이 활동 내에서 깊게 영향을 주는

는 것은 SSI 교육에서 필수적일 것이다.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면, 기후

이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관련 SSI 동아리 활동을

변화에 대한 감정을 Pekrun(2007)의 통제-가치 이론

통해 학생들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감정의 유형과 수

틀을 이용하여 질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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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을 논의하였다.

과학사의 교육적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한
사범대학 예비교사들의 관점
국내 과학자의 성공적인 연구에 미치는
실천지능요인 분석

양승란1, 송진웅1, 박원용2
1

서울대학교, 2University of Oxford

정연수1, 김중복2
1

1970년대 이래로 다수의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과학

화성 상봉초등학교, 2한국교원대학교

사가 과학교육에서 가지는 가치를 주장하며 과학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과학자들이 성공적인 연구

국의 교육과정은 과학개념의 이해, 고차원적 사고력

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과학을 가르치는 교

계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위한 수업 전략으로

육자나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

과학사를 활용한 과학 수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같은

본 연구에서는 Sternberg의 성공지능이론 중 실천지능

지속적인 강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교사들은 수

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자들이 실제 연구과정에서 부딪

업에서 과학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

히는 문제상황을 해결해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 미친

으며 학교 과학수업에서의 과학사 활용은 부족한 실

요인을 질적 분석하고자 한다.

정이다. 본 연구는 과학사에 대한 효과적인 교사교육

연구대상은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최근 10년 간의 논

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과학사의 교육적 가치 및

문 피인용 횟수가 세계 1%인 논문을 가지고 있거나

활용 방안에 대한 예비과학교사들의 관점을 탐색하였

2010년 이후 한국과학상, 한국공학상을 수상한 연구

다. 이를 위해 사범대학에서 개설된 과학사 강의를 수

자 84명이며 그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13명을 최종 연

강하는 예비교사 8명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설문,

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개인당 최소 30분에서 최대 3시

참여관찰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주제분석을 실시하

간에 걸쳐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핵심사건

였다. 연구 결과, 예비교사들이 본 과학사의 교육적

기법(CIT)을 활용하여 연구과정에서의 경험적 지식,

가치는 11가지(예: 과학지식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

연구 중 부딪혔던 어려움과 대처방법을 수집하였다.

과학은 인간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 대한 이해, 과학적

분석 결과, 230개의 의미있는 사례를 추출하여 코드를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력과 같은 고차원적 사고력 계

부여하였으며, 연구주제의 선정, 연구환경의 조성, 연

발)였으며, 이는 다시 4가지의 상위 범주(지식, 역량,

구 중에 겪은 어려움, 문제상황에서의 심리적 대처, 문

맥락, 태도)로 범주화되었다. 또한, 예비교사들은 과

제상황에서의 방법적 대처, 연구자가 갖추어야할 능

학수업에서 과학사의 활용 방안으로 역할극, 논쟁을

력, 연구팀 내에서의 협업, 외부와의 협업, 구체적인 문

통한 토론 수업, STS 또는 SSI 수업 등을 제안하였으

제해결사례로 범주화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수가 적고

며, 과학사 수업을 위해서는 다른 과목과의 연계가 중

연구분야의 다양성과 분야별 특수한 문제상황으로 인

요하며 수업 목표에 맞게 과학사를 각색할 필요가 있

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각 범주별 구

음을 언급하였다. 학기초 및 중반까지 예비교사들은

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과학교육에의 함의를 도출할

과학사를 인문사회계 과목으로 인식하거나 단순히 흥

수 있다.

미유발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지만, 강의

추후에는 분석한 사례를 바탕으로 암묵적 지식 기준

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발견하고 인식

을 적용하여 실천지능요인을 도출할 예정이며 주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비과학

사례를 상황별로 재구성한 과학실천지능검사를 개발

교사를 위한 과학사 교육의 목표 및 방법에 관한 시

하고자 한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과학과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과 과제 | NRT

2019 한국과학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 포스터발표

• Session 2-5

통합과학교육

10:00~11:00, 7월 27일(토) / 1층 로비

교육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제 중등학교에서 활

동양 고전자료를 활용한 과학과 한문의
통합교과교육 전략 개발
손연아1, 김우정1, 윤미선1, 이유미2, 지덕영1
1

단국대학교, 2타슈켄트국립사범대학교

용가능한 한국인의 전통적인 자연관 중심 통합교과교
육 자료를 예시로 개발하였다. 이 교육자료는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방법을 강조하는 유기체적이고 생태
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였고, 과학과 한문 교과뿐만
아니라 통합사회, 통합과학, 기술·가정, 미술, 음악 교과
등으로 확장된 통합교과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현재 중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이러한 가치관 중심의 교과통합 노력은 문‧이과 통합

은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형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

함께 함양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하는 통합과 융합, 다원적 가치의 이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

대한 감수성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교과교육의 다

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양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다. 이에 따라 특히 학교 차원에서는 교과수업을 통하

있을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고전자료를 중심으로 하

여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통찰력을 바탕으

는 과학과 한문의 통합교과교육의 시도는 학생들에게

로 하는 통합과 융합적 사고를 함양시키기 위해 학교

우리나라 전통적인 자연관을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를

특성에 맞는 통합교과교육과정으로 재구조화하는 것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양과학 중심의

이 필요하다.

과학교육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우리 선조들의 자연

이 연구에서는 현재 중등학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과

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과학관련 전통문

학과 한문 교과서 내에 포함된 ‘과학지식을 표현하는

화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가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

특징’과 동양고전에 나타난 ‘과학지식을 표현하는 특

할 수 있을 것이다.

징’, ‘자연과 세계에 대한 관점’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
으로, 중등학교에서 한국인의 전통적인 자연관 중심
과학과 한문의 통합교과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예시로 개발하였다.
먼저, 중등학교 과학과 한문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여
과학지식의 표현방식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 과학교과
서에는 주로 과학지식 자체에 대한 내용그림과 설명을

과학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통합에 대한 과학교사와 학생의 인식 및
기대 요소 분석
지덕영, 손연아
단국대학교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한문교과서에는 동양 고전을
중심으로 한 문답형식의 대화나 맥락적인 이야기를 통
해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음으로, 동양 고전 중 하나인 천자문에 나타난 세계관
의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자연관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3가지 전통적인 자연관(순환적
인 자연관, 유기체적 자연관, 자연의 변화와 조화를 이
루며 살아가는 자연관)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과학과 한문의 통합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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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융·복합 영역이 창출되는
미래사회로의 변화에 맞춰 2015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과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 능
력과 태도를 함양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
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
기 위한 교과'로 명시하며 교육과정의 방향을 설정하
고 있다(교육부, 2015). 이러한 과학교육의 목표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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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한 과학교육의 핵심 내용은 과학적 소양의

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과학교육과 ESD

함양, 과학과 사회의 올바른 인식, 그리고 민주시민이

를 접목한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되기 위한 핵심 역량의 함양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

위해, 경기도 용인의 주문형강좌 13명과 클러스터 강

러한 시대적 흐름에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좌 12명 총 2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8차시의 과학교

Sustainable Development: ESD, 이하 ESD)의 역할과

육과 ESD를 접목한 수업을 진행한 후 설문지를 분석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ESD는 학생들의 미래사회에

하였다. 교사들의 설문지는 과학교육과 ESD를 통합하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세대

였을 때 기대되는 강점을 서술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

와 미래세대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기에 미래 지향적

다. 학생들의 설문지는 4가지 주제(적정기술, 생체모

이며, 인지적․기능적․정의적 영역이 동시에 강조되고

방, 개발에 관한 찬반 토론, 휴대폰 사용), 8차시의 과

이들 목표의 통합적 달성이 강조된다(손연아, 2016).

학교육과 ESD를 접목한 수업을 실시한 후 과학교육

따라서 과학교육과 ESD를 통합한 수업이 과학교육이

과 ESD의 통합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긍정적

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으로 변한 이유를 수업의 내용과 방법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3요소인 교육

서술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상위

내용, 교수자, 학습자 중 교수자인 교사와 학습자인

출현 단어 20개를 확인한 후 이를 대상으로 언어네트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교육과 ESD의 통합에 대한 인

워크로 분석하였다. 이 중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식 및 기대 요소를 분석하였다. 교사들은 과학교육과

centrality)를 시각화하여 집단별로 과학교육과 ESD

ESD를 통합하였을 때 기대되는 강점을, 학생들은 과

를 통합하였을 때의 강점을 분석하였다. 모든 네트워

학수업과 ESD를 접목한 수업을 경험하였을 때 스스

크 분석은 Net miner 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로 생각하는 강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과학수
업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와 중등학교 과학교사를 대

*이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초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

등학교 159명, 중학교 81명, 고등학교 120명, 총 360

01025152).

• Session 2-6

과학문화교육

10:00~11:00, 7월 27일(토) / 1층 로비

것이 가능하기에 문자보다 영상이 익숙한 요즘 세대에

유튜브 과학 채널에 대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 러닝을 활용한 예측 모형의
평가

게 가장 편리한 정보 획득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최근에는 급기야 교수 매체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과학 내용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채널도 다수 등장하게

김형욱, 송진웅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유튜브 과학 채

서울대학교

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이용실태 및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구독자 수와 동영상 수가 많은 두 개의
채널을 선정하고, 소셜 빅데이터 분석의 관점에서 연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월

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신속한 대중들의 관심사 파악

평균 이용자가 19억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

을 위해 머신 러닝을 이용하여 유튜브 채널 분류 및

료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유튜브는 글로 설명되지

채널 내 댓글 수 추이에 대한 예측 모형의 평가를 실

않는 부분도 시청각 자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시하였다. 연구 결과, ‘1분과학’이 ‘과학쿠키’보다 조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과학과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과 과제 | N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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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좋아요수, 싫어요수, 댓글수의 유튜브 지표에서

산업사회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스스로에게 적이

모두 평균이 높았다. 하지만, 대중들의 채널에 대한 호

되는 위험사회로 스스로 탈바꿈하고 있다(Beck, 1997).

감도 척도인 조회수가 좋아요수로 귀결되는 회귀분석

인류의 자연환경파괴로 인해 지구환경과 맞서 싸우게

결과는 ‘과학쿠키’가 ‘1분과학’보다 높은 수준을 가지

된 새로운 지질시대인 인류세(Crutzen, 2006)가 도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중들이 많은 좋아요수를

한 상황에서 과학교육자들은 무엇을 해야해야하며 학

통해 관심을 보인 동영상의 주제는 ‘우주’와 ‘양자역

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과학적 소양은 무엇인가? 과학

학’에 관련된 주제였다. 채널을 개설한 이후부터 분석

교육은 사회, 문화, 철학을 바탕으로 여러 변화과정을

한 댓글 추이도 위의 2가지 주제의 동영상이 주목을

거쳐 왔으며 학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과학적 소양도

받거나 업로드가 되었던 시기에 눈에 띄는 변화를 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변화하였다.

였다. 머신 러닝을 이용한 유튜브 채널 분류의 예측

과학적 소양 중 VisionⅠ,Ⅱ가 과학적 내용, 과학적

모형 분석결과는 SVM의 시그모이드형 커널 함수가

과정, 삶과 사회에서 과학지식의 유용성을 이해하는

90.06%의 정확도를 보여 가장 성능이 우수한 모형이

데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Roberts, 2007) VisionⅢ에

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는 ‘실천과 참여’를 강조한 과학적 참여, 실천 속의

도 각각 89.96%, 88.20%의 높은 정확도를 가진 것으

앎, 비판적 과학적 소양, 사회정치적 행동에 초점을

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나무 모형과 knn 분석의 정확

두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VisionⅢ의 철학적 관점

도는 앞선 모형들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낮은 편이었

에 입각한 ‘사회적 실천지향 SSI교육’이 필요하다. 사

으나, 인공 신경망 모형은 다양한 조합의 활성 함수와

회적 실천지향 SSI교육이란 정책변화를 위한 캠페인

은닉 노드의 개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모형의 성능이

같이 사회적 행동에 참여함으로써 과학본성에 대한

개선되지 않았다. 댓글수의 시계열 예측 모형 분석은

이해와 위험사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수업이며,

ARIMA 모형을 활용하였는데, 두 채널 모두에서 신뢰

사회과학적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본 연구가 가진 의

것을 넘어, 사회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시민양성

의는 유튜브 과학 채널 분석을 통한 대중들의 반응에

에 목표를 둔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기후변화 프로

최초로 주목하였다는 점과 소셜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

그램 48개 중 ‘지식, 기능, 가치⋅태도, 참여⋅실천’

러닝의 활용으로 새로운 연구 방법적 시도를 하였다

중 3개 이상 영역을 골고루 포함하는 프로그램은 16

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머신 러닝을 활용

개에 불과하였고, ‘참여⋅실천’ 강조형 프로그램에서

하여 대중들의 관심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 관심이

참여⋅실천 내용영역 반영 정도를 분석한 결과 행동

높아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과학 채널 개설을 제안하

계획이 행동실행으로 이어진 경우는 국내 7.2%, 국외

는 바이다.

6.8%, ‘사회적 행동실행’ 반영 정도는 국내 2.4%, 국
외 5.1%에 그쳤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실천지향 SSI 수업을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사회적 실천지향 SSI 수업의
첫 시행과 직면하는 과제들: 구조와 교사
행위성 탐색

수 학습 상황을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드는지 2) 이러

임성은, 김종욱, 김찬종, 최승언

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H 초등

서울대학교

학교 6학년 1개 학급에서 2019년 3~7월까지 총 17주,

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1) 어떤 구조가 교
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드러나는 교사의 행위성은 무

50차시 동아리시간에 진행된 사회적 실천지향 SSI수
산업사회는 과학에 기초한 재화생산을 통해 인류의 생
존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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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관찰하였으며, 담임교사 1명, 학생 13명을 대상
으로 하여 반구조화 된 인터뷰, 학생 활동 결과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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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성찰일지, 수업 녹화 자료 및 연구자 필드노트를 분

래를 지향하나(투영적), 현재의 우발성(현실적, 평가

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구조와 행위

적)에 위치하여 과거-현재-미래란 시간을 매개로 유

성의 변증법적인 이론(Sewell, 1992; 1999)을 사용하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Priestly et al.(2015)의 교사

여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실천지향 SSI 교수

행위자성 개념모델을 통해서 질적으로 분석한다. 본

학습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교실(micro level), 학교

연구는 아직 초기 분석단계에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meso level), 한국 사회(macro level)의 구조가 무엇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지향 SSI수업을 초등학교에서

인지 밝힌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발현되

적용⋅확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

는 교사 행위성은 교사의 과거의 경험이(반복적), 미

한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 Session 2-7

과학관교육

10:00~11:00, 7월 27일(토) / 1층 로비

였고(15편), 이후에는 매년 10~20편 정도의 논문이

국내 과학관 및 박물관 연구경향 비교

발표되고 있다. 학술지별 논문게재 수를 살펴보면 한
국과학예술포럼(25편), 한국지구과학학회지(18편), 한

1

이현옥 , 기경미

2

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9편), 한국과학교육학회지

1

서울대학교, 2국립과천과학관

(9편), 과학교육연구지(8편), 박물관학보(8편) 등으로
나타난다. 한편, 박물관 연구는 2004년 논문 수가 급
격히 증가한 후(31편) 다소 줄었다가 2008년 이후 논

박물관은 수집·전시하는 유물 및 유산의 주제에 따라

문이 다시 증가하였고(50편), 2011년 급상승한 후로

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과학박물관 등의 다양한 박

(81편) 최근 5년은 평균 80여 편 정도 발표되고 있다.

물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박물관은 과학박물

학술지별 논문게재 수를 살펴보면 박물관학보(96편),

관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과

예술경영연구(26편),

학박물관보다는 과학관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

편),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24편), 고문화(23편),

용되고 있으며, 박물관과 각각 별도의 법률 및 국가기

문화예술교육연구(23편) 등으로 나타난다. 언어네트

관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박물관

워크의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분석의 결

과 과학관이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과는 별도

과는 과학관에서 상위 주제어가 ‘박물관’, ‘과학관’,

로 과학관과 그 외 박물관의 그룹으로 구분되어 운영

‘전시’, ‘교육’, ‘과학’, ‘학습’, ‘공간’, ‘체험’, ‘전시

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과학관

물’, ‘자연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논문에서

및 그 외 박물관관련 연구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비

는 상위 주제어로 ‘박물관’, ‘문화’, ‘교육’, ‘전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공간’, ‘미술관’, ‘역사’, ‘관람객’, ‘학습’, ‘콘텐츠’

2018년까지 발표된 논문 중 주제어를 ‘과학관’ 및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및 ‘과학관’을 제외

‘박물관’을 포함하는 논문을 수집하였고(1038건), 주

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어는 ‘교육’, ‘학습’,

제어 중에서 ‘과학관’ 및 과학관련 박물관을 의미하

‘전시’, ‘공간’ 등이다. 또한, 과학관 및 박물관에 공

는 주제어를 포함하는 논문을 ‘과학관 논문’(155편)

통적인 연구영역에 대한 세부분석을 위하여 기능과

그리고 그 나머지를 ‘박물관 논문’(883편)으로 분류

역할(공공, 관리, 교육, 수집, 전시, 조사)에 따라 논문

하고, 기술통계 및 언어네트워크 분석하였다. 연구결

을 세부 분류하고 주제어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분석

과, 과학관 연구는 2009년 논문 수가 급격히 증가하

(community analysis-modularity)을 실시하였다. 커

교하고자

하였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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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 분석으로 각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주요 하위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함의가 있다.

집단을 확인하고, 이로써 6가지 기능 및 역할별로 ‘과
학관 논문’과 ‘박물관 논문’을 비교하여 특징을 도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

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관 및 박물관 관련 연구자가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

서로 참고 및 보완할 수 있는 연구 영역을 비롯하여

S1A5B5A01038084)

과학관과 박물관이 교류 및 협업의 지점을 탐색할 수

• Session 2-8

과학교육과정

10:00~11:00, 7월 27일(토) / 1층 로비

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인간을 만들고 인격을 만드

우리나라 고등학교 물리 교육과정 속
핵심개념들의 이동 근거와 향후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는 과정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여러 차례의 변화와 개

김종현, 박상태

연구가 필요하지만, 과거의 연구들은 대부분 교육과

공주대학교

정의 변천과정을 비교 분석한 것이어서 그 한계점을

정 속에서 물리 개념들이 이동, 신설, 삭제되어 왔다.
어떤 이유와 근거로 이동, 신설, 삭제되었는지에 대한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 개념들의 이동,
신설, 삭제의 이유를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
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어떤 기준으로 물리 개념들

인격을 길러 줌”, “개인의 전체적(全體的)인 인간 형

을 이동, 신설, 삭제하는 것이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성의 사회적 과정”이다. 이런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였다.

교과의 배열과 조직을 체계화한 전체적인 계획이 교

• Session 2-9

과학영재교육

10:00~11:00, 7월 27일(토) / 1층 로비

전형을 도입하여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

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 업무에 대한
교원의 인식
최진수, 이영주
한국과학기술원 과학영재교육연구원

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시험
지 유출과 사교육 조장 등 입학전형과 관련한 이슈를
살펴보면 제도의 공정성,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제도의 안착과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입학전형 제도
의 운영과 업무의 전반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장기적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창의

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

본 연구에서는 과학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제도와 업무

해서 1981년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최초로 설립하였고,

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과학고 입학전형

현재까지 전국에 모두 20개의 과학고등학교가 있다.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지원사항 및 업무별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2011학년도부터 자기주도학습

교육요구도를 도출하여, 향후 과학고 입학전형의 객관

= = = = | NSO

POSTER PRESENTATION(포스터발표)

성 확보와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발전방안

설문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입학담당관에게 가장 필

을 논의하였다.

요한 자질로는 교사의 ‘인성’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의 입학담당관 연수에 참

생각하고 있었고, 입학담당관의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여한 교원 31명과 시도교육청의 과학고 업무 담당 장

입학전형 관련 연수지원과 입학업무를 공유하고 지원

학사, 전직 과학고 교장, 교감 등 27명으로 총 58명이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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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워크숍

WORKSHOP
• Workshop

09:00~10:40, 7월 27일(토) / 404호

피소드, 고전 물리학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이해하

물리전공자 및 비전공자를 위한
현대물리학 이야기

기 위한 간단하면서 직관적인 설명, 그리고 그러한 이
야기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실험이나

박종원

시범 또는 비유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발표는 물리학

전남대학교

전공자뿐 아니라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인을
위한 과학적 소양 측면에서 준비되었다. 발표에 포함

현대 물리학은 1900년대 이후의 물리학으로 고전물리

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학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현대 물리학
이 시작된 지 100년 이상이 지나고, 현대 사회의 첨단

플랑크 곡선, 플랑크 상수, , 광전효과, 태양전지, 특수

과학기술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많은 전자 기계 장비들

상대성 이론의 기본가정, 4차원 시공간, 드브로이의

에서 현대 물리학이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물질파,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보어의 원자모형, 쉬뢰

하고, 현대물리학의 내용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모

딩거 방정식, 쉬뢰딩거 고앙이, 불확정성 원리, 파인만

두 생소한 내용으로 남아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현

의 path integral, 진공(색즉시공, 공즉시색)등...

대 물리학의 주요 개념들이 도입될 때의 흥미로운 에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과학과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과 과제 | NST

Virtual
Conference

Virtual Conference
• Virtual Conference

09:00~10:00, 7월 27일(토) / 503호

로 삼는 것이다.

난민 배경 학생들을 위한 공동체 기반
방과후 과학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

본 발표에서 발표자는 이 방과후 과학 프로그램에서
재정착 난민 배경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어
떤 전략들을 사용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전략은

류민정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다방법 소통(Multi-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modality), 지식의 자산(Funds of knowledge), 다언어
1980년 Refugee Act가 시행된 이후, 미국은 전세계에

적 언어 사용(translanguaging), 그리고 동료간 네트워

서 난민과 재정착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

크(Peer network) 형성을 독려하고 과학 학습에 적극

이다. 미국은 2017년에만 33,000명의 난민을 수용하였

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전략

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감소한 수치

을 방과후 과학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구

이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난민 중에 약 1/3은 학령기

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한 이후, 이의 성과에 대해 이

(만 5-18세), 혹은 그보다 어린 나이이다. 이 학생들의

야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배

대부분은 영어를 제2 혹은 제3외국어로 배우는 영어

경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한국 사회에서 과학 교육

학습자(English learner)이고, 이주 과정에서 학교 교육

에서의 시사점 또한 논의할 계획이다.

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경우(students with limited
and interrupted formal education) 또한 상당수이다.
따라서 이 학생들을 양질의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과
학 학습을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을 찾는 것은 미국의
과학교육에서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난민배경 학생들의 과학 교육에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가상현실을 이용한 협동학습의 교육적 의미와
가능성
원미혜
Curtin University

발표자는 지역 난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방과후
과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컴퓨터를 이용한 시각화 방안은 학생들이 화학의 기본

미국 중서부의 한 도시에 정착하여 공동체를 형성한

개념인 분자 간 상호 작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

미얀마의 친(Chin) 족 재정착 난민 배경의 고등학생

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컴퓨터

들이다. 2년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를 이용한 이차원적인 이미지의 시각화는 여전히 한계

30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를 하였으며, 이 학생들이

점을 가지고 있다. 화면상의 2D 이미지를 머리 속에서

미국에서 지낸 기간은 1년 미만에서 8년 사이로 그

3D 분자 구조로 변환하는 시각 공간 사고력을 요구하

편차가 컸다. 따라서 이들의 영어 능력(English profi-

는 고차원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몰입

ciency) 또한 큰 편차가 있었다. 발표자는 두 가지 지

형 가상 현실(immersive virtual reality)은 이러한 어

향점을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

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플랫폼이다. 이 연구에서

는 학생들이 과학 활동을 직접 실행하고 이야기할 수

는 단백질 효소의 모형과 기작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몰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의 학습을 자율적

입형 가상현실 프로그램과 학습활동을 개발하고 그 효

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두

과를 분석하여 몰입형 가상 현실의 교육적 가능성과

번째 지향점은 과학 학습의 목표와 관련이 있다. 즉,

한계를 탐색하였다. 호주의 한 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전통적인 의미이 수동적 지식 습득이 아닌, 과학 지식

대학생 2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의 협동학습

을 개인, 공동체, 그리고 글로벌 사회를 변환할 수 있

과정과 토론 내용을 녹화하였으며 이를 정성적으로 비

는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과학 학습의 목표

교, 분석하여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이 학생들의 화학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과학과 과정 중심 평가의 방향과 과제 | N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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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대한 이해와 분자 구조의 시각화 능력을 어떻

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고, 가상현실을 화학 교육에

게 지원하는지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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