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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학급과학부장을 수업 준비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함께 준비한 수업이 실제 수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연구이다. 더불어, 교사와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자로서의

교사가 직접 참여하여 연구한 실행연구이다.

학급과학부장은 총 8명(학급당 1명, 총 6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자발적

참여자 2명이 추가되었음.)이며 3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의 학급과학부

장 소모임과 6회의 개인 면담, 1회의 집단 면담이 있었다. 소모임과 면담

의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전체 내용은 전사(총 10회의 소모임 중 녹

음 상태가 좋지 않은 2회분을 제외하고 8회분이 전사됨.)하여 연구의 자

료로 수집되었다. ‘전기와 자기’,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외권과 우주 개

발’ 단원에 대하여 실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수업의 과정 중에 교사의

수업일지가, 수업 종료와 동시에 학생의 수업일지가 작성되었다.

연구 결과 실험수업, 교사, 학급과학부장에게 영향이 있었으며 순서대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수업에서는 첫째, 기존의 교과서 실험 소

재에 추가하여 좀 더 다양한 실험 소재를 발굴하였다. 연구자가 수업시

간에 사용한 교과서에 탐구로 제시된 실험은 열두 가지이며 소모임에서

학급과학부장들과 실험수업을 준비한 후 실제 수업에서 다룬 실험은 스

무 가지로 실험의 가짓수가 많아졌다. 즉, 실험 수업에서 교과서에 탐구

로 제시된 실험보다 많은 소재를 다룰 수 있었다. 둘째, 실험수업의 목적

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실험수업마다 목적이 다를

수 있고 그 목적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실험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험이 모두 확인실험과 발견실험

유형이었으나, 소모임의 과정을 거치면서 탐색실험과 연구실험의 유형으

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사가 실험수업을 설계할 때 교과

서에 제시된 실험유형 외에 실험수업의 목적에 맞는 실험유형을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실험수업의 목적별로 그에 알맞은 실험 유형을

선정하여 실험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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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교사 1인이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던 실험 수업의 문제점들

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교사에게는 교사의 자존감 회복 및 교수효능감 증가의 기회가

되었다. 즉,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준비하면서 교사 자신을 긍정

적으로 수용하고 교사로 인지하는 자존감을 회복하였고, 학생들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교사로서의 믿음인 교수효능감이 증가하였

다.

학급과학부장에게는 첫째, 흥미를 갖고 과학을 탐구하는 경험이 되었

다. 둘째, 발표력 및 리더십 향상,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어 : 학급과학부장, 학생 참여 수업, 실험수업, 실행연구

학 번 : 2009-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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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들어가며

제 1 절 연구의 동기

우리 학생들이 과학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과학에 대한 흥미가 많지 않아서 미래에 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있다(이미경, 정은영, 2004). 학년

이 올라가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다(양일

호 등, 2013).

연구자는 경력 15년 차의 중학교 교사로 교사로서의 만족도가 떨어지

고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였다. 보직교사로서 많은 공문과 업무를 처리하

며 가르치는 즐거움과 학생과의 소통보다는 연륜과 경험으로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속에서 전문직인 교사로서의 보람

이나 만족감은 점점 줄어들었으며 그 원인을 학생 혹은 과중한 업무로

돌렸다.

연구자의 예비교사 시절이나 교사 초년기에는 교과 전문성 향상을 위

한 노력을 많이 하였으나, 교직 경력이 쌓이면서 그러한 활동에 소홀해

진 면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자의 교사 초년기부터 현재까지의 직무

연수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 초년기에는 전공 지식과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학생 행동 이해나 교사로서의 자존

감을 찾으려는 노력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교직 생애에서의 교과 시간

외 학생들과의 만남을 살펴보더라도 교사 초년기에는 영재반, 과학탐구

반, 발명반 등의 전공 관련 및 학생과 함께 하는 동아리 활동이 활발했

으나 최근에는 방과 후 수업 정도가 전부였다. 이는 연구자가 현실에서

의 문제는 자각하고 있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업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그 원인을 직접 찾아내는 등의 노력

은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직경력이 쌓이면서 생

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으며,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예비교사의 교육보다 훨씬 더 어렵

다는 견해(김은심, 2005)는 연구자가 놓인 연구 시작 당시의 이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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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반영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은 독서 교육을 강조한 세대이거니와 정보의 홍수 속에

쉽게 최신 지식을 습득한다. 특히, 과학교사는 과목의 특성상 수업 중에

학생들로부터 질문이 나오면 최신 지식을 몰라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느

낌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다. 과학교사뿐 아니라 교사는

자신의 지식이 올바른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교사가 수업의 상황에서 겪는 이러한 어려움과 자책감, 소외감, 불

안감의 감정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해결 전략을 논의한 연구(서근원,

2005)도 있다. 교사는 이런 미심쩍고 자신감이 없는 상황을 기구를 조작

하고 재료의 분량을 정해야 하는 실험수업(시범 실험, 모둠별 실험, 수행

평가를 위한 실험 등 교과서에 등장한 모든 실험)에서 직접 부딪히게 된

다. 교사가 이러한 상황을 실험수업 전에 꼼꼼히 점검하지 않으면 실험

의 정확도와 학생의 집중도가 떨어짐은 물론 실패한 수업이 되고 만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생활지도나 행정

업무로 인해 수업 준비를 하는 시간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업무와 수업이

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능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으로써 겪어야 하는 딜

레마(서근원, 2005)에 놓여 있다.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많은 연구

가 '좋은' 수업을 위해 수업 방법을 바꾸고, 교사가 행위 주체자가 되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해 온 측면이 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어야 함에도 학생은 다 만들어진 결과물을 그

저 받아들이는 대상으로 인식됐다. 이와 관련하여 서근원(2015)은 수업

속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가르치는 대로 배운다고 말하며 학생들은 매 시

간마다 교사가 제시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사가 제시한 내용을 교

사가 제시한 시간 동안 교사가 제시한 방법으로 배운다고 하였다. 마찬

가지로, 권희경(2014)은 교사의 관점에서 살펴본 수업의 의미만으로는 '

좋은' 수업에 대해서 온전한 대답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조용환(2014)은 교실은 교사가 학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문

화전달의 장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서

로 돕고 보살피며 고투하는 ‘영원회귀’의 장이라고 하였는데, 그가 말한

‘영원회귀’라는 개념은 니체의 사상에서 아주 필수적이면서도 중요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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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시간, 장소, 사건을 포함한 모든 것이 반복된다는 사상이다(정영

수, 2010). 이러한 주장을 통해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교사

와 학생이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이나 받아들임의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

이 상호작용하여 서로에게 교육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관계라는 것이다.

즉,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은 그들의 역할이 각각 독립적으로 정해진 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발전을 하고 이러한 발전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전(前) 단계의 발전과 의미 있는 차이를 가지면서 영

원히 반복된다는 교육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서근원(2016)은 그의 연구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대화를 강조하면

서, 가르침과 배움은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학생이

그것을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

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찾아가게 하는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

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를 실천하

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수업이든 참여한

교사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번, 매 순간 변신하지 않는 수업은 결

코 '좋은' 수업이 될 수 없다(조용환, 2014). 왜냐하면, 활발한 상호작용

을 통해 서로에게 교육적인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매 순간 소통하고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업방법 등과 같은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교

사와 학생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교사와 학생의 다양성과 주관

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틀을 유연하게 바꾸어 갈 필

요가 있다(서근원, 2005). 왜냐하면, 미리 정해진 틀 속에 있는 교사와 학생

의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매 순간 변화를 가져오는 활발한 상호작용을 기대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업이란 교실 안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으로

어떤 기준을 향해 내달리는 무지한 행위가 아닌 역동적이고 예술적이며,

독특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연속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함영기,

2014). 이 말은 수업에는 지향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향해 달려가야 하

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이미 정해진 기준

에 맞추기 위해 일방적인 수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사점을 준

다. 즉, 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발전하기 위해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은 교육이라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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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속에 같은 시간과 공간에 놓인 동반자인 것이다. 삶의 많은 시기를

함께 하며 서로 돕는 관계라는 인식을 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교사의 질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그

리하여 얻을 수 있는 '좋은' 수업이란 어떤 수업인가? 어떻게 하면 교실

에서 수업한 후 학생은 수업 내용에 흥미를 잃지 않고, 교사는 뿌듯한

마음으로 교실을 나올 수 있을까?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학생들과 함

께 함으로써 수업의 변화를 찾아보고 그 속에서 교사와 학생의 변화를

찾는 과정,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수업을 통해 '좋은' 수업을 했다

는 뿌듯함으로 교실을 나서고 싶은 마음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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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문제

과학 교과의 특성상 학생들에게 실험수업이 중요하며, 교사의 역할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학생들이 현상과 이

론을 연결하려는 방법으로서 실험수업은 중요하며, 예시적 시범수업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Leach, 1998). 또한, 과학교사는 학생들이 과학에 대

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학습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효율적

인 과학수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이재천, 김범기, 1999). 이러한 과학

교과의 특성으로 인한 실험수업과 교사 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

험수업의 어려움과 그에 따라 교사가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다.

실험실 수업은 학생들과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만 한 

집단과 상호 작용을 하는 동안 다른 집단은 소란해지기 일쑤다. 좀 더 

정교한 수업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크

다. 실제로 소그룹의 수를 줄인다 해도 한 그룹당 5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기는 힘이 든다(박정희, 2007: 134).

이현욱 등(1998)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느끼는 실험수업에 관한 현

실적인 문제의 원인을 ‘업무량과 학습자료’로 보았다. 즉, 수업 및 잡무처

리와 같은 업무량이 많으므로 교사 스스로 탐구수업에 필요한 학습자료

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지적을 하였다. 윤혜경

(2006)은 교사들의 실험수업 일화를 분석한 연구에서 학교의 업무로 인

한 실험수업 준비의 어려움과 학생의 통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실험수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험수

업의 문제점은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학습자료의 준비가 힘들고, 실험

수업 중에 학생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험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학생을 참여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실험수업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수업 시간 외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교사와 학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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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과 교사가 함께 준비한 수업은 수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2. 학생과 교사가 함께 준비한 수업은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3. 학생과 교사가 함께 준비한 수업은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학생과 교사가 실험수업을 함께 준

비함으로써 실험수업의 문제점 개선을 가져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생과 교사가 실험수업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연구

동기에서 밝혔던 현실에서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는가를 보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학생과 교사가 실험수업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적인 발전을 가져왔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급과학부장 소모임을 통

해 중학교 3학년 과학의 ‘전기와 자기’,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외권과

우주 개발’ 단원에 대해 수업시간에 할 실험을 열린 수업의 방식으로 자

유롭게 탐구하도록 하였다. 실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료만 준비해 주고

실험 과정 중 추가로 필요한 재료들은 직접 선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실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교사의 안내는 최소화하여 미리

수업 내용을 탐구할 기회를 주었다. 이 모임의 내용을 녹취한 후 전사하

여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요소를 분석하였

다. 또한, 모임 후 실제 수업 상황을 관찰하여 수업관찰일지에 특이 사항

을 기록하였으며 학급과학부장은 과학부장 일기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개인 면담과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의 내용도 모두 전사되었으며

학급과학부장 소모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요소를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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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교육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연구에

서는 대개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학생을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구성

원으로서 고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지만 그만큼 어

려운 실험 수업을 통해 검증해 봄으로써 '좋은' 수업을 통해 교사의 변

화 및 학생의 변화를 찾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1) 본 연구는 실험 수업 방법에만 적용해 본 것이다. 따라서 강의식

수업, 질문 수업, 토론 수업, 발표 수업 등의 다양한 수업 방법에까지 일

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본 연구는 탐구 요소를 강조하는 수업 내용에만 적용해 본 것이다.

지식, 태도, 소양 등의 다양한 수업 내용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 본 연구는 학급과학부장이라는 소규모의 학생과 활동한 것이므로

전체 학생으로 확대할 수 있는 즉, 부분을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해석

학적 순환이 추후 연구과제로 필요하리라 본다.

4) 본 연구는 놓인 환경(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양호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서 연구한 것으로 다양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로 일반화시키

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다.

5) 학급과학부장의 과학에 대한 흥미, 발표력 및 리더십, 배려심 향상

측면의 발전 정도를 활동 전과 후에 검사지 등을 활용해서 검증해 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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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학급과학부장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과별로 부장 혹은

반장이라는 호칭으로 이른바 교과별 학급의 대표 학생을 정해 활동하도

록 하는 경우가 있다. 미술반장, 체육부장과 같은 경우로 수업 준비물을

이동시키거나 교실이 아닌 특별교실에서의 이동수업을 알리거나 과제물

을 수합 하는 등 주로 수업 준비와 관련된 도우미 역할을 한다. 학급과

학부장은 과학부장이라는 보직교사와의 용어적 혼동을 막기 위하여 연구

자가 선택한 용어이며 학교에서는 흔히 과학부장이라고 부른다.

학급과학부장은 단순히 수업 준비와 관련된 도우미가 아닌 수업 상황

속에서 교사와 상호작용하고 함께 발전하는 교육적 동반자로서 교사와

함께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즉, 과학수업을 만드는 학급의 대표 학

생이다.

2. 실험수업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수업은 실험실에서 행해지는 수업뿐만 아니

라, 교실에서 행해지는 시범 실험을 포함한 것이다. 또한 모둠별 실험,

개별 실험, 수행평가 활용 실험 등 수업 중 운영되는 모든 실험의 형태

를 포함한 것이다. 실험수업 중 사용된 실험은 교과서에서 탐구의 형태

로 제시된 실험뿐만 아니라, 내용 설명 중 사진으로 제시, 단원 도입 시

그림으로 제시, 단원의 마지막에 평가문제로 제시된 실험 등을 모두 포

함하였다. 또한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뿐만 아니라 교과서 이외의 실험도

포함하였으므로 수업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실험의 형태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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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의 자존감 및 교수효능감

자존감이란 자아개념의 평가적 요소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Tatft, 1985; 오혜경, 2003 재

인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사의 자존감이라는 용어는 교사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교사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가 자신을 긍정

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칭찬하기, 격려하기, 수업 방식 협의하기 등 잘

한 점에 대해서 자신감이 형성되는 경우로 보았다. 또한, 교사가 학생의

질문을 무시하는 등 잘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발전으로

도약하며 경험하는 감정도 포함하였다.

교수효능감은 교육을 통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교육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기대인 일반적 교수효능감과 교사로서 자신이 개인

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 성공을 이끌어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개인적 교수효능감으로 나눌 수 있다(Gibson & Dembo, 1984; 장

영숙, 2004 재인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수효능감은 개인적 교수효능

감이며 학생들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교사로서의 믿음이

다. 본 연구에서 교수효능감은 교사가 학생들과의 만남을 위해 준비하고,

학생들과 잦은 만남을 갖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태도의 정도

즉, 교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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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좋은' 수업

많은 연구에서 ‘좋은' 수업에 대한 관점이나 해석은 각각 다르지만, 학

생과 교사의 만남이나 대화,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McMahon(2006)은 효과적인 학습과 가르침을 위해 수

업에서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조난

심 등(2001)의 연구에서는 '좋은' 수업을 위해서 교사와 학생 간에 균형

있고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으며 McGowan과

Graham(2009)도 대학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권성연(2010)은 연구에서 Chickering

과 Gamson(1987)이 말하는 ‘좋은' 수업의 원칙을 인용하였는데 그중에

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은 다

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학생과 교사가 자주 접촉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학생의 동기

와 참여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학생 간의 상호작용

과 협동을 개발시켜야 하는데 대단위 수업이라 해도 학습 그룹을 

만들어 공동의 노력으로 과제를 해결해 내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

다. 셋째, 적극적인 학습이 권장되는 수업을 제시하였는데 학습은 

바라보는 ‘관중의 스포츠’가 아니며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의 말을 

듣고, 패키지된 과제를 암기하고, 답변을 뱉어냄으로써 이루어질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권성연, 2010 재인용: 190).

위의 내용에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는다면 첫째, 학생과

교사의 잦은 접촉을 제안한 것은 학급과학부장 소모임을 통해 정기적으

로 학생과 만나는 시간을 가진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학습 그룹을 만들

것을 제안한 것은 학급과학부장이라는 역할을 통해 소규모 그룹 활동을

한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적극적인 학습이 권장되는 수업을 제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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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급과학부장이 주도적으로 실험수업을 준비함으로써 학생의 적극적

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 점을 들 수 있다.

마이어(Meyer, 2004: 30)는 ‘좋은' 수업을 ‘민주적인 수업문화의 틀 아

래서 교육 본연의 과제에 기초하여 성공적인 학습 동맹이라는 목표를 가

지고 의미의 생성을 지향하면서 모든 학생 능력의 계속적인 발전에 기여

하는 수업’이라고 정의하였다(손승남, 정창호 역, 2011). '좋은' 수업은 협

력적(collaborative) 수업이며 학생들 간의 협력 학습을 격려한다(서경혜,

2004). 이와 같은 선행연구자들에 따르면, 수업을 통해 민주적이고 사회

적인 상호 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본 것이다.

유은정 등(2008)은 교사가 화자가 되고 학생이 청자가 되는 제한된

참여구조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이 서로 청자 혹은 화자가 되는 담화

공간의 형성은 '좋은' 수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는 교사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적

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을 지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교사의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 것이다. 오필석(2013)은 연구에서 어떤 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공감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수업을 “교사가 아이들과 한마

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표현하였고,

또 다른 교사는 “학생과 교사가 한 배를 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

다면서 결과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과학 수업

은 “학생들과 과학을 매개로 소통하고, 학생들이 과학에 관한 활동에 활

발하게 참여하며, 학생들이 과학에 관하여 교사와 공감하는 수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곽영순, 김주훈(2003)에 따르면 수업 분위기 측면을 살펴보면, '좋은'

수업을 진행하는 현장의 모범적인 교사들은 학생들이 호기심을 개방적으

로 표현할 수 있고, 자율성을 발휘하여 학습할 수 있으며, 지적으로 도전

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좋은’ 과학 수업은 수업의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과 교사 간, 학생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좋은’

과학 수업은 수업의 주제를 통하여 자연과 학생, 교사가 긴밀한 연결성

을 갖는 가운데 자연과의 만남, 자연에 대한 온전한 이해, 삶의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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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수업을 의미한다(이경호 등, 2016). 그러나 기존의 ‘좋은’ 수업 관

련 선행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특히 과학교육 분야에서 ‘좋은’ 과학 수업

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본 연구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연구의 한

가지 시도로써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즉, ‘좋은’ 과학 수업에서 고

려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 중에서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급과학부장 소모임을 통해 학급과학부장들의 주도적인 실험 활동을 격

려하였고 그들 사이에 활발한 탐구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

를 조성해 주어,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학생을 참여시키는 수업에 관

한 선행연구들을 수업단계와 수업평가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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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학생을 참여시키는 수업

본 연구는 학생을 수업 준비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학생과 상호작용

하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보았고, 학생을 참여시키는 활동이 수업과

관련하여 어느 부분에 활용되고 있는지 선행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

였다. 그 결과, 수업의 전(前) 단계에서 수업의 설계, 수업 전개 단계에서

협동학습, 동료평가 및 자기평가를 찾아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료

교사가 특정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는 과정에도 학생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1. 수업의 설계 및 내용 전개

가. 수업설계

수업설계란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수준으로 전환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정

한호, 2009; 최미나 등, 2005)으로 수업의 청사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에 대한 절차와 단계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과 목표가 고려된 수

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수업에서 중요한 요소(박인우, 2015)로 작

용하고 있다. 그러나 숙련된 교사의 수업설계는 교수 공학 교육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적인 수업설계모형과 차별화된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기용(2013)은 숙련된 교사의 수업설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숙련된 교사는 수업설계 시 학습자 수준에 맞게 수업내용,

자료, 활동을 조직하고 전달하며 학생 수준과 상황에 맞게 수업내용과

방법을 조절한다. 또한 그는 숙련된 교사의 경우 이미 결정한 설계적 판

단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 수업과 학습의 변화 과정을 계

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수준을 파악할 필요성

을 언급한 것이며, 정해진 설계를 수업에 적용할 때도 학생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서 계속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 것이다.

정혜영(2001)은 연구에서 현직교사들이 수업설계 시 중요하게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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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현직교사들의 수업설계를 살펴보면, 예비교사들에 비해 학생들이 어

떻게 지식을 구성하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학

생들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생각을 하는지 예를 들어 내용을 

보다 학생 수준에 맞게 만든다든지, 학생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수 있게 내용을 의미 있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만든다든지, 내용을 

학생들의 개인 생활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더 많은 자료

와 예제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수업 중에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격려한다든지 등의 학생 요소를 수업설계 과정에서 

중요시한다(정혜영, 2001: 212-219).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하는 예를 선행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즉, 현장에서 교사들이 수업을 설계할 때, 학생의 입장을 반영하

도록 하기 위해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수업 설계 방식을 제안하

는 연구들을 다음의 몇 가지 사례로 살펴볼 수 있다. 박태호, 최민영

(2011)은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업 내용을 구성할 때 학생

의 실제적인 언어생활에 가깝도록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기보다는 교사용

지도서나 교과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탈 맥락적인 수업

을 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

고자 ‘PCK에 기반한 글쓰기 수업 설계’를 바람직한 수업 설계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그 방법은 교사가 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미리 점

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학생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 전략을 고민하는 수업설계 구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해당 차시의 쓰기 수업과 관련된 반 학생들의 선수 학습 요소를 미

리 조사하여 차시 수업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선수 학

습 요소를 미리 조사한 결과, 차시 수업과 관련된 선수 학습 요소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면 차시 수업의 도입부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하는 수업 설계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그들이

제시한 수업 설계 방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차시 수업과 관련된 학생

들의 개념을 미리 진단하고, 그에 따른 교수 처방을 제시하도록 수업 설

계를 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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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설계 과정에 관한 연구(서인혜,

2016)에서는 교사들이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워크숍 과정을

통해 모형구성 수업을 설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수

업설계에서 학생들의 선행지식을 파악하여 초기모형을 예상하는 과정에

활용되었으며, 이는 교사들이 학생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현

재 모형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수업 설계 과정에 반

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티칭포트폴리오에 수업설계의 기본 원리를 접목함으로써 대학 교수

자를 위한 수업설계의 실천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 본 연구들에서도 학생

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문수

민, 최명숙(2016)의 연구에서는 e-티칭포트폴리오가 수업에서 학생과 상

호작용에 대한 것(설문조사, 상담), 학생 및 동료들의 코멘트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최미나 등(2005)의 연구에서는 학생과의 지

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항목 등을 포함하는 것을 통해 교수자에게 성찰의

기회가 되어 수업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학생들

의 편에서 수업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체계적인 수업설계에 도

움이 된다는 주장으로 본 연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연구의 의의와 결과를

뒷받침하는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e-티칭포트폴리오란 교수자의 실제

적인 교수활동에 관한 정보 모음집으로서 일정 기간에 걸쳐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교수자의 성취 정도를 보여주는 교수활동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놓은 결과물(Edgerton, Hutchings & Quinlan, 1992; 최금진, 2012)을 뜻

하는 전통적인 티칭포트폴리오를 디지털화하여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공

하는 것이다(Kimeldorf, 1997; 문수민, 최명숙, 2016).

나. 협동학습

권은경(2003)은 연구에서 협동학습의 개념은 연구자들에 의해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었지만 넓은 의미의 협동학습은 소집단을 활용하여 학생들

이 특정 과제수행을 위해서 서로 돕는 학습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

였다. 또한, Slavin(1985)이 주장한 협동학습에 대한 견해도 소개하였는

데, 경쟁학습과 개별학습의 결점을 보완하고, 모든 학생의 학업 성취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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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오랫동안 현장교사들에 의해 사용되어온 교수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곽영순(2001)은 ‘과학교사들이 진단한 과학과 협동학습의 실태’를 분석

한 연구에서 협동학습의 교육적 이점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와 관련하

여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더 많이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이 함께 노력할수록 주어진 개념

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된다. 본 연구에서 학급과학부장들은 소모임을

통해 실험수업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과학을 즐겁게 탐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집단내의 다른 동료 학생

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 외에 다른 관점 및 견해들

을 인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학급과학부장들은 소모임이나 면담을 통

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견해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표현

하면서 과학적 개념을 발전시키고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셋째,

과학교사와의 대화 과정에서 학생들은 그들이 장래에 동참하기를 희망하

는 과학자 집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나 사회적 구조들을 습득하게 된

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과학적 언어와 자연 발생적인 일상의 언어가 표현

되며 상호 작용하게 되고, 같은 현상을 다루면서도 교사와 학생들이 상

당히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

서 교사는 학급과학부장 소모임을 통해 교사가 예상하는 학생들이 어려

워하는 용어와 실제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용어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

하게 되었고,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 내용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

다. 또한 그는 연구에서 교사들이 협동학습을 꺼리는 이유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이유는 학습의 책임감을 학생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감의 부족으로 보았고, 해결책으로는 교사들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교사가 기존의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학생

들을 동료로 인식해야 하며, 상호 존경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학급과학부장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수업 중에 그들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학습의 책임감을 학생과 공유하는 근거를 뒷받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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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료평가 및 자기평가

이선우, 남정희(2016)는 연구에서 교사의 고유한 권한이었던 평가활동

에 학습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의 연구에서 학생이 참여

하는 평가 방법으로 소개한 활동은 동료평가활동과 자기평가활동이다.

동료평가활동은 동료가 수행한 과제에 등급을 정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하

는 것(Boud & Falchikov, 2007)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교사의 고유

한 권한으로 여겨졌던 평가 영역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기평가활동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성과에 대해 인

식하고 반성하여 수정하는 것(Andrade & Du, 2007)이라고 하였는데, 이

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도 학습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한 것이다.

백성혜, 류혜정(2014)은 연구에서 하위 집단 학생들이 교사 평가보다

동료 평가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하며, 학업 성취도의 향상과 정의

적 영역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연구 결

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원인을 해석하였고,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

였다.

  교사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모범 답안보다 다른 친구들의 답을 보

면서 다양한 동료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자신의 

답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경험하고 학습 내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을 알 수 있었으나 동료 평가 학급의 하위 

집단만이 평가 활동에 의해 정의적 영역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백성혜, 류혜정, 2014: 597-598). 

위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학급과학부장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활동

이 학업 성취도의 향상과 정의적 영역에서의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질 집단으

로 구성된 학급과학부장들을 통해 하위 집단뿐 아니라 상위 집단의 유의

미한 변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위의 연구 결과에 대한 제한점을 고려

하고자 하였다.



- 18 -

채수진, 임기영(2008)은 프로젝트학습에서의 동료평가는 팀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학습에 대한 애정을 가진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

다고 하였고 이는 동료평가가 자기 주도적 개인특성과 관계가 있음을 주

장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으로 학생들이 동료평가를 통해 동료들로부터

학습 태도에 관해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의적

영역의 발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보이며, 이는 본 연구에서 집단 면담을

통해 동료 과학부장의 활동을 인정하는 진술에서 나타난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선우 등(2015)은 연구에서 논의 기반 탐구 과학수업에서 동료평가

활동이 고등학생의 논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학습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평가 활동에 학생들을

참여시켜 평가를 학습의 일부분으로 통합시키는 것(Purchase, 2000;

Rust, Price, & O'Donovan, 2003; Smyth, 2004)이라고 소개하며, 동료평

가 활동을 통해 평가자는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피평가

자에게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학

습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Li, Liu, & Steckelberg, 2010; Liu et al.,

2001; Xiao & Lucking, 2008)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그는 연구 결과

를 통해 동료평가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피드백이 학생들의 논의능력향

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학급과학부장들이 소

모임을 통해 실험수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이 관찰된

것이 논의능력향상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19 -

2. 수업평가

김정원(2002)은 연구에서 '좋은' 수업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수업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수업을 하는 교사와 수업을 바라보는 평가자가 '좋은' 수업이

었는지 의견을 교환하지만,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에 관해 수

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수업평가를 위한 효과적인 활동으로 교사면담,

수업관찰, 수업 자료 검토 외에 수업관찰 후 학생면담의 필요성을 제안

하였다. 이는 학생면담의 과정을 통해 학생이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고려함으로써 제대로 된 수업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본 연구에서 학생을 참여시키는 수업이 학생의 관점을 이해

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박영석(2005)은 연구에서 수

업의 질 향상을 위해 수업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평가자와 교사의 형식적인 소감 발표에 그

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고려하지

않는 수업평가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근원(2008)은

연구에서 교사를 중심으로 수업을 평가해 왔고,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을

중심으로 수업을 보는 안목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데는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교육인류학적 관점의 수업평가 방법

을 제시하였다. 그는 학생의 눈으로 수업을 바라보는 수업평가(서근원,

2008; 서근원, 2015)를 실천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학생을 수업평가에 고

려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학생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한 선행연구는 예비교사나 현직

교사의 교육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예비교사 또는 현직교사들의 교수

행동과 수업능력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

램 중 하나인 마이크로티칭(조영남, 1993)은 수업을 축소하여 미리 경험

해 보아 학습지도에 필요한 기능을 길러주는 방법이다. 서윤경(2009)은

연구에서 마이크로티칭을 활용함에 있어 학생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많은 연구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교사 혹은 예비 교사가 학생의 역할을 대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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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는 실제 수업상황과의 괴리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Sachs(2006)의 연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예시를 보여주었다.

   실제 마이크로티칭을 할 때, 역할극의 개념을 도입하여 예비교사들

에게 평균적인 학생, 학습에 동기가 없는 학생, 매우 똑똑한 학생, 

더딘 학생, 수업 중 잡담하는 학생, 학습 수행에 문제가 있는 학생(언

어라면 발음이 안 되는 학생), 수업을 따라가는 데 문제가 있는 학생 

등의 역할을 할당하여 수업을 실시할 때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서윤경, 2009 재인용: 292). 

그러나 학생이 사용하는 용어, 학생의 이해 수준, 학생이 하는 질문의 수

준이 역할을 담당하는 성인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자는 수업평

가를 비롯한 교사의 수업능력 개선을 위한 측면에서 많은 선행연구가 학

생을 참여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수

업하는 과정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을 직접 참여시키는 수업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

수업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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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절차

제 1 절 연구 대상

1. 연구자 참여 관찰

연구자는 교직 생활 15년 차 중학교 과학교사로 현재 중학교 3학년

물상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사범대학교에서 물리 교육을 전공했으며 임

용고시를 통해 과학교사가 되었다.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친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쳐왔다.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한

곳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로 근무한 기간은 3년 차였고, 근무 첫해

1학년이었던 학생들을 3년간 가르쳐왔다. 연구자의 학교는 과학 과목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상과 생물로 구분하여 교사 2인이 따로 가르치고 있

다. 연구자는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의 영역 중 생물을 제외한 물리, 화

학, 지구과학 분야를 포함하는 물상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연구

의 내용에 제시된 실험수업은 학생들이 물상 시간에 경험하는 내용이다.

현장에서 수업하면서 ‘좋은’ 수업이란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학생을 참여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문

제를 인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장에 있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참

여하여 관찰하고 느낀 것을 수업관찰일지에 기록하고, 연구의 전 과정을

녹음하고 전사하면서 자료를 분석하는 실행연구를 하였다.

2. 학급과학부장

서울시 남서부 소재 S 중학교는 한 학년이 총 6학급인 소규모 학교

로, 대체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안정적이며 학생들의 생활 수준

이 양호하여 여러 방면에서 관리가 잘되어진 환경 속에 놓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업 성취도나 수업 태

도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며, 연구에 참여한 학급과학부장들은 활동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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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적극적인 참여와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학생들이었다. 3

학년 학생 중 학급에서 선정된 학급과학부장은 총 8명으로 연구 초기의

인원은 6명이었으나 중도에 자발적 참여 인원 2명이 추가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급과학부장에 관한 연구 시작 시점의 정보는 [표 3-1]과 같다.

학급과학부장의 실제 이름은 밝히지 않고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학급

당 1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총 6학급 중 2개 학급은 중도에 자발적 참여

자의 추가로 인해 2명으로 구성되었다. 총 8명의 학급과학부장 중 여학

생은 1명이고, 나머지 7명은 모두 남학생이었다. 학급과학부장에 관해 제

시된 정보 중 성취도는 학생들이 1, 2학년 때 실시한 총 8회의 교내 평

가 중 과학 과목에 대한 성취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 과

목 평균을 전체 학생에 대해 퍼센트 수치로 나타낸 도수분포표를 이용하

였고, 상위 5% 이내는 매우 우수, 상위 20% 이내는 우수, 상위 50% 이

내는 보통, 그 아래는 미흡으로 구분하였다.

학급과학부장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는 평상시 수업 태도에

관한 교사의 관찰과 주관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부여한 것인데, 연구자가

3년째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어서 가능한 특수한 경우라고 하겠다. 구

체적으로 흥미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과학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 빈도수로, 참여도는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질문에 대

해 답변하는 정도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교내외 과학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를 포함하여 부여하였다. 선정방

법은 교사가 학년 초 첫 번째 과학 시간에 학급과학부장의 용어와 임무

를 자세히 설명해 준 후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한 학생을 선

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위바위보로 선정하였

으며 학급과학부장을 함으로써 주어지는 특별한 보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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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학급
이름

(가명)
성별 성취도 과학적 태도 선정 방법 보상

1 1 창민 남 미흡
흥미↓

참여도↓

손을 들어

자발적으로

의사를

표시함

경쟁자가

있는 경우

가위바위보

로 결정됨

없음

2 1 현서 남
매우

우수

흥미↑

참여도↓

3 2 민찬 남
매우

우수

흥미↑

참여도↓

4 3 담은 여 우수
흥미↑

참여도↑

5 4 준석 남 보통
흥미↑

참여도↓

6 4 민성 남 우수
흥미↑

참여도↑

7 5 다민 남 미흡
흥미↓

참여도↓

8 6 민결 남
매우

우수

흥미↑

참여도↓

[표 3-1] 학급과학부장 관련 정보

학급과학부장 관련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학생이 대부분이고 여학

생은 한 명뿐인데 이는 과학 과목에 대한 성별에 따른 관심의 차이라기

보다는 해당 학년을 이루는 학생들의 성향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또한,

성취도가 매우 우수한 학생부터 미흡한 학생까지 분포가 다양하며, 흥미

와 참여도에서도 그 정도가 높고 낮은 학생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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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점은 성취도가 미흡한 학생은 흥미와 참여도에서도 그 정도가 낮게

부여된 반면, 성취도가 매우 우수한 학생이라도 참여도는 낮게 부여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가 과학적 태도 영역으로 함께 포함

하여 분류한 흥미와 참여도가 동일한 학생에 대해 다르게 부여되기도 하

였다. 즉, 교사가 보기에 흥미는 높은데 참여도는 낮게 평가되는 학생이

있었다. 또한, 성취도가 보통이고 참여도도 낮은 학생이 흥미는 높게 평

가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연구 대상인 학급과학부장들은 연구 시

작 시점에 성취도와 흥미, 참여도 면에서 다양한 이질 집단으로 이루어

져 있었고, 연구자가 보기에 특이한 점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연구

결과에서 학생의 변화 측면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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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방법

가. 실행연구

조용환(2015)은 그의 연구를 통해 질적 연구를 소개하는 문헌들에서

실행연구를 현장연구와 동일시하거나 현장연구의 한 가지 접근방법이라

고 보는 잘못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질적 연구를 가장 ‘질적 연구

답게’ 수행할 수 있는 연구로 실행연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실행연구의

방법적 특징을 철저한 현장 안에서 하는 연구, 생활세계의 실질적 개선,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주체 형성, 현장에 뿌리를 둔 현장 지향적인 이

론의 생성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현장에서의 문제 인식을 바

탕으로 참여 관찰, 심층 면담 등의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실행연구

를 한 것이다. 그는 실행연구의 한 가지 형태로 ‘참여자 주도 실행연구’

를 제시하였는데, ‘참여자 주도 실행연구’란 대학이나 연구소의 전문연구

자가 주도해 온 종래의 실행연구에서 탈피하여, 준비된 현장 사람들이

주체적인 연구자로서 연구의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실행연구로

‘실행=연구’의 기본입장을 취하면서도 학술적인 맥락에 연연하지 않는

‘생활세계 속의 연구 활동’이라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장에 있는 교사가 주체적인 연구자로서 연구를 진행한

실행연구로, ‘참여자 주도 실행연구’로 볼 수 있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강지영, 소경희, 2011)에서 지적했던 교사의 역할이

연구의 대상자 혹은 정보 제공자, 이론의 실천가로서 한정되었을 때 있

을 수 있는 문제점 즉, 현장 밖의 연구자와 현장 안의 교사 사이의 괴리

를 줄여보고자 하였다. 임혜준(2015)은 연구에서 Mills(2005)이 제시한

전통적인 연구와 교사에 의한 실행연구의 차이점을 [표 3-2]를 통해 소

개하였다. 표의 내용 중 교사에 의한 실행연구의 목적이 ‘특정한 학교 환

경에서 실행을 통해 의미 있는 교육적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점은 본

연구의 목적에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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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전통적인 연구와 교사에 의한 실행연구의 비교(Mills, 2005;

임혜준, 2015 재인용)

비교 항목 학자에 의한 전통적 연구 교사에 의한 실행연구

연구주체

와 대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

로 주로 대학 교수, 학자가 행함

돌보고 있는 학생을 대상

으로 주로 교사나 학교 관

리자가 행함

연구 장소 변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 일상적인 학교와 교실

연구 방법

주로 양적 연구법을 사용하여

일정한 통계적 유의 수준 아래

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

주로 질적 연구방법을 사

용하여 현상을 기술하거나

교육적 처방의 효과를 이

해하려고 함

연구 목적
모집단에 일반화 가능한 연구

결과를 산출하려고 함

연구 대상인 특정한 학교

환경에서 실행을 통해 의

미있는 교육적 변화를 가

져오려고 함

실행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본 신지혜(2016)의 연구에서 제시하

고 있는 실행연구의 단계는 계획 – 실행 – 관찰 – 반성으로 이루어진

싸이클이 반복 순환되는 나선 구조형의 절차를 따르고, 이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실행연구의 나선형적 순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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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행연구의 활용

김순희(2009)는 연구에서 수업이 교사 전문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주장

하면서 교사 전문성 향상의 방안으로 실행연구를 제안하였다. 또한, 실행

연구가 교사의 반성적 수업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

시하였다. 그는 실행연구가 행위 당사자인 교사에 의해서 본인의 수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촉발된다는 점을 제시의 근거로 들었는데, 이는

본 연구가 교사가 느끼는 현실에서의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점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한다. 또한, 그는 실행연구가 수업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때문에 능동성을 기반

한 탐구의 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문제를 설정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좋은' 수업

의 방법을 찾아봄으로써 반성적 수업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실행연구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지영, 소경희(2011)는 국내 교육 관련 실행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실행연구의 활용을 전문성 발달, 교수자

개인의 내면적 변화와 성장, 사회구조의 개선으로 보았으며 이 중 전문

성 발달에 활용하는 경우는 이론적 지식의 적용 방안 탐색, 프로그램 개

발 및 적용,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탐색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

구는 실행연구를 전문성 발달에 활용한 상황에 해당하며, 그 중 효과적

인 교수․학습 방법을 탐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용환(2004)은 그의 연구에서 실행연구는 질적 연구로써 이론에 지레

현혹되지 않고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들을 보물찾기하듯이

하나하나 발견하여 수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 수업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의미를 찾아보

려고 시도한 실행연구이다.

실행연구의 절차는 계획 → 실행 → 반성 → 평가의 단계를 거치며

나선형으로 순환하여 계속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행연구의 절차를 따

랐으며 연구의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내면 문제 인식 → 학급과학부

장 소모임 → 수업 → 면담 및 전사의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단계별로 진행한 구체적인 절차는 [그림 3-2]와 같다. 계획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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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로 연구의 출

발점이 된다. 본 연구는 이 단계에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준비하는 수업

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수업을 준비하였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수

업을 관찰하며 교사와 학생이 참여일지를 작성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는 개인 면담 및 집단 면담을 하였고, 녹음된 면담의 내용과 소모임 활

동을 전사하였다. 실행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얻은 결과로 연구

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계획

단계로 나아감으로써 나선형적 순환구조를 완성해 간다. 본 연구는 학생

과 교사가 함께 준비하는 수업을 실험 외 수업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새

로운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세미나 형태로 소모임을 진행함으로써 나선형

의 두 번째 순환 고리의 실행 단계를 진행 중이다.

→

[그림 3-2] 실행연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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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가. 계획 : 현실에서의 문제 인식

수업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서 학생 참여의 필요

성은 여러 연구 분야에서 공통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다. 윤은정

(2004)은 학생들이 과학 학습을 할 때 과학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 부족하여 학습 성취에 주요한 장애가 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박종

원(2010)은 학생들이 과학 읽기를 어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로 과학 용어

에 대한 어려움을 꼽았다. 이 밖에도 김현주(1997), 한재영(1994), 윤은정,

박윤배(2011)는 교사의 생각으로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

판단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임종효(2004)는 수업시간에 교사에 의해

걸러짐 없이 사용되는 용어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

통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남경식(2008)은 과학 용어로 인한 학생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전문적인 과학 용어뿐만 아니라 과학

교과서 속의 비전문 용어도 어려워하였지만, 초등학교 교사들은 비전문

용어보다 전문 용어에서 설명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하여

학생과 교사 사이에 용어 이해 측면에서 거리가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수업 시간에 과학 용어가 어려운 경우의 이유로 ‘당연히 학생

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학 용어에 대한 특별한

설명 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인식하기에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용어와 학생들이 알고 있는 용어 사이

에 차이가 크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과학부장을

활용해야 하는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수업의 계획단계부터 학생을 참여시키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비단 과

학 용어의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

다. 조벽 교수는 강의에서 마이크로티칭의 단계 중 모의수업에서 동료가

참석할 때 그에 따른 정신적 부담, 상대 비교에 대한 부담을 단점으로

들었다. 박기성 등(2009)은 과학교사에 의해 조성되는 심리적 학습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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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실험시간에 시범실험과 순회지도를 하지 않고 열린 형태의 탐

구실험을 하는 교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실험

시간에 학급과학부장을 활용함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임

재근 등(2010)은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과학 실험

목적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실험 수업의 진행

방식을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으며, 이는 실험 수업 단계에서 학생이 아

닌 교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팽애진, 백성혜(2005)의 연구에서도 교사가 수업에서 학생을 주체

적인 학습자로 대하기보다는 교사의 지시와 통제에 수동적으로 따라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학생참여 구조에 대

한 연구로는 수업의 유형과 학생참여 양상에 대한 연구(이형빈, 2015),

학습자를 동료 수행평가에 참여시킨 연구(김현숙, 김정랑, 2010), 대학교

육의 맥락에서 학생참여에 기반을 둔 수업을 이끌어가는 강좌의 운영에

관한 연구(김민성, 2015) 등이 있다. 수업 외 학교 활동 분야에의 학생

참여 구조에 관한 연구도 있는데, 학생참여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의 정

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박성준, 김주일, 2015), 학생참여 교칙 제․개정

모형(전진현, 박성혁, 2013)등이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학생참여 구조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교과수업에 적용한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었으며 본 연구는 실험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학

생이 참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 실행 :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학급과학부장 소모임은 매주 월요일 방과 후 2～3시간 전후로 하였으

며 [표 3-3]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 비정기 자발적 모임이 있었다. 기

본적인 실험 재료만 제공이 되고 실험 중 추가로 필요한 재료는 학급과

학부장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교사의 개입은 최소

화하고 도움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을 때 안내하는 정도로만 참여하였

다. 교과서를 참고하여 실험하도록 하였으며 학급과학부장 간의 논의 과

정을 통해 실험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실험을 하기 위하여 2～3

명이 짝을 이루어 서로 다른 실험을 하였으며 실험을 마치면 자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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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장소 시간 비고

3 14

3층 과학실 방과 후21

28

4 4

3층 과학실 방과 후

11

18

19

5 16 3층 과학실 방과 후
수련회, 중간고사로 인해

1회 모임

8 29 3층 과학실 방과 후
여름 방학으로 인해

1회 모임

10 10 3층 과학실 방과 후 세미나 1

맡은 실험에 대해 서로 설명해 주는 과정을 두어 발표력 및 리더십, 배

려심 향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 모든 활동은 휴대전화를 사용

하여 녹음하였으며 전사를 통해 실험수업의 변화, 교사의 변화, 학생의

변화 등 의미 있는 요소를 찾아내는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3-3]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정기모임 스케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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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과학부장 소모임에서 미리 해 본 실험들은 소모임 결과 변화된

요소들을 찾아 정리하였고 실제 수업에서 그대로 활용되었다. [표 3-5]

는 학급과학부장 소모임에 사용된 실험들을 실험유형 분류, 교과서에서

표기한 제목, 사진, 그림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실험유형 분류에 사

용한 기준은 [표 3-4]에 제시한 양일호 등(2006)이 개발한 실험수업의

유형 분류틀을 사용하였다. 이 분류틀은 절차와 접근방식에 따라 실험수

업의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실험수업에 관련된 절차가 외부에서 주어지

는지 또는 학생들에 의해 생성되는지에 따라, 접근방식은 실험수업의 전

개가 연역적인지 또는 귀납적인지에 따라 특성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의 유형을 분류할 때 이 분류틀에 따라 분류하였

으며 실험수업이 아닌 교과서에 제시된 절차와 접근방식에 적용하여 분

류하였다. 그 결과 학급과학부장 소모임에 사용된 스무 가지의 실험 중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아 유형의 분류가 불가능한 네 가지를 제외하고 여

섯 가지의 확인실험과 열 가지의 발견실험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탐구

실험과 연구실험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교과서에 제시된 방식대

로만 수업할 경우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키는 실험수업을 하기가 어렵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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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수업 유형 구분 확인실험수업 발견실험수업 탐색실험수업 연구실험수업

절차 주어짐 주어짐 학생이 생성함 학생이 생성함

접근방식 연역적 귀납적 연역적 귀납적

주요 목표 개념 확인 개념 발견
경험/흥미

유발

과학적 사고와

기능의 개발

초점 내용 내용 과정 과정

구조화 정도 구조화 비구조화

개방화 정도 폐쇄적 개방적

구조화 : 모든 단계에서 안내가 제공됨

비구조화 : 안내가 제공되지 않으며 학생들의 활동에 제한되지 않음

폐쇄적 : 정답과 과정이 정해져 있음

개방적 : 실험과정과 해결방안이 다양함

[표 3-4] 실험수업의 유형 분류틀(양일호 등, 2006)

실험들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학급과학부장들에 의해서 재구성되었

으며 실제 수업에서 학급 학생들에게 제시된 실험은 재구성되어 개선된

실험으로, 실험 유형의 다양화를 가져왔으며 [표 4-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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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유형

분류
연번 제목 사진

확인

(Verification)
1 전기력 확인하기

[표 3-5] 학급과학부장 소모임에 사용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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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Discovery)
2

마찰하지 않고 물체를

대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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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Verification) 3 물체의 대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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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Verification) 4 전하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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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Discovery)
5

전압과 전류는 어떤

관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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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Discovery)
6

두 전기 저항의 합성

저항 구하기-직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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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Discovery)
7

두 전기 저항의 합성

저항 구하기-병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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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Discovery)
8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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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Discovery)
9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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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Discovery)
10 전동기와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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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Discovery)
11

식초와 달걀

껍데기-기체 발생과

질량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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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Verification) 12
화학 반응식 쓰기와 알

수 있는 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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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Discovery)
13 산의 공통적인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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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Verification) 14 진한 황산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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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Discovery)
15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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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Verification)
16 전동기 만들기 대단원 마무리 평가문제로 제시됨

교과서에 없음 17

렌츠의 법칙(재질이

다른 봉에 네오디뮴

자석 동시에

떨어뜨리기)

교과서에 없음 18 코일 그네

교과서에 없음 19 비닐끈 공중부양

교과서에 없음 20 반투명 접착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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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찰 : 수업-참여일지 작성(교사용, 학생용)

수업 시간에 학급과학부장은 실험복을 입고 시범 실험을 했다. 실험

준비물의 배열 상태에 따라 교탁 앞이나 교실 뒤 공간에서 실험 했으며,

분단 별로 실험 기구를 설치해 놓고 보여주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참여

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질문을 했고 실험 도구의 방향 배치를 고려하였

다. 실험실에서 모둠별 실험을 할 때는 모둠마다 돌아다니며 간단한 질

문에 답을 해 주고 실험 도구나 학습 자료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실험의

안내자 역할을 하였고, 수행평가 실험에서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우미의 역할을 하였다. 참여일지(교사용)는 수업 중 교사가

학생의 입장으로 수업의 내용을 관찰하며 기록한 것으로 학급과학부장이

시범 실험을 할 때 교사는 교실의 뒤편 학생의 시선 위치에서 학급과학

부장과 학생들을 관찰하였으며 교사가 수업할 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의

미 있는 부분을 수업관찰일지 [표 4-4]에 기록하였다. 수업관찰일지는

자유 서술형으로 자세하게 써 내려 갔으며, 참여관찰 기록지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하기, 상황과 함께 기록하기, 구

체적으로 기록하기, 행위자를 밝혀서 기록하기, 들리고 보이는 대로 기록

하기를 하였다(서근원, 2008). 수업관찰일지는 교사로서 실행 가능한 점,

교사로서 예상하지 못한 점, 교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학생의 입장에

서만 실행 가능한 점 등의 세 가지 다른 요소로 구분하여 의미 있는 요

소를 분석하였다. [그림 4-2]의 참여일지(학생용)는 연구를 위해 특별한

형식으로 작성된 학급과학부장일기로써 수업이 끝난 직후 학생들의 생각

을 읽으려는 의도로 제작되었다. 학급과학부장일기는 오늘 수업 중 기억

에 남는 내용, 오늘 수업에서 좋았던 점, 오늘 수업의 난이도, 과학에 대

한 나의 감정 등의 항목에 대해 수업이 끝난 직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간단히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단어, Likert 5점 척도 문항, 그림 선

택 등으로 구성하여 학생의 부담을 줄였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이

가능하도록 자유 서술 방식 칸을 두어 솔직하게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간편함과 가독성, 보관의 편이를 위해 A4 용지에 소책자

형식으로 출력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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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반성 : 면담(개인, 집단) 및 전사

학급과학부장 소모임을 통해 수업시간에 할 실험을 교사의 간섭을 최

소한으로 제한하고 학급과학부장들이 자유롭게 탐구하도록 하여 미리 수

업 내용을 탐구할 기회를 주고, 이 모임의 내용을 녹취한 후 전사하여

의미 있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전사 후 분석은 개방적 코딩을 기반으로

실시하였다(김영천, 정상원, 2015).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하

여 읽어 나가면서 의미 있는 변화나 용어를 도출하여 자료에 직접 표시

하고, 별도의 노트에 정리하였다. 심층면담(indepth-interview)은 연구자

가 알고 싶어 하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에게 집중적으로 질

문하여 답을 듣는 것(윤택림, 2010)으로, 개인 면담 및 집단 면담은 [표

3-6]에 제시된 스케줄표와 같이 점심시간 혹은 방과 후에 이루어졌다.

모든 대화 내용은 휴대폰 녹음 후 전사하였고 전사한 내용은 반복적 읽

기를 통해 연구 결과로써 의미 있는 요소를 찾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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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수 목 금 비고

5/31 6/1 2 3

다민 민찬 창민, 현서 담은
개별 면담 :

점심시간

집단

면담
집단 면담 : 방과후

7 8 9 10

전사 전사 전사 전사

13 준석, 민성 민결 16 17
개별 면담 :

점심시간

날짜 변경 실시 전사 전사 7/18, 20일로 연기

20 21 22 23 24
10월까지

전사 전사 전사 전사

[표 3-6] 개인 및 집단 면담, 전사 스케줄표

개인 면담과 집단 면담이 20분에서 한 시간 정도씩 진행되었으며 연

구자의 필요에 의한 구조화된 질문과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위한 반구조

화된 질문으로 이루어졌는데 대화가 친밀하면서 깊이 있게 전개되게 하

기 위해 사전에 질문의 내용과 순서를 적절히 배치하였고 질문은 문열

이, 징검다리, 벼리, 마무리의 순으로 진행하였다(서근원, 2011). 면담에

활용된 구조화된 질문은 Seidman(1998)이 주장한 생애사적 이해, 현재의

상세한 이해, 의미의 반성 단계를 활용하여 개발하였고(김경미, 2009; 서

인혜, 2016 재인용), [표 3-7]과 같이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심층면담

내용은 [부록 3-3]과 [부록 3-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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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의 단계 면담의 질문

생애사적 이해

- 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초등학

생 때부터 현재까지의 생각

- 학급과학부장 지원 동기

- 과학 성적

현재의 상세한 이해

- 가장 좋아하는/싫어하는 과목

- 학급과학부장 활동에 대한 생각

- 학급과학부장 활동에 대한 학급

학생들의 반응

- 학급과학부장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 학급과학부장 활동으로 인한 개

인적인 변화(과학지식 측면, 과

학태도 측면)

- 학급과학부장 활동을 위해 개인

적으로 준비하거나 노력하는 점

의미의 반성

- 학급과학부장 활동의 장점 및

아쉬웠던 점

- 개선점 및 앞으로의 활동 방향

[표 3-7] 면담의 질문 내용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에서 얻어진 자

료들 즉, 정보의 원천으로서 ‘아카이브(archive)(Gaillet,2010,30)’에 속하는

교사의 수업관찰 일지, 면담 전사자료, 연구를 위해 특별히 작성된 학급

과학부장 일기, 실험수업 자료, 메모, 녹음 파일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

여 문서분석을 하였으며(김영천, 정상원, 2015 재인용),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활용하였다. Denzin(1978)은

삼각검증의 방법을 자료에 의한 삼각검증, 연구자 삼각검증, 이론적 삼각

검증, 방법론적 삼각검증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이형빈, 2015 재인

용),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을 상호 비교하여 검토하는 자료에 의

한 삼각검증을 채택하였고, 이 과정은 교사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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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형 실행연구의 다음 단계인 새로운 계획단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

었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3월 : 현실에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준비하는 수업의 필요성 인식

2) 3월～10월 : 학급과학부장 선정, 정기 소모임

3) 3월～10월 : 수업 상황에서 관찰일지 작성, 학급과학부장일기 작성

4) 5월～10월 : 개인 및 집단 면담, 개인 및 집단 면담 녹취 전사, 학급

과학부장일기 분석, 수업관찰일지 분석

5) 10월 : 실험 유형 분류 및 변화 비교 분석, 연구 후 이야기(실행연구의

나선형적 순환 구조인 다음 계획 및 실행)

연구 과정 및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3] 연구 과정 및 절차



- 55 -

자료명 형태 및 분량

수업참여일지(교사용) A4 6페이지

수업참여일지(학생용) A4 6페이지

소모임 녹음파일

전사록

8개 녹음파일, 총 445분

A4 92페이지

면담 녹음파일

전사록

7개 녹음파일, 총 138분

A4 35페이지

연구가 진행되면서 종합적으로 수집된 연구 자료 수집 목록을 표로

나타내면 [표 3-8]과 같다.

[표 3-8] 연구 자료 수집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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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실험수업의 변화

1. 실험 소재의 다양화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실험을 분류해 보면 [표 4-1]에 제시한 것과 같

다. 이 중 1. 교과서에 탐구로 제시된 실험은 열두 가지이며 이는 교사

혼자 준비하는 실험 수업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실험 소재이다. 반면

에 2. 내용설명 중 사진으로만 제시된 실험, 3. 단원 도입 시 그림으로

제시된 실험, 4. 평가문제로 제시된 실험, 5. 교과서에 없는 유사 실험, 6.

교과서에 없는 보충 실험, 7. 교과서에 없는 재미있는 실험 등은 교사 혼

자 준비하는 실험 수업에는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실험이다. 소모임

에서 학급과학부장들과 실험수업을 준비한 후 실제 수업에서 다룬 실험

은 모두 스무 가지로 1의 실험 외에 2～7의 실험을 포함하여 실험의 가

짓수가 많아졌다.

[표 4-1]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실험의 분류

실험 실험의 가짓수

1. 교과서에 탐구로 제시된 실험 12

2. 교과서에 내용설명 중 사진으로만 제시된 실험 2

3. 교과서 단원 도입 시 그림으로 제시된 실험 1

4. 교과서에 평가문제로 제시된 실험 1

5. 교과서에 없는 유사 실험 1

6.교과서에 없는 보충 실험 1

7. 교과서에 없는 재미있는 실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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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의 내용 중, 교과서에 탐구로 제시된 실험은 교과서에 ‘탐구’

라는 제목으로 실험의 준비물과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실험을 말

한다. 교과서에 내용설명 중 사진으로만 제시된 실험은 ‘탐구’라는 제목

으로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진으로만 제

시된 실험이다. 또한, 교과서에 단원 도입 시 그림으로 제시된 실험 역시

‘탐구’라는 제목으로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단원을 도입하면서

자세한 설명이 없이 그림으로만 제시된 실험이다. 이 외에도 교과서에

평가문제로 제시된 실험은 단원이 끝난 후 ‘대단원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문제의 형태로 제시된 실험이다. 5～7의 교과서에 없는 실험들은 다시

유사 실험, 보충 실험, 재미있는 실험으로 나누었는데, 유사 실험은 교과

서에 제시된 실험과 과학적 지식이 같은 실험으로, 실험에 사용하는 재

료를 다르게 선정하여 진행함으로써 하나의 지식에도 다양한 관찰이 가

능함을 보여준 실험이다. 보충 실험은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의 과학적

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로 진행한 실험으로, 교과서

의 실험에 추가로 과학적 지식이 확장된 실험이다. 재미있는 실험은 실

생활과 관련된 재료를 이용한 실험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이다.

본 연구는 학급과학부장 소모임을 하면서 교사 혼자 준비하기에는 업

무와 시간관계상 하기 어려운 실험 즉, 말로만 설명하고 지나갔을 교과

서의 실험들을 모두 다룰 수 있었고 교과서에 없는 실험도 다룰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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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유형의 다양화

본 연구에서 학급과학부장 소모임을 통해 다룬 실험이 교과서에서 제

시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모두 확인실험과 발견실험 유형이었으나, 소모

임의 과정을 거치면서 탐색실험과 연구실험의 유형으로 변화되었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교사가 실험수업을 설계할 때 실험의 목적에 맞는 실

험유형을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교과서에서 확인실험과 발견실

험으로 제시된 실험이라 하더라도 교사가 수업의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실험수업의 목적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실험수업의 목적별로 그에 알맞

은 실험 유형을 선정하여 실험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

시하고 있다.

[표 4-3]은 소모임 후 실제 수업에 제시된 재구성 및 개선된 실험 나

타낸 것이다. 총 스무 가지의 실험 중 확인실험에서 탐색실험으로 유형

이 바뀐 실험은 여섯 가지(1, 3, 4, 12, 14, 16번 실험)였다. 확인실험과

탐색실험은 과학 개념을 제시하는 순서가 연역적인 공통점이 있지만, 확

인실험이 예정된 실험 결과 획득에 유용한 것에 비해 탐색실험은 학생들

이 능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발

견실험에서 연구실험으로 유형이 바뀐 실험은 네 가지(2, 8, 9, 11번 실

험)였다. 발견실험과 연구실험은 과학 개념을 제시하는 순서가 귀납적인

공통점이 있지만, 발견실험이 교사에 의해 제시된 절차를 사용하여 학생

이 스스로 과학 개념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연구실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학생 스스로 생성하고 탐구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

다. 또한, 발견실험에서 탐색실험으로 유형이 바뀐 실험은 여섯 가지(5,

6, 7, 10, 13, 15번 실험)였다.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았던 실험은 총 네

가지였는데, 이중 탐색실험은 두 가지(18, 20번 실험), 연구실험도 두 가

지(17, 19번 실험)가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8번과 20번 실험

은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 개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탐색하도

록 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다. 17번과 19번 실험은 과학 개념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탐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양일호 등(2006)은 현상에 대한 관찰과 의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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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과학적 탐구 활동의 출발점임(박종원, 김익균, 1999)을 고려하면, 학

생들의 과학적 탐구의 시작단계 부분에 현상의 관찰을 통해 의문을 생성

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수업 설계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실험수업을 분석한 결과 학생에

의한 실험 설계 없이 교사에 의해 마련된 실험 도구를 가지고 바로 실험

에 착수하는 수업이 많아 수업 설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이

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 활동을 위해

실험수업이 필요하지만 교사가 실험수업을 설계할 때 실험수업에서 학생

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한다면 실험수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

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즉, 실험 도구 준비나 실험 절차 결정 등

에 학생의 활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험수업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본 연구는 학급과학부장 소모임을 통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었

다.

한편, 양일호 등(2007)은 [표 4-2]에 나타낸 학교급별 실험수업의 유

형 분류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초등수준에서는 발견실험수업

이, 중등수준에서는 확인실험수업이 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중등 실험수업 모두 확인실험수업과 발견실험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

고, 비교적 탐구의 수준이 높은 탐색실험수업과 연구실험수업의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의 실험수업에

서 개념 확인 중심의 확인실험수업과 교사에 의해 절차가 주어지는 발견

실험수업이 주를 이뤄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실험수업에

서 학생들에게 과학적 사고 향상을 위한 기회가 적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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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학교급별 실험수업의 유형 분류 결과(양일호 등, 2007)

확인실험

수업

발견실험

수업

탐색실험

수업

연구실험

수업

계

(차시)

초등학교 36 62 2 0 100

중등학교 16 10 0 4 30

계

(차시)
52 72 2 4 130

양일호 등(2006)은 연구를 통해 실험수업에서 실험유형을 다양화해야 하

는 필요성을 선행연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탐구의 수준이 높은 실험수업이 더 좋은 수업이며 탐구의 수준이 

낮은 실험수업이 나쁜 수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험수업의 

유형과 관련된 비판들을 살펴보면, 적절치 못한 유형의 실험수업 

진행으로 인해 오히려 과학교육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Hodson, 1996), 실험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다양한 실험수업

을 설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함으로써 실험수업의 효과

가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Tobin, 1986)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실험수

업 수행에서 실험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 유형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Hodson(1990)은 교사는 필요한 학습결

과를 명확하게 하고 그 후에 어떤 실험수업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방식인지를 결정해야 한다(양일호 등, 2006: 342-343).

그는 위와 같은 의견을 근거로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험수업이 특정

실험 목적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실험 목적이 추구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실험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실험수업

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였

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에서 제시한 중등학교 실험수업의 절차 및 접근방식 분석

결과(양일호 등, 2007)를 보면 중등학교 과학실험수업은 대부분의 절차가

학생이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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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점은 실험수업이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경, 김경희(2004)는 과학

에 대한 태도가 특히 중등학교에서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이 실험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충분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심규철 등(2001)은 과학적 탐구

영역에 관한 태도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감에 따라 다소 감소함

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양일호 등(2007)은 과학수업 방식이

과학적 탐구를 자극하는 수업과는 먼 방식 – 개념 확인 위주의 실험이

거나 강의 위주 –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흥미, 호기심 및 관심이 줄어들

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급과학부장을 활용하여 실

험수업을 준비한 결과, 확인실험수업 및 발견실험수업뿐만 아니라 탐색

실험수업 및 연구실험수업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실험을 활용함으로써 수업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실험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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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중등학교 실험수업의 절차 및 접근방식 분석 결과

(양일호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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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유형
연번

활동 시

발견된

미흡한 점 사진

활동 후

개선된 점

탐색

(Exploratory)
1

풍선이

스탠드에

붙음

털가죽의

털이 빠짐

스탠드대신

칠판부착

털가죽대신

[표 4-3] 소모임 후 실제 수업에 재구성 및 개선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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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사용

연구

(Investigation)
2 금방 방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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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일공의

모양을

다양하게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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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Exploratory)
3

검전기 불량

금속박의

대전량

양호한 것

선별

유리병 주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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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Exploratory)

4 ～

6

전류계,

스위치,

전지끼우개,

전지 등

실험도구

불량

양호한 것들

선별하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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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Exploratory)
7

회로 연결

미숙

충분한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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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Investigation)
8

나침반 불량

나침반 크기

선정

나침반 위치

선정

양호한

나침반

선별하여

준비

나침반끼리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위치 및 크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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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Investigation)
9

자석의 개수

선정

자석과

알루미늄 띠

사이의 거리

알루미늄

띠가 쉽게

찢어짐

자석과 다른

실험기구와의

접착으로

인한 불편함

자석의 힘이

강해 작은

상자가 쉽게

구부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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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 보관 시

고무링 사용

교실의

모니터 주변

사용 금지

필요성 언급

*모니터

찌그러짐을

잠깐

관찰하게 함

알루미늄

띠의 느슨한

정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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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Exploratory)
10

돌리는

방향을 서로

같은 방향,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함

한 명만

돌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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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Investigation)
11

식초를

사용할 경우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음

달걀

껍데기를

잘게 부숴줌

풍선에 달걀

껍데기

가루를 넣은

후 바람을

빼면 가루가

내려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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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의

재미를 위해

얼굴이

그려진

풍선을 사용

탐색

(Exploratory)
12

눈금실린더를

만져보는

경험을 통해

발열

반응임을

보여줌

향을 깊숙이

넣으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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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Exploratory)
13

리트머스

종이의 배열

용액을

묻히는 방법

수소 기체 양

조절

투명테이프를

사용하여

리트머스

종이를 미리

붙여 놓음

다양한

방법으로

용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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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묻힘

금속이 녹는

정도에 따라

마그네슘

리본의 양을

조절해야

함(약산엔

마그네슘

리본이 모두

잠기도록

접어서 넣고,

강산엔

리본을 잘라

조금만 넣음)

탐색

(Exploratory)
14

발열 반응시

주의

유독한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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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온도가 꽤

높으므로

비커 만지는

경우 주의

유독한

냄새가

심하게

나므로 실험

전후 환기에

주의하거나

직접 보이는

것은 소량을

사용하고

결과물을

준비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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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종이에

글씨가

써지는 것

확인시켜

주고

기념으로

교실에 게시

탐색

(Exploratory)
15

홈판 관찰

방법

전극 담그는

정도

약염기의

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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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판에서의

관찰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

전극의

각도나

용액에

담그는

정도를

고려하여

실험함

약염기의

경우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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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및 단자

조정으로

관찰의

편의를

고려함

탐색

(Exploratory)
16

수업

초반부에

돌려 놓고

수업을

시작함

전동기 만들기

연구

(Investigation)
17

봉 안에서

자석이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할

기회를 주는

렌츠의 법칙(플라스틱봉과 금속봉에 네오디뮴 자석 동시에

떨어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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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흥미유발에

좋음

네오디뮴

자석이 강해

손이 다칠 수

있으므로

특별 제작한

보관통에

보관

컴퓨터

모니터 접근

금지

탐색

(Exploratory)
18

건전지

개수를

달리해 봄

코일 그네



- 81 -

자석의

방향을

바꾸어 봄

코일이

움직이는

각도를

조정해 보려

시도함

연구

(Investigation)
19

교실

밖에서부터

묘기 부리 듯

들어감

비닐끈 공중부양

탐색

(Exploratory)
20

끈적한 면이

서로 맞닿아

끌려가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

반투명 접착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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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수업의 어려움 개선

실험수업에서 모둠의 형태로 수행되는 실험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실

험수업의 단점으로 지적한 교사 1인이 학급 전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

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형태의 실험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급과학부장이

모둠별 실험의 안내자, 수행평가 실험의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이런 어

려움이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양일호 등(2006)은 연구에서 교사들이 실험 수행 시 모둠

을 분주하게 순회하며 지도하는 것은 교사들이 소집단 내 구성원들에 의

한 학습이 부실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Tien et al., 2002)

이며, 주로 학생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청하는 경우와 관

련된다(성숙경, 2005)고 지적하였다.

창민 : 네 아는 애들도 ①선생님 혼자 하실 때는 모둠이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면은 질문을 해도 가끔 못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②모르는 것도 더 많이 질문할 

수도 있고 실험이 안 되는 것도 물어보면서 하니까 더 편한 것 같아

요.

2016.06.02.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

담은 : 수행 평가 실험할 때  무작정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무 

원리 모르고 그냥 무작정 물어볼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은데 ③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질문을 받고 그것을 알려

줄 때 “아~”하는 감탄사가 나올 때 좋은 것 같아요.

2016.06.03.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심층면담의 내용을 보면 교사 혼자 실험수업을 진행할 때의 문제점

(①선생님 혼자 하실 때는 모둠이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면은 질문을

해도 가끔 못하고 그러는데)을 지적하고 있으며, 학급과학부장을 활용할 때

학생들의 질문이나 실험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줌으로써 실험수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된 것(②모르는 것도 더 많이 질문할 수도 있고 실험

이 안 되는 것도 물어보면서 하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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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실험수업의 어려움 중 한 가지는 실

험수업 중에 학생과 교사 간, 학생 간의 충분한 과학적 논의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양일호 등(2006)은 실험 단계 중 교사와 학생 간은 물

론, 학생들 간에도 논의가 부족한데 그 이유로 실험수업의 운영에 있어

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학급과학부장이 모둠별 실험에서 교사가 혼자 해 온 일정한 역

할을 담당함으로써 학급과학부장과 학생들 사이에 탐구적인 논의(③이렇

게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질문을 받고 그것을 알려줄 때

“아~”하는 감탄사가 나올 때 좋은 것 같아요.)가 가능해졌다. 또한, 교사는

학급과학부장에게 일정한 역할을 나누어 줌으로써 실험수업에서 여유를

갖게 되었고 모둠에 좀 더 오랜 시간 머무르며 학생들과 논의를 할 수

있었다.

학교 과학 교육에서 과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

한 연구(이미경, 정은영, 2004)는 학생들은 실험 결과를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고, 수행평가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과학

수업이 주로 선생님은 설명하고 학생은 듣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

학을 싫어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실에서 실험수업을 할 때 학

급과학부장이 시범실험을 하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 교사가 직접 지도하

거나 시연해 줌으로 인해 실험 활동의 촉진에 방해가 되고 학생들의 질

문이 거의 없으며 학생들 간의 상호 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결과(양

일호 등 2006)를 개선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학급과학부장에게 편하게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과학에 관한 관심과 집중도가 증가

할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창민 : 아예 모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처음부터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는 거냐고 질문을 하면 부끄러워하는 게 있는데 같은 친구

니까 처음부터 이거 안 된다고 편하게 말하면서 같이 알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2016.06.02.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

민성 : 그래도 우리 반은 애들이 집중을 꽤 잘했어요. 다른 반은 듣기에

는 집중 안 하는 애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대부분이 앞에 나와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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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2016.06.03. (집단 심층면담 중 내용)

-------------------------------------------------

준석 : 제일 잘된 것 같은 게 선생님이 안 하고 저희가 했잖아요. 그게 

제일 잘된 것 같아요.

선생님 : 시범 실험을 내 친구가 하면서 나도 할 수 있겠지 하고 애들이 

쉽게 다가간 것?

준석 : 네

민성 : 우리가 하니까 친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16.07.18.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

담은 : 앞에서 할 때는 수행도 아니고 이걸 보든 안 보든 자신은 전혀 

상관없는데 볼 때가 좋아요. 정말 점수 상관 아예 없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막 저를 보고 있어요. 애들이 “이거 조작 아니야?” 이러잖아

요. 그럴 때 “아니야” 그러면서 진짜 보여주고 애들이 “와~” 그러잖

아요. 그때 진짜 좋아요. 그때 시선이 정말 좋아요.

  진짜로 저희가 하는 질문이 애들이 모르는 질문인 것 같고 우리가

  애들 앞에서 할 때 더 흥미를 갖는 것 같아요. 

2016.06.03.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

민찬 : 어 좋았던 점은 보통 2학년까지만 해도 직접 실험을 하는 것보다

는 영상 같은 걸로 보여주는 게 좀 있었는데 영상은 흠잡을 데가 

없고 완벽하잖아요. 근데 과학부장들은 학생인지라 학생이어서 그

런지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더 배우는 것도 많고 가져가

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2016.06.01.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

담은 : 좋았던 점은 작년보다 과학에 대한 흥미가 더 생겼고 애들한테 

설명했을 때 막 이해했다는 듯이 감탄사 막 그런 것 있잖아요. 대박

이다. 대박이다. 막 그런 얘기 들을 때 선생님이 된 느낌이라 되게 

뿌듯했고 저도 모르게 아빠 모습 엄마 모습 장착하고 애들한테 알려

줬었던 것 같고. 애들이 막 앞에 나와서 “이거 뭐야?” 막 이러고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이거는 왜 이렇게 돌아가? 원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잠깐 공부를 한 걸로 대답할 수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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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2016.06.03.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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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자(교사)의 변화

1.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찾다

학생들과 수업 이외의 시․공간에서 만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으

며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개인 면담, 집단 면담 등의 녹취내용을 전사하

면서 칭찬과 격려하기, 수업 방식 협의하기 등 잘한 점에 대해서 자신감

이 향상되었다.

<칭찬하기>

선생님 : 애들 다 갔을 때 방과 후에 미리 모여서 실험을 다 하고 ①하여

튼 너희가 스스로 한 거나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준비한 건 재료밖

에 없고 방법이나 그런 건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가 그냥 한 

거니까.

2016.06.03. (집단 심층면담 중 내용)

-------------------------------------------------

선생님 : 선생님이 창민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선생님이 쟤를 2학년

때부터 봤잖아. 그때의 창민이의 눈빛과 지금 3학년의 눈빛은 사뭇 

아주 달라요. 지금 얘기했던 게 창민이가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업시간에 선생님은 너희들 눈빛을 볼 수 있잖아. ②3학년 돼서 

눈빛이 가장 많이 달라진 학생 중의 한 명이 창민이.

아이들 : 축하해(박수)

2016.06.03. (집단 심층면담 중 내용)

-------------------------------------------------

다민 : 그러니까 다음 과학 시간에 바로 하는 거예요?

      아무 공지가 없으셨는데 내일 하는 거예요?

담은 : 내일 저희 들었는데 하는 거예요?

창민 : 내일 2교시인데 1교시 끝나고 내려와요?

선생님 : 그럼 고맙고. 재료를 네가 들고 가 준다면

담은, 창민 : 어디로 가야 해요?

선생님 : 여기에 재료 내어놓을게.

창민 : 녹아내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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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 : 섞어서 해 보자.

창민 : 말랑말랑 해.

선생님 : ③섞어서 해 보는 건 선생님도 생각 안 해 본 건데 역시 너희들 

대단하다.

2016.03.28.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중 내용)

-------------------------------------------------

준석 : 풍선이거 내일되면 바람 빠질 텐데...

창민 : 내일 아침 일찍 와서 풍선 불고

담은 : 선생님 풍선 빨강과 파랑 하면 어때요? N극과 S극처럼

선생님 : ④오~ 대단한데!

2016.04.04.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중 내용)

-------------------------------------------------

집단 면담을 하면서, 소모임 활동 시 교사가 생각했던 것들을 말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관해 충분히 관찰하고 있었음을 칭찬(①하여튼 너희가

스스로 한 거나 마찬가지야. ②3학년 돼서 눈빛이 가장 많이 달라진 학생 중의

한 명이 창민이.)을 통해 드러내었다. 학생들이 교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한 아이디어를 소모임 중에 제시할 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칭찬

(③섞어서 해 보는 건 선생님도 생각 안 해 본 건데 역시 너희들 대단하다. ④

오~ 대단한데!)을 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 생산의 기회를 제공했다.

<칭찬과 격려하기>

선생님 : 아니야 열심히 했어.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 열심히 했어 준석아

민성 : 너 화학 네가 다 했잖아.

선생님 : 우리 같은 과학부장 중에서도 과학적인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고 막 섞여 있지?

모두 : 하하하

선생님 : 아니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야. 마치 교실을 축소해 놓은 것처

럼

모두 : 히히히

선생님 : 친구들이 모르는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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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 (집단 심층면담 중 내용)

-------------------------------------------------

<격려하기>

준석 : 저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 : 원리는 아직 몰라도 돼. 실험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지.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이니

까.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실험을 해야 하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정도만 얘기하는 거로 하자.

다민 : 선생님 준석이 지금 너무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2016.04.11.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중 내용)

-------------------------------------------------

담은 : 하나 만들면 여섯 반이 돌아가면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선생님 : 응 선생님은 너희한테 기대가 커 그 실험은 성공을 잘 못 해.

2016.05.16.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중 내용)

-------------------------------------------------

선생님 : 선생님한테 외장 하드 있어. 그런 거 얘기하면 선생님이 지원

해 줄 수 있어. 아무튼, 너희가 아이디어만 잘 내면 선생님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다 지원해 줄 거야. 그렇게 해서 잘합시다.

2016.06.03. (집단 심층면담 중 내용)

-------------------------------------------------

이질 집단으로 구성된 학급과학부장 소모임에서 성취 수준이 낮은 학

생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칭찬과 격려를 통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급과학부장들은 배움이 느린

친구를 돕는 역할과 배려하는 마음가짐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교사

또한 실제 수업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실험해 보는 것이고 재료나 실험 방법

을 안내하지 않은 상태로 실험하다 보니 어려워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도 하였다. 때로는 타 학년을 가르치는 과학교사들이 학급과학부장 소모

임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험에 관해 “실험이 잘 안 되는 소

재”라며 본인도 “성공하지 못해 실험 재료만 낭비한 경험이 있다”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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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 교사는 그 소재를 실험에서 제외하지 않

았다. 학급과학부장들에게 실험에 대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을 미리 얘

기해 주었고 격려를 통해 지켜봄으로써 오히려 다양한 시도와 성공을 끌

어내 학생과 교사가 성취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급과학부장

들의 노력을 인정해 주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학생과 교사

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되었다.

<수업 방식 협의하기>

선생님 : 교실에서 할 땐 스위치 있는 게 편하지 않을까?

창민 : 스위치 하면 잘 안 돼요.

민결 : 잘 안돼요.

선생님 : 얘들아 스위치가 있으면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대. 원인이 

있을 것 같지 않니?

민성 : 그것도 하나의 저항이기 때문에... 전선도 많다고  좋은 게 아니

에요.

선생님 : 그렇지 전선이나 스위치가 많은 것은 저항이 그만큼 많아진다

는 의미야 한마디로. 그래도 편의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하고 오차가 

생기면 오차의 원인 분석으로...

2016.04.04.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중 내용)

-------------------------------------------------

선생님 : 진도 먼저 나가고 보여 주자.

다민 : 저희 진도 나갔는데

민성 : 저희는 2번 해야 돼요.

선생님 : 진도 아직 안 나간 반이 있으니까

민성 : 전체 반 다 요? 그럼 헷갈리지 않나요?

선생님 : 그럼 어떻게 할까? 

다민 : 여기 있는 세 개를 다 보여줘야 돼요?

민찬 : 아까 이것만 하지 않았어요?

민성 : 직렬도 했어.

다민 :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 결과가 같으니까 둘 중 하나만 해도 골라

서 해도 돼요?

2016.04.18.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중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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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동시에 떨어뜨릴게. 원통을 너무 가까이하면 안 되겠다. 자석 

때문에. 그리고 바닥에 뭐 하나 놓아야겠다. 

(떨어뜨리자)

민결, 담은 : 와~

(바닥에 수조를 놓자)

민결 : 깨지지 않을까요?

선생님 : 깨지진 않을 거야. (실험하다가 학생의 예상대로 깨졌음.)그리

고 바닥을 들어서 보여줘야겠다. 동시에 떨어뜨리는 게 낫겠지? 동

시에?

민결 : 네

다민 : 네

민결 : 금방 떨어지는 쪽에 푹신푹신한 거 깔아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 애들한테 보여줄 때 자석이 서로 붙지 않도록 해야겠다.

민결 : 안 떼어져요?

선생님 : 떼어지긴 하는데 손이 집힐 수 있어

민결 : 그럼 보관할 때 자석을 서로 다른 통에 분리해서 넣어요.

선생님 : 아 그럼 실험 보여주기 전에 알루미늄에 자석이 안붙 는다는 

걸 보여줘야 하나?

민결 :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 중략 ---------------------

선생님 : 이게 오늘 새로 온 거거든? 이게 더 보기가...

민결 : 확실히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 : 일단 눈으로 보기에 걔가 더 명확하긴 하다. 판이 하얗고 그래

서...

민결 : 네. 그리고 얘가요 심이 더

선생님 : 그지? 그럼 걔로 그냥 해?

2016.05.16.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중 내용)

-------------------------------------------------

선생님 : 선생님이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선생님이 이런 활동을 

기획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실 상황을 그대로 과학부

장 모임을 교실을 축소해 놓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해서 사실은 

한 거거든 왜냐면 교실에 가서 선생님이 뭔가 설명하면 애들이 몰라

도 그냥 가만히 있고 알아들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과학부장들이 모여서 너희끼리 얘기하면 다민이 같은 경우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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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모르는 걸 질문을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교실에서 있을법한 

다른 애들이 모를 것 같은 것을 걔가 질문을 해주는 거잖아 과학부장 

모임이 교실 수업의 축소판이라서 여기서 우리끼리 대화를 해 보고 

나면 교실에서 분명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너희들이 겪어 봤으니

까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하나랑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런 실험들을 직접 가서 

보여주면 애들이 ‘아 저건 선생님이니까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집중을 안 하고 흘릴 수 있는 건데 자기 

친구가 이런 걸 직접 하니까 ‘어 저거 그냥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구

나!’ 이렇게 좀 쉽게 다가가고 집중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내 친구가 일단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랑 비슷한 아이가 저런 걸 

하네! 이러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질문이 생기면 편하게 더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교실 상황을 미리 

접해볼 수 있다는 거. 그걸 가지고 교실에 적용한다는 거. 또 하나는 

아이들이 과학을 쉽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고, 집중도 더 있게! 그런 

두 가지 생각에서 이런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느 정도 그 두 가지의 상황들이 선생님의 계획과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개선할 점이 좀 있는 것 같아?

창민 :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 아니

현서 : 대체로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 너희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 교실에서의 상황을 좀 축소해 

놓은 것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 보고 가면 교실에서의 돌발 상황이나 

그런 걸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

창민, 현서 : 네

2016.06.02.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

준석 : 애들이랑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다민 : 그러면 너무 혼잡해져.

준석 : 아니 그래도 다 같이 해야지.

담은 : 우리 다 하다가 고장 났어, 우리 반

준석 : 애들이 참여해야 집중을 하지. 애들은 저거 하고 우리는 이거 

하고

민성 : 차라리 애들한테 결과를 물어보고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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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결 : 오~그러면 실험을 배우지 말고 합시다.

민성 : 뭐야?

선생님 : 어? 내가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너희가?

민성 : 네, 일단 하고 어떻게 될까? 우리가 배우는 거로 설명해 볼까?

창민 : 설명을 안 하면 애들이 더 창의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생각할 

수도

담은 : 저희 반이 봉을 먼저 했잖아요.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근데 봉을 

아직 유도전자 이런 걸 안 배우고 애들 보여줘서 정말 애들이 제일 

좋아했던 실험이 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이론 모르고 딱 보고 

그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배우니까 애들이 정말 재밌었대요.

민성 : 그렇죠. 그리고 실험을 하기 전에 어떻게 될지 먼저 예상해 보라 

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요.

선생님 : 음 그거야? 실험을 먼저 하고 후에 설명하자?

담은 : 그게 애들이 반응이 더 좋아요.

창민 : 한두 명씩 뽑아서 해보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준석 : 몇 명 나와서 두세 명? 나와서 한 다음에

민성 : 실험은 저희가 보여주는 건 보여주는 건데 나와서 어떻게 될지

2016.06.03. (집단 심층면담 중 내용)

-------------------------------------------------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 재료를 실제 실험수업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실

험수업을 실행하는 시점이 언제가 좋을지를 소모임과 면담을 통해 상의

하였다. 실험을 통해 오히려 오개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험 기구 선정과 실험 원리에 대한 교사의 설명

정도는 어떤 것이 적정한지를 함께 상의하였다. 소모임과 면담의 시간은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한 교사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 전

반적인 수업 방식에 관해 협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에 학급과학부장 소모임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계속되는

학생의 질문을 무시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상황은 소모임 당

시에는 교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실제 수업에서 인지하지 못

한 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잘못을 미리 체험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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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반성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으며

이 경험은 교사로서의 자존감 회복의 첫걸음이 되었다.

<질문 무시>

준석 : 선생님 이거 빼야 할 것 같지 않아요? 터질 것 같은데

2016.03.28.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중 내용)

-------------------------------------------------

준석 : 선생님 근데 우리 이거 해요? 우주선 만들기

다민 : 아니

민결 : 뭔데?

창민 : 우주선 만들기?

준석 : 뒤에 있어 엄청 신기해! 에탄올인가? 그거 한 다음에 불꽃~

준석 : 선생님 저희 이거 하면 안 돼요? 칼륨?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

데...

2016.03.28.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중 내용)

-------------------------------------------------

준석 : 선생님 손은 왜 안돼요?

창민 : 손은 전기 안 통하지 않냐?

준석 : 나 통했거든?

준석 : 선생님 그런데요 꼭 왜 이런 털 있는 것만 잘돼요? 정전기가 

잘 생겨요? 털 없는 것도 잘 돼요?

다민 : 선생님 묶는 거 맞죠? 묶었는데?

민성 : 결대로 찢어요?

민성 : 선생님 똑같이 뜯어요?

준석 : 철로 된 막대가 더 잘 되지 않아요?

다민 : 선생님 이거 테이프 붙이고 가시 박으면 안 터지죠? 근데 왜 

안터져요?

준석 :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벽에 갖다 대면 벽이 움직여요?

선생님 : 벽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준석 : 선생님 밀어내는 것만 보여주면 되지 않아요?

준석 : 선생님 근데 이게 커야 하지 않아요? 넓적해야 하지 않아요?

2016.04.04.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중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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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 : (네오디뮴 자석을 보며) 근데 선생님이 자석이 어디가 N이고 

어디가 S극인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 음 그게 한쪽이 N이고 한쪽이 S극인데...

민성 : 선생님 모든 면이 N극에 다 붙는데요

--------------------- 중략 -----------------------

민성 : 선생님 그런데 N극, S극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알 필요 없나?

선생님 : 지금은 필요 없고 그냥 극을 바꿔주는 것만 하면 돼

2016.05.16.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중 내용)

-------------------------------------------------

준석 : 선생님 초끈이론 있잖아요. 여분의 차원이 있다던데~

2016.04.04.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중 내용)

-------------------------------------------------

준석 :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 해. 그래서 큰 것이 더 잘 되겠지?

민결 : 그래서 E=mc²

담은 : 그게 뭐야?

준석, 민결 : 아인슈타인

민결 : E 에너지, m 질량, c 광속

다민 : 어디서 들어봤는데

민찬 : 상대성 이론 아니야?

2016.04.04.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중 내용)

-------------------------------------------------

민결 :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하면 전기 통해요?

선생님 : 전기 통하냐고?

민성 : 아니 전압계 연결해야지

담은 : 아니 전류계지

준석 : 통하겠지

민결 :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2016.04.19.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중 내용)

-------------------------------------------------

교사가 무시하고 있는 질문의 유형이 다양했는데, 대표적으로 실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문과 그렇지 않은 질문이 있었다. 실험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질문의 경우에는 교사의 답변이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전혀 답변이 없이 교사의 목소리가 생략되어 있거나 뚜렷한 답변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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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넘어가고 있었다. 또한, 실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이라 하

더라도 학생의 호기심을 자극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도 교사의 답변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것을 반성하는 과정

에서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질문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었다. 서윤경(2009)은 연구에서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보고한 선행 연구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교사로 인식하기 시

작하면서 교사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었다.

   Rogers와 Tucker(1993)는 마이크로티칭을 실시한 이후 참여자들

이 교수 능력에 대한 자기 성취감과 만족감이 높아지고, 가르치는 

데 대한 자신감과 프로정신(professionalism)이 생겼으며, 교실 환

경이나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가르치는 기술이 향상되었고, 자기 

자신을 교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하였다(서윤경, 2009: 

278-279).

학급과학부장 소모임을 하면서 교사는 학생을 파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실험 수업의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소모임 전

사와 심층 면담을 하면서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반성적 고

찰을 할 수 있었다. 실제 수업에서 학급과학부장을 도우미로 활용하면서

교사 혼자였다면 역부족이었을 실험 수업의 공백을 메울 수 있었으며 수

업을 듣는 입장이 되어 자신의 수업을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

다. 심상길, 윤혜순(2012)은 연구에서 학생들은 이전의 지식에 새로운 아

이디어를 연결함으로써 배우기 때문에 유능한 교사는 학생들이 알고 있

는 이전의 지식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이용하여 수업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안다고 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

생과 ‘함께’ 만드는 수업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하였다. 또한, 학급과학

부장 소모임과 심층면담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활동을 했

다는 자신감을 주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회

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시간에 함께한 실험 중 호응도가 좋았던 주제에 대해서는 교과서

수록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 문제로 출제하여 평가방법의 개선을 가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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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록 3-5, 6]. 우선, 창의적인 문항이 풍성해졌으며 평가 관점이 다양

해졌다. Keller의 동기유발 전략 중 공정성 강조 전략은 학생들의 성취에

대한 기준과 결과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것으로 연습과 시험 내용의

일치(나일주, 정인성, 1996 재인용)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험수업

시간에 모두 공감하고 집중했던 내용에 대해 수업 시간의 상황을 함께

제시하는 형식의 문제를 내 학생들은 시험을 쉽게 느끼고 수업시간에 더

욱 집중했으며 과학을 해볼 만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동기유발 전략>

준석 : 선생님 근데 교과서만 잘 공부하면 시험...

선생님 : 그럼

민결 : 응 당연하지

준석 : 교과서에 없는 건 시험 아예 안 나오죠?

선생님 : 그럼

민성 : 그럼 선생님 원래 쉽게 내

민결 : 선생님 원래 쉽게 내시잖아.

2016.04.19.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중 내용)

-------------------------------------------------

민찬 : 사실 전기 단원을 저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선생님 : 전기 단원이?

민찬 : 그래도 생각보다 이번 시험이 쉽게 나와서

선생님 : 이제 어렵게 내야 되겠다.

민찬 : 네? 하하하

2016.06.01.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

창민 : 어려워요.

선생님 : 어렵다? 어렵긴 한데 재미는 있어 아니면 어렵기도 하고 재미

도 없어?

창민 : 어렵긴 한데 재미있어요.

선생님 : 어렵긴 한데 재미는 있어?

창민 : 네, 배우면서 몰랐던 것을 알아 가고 어려웠던 문제 있는데 설명

을 듣고 해결하고 막 풀고 그런 재미있어요.

선생님 :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이런 기분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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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아니면 3학년 돼서 좀 더 재미있어졌어?

창민 : 3학년 돼서 좀 더 재미있어졌어요.

선생님 : 2학년 때까지는 어땠는데?

창민 : 2학년 때까지는 과학은 어려운 과목이어서 쉽게 풀려고 해도 

어렵고 그랬는데

선생님 : 네가 3학년 돼서 철이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

으로 다른 과목도 다 열심히 해서 재미있어졌어? 아니면 과학이 특

히 재미있어졌어?

창민 : 과학이 유난히 재미있어졌죠. 집에서 공부도 하고

선생님 : 3학년 돼서 내신을 올려야 해서 다른 과목도 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창민 : 다른 과목은 열심히 안 합니다.

2016.06.02.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2. 교수효능감이 증가하다

본 연구를 통해 수업 이외의 시간과 공간에서 학생과 교사의 만남이

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사의 자존감 회복 및 학

생의 흥미, 호기심, 순수한 열정을 재발견한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

사로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 즉, 교수효능감이 생겼

고 학생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학습의 책임감을 학생에게도 넘겨줄 수 있

었다. 수업 전 모임에서 학급과학부장과 교사가 상호작용함으로써, 면담

하고 모든 과정을 전사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사는 학생

을 만날 수 있었고, 이 만남을 통해서 실제 수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 학

생 입장에 대한 고려는 실제 수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관점

으로 효과적인 수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서윤경, 2009). 본

연구를 통해 교사는 학급과학부장 소모임에서 논의되었던 질문들과 소모

임에서 미리 언급되었던 학생이 어려워하는 용어에 대해 준비를 하여 실

제 수업에 임할 수 있었다.

장영숙 등(2004)은 교사의 교육신념과 교수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교수효능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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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교수 행동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지

는데(Clark & Peterson, 1986), 특히 교사가 자신의 교수 행위에 

대하여 가지는 교수효능감은 교사가 교수 행동을 결정하고 수행하

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교수효능감은 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자

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태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 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교사들의 교수 능력에서의 개인차

를 설명하고 교수․학습 과정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변인이다(Gibson & Dembo, 1984). 이는 일반적 교수효능감

(General Teaching Efficacy : GTE)과 개인적 교수효능감

(Personal Teaching Efficacy : PTE)으로 나눌 수 있는데 GTE는 

가정환경과 같은 외적인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교육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기대

를 말하는 것이며, PTE는 교사로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 성공을 이끌어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 것과 관련

지어진다(Gibson & Dembo, 1984)(장영숙 등, 2004: 118-119).

<학생과 교사의 만남>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4_전기와 자기

일시 : 4월 4일 월요일 15:00~

사전 준비: 모임 스케줄 작성 및 모임 공지, 실험 주제 선정, 실험 재료 

준비, 휴대전화(녹음용)

물 휘게 하는 모습 보여주기

2016.03.29. (연구자의 연구 과정 중 기록)

-------------------------------------------------

특이 사항 : 학생들 스스로 카톡방을 개설하였고 점심시간에도 자발적

으로 모이고 있음.

쉬는 시간에도 다른 반 과학부장을 찾아가 실험이 잘 되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물어보고 돌아가며 서로 격려와 응원을 함.

2016.04.12. (연구자의 연구 과정 중 기록)

-------------------------------------------------

다민 : 근데 어차피 내일 할 실험부터 마지막으로 총 점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이거 내일 하는 반은 없잖아요.

선생님 : 내일은 이제 앞에 두 개 먼저 하고 하루에 두 개씩만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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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 : 앞에 두 개 지금 한 번만 더 프리젠테이션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2016.04.19.(학급과학부장 소모임 내용 중)

다민 : 그냥 내일 하는 실험하고 내일 또 만나면 안 돼요?

--->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음.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에요? 등의 질문이 

   많음.

2016.04.20. (연구자의 연구 과정 중 기록)

-------------------------------------------------

연구자의 연구 과정 중의 기록을 보면 수업 이외의 시간과 공간에서

학급과학부장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교사의 모습

을 볼 수 있었다. 소모임 중 학급과학부장들로 하여금 관찰하게 해주고

싶은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적어 두었고, 학급과학부장들의 활동에 임

하는 태도와 발전 과정 등을 관찰하여 꼼꼼히 적어 두었다. 또한, 소모임

을 하면서 수업에서 배움이 느린 학생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관찰되면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기록해 두었다가 참고하였다.

<학생이 어려워하는 용어에 대한 준비>

담은 : 척력이 뭐에요?

담은 : 선생님 대전 됐다는 게...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2016.04.04.(학급과학부장 소모임 내용 중)

-------------------------------------------------

준석 : 선생님 이게 니크롬선이에요?

담은 : 단자가 뭐야?

다민 :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거 뭐 하는지 모르는데요

담은 : 책을 봐봐

민성 : 선생님 근데 이거 이름이 전압계인가요? 전류계인가요?

준석 : 합성 저항이 뭐에요?

다민 : 암페어는 뭐고 밀리암페어는 뭐고

창민 : 뭐 천분의 일

다민 : 킬로암페어는 없어요?

선생님 : 그건 몰라도 돼 왜냐하면 안 배웠기 때문에

준석 : 저항도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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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저항도 잘 몰라도 돼.

다민 : 그러니까 이게 밀리암페어에요 암페어에요?

준석 : 전압계는 또 뭐야?

담은 : 암페어?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담은 : 선생님 mA(엠 에이)랑 A(에이)랑 뭐가 달라요?

다민 : 검은색하고 빨간색하고 달라?

담은 : 전압 전류 뭐가 차이에요? 차이점이 있어?

다민 : 야 그건 나도 안다. 누를 압 흐를 류

담은 : 전압이 압력이야?

2016.04.11.(학급과학부장 소모임 내용 중)

-------------------------------------------------

담은 : 선생님 전자랑 전하랑 뭐가 달라요?

다민 : 뭐?

담은 : 전자랑 전하랑 뭐가 다르냐고

민결 : 전자는 그냥 전자고 전하는 전자가 띠는

준석 : 전자는 마이너스

민결 : 그게 그거지 전자는 그 실체

다민 : 전압하고 전류하고 다르대 난 몰랐는데

담은 : 단자랑 전자랑 뭐가 달라요?

다민 : 스위치가 뭐야?

민성 : 스위치 그냥 전기를 끊고 통하게 하고

다민 : 그걸 해야 돼?

다민 : (전지를 보며)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였지?

2016.04.18.(학급과학부장 소모임 내용 중)

-------------------------------------------------

다민 : 선생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도선이 뭐에요? 도선?

선생님 : 이 전깃줄

담은 : 선생님 그런데 도선의 단면적이라는 게 엄청 조그맣지 않아요?

다민 : 전하가 뭐에요?

2016.04.19.(학급과학부장 소모임 내용 중)

-------------------------------------------------

현서 : 에나멜선이 뭐에요? 에나멜선을 벗긴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선생님 : 이게 벗겨져 이걸로 니퍼로

현서 : 이걸 벗길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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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민 : 긁으면 벗겨지지 않나?

선생님 : 이걸로 겉에 것만 살짝. 피복이야 한마디로

민찬 : 선생님 15X12라는 게 가로, 세로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높이 

어떻게 해요? 높이는 안 나와 있는데?

선생님 :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봐(교사가 지시하지 않자 학생이 스스

로 알아서 함)

2016.05.16.(학급과학부장 소모임 내용 중)

-------------------------------------------------

소모임에서 학생이 어려워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는데,

선행 연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고, 추가로 파악된

용어들도 있었다. 소모임에서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서 있

었던 질문에 대비하여 설명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미처 질문하지 못한

내용도 설명해 주고 넘어갈 수 있었다.

또한, 수업관찰일지를 작성하는 동안 학생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었

다. 즉, 학급과학부장이 시범 실험을 하는 동안 교사는 학생의 시선으로

교실의 상황을 관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시범 실험 시 기구를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재료의 소개와 관찰은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등

수업 시간에 관찰되는 내용을 적어 내려갔으며, 수업이 끝난 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서 의미 있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학급과학부장에 의

해 시범 실험이 진행될 때 나머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양상을 관

찰하면서 질문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효과적일지 등 수업 방법의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참여일지 교사용(수업관찰일지)을 읽어 보며 의미 있는 내용

을 분석할 때 [표 4-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 가지 다른 표시(√, þ,

★)를 사용하여 그 내용을 구분하였다. 세 가지 다른 표시는 교사로서

실행 가능한 점(√), 교사로서 예상하지 못한 점(þ), 교사가 전혀 예상하

지 못한 학생의 입장에서만 실행 가능한 점(★)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세

가지 구분은 수업을 관찰한 후 의미 있는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구

체화한 것이다. 수업을 관찰한 당시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상황을 보고 빠르게 적어 내려갔으며, 연구자가 느끼기에 새롭거나 중요

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별표(☆)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별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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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 별표(☆)가 한 개 있는 내용, 별표(☆)가 두 개 이상 있는 내용

등이 있었고, 관찰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표 4-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요소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교

사로서 실행 가능한 점(√)은 수업관찰일지의 기록 중에 별표(☆)가 없

는 내용으로 연구자가 교직 생활의 경험을 돌이켜 보았을 때, 교사로서

시범 실험을 할 때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내용이다. 교사로서 예상하지

못한 점(þ)은 수업관찰일지의 기록 중에 별표(☆)가 한 개 있는 내용으

로 연구자가 교직 생활의 경험을 돌이켜 보았을 때, 시범 실험을 할 때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시하지 못했던 내용이지만, 학생들에게 필요

한 요소일 수 있음을 교사로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학생의 입장에서만 실행 가능한 점(★)은 수

업관찰일지의 기록 중에 별표(☆)가 두 개 이상 있는 내용으로 연구자가

교직 생활의 경험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면, 성인으

로서의 교사가 전혀 예상하거나 언급하지 못할 내용으로서 교사에게 교

수 방법적인 측면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요소

이다. 다시 말해,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에게 필요한 요소임에도 교사

로서 자각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 수업

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학생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며, 학생과

교사의 만남이나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드는 수업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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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학급
학급

과학부장명

실험

주제

의미있는 내용

ü 표시 : 교사로서 실행 가능한 점

þ 표시 : 교사로서 예상하지 못한 점

« 표시 : 교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학생의 입장에서만 실행 가능한 점

2016.09.08.

(목) 1교시
3-2 ○ ○ ○

산의

성질

ü 실험 준비하는 동안 적절한 질문을 함

예) 실험 재료를 교과서에서 체크하도록

유도

초등학교 학습 확인

ü 묽은 염산의 색이 변한 것에 대해 학생

들로부터 질문이 나왔고 원인을 설명

함.(학급과학부장 모임에서 사전 실험

한 경험을 토대로 설명함.)

« 처음보는 재료의 이름을 교과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질문함. → 확인 후 용도

설명함. →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

명함.(재료에 담글 부분, 회로 연결 부

분 등)

þ 전류계를 회로에 연결하는 방법 확인

질문

« 교과서와 다르게 진행한 내용

예) 6개 리트머스종이 유리판에 붙이기

유리 막대를 옆으로 길게 재료를 넓

게 묻혀 관찰이 용이하도록 함.

« 전류계의 위치 선정 :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 관찰이 용이하도록 전면에 배치

þ 전류계의 연결 방법 자세히 설명(+극과

+극, -극과 –극)

þ 약산 먼저 보여주고 염산이 얼마나 강

할지 궁금증 유발---> 학생들로부터

“오～”하는 탄성이 나옴.

[표 4-4] 참여일지 교사용(수업관찰일지)



- 104 -

þ 실험 중 기포가 발생하는 것도 짚어주

며 관찰하게 함.---> “터지는 거 아니

야?”라는 질문 나옴.

« 이렇게 전극을 담갔더니 노란 이물질이

생겼다고 설명(금속과 반응)---> 교과

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 실험 상황

에서 생긴 묽은 염산의 색깔 변화

« 실험 재료 중 마그네슘리본이 원래 어

떻게 생겼는지 보여줌.---> 마그네슘

리본을 분단별로 돌려 보면서 관찰(만

져보고 자세히 보고 냄새 맡고 등)하는

기회를 줌.

« 교과서와는 다르게 마그네슘리본을 자

르지 않고 구부린 것, 일부만 자른 것

을 사용하는 이유(묽은 염산이 워낙 강

해서)를 설명해 줌.

ü 진한 황산 탈수작용 설명 시 3대 강산

추가 설명

교과서 227쪽의 설명임을 주지시킴.(이

미 말을 했음에도 학생들은 무슨 실험

인지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식함.)

2016.09.01

2.(월)

4교시

3-2 ○ ○ ○
염기의

성질

þ 리트머스 종이를 쉬는 시간에 유리판에

미리 붙여 놓음.

ü 교과서 231쪽임을 알려줌.

« 실험 기구 중 홈판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함.---> 교과서에 사진이 실려 있

지만 학생들이 크기나 용도에 대한 인

식이 없었음을 인지함.

þ 암모니아수 냄새를 직접 맡았다가 코를

흐르는 물에 대고 있어야 했던 에피소

드를 얘기해 주며 암모니아가 물에 잘

녹아 계속 대고 있었다고 하면서 실험

시 주의사항(코를 직접 대고 냄새를 맡

는 것의 위험성)을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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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이와 함께 암모니아와 암모니아수의 다

른점을 자연스럽게 질문하며 화장실에

서 볼일을 보고 나올 때 물을 가볍게

튕겨주어 냄새를 없애고 나올 수 있다

고 이른바 “똥팁”을 알려줌.

þ 냄새는 강하지만 약염기임을 상기시킴.

« 비눗물과 유리세정제 중 어느 것이 더

강한 염기일지 질문 후 학생들의 대답

이 많은 것부터 실험 결과를 보여주어

관심을 유도함.

« 유리 세정제의 리트머스 종이 색깔의

약한 변화를 통해 예상이 빗나감을 보

여줌.

þ 비눗물 만들기 어려웠고, 비누를 잘게

잘라서 효과적인 실험을 보여줄 수 있

게 준비했음을 강조함.

« 암모니아수 냄새를 맡아보고 싶어 하는

학생을 위해 약간 제공하여 호기심과

참여를 유도함.

특히, 강의식 수업 시 가장 집중도

가 낮았던 학생이 재미있어함.

« 전기 실험이 잘 안되자 “뭐가 문제일까

요?” 라고 질문을 하여 학생들로부터

“전지”라는 답변과 “양을 늘려 봐”라는

제안을 얻음.

« 수산화나트륨이 강염기여서 전지의 수

를 줄여서 실험함을 밝혀줌.

ü “다음으로 세 보이는 거 뭐였죠?” 재질

문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일으킴.

ü 암모니아수 : 정말 조금 움직여 약염기

임을 보여줌. 관찰하기 힘들었음을 강

조함.

þ “암모니아수가 이 정도라면 유리 세정

제나 비눗물은 어찌 될까?”라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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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정말 조금 움직임을 학생을 통해 확인

시킴.-> 약염기임을 확인시킴.

þ 제일 약한 유리 세정제를 제일 나중에

실험함.

ü 양을 늘려 보라는 학생의 의견 받아들

여 움직임 약간 보임을 확인시켜 줌.

« 학생들이 홈판 안에서 페놀프탈레인 용

액의 색변화를 관찰하기 어려우니까 홈

판을 돌려 보게 할 것인지 교사에게 물

어봄. 본인의 아이디어는 휴지에 염기

성 물질을 묻힌 후 유리판위에 놓고 페

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좋겠다고 제

안함.

2016.09.08.

(목) 6교시
3-3 ○ ○ ○

산의

성질

ü “산성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

게 변화시키나요?”라고 맨 처음 질문을

통해 집중을 유도함.

« 유리판에 리트머스 종이의 배치 순서를

교과서와 달리 하여 비교하기 편하게

함.

2016.09.13.

(화) 5교시
3-4

○ ○ ○,

○ ○ ○

염기의

성질

« 산의 성질 실험할 때는 여덟 개의 리트

머스 종이를 테이프를 사용하여 유리판

에 붙였는데 용액에 찍어 흡착하는 형

태로 시간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냄.

2016.09.13.

(화) 7교시
3-6 ○ ○ ○

산의

성질

ü 실험복을 착용함

þ 실험기구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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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에서 제시한 참여일지 학생용(학급과학부장일기)을 통해 학

생의 상태를 고려하게 되었다. 학급과학부장일기는 학급과학부장이 수업

직후 일기의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오늘 수업 중 기억에 남는 단어’,

‘오늘 수업에서 좋았던 점’, ‘오늘 수업의 난이도’, ‘물상에 대한 나의 감

정’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오늘 수업 중 기억에

남는 단어’를 통해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의 전달이 어느 정도로 되었는

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오늘 수업에서 좋았던 점’이나 ‘오늘 수업의 난

이도’를 통해 학생의 수업 이해 정도나 다음 차시의 보완점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물상에 대한 나의 감정’을 통해 수업 중 학생이 느낀 자신감

이나 성취감, 좌절감이나 흥미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학급과학

부장일기를 통해 파악된 학생의 대답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면담을 통하

여 수업의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되었고 더 나은 수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 : 근데 이건 번외 질문인데 아까 학급과학부장일기에 쓴 걸 보니

까 전기장이 끝나서 좋았다! '좋은' 점이 전기장이 끝나서 좋았다! 

이것의 의미는?

민찬 : 사실 전기 단원을 저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선생님 : 선생님이 보기에는 굉장히 잘하던데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설명

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고 놓치기 쉬운 것도 딱 집어서 설명해 

주고

민찬 : 알기보다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못 외워요. 그래서 근데 전기 

단원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걸 외우려고 해도 머

릿속에 안 들어 와서 이걸 공부하는데 애먹었어요.

2016.06.01.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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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참여일지 학생용(학급과학부장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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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학생의 변화

1. 흥미를 갖고 탐구하는 경험을 갖다

소모임을 통해 학급과학부장들은 과학적 호기심을 마음껏 표현하며

서로 간에 활발한 논의를 통해 호기심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규칙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활발한 논의

활동을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탐구하며 성취감을 맛보고 있음을 표현하

고 있었다.

민찬 : 이런 활동을 해서 제가 직접 도구도 만들어 보고 하니까 그리고 

실험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법칙 성립되는 것도 보고 

하니까 ①아 과학은 끝이 없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도 하게 되고 

더 뭔가 재미있고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 과학은 끝이 없구나.

민찬 : 네 과학은 끝이 없어요, 헤헤.

선생님 :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야? 아, 이게 과학은 끝이 없네.

민찬 : 무궁무진하게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생각의 틀을 깨버리는 그런 

새로운 법칙이 나올 수 있는...지구과학도 재미있을 거 같아요. 물리

나 화학적으로 막 크기나 그런 데 쏠려 있지 않고 전체적인 이 우주

의 틀 같은 걸 보는 거니까.

2016.06.01.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

담은 : 과학은 되게 신비하다고 해야 하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웠던 

것에 내용이 추가되고 ②계속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학문같아요. 

그리고 계속 과학 원리나 이런 것이 바뀌니까 공부할 것도 더 많아지

고 무한대로 커져가는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 국어같은 경우는 영어

도 그러고 배우면 응용하면 되는데 이건 계속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옛날 이론이 틀렸다는 것도 있고 분야도 많아서 신비한 학문

선생님 : 까도 까도 양파처럼 계속 나오는?

담은 : 네 계속 계속 나오는

담은 : 생물은 세균이나 그런 것 배울 때 어려워요. 세포가 분열되는 

것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좋아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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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은 안 보이는 것을 찾아서 원자 분자로 나누고 그런 건 어려운데 

태양계는 하늘을 보면 볼 수 있고 제 경험상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 좋아요.

선생님 : 전기는?

담은 : 전기는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어서 괜찮아요. 만약에 실험이 없었

다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③이해를 못했을 텐데 제가 실험을 

직접 해 보고 그러니까 애들보다 좀 더 가깝게 느꼈을 것 같아요.

2016.06.03.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

개인 면담의 내용을 보면 소모임 활동을 통해 학급과학부장들은 과학

에 관해 끊임없이 탐구(①아 과학은 끝이 없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도 하게

되고 더 뭔가 재미있고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②계속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

는 학문 같아요.)해야 하며 실험을 통해 그러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느낌

(③이해를 못했을 텐데 제가 실험을 직접 해 보고 그러니까 애들보다 좀 더 가

깝게 느꼈을 것 같아요.)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성 : 처음에는 노는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①결국은 과학으로 다 가네

요. 히히~

창민 : 두 번째 연결한 거야?

민결 : 아 그거 첫 번째야.

선생님 : 다민이는 모르는... 거 아니지?

다민 :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선생님 : 어 그래 좋았어.

민결 : 어 뭐야 이거 또 뜨거워.

민결 : 5.5 5.5 5.5 들어왔어. 그러면 하나 더. 전구, 전구 줘 봐. 아까 

7.5 지금 5.5 그럼 지금 또 하면 얼마나 될까? 아마 3.5가 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지.

민성 : ②탐구에 열의가 차 있네요.

선생님 : 하하하

2016.04.11.(학급과학부장 소모임 내용 중)

-------------------------------------------------

다민 : 방금 됐잖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민결 : ③전원을 껐는데 왜 돌아가? 이미 바뀌어 버렸나?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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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자 저쪽이 북쪽이야.

민결 :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선생님 : N극을 향했어? 전류를 흘리기 전에는 지도상의 N극을 향해야 

하잖아.

다민 : 내렸다가 다시 하자.

민결 : 나침반 흔들어.

다민 : 이상하다!

민결 : 아니 나침반이 서로 영향을 줘 아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끌어당긴다니까! 

다민 : 그럼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 중략 --------------------

민결 : 알루미늄도 안을 볼 수 있다면 보여주기 좋을 것 같은데

다민 : 이게 약간 높은데?

(지름을 비교하기 위해 두 막대를 끼워 보았는데 알루미늄 막대가 플라

스틱 막대 속으로 들어감)

선생님 : 어! 들어가네~ 외경만 같은 건가?

민결 : 네 외경만 같은 건가 봐요. 어 그래도 외경이 같으면 안 들어가지 

않나? 플라스틱이 신축성이 더 좋아서 그런가?

2016.05.16.(학급과학부장 소모임 내용 중)

-------------------------------------------------

다민 : 식초를 완전 많이 넣어봐 실험에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담은 : 그런데 식초만 많고 달걀 껍데기가 너무 없으면 안 되잖아.

준석 : 반응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

민결 : 좀 많이 하면 보이긴 하는데 이걸로 애들을 보여주긴 좀 식초가 

좀 약한 것 아니에요? 묽은 염산 같은 거 하면..

담은 : 어, 어, 어, 재밌겠다.

준석 : 공기를 다 빼야 하지 않아요?

민결 : 그래 좀 눌러.

모두 : 안 떨어져, 푸하하 안 떨어져.

창민 : 너무 꽉 눌렀다.

담은 : 아 공기가 없으니 안 떨어져.

----------------------- 중략 --------------------

민결 : 식초도 많고 가루도 많고 안 될 수가 없어 이거는.

다민 : 야 이거 바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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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 오~~~~~~~선생님 이거 터지는 거 아니에요? (모두 자리를 

피하며)우와~~~~~~선생님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 : 기체가 많이 생기니까.

담은 : 선생님 색깔 섞어도 돼요?

민결 : 양이 많으면 한 번에 확 되었다가...양이 많다고 계속되는 건 

아니네요. 계속 녹고 있기는 한데

2016.03.28.(학급과학부장 소모임 내용 중)

-------------------------------------------------

준석 : 선생님 우리가 아예 알루미늄 막대를 만들어요.

선생님 : 그래, 포일로 아예 막대를 만들어보자.

준석 : 역시 발동됐다.

민결 : 얇아야 더 잘 되지 않을까?

준석 : 이거 벗겨야 되겠다.

민결 : 안돼, 왜 벗겨 혹시 모르잖아.

다민 : 어 된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움직이는 이유가 

뭐야?

민결 : 수업시간에 배울 거야. 아, 위에서 하는 게 더 낫겠다.

다민 : 나도 해볼래. 이거 교실에서 안 되면 되게 뻘쭘하겠다. 어, 왜 

또 안되냐?

준석 : 이거 벗겨 그냥.

민결 : 뭘 벗겨. 이게 그림이 더 좋을 것 같아.

   아까 막대의 끝부분이 안 덮여 있었어요.

담은 : 그런데 그건 민찬이가 일부러 그런 거라 그랬는데 별 차이가 

없었대.

민결 : 왜? 난 더 잘되는데.

준석 : 뾰족하면 더 잘되지 않을까?

민결 : 그럴까?

담은 : 그래서 내가 더 뾰족하게 하긴 한 건데.

       실을 안에 넣고 공을 만들어야 잘 돼.

민결 : 이거 정전기 소리예요?

창민 : 지지 지지직 오~

다민 :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왜 움직이는지 몰라.

민결 : 그러니까 그건 배울 거야.

준석 : ④이걸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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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 : 공을 크게 하면 안 움직일 것 같고.

준석 : 공을 크게 하면 막대기도 크게 하면 되지.

민결 : 이걸 더 길게 하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준석 : 아니지 이걸 더 짧게 하면 더 잘 보이지.

민결 : 아니 짧게 하면 더 잘 안 움직이지.

준석 : 아니 이거를

민결 : 이걸 왜? 그런가?

담은 : 어 잘된다.

준석 : 선생님 이걸 짧게 하면 더 잘되지 않을까요?

민결 : 이걸 더 높여.

준석 : 이걸 더 짧게 해봐, 짧게.

민결 : 준석, 갖다 놓아 봐.

(모두 하하하 전자총 같은데 하하)

민결 : 오케이 모든 준비는 다 됐다.

(모두) 오! 어~~우와~~~

담은 : ⑤잘한다, 우리

준석 : ⑥물리학자 아니야?

민결, 준석 : 일단 이건 길고 이건 짧게 그리고 최대한 가깝게.

창민 : 더 짧으면 더 잘되지 않을까?

민결 : 더 짧으면 더 잘될 것 같은데?

준석 : 얇고 짧게.

민결 : 두껍고 짧으면?

(짧게 만들어 놓고 모두 재미있어함.)

민결 : 두꺼워야 하지 않을까?

준석 : 한번 얇게 해 볼게.

민결 : 아! 여긴 뾰족하고 두껍고~ 가시 같은 거.

선생님 : 오늘 실험 정리 좀 해 보자. 풍선은 칠판에 붙이고~ 테이프로 

정전기 보여주고~

(짧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계속 실험하며 웃고 있음)

창민 : 잘 돼요, 이거.

민결 : 뾰족하게

준석 : 알루미늄 포일 더 없어요?

민결 : 짧고 굵게 하면 돼.

준석 : 민결아 뾰족하면 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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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결 : 두꺼우면 더 잘되나?

준석 : 두꺼우면 더 잘 이동하니까~

담은 : 원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

준석 : 원기둥! 아니 원뿔, 원뿔. 선생님 호일 더 없어요?

선생님 : 자 이제 마무리하자.

민결 : 여기 계속 있고 싶어.

준석, 담은 : 나도

다민 : 한 번 더 해보고 가야 하지 않나?

선생님 : 자 가자 얘들아.

다민 :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준석 : 선생님 내일 1교시에요 저희

선생님 : 얘들아 가자고 이제.

2016.04.04.(학급과학부장 소모임 내용 중)

-------------------------------------------------

민결 : 반보다 더 줄어드는데? 23에서 5로 줄어들었으니까 4분의 1정

도로 줄어들었어.

창민 :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뭐야?

다민 : 줄어들었다는 것밖에 알 수 없지. 우리는 원리는 모르니까.

민결 : ⑦규칙이 있을 거야. 기록을 하자 기록을. 다시 해 보자.

민결 : 얘 왜 이래? 왔다 갔다 해. 얘가 너무 약한가?

창민 : 전구를 바꿔봐, 다민아.

민결 : 저건 또 불이 안 들어와.

창민 : ⑧뭔가 이상해 이거 미스터리가 있을 거야. 다민아 한번 찾아봐.

2016.04.11.(학급과학부장 소모임 내용 중)

-------------------------------------------------

소모임을 통해 학급과학부장들은 과학을 탐구하는 자세가 진지해 졌

음(①결국은 과학으로 다 가네요. 히히~ ②탐구에 열의가 차 있네요.)을 뿌듯하

게 생각했고, 동료와 함께 과학을 탐구하는 즐거움(⑤잘한다, 우리 ⑥물리

학자 아니야?)을 느꼈다. 또한, 동료와 논의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실험에

관해 깊이 있게 생각(③전원을 껐는데 왜 돌아가? 이미 바뀌어 버렸나? 한

번 더 해보자 ④이걸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하고,

흥미를 갖고 탐구(⑦규칙이 있을 거야. 기록을 하자 기록을. 다시 해 보자. ⑧

뭔가 이상해 이거 미스터리가 있을 거야. 다민아 한번 찾아봐.)하는 기회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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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음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동료와 논의를 나누는 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선우, 남정희

(2016)는 연구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동료평가활동의 목적은 자신이 미

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동료의 피드백을 통하여 알게 되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한, Lazarowitz와 Tamir(1994)는 실험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

발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양일호 등, 2006 재인용). 이는

동료평가활동에서 동료와 논의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실험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흥미를 갖고 탐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급과학부장 소모임을 통해 동료와 논의를 나누는 과정을 제공하였으

며, 실험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흥미를 갖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였다. 또한, 오진아 등(2008)은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

각할 기회를 제공하면 학생 상호 간의 논의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표

4-5]의 분석틀을 이용해 실험수업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표 4-5]

에서 각 기본 요소에 대한 수준 1은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탐구를 의미하고, 수준 4는 교사나 교과서에 의한 상세한 안내에 따른

학습자의 수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수업에서 탐구요소 대부

분이 수준 1에 접근할수록 탐구의 본질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반면, 수

준 4에 접근할수록 탐구의 본질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

며, 과학현상과 관련된 활발한 논의적 의사소통을 탐구의 본질적 측면이

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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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수업의 탐구 기본 요소와 수준

기본 요소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문제제

기

학생들이

문제발달에

직접 참여한다.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다.

학생들이 제시된

문제 중에서

선택하여 다른

문제를 제안한다.

교사로부터

주어지는

문제를

재정리해서

문제를

세운다.

교사나 다른

교과서 또는

참고서에서

문제가

주어진다.

증거수

집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물을

구별한다.

학생들이

무엇을

실험하여 어떤

증거물을 찾을

수 있을지

직접

결정한다.

실험하여 자료를

모을 수 있도록

절차적인 방법을

따른다.

주어지는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만 한다.

자료도

주어지고 자료

분석 또한

지시대로

따른다.

설명형

성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형성한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설명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세우는데

약간의 지침을

받는다.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도식화하는

방법을 제안

받는다.

증거와 함께

설명이

주어진다.

과학

지식

연결(평

가)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여

설명을

정당화한다.

직접 다른

지식과 연결

지어 자신이

세운 설명을

정당화 한다.

어떤 과학적 지식을

써야 될지 교사로부터

지침을 받는다.

모든 과학적

지식이

주어진다.

이론의

발표

학생들은

과학적 논의의

기회를 통해

검증과

반증과정을

거쳐 이론을

발표한다.

적당한 논의를

통해 자신의

설명을 발표를

통해 정당화

한다.

교사로부터 지침을

받아 논의의 기회를

갖는다.

전체적으로

논의를 쓸

수 있는

기회를

교사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논의의 과정을

교사로부터

하나하나

지시를 받는다.

학생들의 제어도 많이 조금

교사나 교과서의 지침도 조금 많이

[표 4-5] 교사와 학생의 참여에 따른 과학탐구 요소(NRC, 2000; 오진아

등, 20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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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학급과학부장 소모임은 문제 제기와 증거수집, 설명형성

과 과학 지식 연결, 이론의 발표 항목에 있어서 학생들의 제어도는 많고

교사나 교과서의 지침도는 적은 능동적인 탐구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희경, 송진웅(2004)은 탐구에 대한 학생들의 논변활동은 탐구능

력의 계발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학 수업에서 대부분의 담화는

교사에 의해 지배되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논변을 구성하고 깊이 있는 토

론을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급과

학부장 소모임을 통해 교사의 안내는 최소한으로 하고 학급과학부장들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흥미를 갖고 탐구하는 경험

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2. 발표력 및 리더십, 배려심이 향상되다

가. 발표력 및 리더십 향상

학급과학부장들은 소모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 중에 학급의 학생

들에게 설명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교사로부터 학습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 : 미리 실험해 보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교실에서 시범 실험을 

하거나, 수행 평가 실험할 때 미리 해 본 후 친구들의 모둠을 다니면

서 도움을 준 활동을 할 때 느낌이 어땠어?

준석 : ①시범 실험할 때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요.

2016.07.18.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

담은 : 많은 학생이 실험을 좋아하니까 ②시선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평소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과학부장이라는 타이틀을 안

달고 그냥 애가 실험을 했다면 애들이 그렇게 안 좋게 봤을 것 같은

데 ③그만큼 애들도 방과 후에 남아서 하는 걸 알고 바쁜 걸 알아요. 

매번 왔다 갔다 하고 매번 정리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저의 노고

를 알아주는 것 같아요.

2016.06.03.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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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 너를 바라보는 애들의 관점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 과학부장 

하기 전과 후 

민찬 : 당연히 있겠죠.

교사 : 그런 걸 느껴?

민찬 : 확연히 막 느끼거나 하진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교사 : 그러니까 애들이 너에 대해서 오 과학부장 잘하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 같아? 과학적으로 잘하는

민찬 : ④과학 쪽으로는 그래도 그런 게 있기는 해요.

2016.06.01.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

민찬 : 그런 것도 뭔가 앞에 나가서 설명하고 한다는 자체가 저한텐 

일단 학습적인 도움도 되고 그리고 ⑤약간 리더십?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존재가 된 그런 것도 있고.

2016.06.03.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학급과학부장들은 다수의 학생 앞에서 설명하고 도움을 주는 행동들

이 자신감 형성(①시범 실험할 때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요. ②

시선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③그만큼 애들도 방과 후에 남아서 하는 걸 알고

바쁜 걸 알아요. 매번 왔다 갔다 하고 매번 정리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저

의 노고를 알아주는 것 같아요.)에 영향을 주었고, 발표하는 능력 및 리더

십 향상(④과학 쪽으로는 그래도 그런 게 있기는 해요. ⑤약간 리더십?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존재가 된 그런 것도 있고.)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발표 능력의 중요성 및 향상을 위

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먼저, 정태희(2004)는 청중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두려움 없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현대인이 가

져야 할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청중 앞에서 자신의 생

각과 내용을 청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전달하는 능력이 실제 사회생활

에서의 직무능력 성취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runett

& Ewald, 1997)는 선행 연구를 인용하면서 발표 경험을 학교 교육과정

에 반영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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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발표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학생들이 발표 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발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발표 능력의 중요성

을 알게 하고 발표 경험을 많이 갖게 한다는 수량적 접근을 뛰어넘어 

발표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수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정태

희, 2004: 203).

본 연구는 학급과학부장이 소모임에서 자신이 맡은 실험을 다른 학급

과학부장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 수업에서는 학급의 학생

들에게 시범 실험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속에서 학급과학부장

으로 하여금 발표할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교수전략을 모색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김복환, 최해림(2003)은 발표에 자신감이 없거나

발표불안을 가진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자기효능감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발표불안을 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여주어야 하는데 자기표현 훈련 등을 통해 성공경험을 반복적으로 경

험하게 한다면 발표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바람직한 결과를 얻으려는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임지연 등, 2004 재인용). 본

연구에서 학급과학부장들은 소모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자

기표현 훈련을 경험하였다. 이 경험이 실제 수업에서 시범실험으로 이어

지는 과정에서 성공경험으로 인식되었고,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높아

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자기효능감이 높아졌다는 것을 학급과학부장

들은 심층면담을 통해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는 학급과학부

장들이 발표불안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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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려심 향상

오늘날 우리는 과학적 지식인이 좋은 인성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을

영화나 뉴스 속의 소재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고 있다. 과

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소통하며 도덕적으로 판

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아졌다는 점도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에서 과학지식을 교육하면서 인성 교육을 고

려하여 이를 교육과정 속에 반영하는 일은 제한적이다. 즉, 과학 교과에

서 인성 교육이 중요하지만 과학 수업에서 인성 교육을 연계하는 것은

아직 드문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학급과학부장을 활용하여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학 교과와 인성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과학 교과와 인성 교육의 연계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

영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찬 : 저는 일단 과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애들도 애들이 다 과학을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과학은 외우기만 해서는 안 되는데 계속 외우

려고만 하니까 이걸 쉽게 이해하면은 애들이 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①애들이 그걸 잘 못 하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고 해요.

2016.06.01.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

선생님 : 미리 이제 진도 나가기 전에 실험 먼저 보여주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부지런해야 하잖아.

다민 : ②그건 저희가 해야죠.

2016.06.03. (집단 심층면담 중 내용)

-------------------------------------------------

다민 : 우리 방학 끝나고는 실험 많아.

현서 : 다음 단원이 뭔데?

다민 : 산과 염기

민성 : 그거는 애들은 좀 위험하지 않나 ③위험한 건 우리끼리 해야지.

거품이 올라오거나 그런 실험은 다시 할 수가 없어.

준석 : 그렇네.

선생님 : 지금 우리는 월요일 방과 후에 모이고 있잖아? 시간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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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

아이들 : 괜찮아요.

민성 : 안 된다 해도 우리는 점심시간에 와서 다시 참여하잖아.

2016.06.03. (집단 심층면담 중 내용)

-------------------------------------------------

선생님 : 수행 실험에서 애들 도와줄 때 느낌이 어때?

준석 : ④뿌듯하다고 해야 하나? 애들 알려줘서

민성 : 모르는 애들 중에서는 실험을 할 줄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은 그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그냥 알려

달라는 애들이랑 몰라도 끝까지 알아가는 애들? 알려주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배움이 되고 그런 애들한테도 배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2016.07.18.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

민결 : 그래도 애들이 과학을 싫어하잖아요. ⑤그래도 이해하고 그러니

까 그런 것은 기분이 좋았어요.

2016.07.20.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

선생님 : 그래 애들 도와주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느낌이 어떤 것 같아?

담은 : 수행평가실험은 애들이 수행이라는 걸 알고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애들을 도와주고 수행을 

도와주면 저한테 안 좋은 일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⑥같은 경쟁자기 때문에 그걸 안 했는데 올해는 과학부장으로서 알

려줄 때 애들이 깨달음을 얻을 때 “아~”이 소리를 들을 때가 제일 

좋아요.

2016.06.03.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

선생님 : 어 그럼 네가 수업 시간에 다른 애들을 도와주잖아.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도와주고 뭐 설명해 주고 그러잖아. 그때 뭔가 색다른 

기분 같은 건 느끼는 게?

다민 : 그건 없고 ⑦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죠. 제가 머리가 안

되면 못 도와주잖아요.

선생님 : 그러니까 네가 모르면 못 도와주니까 좀 알아 오려고 하는 

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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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 : 그거죠.

선생님 : 그럼 애들이 물어볼 때 그걸 답해줄 때 기분이 어때? 너의 

기분?

다민 : 전 그런 건 없어요.

선생님 : 그런 게 없어?

다민 : 그냥 당연하다는 생각.

선생님 : 계속할 거야? 과학부장 활동? 너의 시간이나 이런 걸 써야 

하는데

다민 : 제가 시간 딱히 일정이 없으면 과학부장 활동을 하는 쪽으로.

선생님 : 오케이 

2016.05.31.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

민찬 : 음 뭔가 제가 친구들을 도와서 그 실험 결과를 조금 더 ⑧수득률

을 높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도움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은 거 같고 과학 쪽에서는 뭔가가 제가 애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또 애들한테 알려주면서 저도 얻을 수 있고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배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학습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2016.06.01.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

창민 : 과학부장 안 할 때는 앉아서 설명 들을 때 그냥 저게 저거구나 

하고 그러는데 과학부장을 하면은 설명을 듣고 저희가 애들한테 설

명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하고 ⑨애들한테 

쉽게 설명해야 돼서 좀 더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어진 

것 같아요, 과학이.

2016.06.02.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

선생님 : 과학부장이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라서 혹시 네가 개인적으로 

미리 책을 보고 온다거나 따로 와서 실험을 한 번 더 해보고 온다거

나 그런 과학부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따로 하는 게 있

어?

담은 : 일단 물상 수업시간 되기 전 종이 치자마자 실험이 있으면 과학

실에 가서 한번 해봐요. 애들한테 보여줄 때 안 되면 그렇잖아요. 

앞에서 연결하고 스위치를 눌렀는데 아무것도 반응이 없다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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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그렇잖아요. 제가 직접 만들고 이걸 했을 때 애들한테 직접 못

보여줬다! 그게 싫어서 저는 중간에 와서 한번 해보고 되면은 기분

좋게 올라가고 반 애들이 이게 무슨 실험이야? 그러면 그때 잠깐 

설명해주고, 책 같은 것은 다 같이 모여서 방과 후에 하잖아요. 그때 

여러 명이 같이 해 보잖아요. 제건 제가 이해하지만 딴 애들 것도 

  보는데 쉬운 것은 어렵지 않아서 안 했거든요. 근데 어려운 실험이거

나 제가 깨닫지 못했다면 집에서 자습서를 읽거나 학교에서 읽어요.

2016.06.03. (개인 심층면담 중 내용)

--------------------------------------------

창민 : 섞으면 안 되지. 이거 빼놓을까? 끼워 놓으면 방전되지 않냐?

선생님 :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하자. 선생님이 요 테이블에 네 가지 실험

을 놓을 테니 시간 될 때 와서 해 봐도 돼. 

다민 : 열심히 공부할게요.

준석 : 저 정말 열공하고 올게요.

창민 : 야 카톡방 만들어.

선생님 : 어 그거 괜찮은데?

다민 : 야 혹시 전달할 것 있을 때나 그럴 때 카톡방 공지에 올리면 

되잖아.

민결 : 저는 2G라

선생님 : 없는 사람 민결이 밖에 없어?

다민 : 민결이는 잘 아니까 없어도 돼. 하하

준석 : 내가 문자로 전달해 줄게.

선생님 : 얘들아 모일 땐 선생님한테 얘기해 줘 언제 모일 건지?

아이들 : 네 감사합니다.

2016.04.11. (학급과학부장 소모임 내용 중)

--------------------------------------------

면담의 내용을 보면 학급과학부장들은 학급의 동료들에게 도움(①애들

이 그걸 잘 못 하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⑦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죠. 제가 머리가 안 되면 못 도와주잖아요. ⑨애들한테 쉽게 설

명해야 돼서 좀 더 공부하고)을 주고, 힘든 일을 나서서 하겠다(②그건 저희

가 해야죠. ③위험한 건 우리끼리 해야지.)는 등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려

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

적인 감정(④뿌듯하다고 해야 하나? 애들 알려줘서 ⑤그래도 이해하고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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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그런 것은 기분이 좋았어요. ⑥같은 경쟁자기 때문에 그걸 안 했는데 올해는

과학부장으로서 알려줄 때 애들이 깨달음을 얻을 때 “아~”이 소리를 들을 때가

제일 좋아요. ⑧수득률을 높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도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은 거 같고)을 학급과학부장 활동을 통해 경험하였

음을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학교에서 과학지식을 교육함에 있

어서 인성 교육을 고려하여 이를 교육과정 속에 반영하는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정은 등(2012)은 과학 교과

에서 창의․인성 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인용하

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2010)는 창의․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인

성을 갖춘 21세기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하였다. 창의․인성 교육은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두 영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용린, 2009). 과학 교과에서 창의성 교육은 주요 연구 

분야로서 자리 잡아 이를 함양하기 위한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반면, 인성 교육은 특정 교과의 영역 또는 교과와 별개인 생활

지도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인성 교육을 과학 교과와 연결 

지어 논의하는 것은 아직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과학 교육 

분야에서도 인성 교육과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들

이 제기되고 있다(Chang & Lee, 2010; Choi et al., 2011; Lee et 

al., in press; Melville, Yaxley, & Wallace, 2007; Mueller & Zeidler, 

2010). 과학기술과 상호의존적인 현대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

들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하며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는 

인성이 매우 중요하다(양정은 등, 2012: 113-114).

본 연구에서 심층면담과 소모임의 활동 내용을 보면 학급의 학생들에

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기 임해 학급과학부장들은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급의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

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였고, 실험을 성공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실수

를 하지 않으려고 정기 모임 이외의 시간에 과학실에 찾아와서 미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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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보기도 하였다. 학급과학부장들은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배려함으

로써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으며 이러한 행동이나 감정이

결국에는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형빈(2015)

은 연구에서 수업에서의 학생 참여 양상을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배

려, 참여와 협력을 통한 관계 형성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수업에서의

배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학생들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방법은 학교의 일상적인 수업에서 ‘배

려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배려의 윤리가 일상적으로 정착된 

수업은 배움이 느린 학생들도 학교의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인정하

게 된다.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도 동료 학생들의 또래 언어

를 통해 자신이 모르고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학업성

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동료 학생에게 자신이 아는 내용을 가르쳐

줌으로써 막연하게 알고 있던 내용을 명료화하고 구체화하여 내면

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일상적인 수업시간에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형성됨으로써 따돌림 현상이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래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자아의 잠재력을 스스로 평가하

는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이형빈, 2015: 89-91).

연구자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과학을 배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아가야 하며,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란 어떤

사람인지를 집단 면담에서의 다음과 같은 학급과학부장 간의 대화를 통

해 엿볼 수 있었다.

다민 : 근데 그러면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민결 : 걔네가 공부를 해야지.

다민 : 걔네는 그냥 버려?

담은 : 호기심이 생기겠지.

민성 : 다민아.

다민 : 아니 나보다 아래인 애들이 우리 반 남자애들 다야.

민성 : 많이 한 애들은 나중에 또 주면 되잖아.

다민 : 그럼 적게 한 애들은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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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민 : 야 그래도 발표는 못 해도 그냥 자기가 손들고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 자체에 사탕을 주는 거지.

----------------------- 중략 ----------------------

다민 : 그건 너무 잘하는 애 중심으로 하잖아.

민결 :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 데려가...야 되는 것으로...

민성 : 그러면 좋지.

다민 : 아니야 다는 못 데려가 그런데 ①못하는 애들도 어느 정도 책임

을 져야지.

민결 : 잘하는 사람만 왜 질문 할 거라고 생각을 해.

민성 : 그러니까

다민 : 그럼 못하는 애가

준석 :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다민 : 못하는데 관심이 있겠어?

담은 : 싸우지 마.

다민 : 싸우는 거 아니야.

민성 :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애들도 모른다 해도 끝까지 우린 답을 

유도해 내

창민 : 노력!

민결 : 노력하는 자! 노력하는 자! 노력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민성 : 그 뭐지 플러스마이너스 그거 공 철공 나무로 바꿨을 때 그거 

우리 반이 한 일곱 명인가 의견을 냈어.

창민 : 우리 반은 몇 명 냈지? 과학은 엉덩이로 한다.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이야, 다민아.

다민 : 그래, 맞아.

민성 : 그래도 원래 이만큼 참여하면 ②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참여율

을 더 늘리는 게 좋지 않겠냐?

다민 : 나는 그냥 다 찬성하는데 못하는 애들도 좀 챙겨주면 좋겠단 

마음밖에 없어.

----------------------- 중략 ----------------------

다민 : ③못하는데 하려고 하는 애들은 챙겨야지 그래도.

민성 : 그건 챙겨야겠지.

민성 : 걔네가 만약 참여한다면 데리고 가야겠지.

다민 : 솔직히 막말로 못하는데 노력하는 애는 거의 없어.

창민 : 있어.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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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 버리면 안... 되지.

다민 : 버릴 수가 없지.

2016.06.03. (집단 심층면담 중 내용)

--------------------------------------------

집단 면담의 내용을 보면, 학급과학부장들은 배움이 느린 학생을 배

움에 동참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임

(①못하는 애들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지. ②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참여율을

더 늘리는 게 좋지 않겠냐? ③못하는데 하려고 하는 애들은 챙겨야지 그래도.)

을 활발한 논의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학급과학부장들은 연구가 진

행되면서 발표력과 리더십이 향상되고 배려심이 향상되는 변화를 겪었

다. 이와 관련하여 곽영순(2001)은 상호의존의 기교는 학생들이 훗날 어

느 분야로 나가든지 간에 협력, 상호협의 및 팀워크가 바탕을 이루고 있

는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희경, 송진웅(2004)은 소그룹 토론 활동을 분석한 여러 연구에서 학생

들이 논변을 형성하는 상호작용적 상황에서 성별, 사회적 역할, 리더십

유형 등의 사회적 요소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석희

등(2007)은 대화적 논의 기술 향상을 위해 인지 발달 수준에 맞는 의도

적인 논의 구조 활용 수업을 통하여 토론의 방법과 대화의 기술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모임에서 학급

과학부장이 학급의 다른 학생들의 대변자 역할을 했으며, 2～3명이 짝을

이루어 서로 다른 실험을 한 후 자신들이 맡은 실험에 관해 설명해 주는

과정을 통해 발표와 대화의 기술이 발전했다고 보인다. 또한, 실제 수업

에서는 시범실험의 교사, 모둠별 실험의 안내자, 수행평가 실험의 도우미

로서 활동하면서 리더십과 타인에 대한 배려 태도가 길러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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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준비하는 수업이 실험수업에 어떤 영

향을 주는지, 그리고 교사와 학생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수업의 변화에서는 실험 소재의 다양화, 실험

유형의 다양화, 실험수업의 어려움 개선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수업에서는 기존의 교과서에 탐구로 제시된 실험 소재에 추가하여

좀 더 다양한 실험 소재를 발굴하였다. 또한, 실험의 목적별로 다양한 형

태의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 유형의 다양화를 볼 수 있었다. 즉, 교사가

수업의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실험의 목적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실험의

목적별로 그에 알맞은 실험 유형을 선정하여 실험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

록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 유형을 다양한 유형의 실험으로 변형하는 방법

을 제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사 1인이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던

실험수업의 문제점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에 학생과

교사가 수업을 함께 준비한 후 실제 수업을 하였기 때문에 수업 준비에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학생이 수업에서 책임을 갖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사에게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수업

을 준비하면서 교사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교사로 인지하는 자존

감을 회복하였고, 학생들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교사로서

의 믿음인 교수효능감이 증가하였다. 즉, 소모임과 면담의 과정을 통해

칭찬하기, 격려하기, 수업 방식 협의하기 등의 잘한 점에 대해서 자신감

이 생겼다. 이에 반해 질문 무시 등의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의 계

기가 되었다. 또한, 수업관찰일지를 통해 학생의 어려움과 현 상태를 파

악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다. 이는

교사가 사전에 학생과 만나는 시간을 늘리면서 학생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결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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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변화에서는 과학을 탐구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자기 효

능감 향상에 도움을 주어 발표 능력을 높이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즉, 소모임을 통해 탐구적 논의의 기회를 제

공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또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과 수

업시간에 교사가 학생으로 하여금 수업의 책임을 갖는 경험을 제공함으

로써 리더십 및 배려심 향상의 기회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

과는 열린 수업의 형태로 탐구하는 기회를 주었으며 학급의 학생들을 위

해 실험 시간에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정의적인 측면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제언 및 후속 연구 과제

연구 결과 학급과학부장과 교사가 함께 준비한 수업이 실험수업, 교

사,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

서는 실험 유형의 다양화 측면에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험 유형에

대한 가능성은 보았으나 실제 수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지 못한 제한

점이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실험 수업의 목적에 맞는 실험의 유

형을 발전시켜 실제 수업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의 변화는 정의적인 측면이므로 연구

전과 후에 나타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기 위해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인지적인 측면의 효과를 보는 연구 또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차후, 본 연구에서의 학급과학부장 활동 방안을 강의식 수업, 토론식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와 같이 실

험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학급과학부장을 참여시키고, 실제 실험수업에

서는 일정한 역할을 부여해 주는 등의 활동이 수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방법을 실험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업 방법에서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강의식 수업에서는 강의에서 사용할 용어를 사전

에 점검하고, 토론식 수업에서는 토론의 주제나 토론에 사용되는 준비물

을 미리 준비하는 등 학급과학부장 활동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를 연구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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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된 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학급과학부장들의 모임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학급과학부장들은 매주 월요일에 어

김없이 모이고 있으며 수업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

서 실험의 비중이 낮은 단원의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실험수

업 이외의 수업으로 연구를 확장해야 하는 새로운 현실에서의 문제를 인

식하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해결을 위한 실행으로 세미나

형태로 학급과학부장 모임을 진행할 수 있었다. 세미나 형태로 모임을

진행한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미나 발표 담당 과학부장은 주제와

관련하여 진행 사항 및 방향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교사와 상의하며

수정해 나갔고 학급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함께 고민했다. 세

미나 시간에는 그 고민을 다른 학급과학부장들과 함께 논의하고 학급 학

생들에게 전달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았다. 또한, 기말고사가 끝난 후의

수업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에 관해서 논의하였고, 모임에서 정

해진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함으로써 중학교에서의 마지막 과학

시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의논하며 발표수업 순서 관리, 학급 카톡방을 통해 수업시간 준비 공지,

학급 진도에 따른 실험기구 사전 체크, 수행평가 기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및 요구 사항 전달 등 교사 혼자의 노력으로는 벅찰 수도 있는 수

업을 함께 만들어 왔다.

이와 같은 현장에서의 작은 긍정적인 변화 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함

께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학생들이 좀 더 의미 있게 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과학수업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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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학급 학급과학부장명 실험 주제 내용

2016.09.08.

(목) 1교시
3-2 ○ ○ ○ 산의 성질

부 록

[부록 3-1] 참여일지 교사용 양식(수업관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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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 참여일지 학생용 양식(학급과학부장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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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면담

항목

주요 질문 내용

과학에

관한

진술

� 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초등학생때부터 현재까지의 생각은?

� 과학 성적은?

과목에

관한

선호도

�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그 이유는?

만약, 과학이라면 과학을 제외하고는?

�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그 이유는?

학급

과학

부장

활동에

관한

전반적

인

생각

� 학급과학부장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 교실에서 학급 친구들에게 학급과학부장 활동을 할 때의 느

낌은?

(시범실험과 모둠별 실험, 수행 실험의 도움에 대한 느낌)

� 학급과학부장 활동의 기획 의도에 대한 생각은?

(교실 축소, 과학에 쉽게 접근 측면)

� 학급과학부장 활동을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하거나 노력한 점

은?

� 학급과학부장 활동이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과학 지식 측면, 과학에 대한 태도 측면)

의미의

반성
� 활동의 개선점은?

[부록 3-3] 개인 심층면담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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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면담

항목

주요 질문 내용

학급별

의견

교환

� 각 학급에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다면?

의미의

반성

� 학급과학부장 활동의 잘한 점은?

� 학급과학부장 활동의 아쉬운 점은?

� 학급과학부장 활동의 개선점은?

미래

활동

계획

� 학급과학부장 활동의 제안점이나 하고 싶은 점은?

[부록 3-4] 집단 심층면담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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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1] 중간고사 출제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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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2] 기말고사 출제 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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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Co-generative

Science Teaching:

Eight Chief students’ Participation In

Planning and Teaching In-class

Experiments

Jun Boseok

Science Education(Phys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on how the cooperation between a teacher and

students in the course of class preparation has affected teaching in

class, a teacher and students. A teacher as a researcher and eight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mong eight students, six

students were selected as science chief students of each class, and

two were added as volunteers after the first session. Their science

scores were varied. This study consisted of ten sessions conducted

from March to October with six private interviews and one group

interview included. Eight sessions, private interviews, and a group

interview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except for two sessions

because of poor recordings.

The contents in science class were on three topics; electricity and

magnetics, a variety of chemical reactions, and external areas and

space development. The teacher wrote a class observation diary and

students completed their self-reflective diary right after class was



- 148 -

over.

As a result, this research found out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a

teacher and students in the course of planning and teaching in-class

experiments had a positive effect on teaching, a teacher, and students.

As for teaching, students’ participation has provided students with

more opportunities to participating in in-class experiments than

suggested by a given textbook. Moreover, it has offered experiment

types diversified according to experimental goals. Also, chief students’

participation can help improve in-class experiment qualities as a

whole, and overcome the problem, which is that one teacher cannot

take care of all the students simultaneously in class. As for a

teacher, both of thei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planning and

teaching in-class experiments have developed. Finally, as for students,

they have enjoyed exploring science with greater interest, boosted

their capabilities to make a presentation in public and leading a class

with a teacher, and grown up their abilities to take care of others.

keywords : science chief student, students’ participation in planning

and teaching, in-class experiments, action research

Student Number : 2009-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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