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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희망하는 시대로의 변화는 국가 주도의 교육과

정에서 벗어나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를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과학의 ‘분자 운동과 상태 변

화’ 단원에 대한 학교중심 교육과정 설계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를 위해 단위학교의 환경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교과서 환경을 고려한 수준별 학습’이라는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 원리로

학습진행과정을 이용하였다.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에 대한 학습진행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단원의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하였

으며, 구성한 핵심 아이디어는 물질과 물체, 보존, 분자 운동, 분자 사이

의 힘, 상태변화와 에너지이다. 아이디어 풀기 과정(unpacking)을 통해

각 핵심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학습요소로 세분화하였다. 핵심 아이디어

와 개별 학습요소의 수준 및 논리적 순서를 고려하여 학습진행과정을 개

발하였다.

구성한 학습진행과정을 토대로 사전 평가 문항을 구성하였다. 세 문항

의 사전 평가 문항은 평가 결과가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경로를 제시

하도록 학습진행과정에 연계하여 구성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학생

들에게 제시할 네 가지의 학습 경로를 개발한 학습진행과정에서 구체화

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중심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하나의 사례 연구로, 학습

진행과정이 디지털교과서 환경을 고려한 수준별 학습 구현을 위한 교육

과정 설계 원리로 유용함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구체적인

교육과정 설계 과정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학교중심 교육과

정 설계에 대한 전문성 신장에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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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점차로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에 의해, 지식의 양이 증가하고 세분화되면서 이러한 변화속도

는 이전의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했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

대 사회의 특성은 교육적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며,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의 중요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학생들이 획일화된 역량을 갖추는 것보다 개개인마다 자기에게 맞

는 능력과 적성을 키워야 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내용을 필수로 공부하는 과거의

교육 방식에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정범모, 2009).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희망하는 시대로의 변화는 국가 주도의 교육과

정에서 벗어나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를 요구한다. 변화가 시작된 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

화, 교육 내용의 적정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학교 실정에 알

맞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강조하며,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중심

의 분권화된 교육과정 체제의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교육부,

1994). 이러한 변화는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지속, 발전되

어, 현재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게 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를 위해 각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과

의 내용 배열을 반드시 지켜야할 학습의 순서가 아닌 예시적 성격으로

규정하며, 경우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

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과학과 교육과정의 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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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방법에는 학습 지도 계획, 자료 준비 및 활용, 학습 지도 방법 측면에

서 학생 및 학교의 실정 및 여건에 맞도록 학습내용, 방법, 시기 등을 조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학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학생들이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과학 개념을 획득하는 것이으로, 과학 교과의 지도시에는 과학적

내용 지식과 현상의 연계를 고려한다(강희준과 송정섭, 2008; 교육과학기

술부, 2011). 이러한 과학 교과의 특성상, 하나의 과학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자연 현상 및 소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단위학교의 지

역적, 문화적, 환경적 특성 및 학생의 흥미나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과학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6차 교육과정에서 기

술한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의 지향점(최병옥, 1998)과 맞닿아 있다. 단

위학교 및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학생들

에게 피상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데 그칠 수 있다. 즉, 획일적인 교

육과정 체제로는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과학을 학습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다.

단위학교를 이해하고, 학생들의 요구나 특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학

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는 교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 학교의 변화하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과정 구성이 바람직하다(Cohen,

1985). 하지만 학교현장의 학교중심 교육과정 개발 현황 및 교사들의 학

교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것보다 부족한

편이다(정은영, 2006; 손충기, 2009; 곽영순, 2014). 다수의 교사들은 학교

중심 교육과정을 과목별 시수 조정을 통한 교육과정의 편성 또는 특정

교사가 주도하여 작성하는 학교의 연간 교육계획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

며, 실제 과목 단위에서 교육과정을 설계, 구성하는 교사의 역할은 제한

적이며,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손충기, 2009). 특히, 과학 과목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정은영,

2006; 곽영순, 2014), 교육과정 개발 시간의 부족,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교사는 자율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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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의 학교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주로 학교중

심 교육과정의 의의, 개발모형, 개발요인 등과 같은 이론적 탐색 및 편성

및 운영 실태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특수한 환경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별 교과목의 학교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 사례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한 편이다(최화수와 권낙원, 2010). 즉, 일반 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 설계 연구가 부족하며,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이나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과의 학교중심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이론적

탐색을 토대로, 과학과 학교중심 교육과정 설계 사례를 제시하려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

행하였다. 첫 단계는 단위학교의 환경 및 여건, 학습자를 고려하여 학교

중심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해 대

상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 설계 방향 및 원리를 제안하고, 교육과정 설

계 단원 등과 같은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앞에서 도출

한 설계 방향 및 원리를 토대로 중학교 1학년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에 대한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교중심 교육과정 설계 프레임인 학습진행과정에 대해

탐색하며, 프레임에 기반하여 하나의 과정을 제시하려 한다. 학교 현장에

서 실행, 적용 가능한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교사들의 학교중심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위학교를 고려하여, 학교중심 교육과정 설계의 원리 및 방법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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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중학교 1학년 ‘분자운동과 상태변화’ 단원에 대한 학교중심 교육과정

의 설계 사례를 제시한다.

3. 용어의 정의

1) 학교중심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교나 교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중심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 단위학교 교육과정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한다. 용

어에 따라 세부적으로 의미를 나눌 수 있지만, 교사와 학생의 만남을 전

제로 개별 학교나 교사집단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점은 일맥 상통한다

(김춘일, 1993).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되,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학교 중

심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손충기, 2000), ‘학교중심 교육과정’이라

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였다.

2) 학습진행과정(Learning Progression)

Learning Progression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학습발달과정 또는 학습

진행과정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Learning

Progression을 ‘학습진행과정’으로 사용하였다. ‘발달’은 심리학적 의미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수정의 순간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뜻한다(이주영과

권동택, 2013) 이다. 이에 비하면 Learning Progression은 교육이나 학습

을 통해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학생마다 변화의 양상이

달라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학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학습진행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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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학습진행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유치원부터 전문가 수준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학습자의 이해 발달에 대한 진행 단계를 개발하며, 한 번의

데이터를 통해 타당성 규명이 어려워 반복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지속적

인 수정과정을 거친다. 본 논문은 전체 단계 중 중학교 1학년 수준의 한

정적 시기 및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단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용어는 주로 학습 경로(Learning Trajectory)로

정의되어 왔다. 하지만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 교육계

에서 학습진행과정으로 정의하는 논문도 다수 있으며, 본 연구가 학습진

행과정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장시간의 이해발달과정 중 특정 단계를

세분화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용어를 학습진행과정으로 사용하였다.

학습진행과정을 표현함에 있어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학습진행과정을 구성할 주제는 빅아이디어(big idea), 핵심 아이디

어(core idea), 핵심 개념(core concept)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의 ‘분자운동과 상태변화’ 단원에서 화학을

계속 학습해 나감에 있어 다른 개념과 연결되어 전이가가 높고, 한 번의

수업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반복적으로 학습이 필요한 개념을 추출하였

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Stevens et al.(2009)가 사용한 핵심 아이디어

(core idea)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핵심 아이디어는 분자운동, 보존, 힘,

에너지 등과 같이 많은 다른 개념과 연결되어 한 번의 수업으로 이해하

기 어렵고, 지속적인 탐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구성되는 복잡한 과학내용

이다(Stevens et al., 2009; 신남수 등, 2014 재인용)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단위학교의 학교중심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사례 연구의 특

성을 가진다. 본 연구가 진행된 학교는 교사의 교육연구 활동이 활발하

며,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중인 학교이다. 또한 학교중심 교육과

정 설계 결과를 디지털 교과서로 구현할 수 있는 외부의 디지털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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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과의 협력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단위학교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이루어진 연구이기에, 학교의 환경이나 상황이 다른 여타의 학교에

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분야에 대한 이론적 배경

을 탐색하였다. 첫째,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학교중심 교육

과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절차 모형과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수준별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모형 원리로 학습진행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학교중심

교육과정으로 설계하려 선정한 단원인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 과정으로 국가 교육과정, 학생들의 오개념, 관련 학습진

행과정을 고찰하였다.

1. 학교중심 교육과정

1.1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의미

정광순(2003)은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등장배경을 교육 사회적 배경, 철

학적 배경, 심리적 배경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

육 사회적 배경으로는 하향식(top-down), 중앙집중형 교육과정 개발을 특

징으로 하는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반항 움직임과 사회적 변화에 따

른 학교의 역할 변화를 제시하였다. 철학적 배경으로는 지식에 대한 관점

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전통적 관점에서의 지식은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

적 실재(objective reality)이지만, 진보주의와 구성주의가 대두하면서 지식

은 학습자의 경험, 학습자 내부의 주관적 실재(subjective reality)로 인식

된다(권낙원과 민용성, 2002). 심리적 배경으로 교육과정이 실천되는 교실

상황과 같은 실천적 맥락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이해와 참여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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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의미

Skilbeck

(1984)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기관(학교)에 의해서 학생들의 학

습 프로그램을 기획, 설계, 적용, 평가하는 교육과정

Brady

(1987)

학교중심 교육과정이 포괄해야 할 변인의 구조를 중심

으로 개념화

Lewy

(1991, 1999)

다양한 비중앙집중형 교육과정 개발 패턴을 기술하는

총칭적 용어

김춘일

(1993)

‘학교’ 수준에서 교사가 중심이 되어 개발하고 활용하

는 ‘풀뿌리 교육과정’(grass roots curriculum)

표 1.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의미

다음과 같은 배경으로 등장한 ‘학교중심 교육과정(School-Based

Curriculum)’의 공식적인 개념은 Skillbeck이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손충기, 2000), Skilbeck(1984)은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교육

과정 의사결정의 중요성과 ‘교사-학생’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기관(학교)에 의해서 학생들의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 설계, 적용, 평가하는 교육과정(Skilbeck, 1984; 김춘일, 1993 재인용)

Brady(1987)는 학교중심 교육과정이 포함해야 할 변인의 구조를 세분

화하여,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학교중심 교육

과정이 포괄해야 할 변인을 활동 유형(type of activity), 참여하는 사람

(people involved), 시간 관련(time commitment)으로 분류하고, 각 변인

에 4개의 하위 변인을 두어 총 64개의 세부 변인으로 구조화하였다.

이외에 Lewy는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다양한 비중앙집중형 교육과정

개발 패턴을 기술하는 총칭적 용어’로(정광순, 2003 재인용), 김춘일

(1993)은 ‘학교수준에서 교사가 중심이 되어 개발하고 활용하는 풀뿌리

교육과정’으로 규정하였다. 선행연구에 보여진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의미

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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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중심 교육과정은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과 함께 처음으로 6차 교육과정의 범

주에 포함되었다. 이후 7차 교육과정에서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학교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과정 편

성 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및 실태에 알맞

게 각 학교별로 마련한 ‘의도적인 교육 실천 계획(school program)’을

의미한다. 즉, 그 학교가 수용하고 있는 학생에게 책임지고 실현하여

야 할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관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 교육 과정이고, 특색 있는 당해 학교의 교육 설계도이며, 상세한

교육 운영 세부 실천 계획인 것이다(교육부, 1998).

또한 교육부(1998)는 학교 수준에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

야 할 필요성에 대해 다섯 가지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첫째, 교육의 효율

성(effectiveness)을 높이고자 한다. 전국 공통의 국가 교육과정을 획일적

으로 시행하는 것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하기

어려우며, 융통성 있는 운영과 적극적인 교수-학습의 상호작용이 효율적

일 수 없다. 둘째, 교육의 적합성(suitability)을 높이고자 한다. 지역이나

학교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

여 해당 학교의 교육 중점 사항을 설정하고 운영하여 학교 교육의 적합

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교원의 자율성(autonomy)과 전문성

(professional expertise)의 신장을 추구한다.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을 반

영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의 자율성이 발휘되도록 보장

해주어야 한다. 넷째, 교육의 다양성(varity)을 추구한다. 다섯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개개인의 적성, 능력, 흥미나

관심, 장래진로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해

야 하며, 이를 위해 학생의 특성 및 발달 단계에 알맞은 학교의 교육과

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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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학교중심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인 학교, 교사,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 실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생

각할 수 있다(교육부, 1998).

1.2 학교중심 교육과정 개발 절차 모형

학교중심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

는 만큼, 학교마다 설계과정 및 절차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즉,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 또한 한 가지 모형으로 획일화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손충

기, 2000). 다만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

어, 참고할 수 있는 사고 과정 및 활동의 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에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

선 과정에 대한 절차가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1998).

전체 단계는 크게 준비, 편성, 운영, 평가 및 조정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준비 단계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운영 위원회를 조직하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선행연구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위한 방향성 탐색 단계이다. 편성 단

계에서는 학교중심 교육과정 구성 방향 및 편성 기준을 토대로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편성하는 단계이다. 운영 단계에서는 확정한 학교

중심 교육과정을 실제 운영하며,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를 통해 학교 및

학생의 교육 목표 달성도를 확인하고,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

는 단계이다. 교육부(1998)가 제시한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개선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단계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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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개선 과정

(교육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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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은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민용성, 2008).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교육

부(1998)의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에 대한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시안 확정을 목표로 하여, 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선 과정보다는 교육과정의 편성 및 설계 과정에 초점을 두었

다. 따라서 교육부(1998)의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개선 과정

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분석’부터 ‘학교 교육 과정 시안 확정’까지의

수행에 초점을 두었으며, 중요 논의가 이루어진 단계를 중심으로 과정을

축소,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본 연구의 학교중심 교육과정 설계 절차

1.3 학교중심 교육과정 개발 요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절차 모형은 다양하지만, 교육과정 개발의 첫 단

계에서는 대부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인을 고려하고 그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절차 모형의 첫 단계로 Tyler는 ‘교육

목표 설정’, Taba는 ‘요구 진단’, Nicholls & Nicholls는 ‘상황분석’,

Walker는 ‘강령’, Skilbeck은 ‘상황분석’으로 시작한다(최화숙과 권낙원,

2010). 학자마다 첫 단계의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하게 교육과정 개

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을 다루면서, 요인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일반적인 교육과정 개발 모형과 마찬가지로, 학교중심 교육과정도 개

발과정의 첫 단계에서 개발 요인에 대한 탐색은 중요하다. 이에 대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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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에서 학교중심 교육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개발요인을 탐색

하였다(김춘일, 1993; 최병옥, 1998; 권낙원과 민용성, 2002; 정광순,

2003; 허숙, 2012; 곽영순, 2014; Brady, 1987; Ball & Cohen, 1996;

Hlebowitsh, 2005).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교사와 학생 등과 같은 인

적 요인,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및 각종 자료를 포함하는 내용 요인, 제

도 및 학교의 환경을 포함하는 환경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는 최화숙과 권낙원(2010)의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개발과정에서 고려해

야 할 요인의 분류 기준과 일치한다. 선행연구에 보여진 학교중심 교육

과정의 개발 요인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분류

기준
학자 학교 교육과정 개발 요인

인적

요인

김춘일(1993) 교사 집단의 주체적 참여 및 역할 강조

최병옥(1998)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강조

권낙원과

민용성(2002)

구성주의 관점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맥락적

(contextual) 특성 강조

김두정(2005)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의 요인으

로 학습자 요인 강조

Hlebowitsh

(2005)
학습자 특성, 교과의 가치 및 목적 측면 고려

내용

요인

정광순(2003) 교사의 교수내용지식과 실천적 지식 강조

민용성(2008) 국가 교육과정 기준 고려

Brady(1987) 활동 유형을 네 개의 하위변인으로 세분화

환경

요인

허숙(2012)

획일적인 교과서 제도 개선, 교육내용 분량의

적정화, 평가 체제의 개선 등과 같은 환경 요

인 강조

Ball &

Cohen(2006)
단위 학교의 상황

표 2.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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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요인은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

람 변인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다. 김춘일(1993)은 교육과정

을 교사와 학생의 만남을 이어주는 장으로 생각하여, 교육과정 편성 및

개발의 주체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최병옥(1998)은 ‘학교 교육과

정 편성・운영 체제에서의 교사의 참여와 역할’에서 교사를 ‘교육과정 개

발자’로 보고,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평가에서의 교사의 역할

에 대해 탐색하였다. 권낙원과 민용성(2002)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

교중심 교육과정 개발의 의의를 탐색하면서, 상황과 학습자의 제 특성에

대한 고려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김두정(2005), Hlebowitsh(2005)

역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할 점으로 제시하였다. 다양한 인적 요인 중

국내의 선행연구는 교사의 전문성 및 책무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학교중심 교육과정 개발의 인적 요인 가운데 교사의 의사결정권 정도가

가장 크고,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을 잘 이해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교육환경 및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권낙원과

민용성, 2002; 최화숙과 권낙원, 2010).

내용 요인은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각종 문서,

활동 및 자료를 포함한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교육의 기회 균등,

일정 수준의 유지, 중립성 확보 등의 면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교육부, 1994). 이런 측면에서 민용성(2008)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학교중심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의 지향점을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정

광순(2003)은 교사의 교수내용지식과 실천적 지식이 교육과정 설계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Brady(1987)는 학교중심 교육과정이 포함

해야 할 변인의 하나로 활동 유형(type of activity)을 제시하였는데, 이

를 4개의 하위변인으로 세분화하였다. 그 하위변인은 ‘기존의 교육과정

자료를 선택, 기존의 교육과정 자료를 적용, 새로운 자료를 고안, 새로운

자료를 작성’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요인은 제도, 학교의 환경 등에 대한 요인이다. 환경

요인과 관련해서 허숙(2012)은 교과서, 교육과정 및 평가 체제를 고려하

여 학교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B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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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1996)은 고려할 다양한 요인 중 학교의 상황 및 교육 시스템을

포함시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요인 중 인적

요인의 학습자의 특성, 내용 요인은 국가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과 내용,

환경 요인은 단위학교의 환경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성은 단위학

교에서 실제 구현할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과정을 이수할 학생 특성과 운영할 학교 그리고 교과 내용

이 중요하다. 선택한 개발 요소들은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

에 직접적인 요소들이며, 해당 요소들이 실제 학교 현장을 반영하지 못

하면, 설계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

문이다.

2. 학습진행과정(Learning Progression)

2.1 학습진행과정의 의미

학습진행과정은 학생들의 개념 변화에 대한 연구들로부터 발전되어 제

시된 개념이다(Salinas, 2009). 학습 진행 과정에 대한 초기 아이디어를

제공한 연구로, Brown(1996)은 학교, 학년과 나이에 따라 학습해 나갈

경로(pathway)를 뜻하는 의미로 ‘발달 통로(developmental corridor)’를

사용하였다. ‘발달 통로(developmental corridor)’의 관점에서 저학년의 학

생에게 소개된 개념은 학교 교육을 통해 발달적으로 정제, 정교화, 확장

될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Robets et al.(1997)은 구인에 대한 이해의 정

도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질적으로 구분되는 연속적

인 도식으로 ‘구인 지도(construct map)’을 제안하였으며, Claesgens et

al.(2002)는 시간에 따라 개인의 개념 변화를 측정하고 개념의 특징 및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상변화’에 대한 개념 변화를 목적으로 ‘Living by

Chemistry’ 프로젝트를 개발, 진행하였다.

개념 변화에 대한 초기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 학습진행과정은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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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었으며, 선행연구에서 정의된 학습진행

과정에 대한 의미는 표 3과 같다.

선행연구 정의

Masters & Forster

(1996)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전형적으로 따라가는

경로(path)에 대한 그림 전형적으로 발달해 가

는 순서에서 기능, 이해, 지식의 기술

Wilson & Berthental

(NRC, 2006)

학생들의 학습에서 다음으로 향하는 아이디어

에 대한 사고 방식이 연속적으로 더욱 복잡해

짐에 대한 기술: 더욱 전문적인 이해로 이동

하도록 단어나 개념을 배치

Roseman et al.

(2006)

초등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아이디

어의 순서

Smith et al.

(2006)

연구의 종합, 개념 분석을 기초로 내용영역 안

에서 사고가 연속적으로 더욱 복잡해지는 과

정의 기술

Duschl et al.

(NRC, 2007)

오랜 기간 동안 과제를 아이들이 배우고 과제

를 조사할 때 다른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주제

에 대한 사고가 연속적으로 더욱 복잡해지는

과정의 기술

Stevens et al.

(2007)

중요한 과학적 개념과 관련된 아이디어 사이

의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하도록 하기 위한 전

략적 순서

Flowers et al.

(2007)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반응을 일반화하면서

변해가거나 자신의 개념 이해를 일반화하도록

맞춰가는 학생들에 대한 기술

Merrit et al.

(2008)
점점 더 복잡해지는 아이디어

Mohan et al.

(2008)

더 높은 학년의 복잡성으로 발전해나가는 하

나 이상의 사고 과정

Alonzo & Steedle

(2008)

주어진 개념에 대한 학생 이해의 순차적인 기

술

표 3. 학습진행과정에 대한 정의(Salinas, 200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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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된 학습진행과정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은 2006년 National Research Council(NRC)의 Board of Testing and

Assessment가 발간한 보고서 Systems for State Science Assessment이

다. 이후 2009년 발간된 CPRE의 보고서 Learning Pogressions in

Science에서 학습진행과정의 의미가 공식적으로 진술되었다(맹승호 등,

2013). CPRE의 보고서에 기술된 학습진행과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과학의 핵심 개념(core concepts)과 과학적 설명 및 과학적 탐구

활동(Scientific inquiry practices)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이, 적절한

과학 교수 활동에 의해 어떻게 성숙되고 정교화 되는지에 대한, 경험

적 근거를 토대로 한 검증 가능한 가설이다.’(Corcoan et al., 2009)

Salinas(2009)는 학습진행과정의 의미에 대해 탐색한 다양한 선행연구

를 토대로, 학습진행과정의 공통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학습진행과정은 학습이 전형적으로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연

구에 기반하여 설명한다. 둘째, 규정된 학습의 영역에서 순차적인 발달을

함축한다. 즉, 내용의 범위를 규정하는 하부 시작점(lower anchor)과 상

부 도달점(upper anchor)이 있고, 그 사이의 단계별 내용(level)으로 구성

된다(NRC, 2007). 셋째, 학습을 예증하기 위해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 평

가를 토대로 학습자의 이해도가 높아지며, 이는 가설적으로 구성된 학습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가 된다. 넷째, 정해

진 시간 기간을 통해 일어난다. 다섯째, 빅아이디어(big idea) 또는 다른

학문 자료로부터 상호 연결된 요소 영역이 바탕이 된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학습발달과정을 주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힘과 운동, 탄소 순환과 같이 과학 교

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진행과정을 구성한

경우(Alonzo & Steedle, 2008; Mohan et al., 2009), 둘재, 모델링 또는

논증과 같이 영역 일반적인 과학 활동(science practices)을 핵심 내용으

로 선정하고 단계를 기술한 경우(Schwarz et al., 2009; Ber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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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eill; 2010; Bamberger & Davis, 2013), 셋째는 과학 핵심 개념과 과

학 활동을 연계하여 학습진행과정의 사례를 제시한 경우이다(Catley et

al., 2005; Smith et al., 2006). 현재까지의 선행연구가 구성 내용과 핵심

개념의 측면에서는 상이한 주제의 학습진행과정을 구성하였지만, 국가

기준의 과학교육과정의 단편을 다루고 대상 학년의 범위가 초등에서 중

등 수준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위와 같은 다

양한 선행연구의 결과물은 교육과정 개발자, 평가 개발자, 주 또는 국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집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Corcoran et

al., 2009).

2.2 교육과정 설계 프레임으로의 학습진행과정

과학 교과는 학년 간 개념의 수준과 위계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 누적되어 여러 상황에 전이 가능한 의미있는 학습 성과를 가져오

도록 구성되어야 한다(정진우 등, 1996; 이재봉 등, 2010; 이윤하 등,

2014). 하지만 이런 목표를 구현하기에는 현재의 교육과정 개발 및 설계

과정에 부족한 점들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교육과정이 주로 전문가의 논리

적 분석과 주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NRC, 2007; 이해명, 2003;

백남진, 2006). 이렇게 구성된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계를 가진다.

둘째, 전문가들이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과학 개념의 위계와 계열성에

대한 준거로 삼을 수 있는 지침이나 근거 자료가 부족한 편이다(이재봉

등, 2010). 과학 개념은 상-하위의 위계적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계열성

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준거로 삼을

수 있는 지침이나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이렇게 구성된 교육과정은 학

교에서 실제 수업을 계획하는 교사의 이해와 적용에도 어려움을 준다.

위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쟁점과 관련하여 학습진행과정은 교육과정

개발 및 설계 프레임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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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2007; Corcoran et al., 2009; 맹승호 등, 2013; 신남수 등, 2014).

첫째, 학습진행과정은 선행연구 및 평가에 의해 수집된 경험적 증거에

의해 타당화된다. 경험적 증거는 위계와 계열성에 대한 지침이나 근거

자료가 되며, 학생들의 개념 이해나 과학 활동에 필요한 피드백, 교수학

습 전략, 교수자료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이해에 기반한 경험적 증거의 축적은 학습진행과정의 지속적인 검증 및

수정을 가능하게 하며, 교육과정 개발 및 개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진단 및 형성 평가를 토대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이해 가능한

단계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단계별 접근은 어려운

과학 개념을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습자를 고려한 수

업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들로 인해 학습진행과정은 과학의 핵

심개념과 과학활동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의 진행 경로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교육과정과 평가를 제공하며, 효과적인 과학학습기회를 제공

한다.

결국 학습진행과정은 학습자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와 강도로, 어떤 정

해진 내용과 활동에 대해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려하며, 교육과

정 계획, 교수-학습 방법 및 활동, 평가를 체계적으로 연계한다는 점

(NRC, 2007; Corcoran et al., 2009; Duncan & Hmelo-Silver, 2009; 맹

승호 등, 2013; 신남수 등, 2014)에서 교육과정 설계의 새로운 프레임워

크로 기능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학습진행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학년

수준을 포괄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Smith et al., 2006; Merritt &

Krajcik, 2008; Stevens et al., 2013). 하지만 범위가 넓은 학습진행과정

은 연구 가능한 소규모의 학습진행과정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

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Smith et al., 2006; Alonzo & Steedle, 2008), 대

상 학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 및 수준으로

개발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에서 다루는 학년 또

는 단원 수준의 한정적인 주제 범위로도 학습진행과정의 개발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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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육과정 설계 모형

학습자의 이해 과정을 구체화하여, 학습진행과정 개발과정과 연계한

교육과정 설계 모형으로 구인중심설계(Construct-Centered Design, 이하

CCD)가 있다(Shin et al., 2010). Shin et al.(2010)에 의하면 CCD는 학

생이 학습하고, 교사 및 연구자가 평가하기 기대하는 구인(construct)에

초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설계하며, 설계 과정이 학습진행과정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진행과정의 개발을 활용한 교육과정 설계 과

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CCD 모형의 시작 단계인 구인(construct) 선택 및 구인 풀기 과정

(unpack construct)은 교육과정을 설계할 구인을 선정하고, 학생들이 학

습해야 할 요소들을 최소 단위로 쪼개는 과정이다. 이후, 학습요소

(claims)을 구성하고, 학습요소에 대한 학생 활동 및 평가를 구체화하며,

이를 토대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특히 CCD 모형에서 구인 풀기

과정(unpack construct)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대상 학년, 학습 주제,

학습 기간, 학생들의 선지식 및 대안적 개념, 구체적인 과학 내용 및 현

상 등과 같이 학생 및 학습 내용에 대한 고려 사항들이 구체화된다. 구

인 풀기 과정(unpack construct)을 통해 학습진행과정에서 학생들이 최

종적으로 도달하길 기대하는 기준(end point) 및 시작점(start point), 그

리고 각 단계별 내용(level of LPs)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다. CCD의 모형과 학습진행과정의 관계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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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습진행과정과 구인중심설계의 관계

(Shin et al., 2010)

본 연구는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에 대한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원리로 학습진행과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학습진행과정의 특성

및 요소가 반영된 CCD 모형을 수정, 변형하여 본 연구의 교육과정 설계

모형을 구성하였다. 특히 단원의 학습 내용에 대한 학습진행과정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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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중심 교육과정 설계의 우선과제로 고려하여, CCD모형의 구인 선택

부터 학생 활동(evidence) 구체화 단계의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각 단계의 명칭은 국내의 교육과정 및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형

하였으며, ‘학생 활동(evidence) 구체화’는 수준별 학습을 위한 사전 평가

구성 단계로 대체하였다. 본 연구의 학교중심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구

체적 단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본 연구의 수준별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절차

3. 상태 변화와 분자 운동

3.1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연계성

중학교 1학년의 ‘상태 변화와 분자 운동’ 단원은 기체 분자의 운동에

따른 현상과 상태 변화에서 관찰되는 여러 특성을 분자적 관점에서 다루

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 단원의 학습은 시기적으로 초등학교

3～4 학년군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설정된 ‘과학’과

고등학교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과학 과목들의 중간에 위치한다.

학습 시기적인 특성은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학습 내용에 반영되

어, 중학교의 ‘과학’ 학습 내용은 거시 세계의 현상을 위주로 물질의 물

리적 성질 및 겉보기 성질을 다루는 초등학교와 미시적 입자관을 다루는

고등학교의 학습 내용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백성혜 등, 2000).

국가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의 학습

내용은 크게 두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은 관찰 가능한 현상 측

면과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 개념의 측면으로 설정하였으며, 분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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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단원의 학습 내용은 현상 측면의 ‘물질의 상태 및 상태 변화’와 과

학 개념 측면의 ‘물질의 입자성 및 분자 운동’ 두 부분으로 분류하였다.

각 영역에 대한 교육과정 상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의 상태 및 상태 변화’ 부분은 초등학교 3~4학년 군의 ‘물체

와 물질’ 단원에서 고체, 액체 기체를 물체와 물질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

는 내용의 학습에서 처음 시작된다. ‘액체와 기체’ 단원에서는 무게 또는

부피 측정 활동을 액체와 기체 상태에 대해 학습하며, ‘물의 상태 변화’

단원에서 학생들이 친숙한 물을 이용하여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는 조건

및 특징에 대해 학습한다. 초등학교 5～6학년 군에서는 학생들이 학습

하는 ‘여러 가지 기체’ 단원으로 이어진다. 해당 단원에서 학생들은 기체

의 성질을 입자적 관점에서 학습하며,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

를 정성적으로 학습한다. 초등학교에서 학습하는 물질의 상태 및 상태

변화 관련 단원은 대체로 물질의 상태 및 상태 변화에 대한 현상적, 정

성적 관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후, 중학교 1학년 ‘분자 운동과 상

태 변화’ 단원에서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학습 내용을 종합함과

동시에, 각 현상을 분자 배열, 분자 운동과 같은 미시적 입자 관점으로

학습한다.

둘째, ‘물질의 입자성 및 분자 운동’ 부분은 초등학교 5～6학년 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용해와 용액’, ‘여러 가지 기체’ 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입자’ 개념은 중학교 1학년 ‘열과 우리 생활’,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에서 ‘분자’ 개념으로 심화, 확장되며, 중학교 2학년 ‘물질의 구

성’ 단원에서 원자, 원소, 이온 개념으로 더욱 심화된다. 분자 운동은 중

학교 1학년의 두 단원에서 온도, 증발 및 확산, 기체의 특성 및 상태 변

화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다.

‘분자운동과 상태변화’ 단원의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공통 교육과정 내

의 교육과정 연계성은 아래의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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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의 교육과정 연계성

(교육과학기술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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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생들의 오개념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완

전한 개념 또는 오개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중학생들의 오개념을 교육과정 분류 기준에 따라 물

질의 상태 및 상태 변화, 물질의 입자성 및 분자 운동 측면에서 분석하

였다.

물질의 상태와 관련한 학생들의 오개념으로 김선경 등(2007)의 물질의

상태에 관한 중・고등학생들의 분류 기준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많은

학생들이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한 분류 기준으로 중학교에서 배운

분자 배열, 분자 운동과 같은 미시적 개념보다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관찰 가능한 특성 수준을 사용한다. 특히 학생들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 기체 상태에 대한 다양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기체 상태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데 한계가 있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으

로 보고되고 있다(강태정, 2000; 신동로와 이강님, 2005; 김선경 등,

2007). 따라서 기체 상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미시적 입자 개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Stavy, 1988; Johnson, 1998a).

신동로와 이강님(2005)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들은 물질의 상태 변화

에 대한 다양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으로

는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질량 또는 그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는 생각, 물

질의 상태가 변할 때 열이 흡수되거나 방출됨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있다. 특히 최경숙(2003)의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의 물질의 상태 및 상

태 변화에 대한 개념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의 관

계에 대한 이해도가 특히 낮았다. 상태 변화 전・후의 성질 변화, 질량 보
존, 부피 변화, 분자의 배열 상태, 상태 변화의 원인으로의 열의 흡수와 방

출에 대한 개념 형성 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 상태 변화의 원인으로의 열

의 흡수와 방출에 대한 개념 형성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의 입자성 및 분자 운동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은 다양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분자들이 그 상태의 거시적 특징을 그대로 나타



- 25 -

낸다고 생각하는 불완전한 미시적 입자 개념을 가지고 있다. 물질의 상

태에 대해서는 고체와 기체 상태에 대한 오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액체는 고체와 기체 상태의 중간 형태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상태 변화 과정에서는 입자의 모양과 크기 또는 입자 수가 변한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학생들의 오개념을 물질의 상태 및 상태 변화의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4와 같다(Johnson, 1998b; 안상면, 1993; 박

인숙과 강순희, 2009; 정지영, 2009; 구선아, 2010; 박지애 외, 2010).

- 분자들은 그 상태의 거시적 특성을 그대로 나타낸다.

고체

상태는

분자들이 가득 차 있다.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없다.

입자들 사이에는 공기나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

추워서 입자들이 붙어 있다.

분자들이 운동하지 않는다.

액체

상태는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고체와 기체 상태의 중간 정도이다.

입자들 사이에는 공기나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

기체

상태는

분자들이 상자의 위에 분포한다.

입자들 사이에는 공기나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

입자가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공기 이외의 기체 입자는 공기나 습기 등의 매개물에 의해

서 운동이 가능하다.

상태

변화

관련

오개념

상태 변화 전과 후의 입자의 모양과 크기 또는 입자 수가

변한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열기 또는 냉기의 이동 때문

이다.(열의 개념을 가시적인 물질적 실체로 이해)

표 4.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 관련 학생들의 오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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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단원 관련 학습진행과정

Stevens et al.(2013)은 물질의 본성에 대한 학습 진행 과정을 개발하

였다. 개발된 학습 진행 과정은 전체 여덟 개의 핵심 아이디어에 대하여

구성하였는데, 여덟 개의 핵심 아이디어는 ‘보존, 성질/주기성, 물체와 물

질, 원자 구조, 운동론, 힘, 에너지, 안정성과 변화이다. 각 핵심 아이디어

에 대하여 하부 시작점(Lower Anchor, 이하 LA)부터 Level 5 또는 그

이상(beyond the LP)까지 6～7 수준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각 수준을 국

내의 교육내용과 비교하면 초등학교(LA～Level 2), 중등학교(Level 2～

Level 4), 대학교 또는 그 이상의 수준(Level 5 이상)까지 화학 학습의

전체 수준을 포함하여 학습 진행 과정을 개발하였다.

Smith et al.(2006)은 ‘물질’ 분야에서 미국의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충

족시키는 학습 진행 과정을 제시하였는데, 원자-분자 이론(atomic

molecular theory)에 대해 세 개의 빅아이디어를 K-2에서 K-8까지 3개

의 학년 군으로 레벨을 나누어 구성하였다. 세 개의 빅아이디어 중 두

개가 과학 내용과 관련된 빅아이디어로, ‘물체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성질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와 ‘물체가 변형될 때 무엇이 보존되

고 무엇이 변하는가?’에 대한 두 개의 주요 질문에 대한 응답 형태로 빅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개발한 학습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학년군에 따

라 물질의 이해에 대한 수준은 깊어지도록 구조화하였는데, 단순히 선개

념과 선경험을 이용하고 반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

까지 확장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Merritt & Krajcik(2008)은 물질의 입자적 본성에 대한 거시적 현상을

입자적 아이디어로 설명하는 8주간의 교육과정 진행 경험과 선행 연구,

과학적 논리를 토대로 물질의 입자 모델에 대한 학습 진행 과정을 개발

하였다. 학습 진행 과정은 Level 0부터 Level 6까지 일곱 단계로 구성되

어 있는데, Level 0는 학생들의 응답이 없거나 터무늬 없는 경우, Level

1은 현상을 그대로 말 또는 그림으로 모사하는 수준, Level 2는 입자에

대한 개념이 없는 연속적 물질관, Level 3는 입자적 생각과 연속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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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Level 0부터 Level 3까지는 연속적 물질관

또는 불완전한 입자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주로 국내 교육과정

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서 기대되는 응답 수준이다.

Level 4부터 Level 6까지는 기본적인 입자적 개념이 점점 심화되는 수

준으로, 국내 교육과정의 중학교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응답 수준으로 구

성되어 있다. Level 4는 물질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음을 알고, Level 5는 모든 물질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입자

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며, 입자가 운동하고 있음을 안다. 마지막으로

Level 6는 Level 5의 이해 수준이 심화되어, 입자가 원자/분자로 되어

있으며 입자의 운동이 임의 운동(random motion)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발된 학습 진행 과정에서, 국내의 중학교 1학년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에서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물질의 입자 모델의 수준

은 Level 5 정도이며, 단원 학습 내용의 전・후 연계성을 고려할 때,

Level 3부터 Level 6까지 학교중심 교육과정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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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문제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생

각해 볼 수 있다. 각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 방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하였다.

첫 단계의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방향성 도출 과정은 교육부

(1998)의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개선 과정’(그림 1)을 수정, 변형

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기초 조사 과정에서는 단위학교의 환경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학교교육 계획서’와 ‘교육정보 공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교내 평가 및 국가 수

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였다. 학교

와 학생을 고려한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 학교에 적합한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방향을 도출하였다.

교육과정 개발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하면 인적요인(교

사, 학습자, 학부모 등), 내용요인(교과 활동, 교과 외 활동 등), 환경요인

(학교 내 환경, 학교 외 환경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최화숙과 권낙원,

2010),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교사 및 학습자 요소

를 강조한 연구들이 많았다(곽영순, 2014; 권낙원과 민용성, 2002; 등).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학교에서 실시할 과학과목의 교육과정 설계에 목적

을 두기 때문에, 학생의 특성, 국가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 학교의 환경

및 요구에 주목하였다. 특히 설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은 편성한 교육과정

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손충기, 2000), 단위학교의 환경 및 여건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학습자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하더라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단위학교의 상황이 이를 구현하기에 적

합하지 않다면 그 효과는 미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학교의 환경 및 여건, 학습자 수준 등을 고려하고, 이를 토대로 학

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방향 및 원리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방향 및 원리를 토대로

중학교 1학년 과학의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을 선정하여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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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본 과정은 학습진행과정을 이용한

교육과정 설계의 특성 상, CCD 모형(그림 3)을 수정, 변형하여 사용하였

다. CCD 모형의 전체 단계 중 LP 구성에 관련되는 ‘구인 선택’부터 ‘학

생활동 구체화’ 단계까지의 과정을 수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사용하는 용

어는 국내 교육과정, 선행연구, 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인

(construct)를 핵심 아이디어(core idea), 클레임(claims)를 학습요소로 대

체하였다.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의 교육과정 설계 과정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과학교육 전문가 1인, 교육공학 전문가 1인, 화학 전공 중등학

교 현직 교사 2인의 주 1회 논의 과정을 통해 진행하였다. 설계 과정에

서 국가 교육과정, 선행연구, 과학적 논리 및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경험

등 다각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1차적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

과정을 운영할 학교의 중학교 1학년 과학 담당 교사 2인과 논의를 진행

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설계한 교육과정이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수

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 과정

을 거쳐 ‘분자운동과 상태변화’ 단원에 대한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설계하

였다. 설계한 교육과정은 학습진행과정 형태로 개발되었으며, 개발한 학

습진행과정이 어떻게 수준별 학습을 구현하는지 탐색하였다.

세부적인 연구 절차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 30 -

그림 6.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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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학교중심 교육과정 설계 방향성 도출

1.1 요인 분석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첫 단계로, 단위학교 및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학교중심 교육과정 개발 절차 모형에 대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연구자별로 개발 절차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개발 요인

에 대한 고려와 필요성에 대한 탐색이 첫 단계에서 이루어진다(최화숙과

권낙, 2010).

연구를 진행할 학교는 2008년에 개교한 중학교로, 경기도 분당에 위치

해 있으며,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라는 목표 아래 학교 차

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

과 교실을 이용한 학급내 수준별 수업, N+1 학급내 수준별 수업(수학,

영어, 과학), 교과 기초학습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

(선후배 멘토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배움중

심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교내 교사 중심의 연수 및 연구 동아리

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개교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

지만, 교육과정 자율화 최우수교(2009),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최우수

교(2010), NTTP1) 배움과 실천 공동체 운영 우수교(2011～2012) 등 교육

과정 운영 및 교내 교사 연구 활동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2014년 학교가 운영하는 특색사업으로는 ‘교육부 요청 디지털교과서

분야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스마트 패드

및 네트워크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교육 및

1) 경기도 교육청의 ‘새로운 교사 연수 프로그램(New Teachers Training Program)’: 교

사가 교육의 본질인 교육과정, 교수학습・평가 및 학생 상담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

도록 기존의 교원 연수 체제를 교사 생애 단계별 맞춤형 연수 체제로 재구조화한 경

기도 교육청의 신개념 교원역량강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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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과서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학교의 1차년도 목표로

중학교 1학년 사회,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및 전교과 스마트 환경

적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디지털교과서를 연계하여 자기주

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습환경 구축을 목표하고 있다.

학습자의 특성, 선지식, 발달특성, 요구 등과 같은 요소들은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김두정, 2005;

Hlebowitsh, 2005). 다양한 학습자의 요소 중,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자료를 참고하였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자료를 통해, 과학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수준을 가늠하고 교육과정 설계의 수준 및 방

향성을 탐색하였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학교의 정기고사와 국가수준

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교육과정 운영의 대상이 2014년 중학

교 1학년 학생이기에, 해당 학생들의 성취도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였

다. 이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를 입학하는 학생의 수준이 유사

할 것이라 가정하여 다른 학년도 및 학년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활

용한 평가 결과 자료는 2013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과학 정기고사(그

림 7) 및 2012년～2013년 중학교 3학년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

과학 과목의 평가 결과(그림 8)이다.

1학기

(평균: 77.2, 표준편차: 12.9)

2학기

(평균: 75.7, 표준편차: 15.4)

그림 7. 2013학년도 1학년 정기고사 성취도별 분포비율

(응시인원: 2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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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응시인원: 269명) 2012년(응시인원: 262명)

그림 8. 2011～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과학 평가 결과

(대상: 중학교 3학년)

정기고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취수준이 한 쪽 등급에 편향되지 않고

고루 퍼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D, E 등급 이하의 학생이 약 25

% 이상으로 중학교 3학년 대상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학력

및 기초학력 미달 비율과 비슷하다. 즉, 학교의 학생들은 학업성취 수준

이 비교적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특정 성취수준을 가지는 학생들의 목

표 집단을 염두해두고 교육과정을 설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즉,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존재하며,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

하다.

학교의 환경 및 학습자를 고려하여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성에 시사점

을 주는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내 교사들의 활발한 연수

및 교육 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교사들은 수준별 수업을 위

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

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스마트교육이 가능한 환경, 시설이 구축되어 있으

며, 2014년 중학교 1학년 과학과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셋째, 학생들은 학업 성취 수준의 편차가 크고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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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방향 및 원리

기초 조사를 통해 발견된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요인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설계 방향을 ‘디지털교과서 환경을 고려한 수준별 학습의 구

현’으로 설정하였다. 교내에 구비되어 있는 스마트 패드, 전자칠판, 네트

워크 환경과 같은 스마트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로 구현하

기에 적합한 교육과정 설계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수업시간 뿐 아니라

방과후 및 가정에서도, 스마트환경의 장점을 살리며 학생들의 성취수준

을 고려하여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교육과정

을 설계하려 한다. 교육과정 설계 과정에는 학교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염두하여 학교의 과학교사가 참여한다. 특히, 대상 학교에는 과학과 수석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설계 과정 및

운영에 과학 교사들이 적극 참여하였다.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학습진행과정을 이용

한다. 학습진행과정은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경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신남수 등(2014)에 따르면 학습진행과정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정은 학생들에게 주요 개념을 이해 가능한 단계나 수준으로 제공하여,

복잡한 과학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학습진행과정에서 학생들

이 학습하는 경로는 하나의 경로를 가정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하나의

획일적인 과정을 강요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실행 가능한 경로를 설정한

다(Duncan & Hmelo-Silver, 2009). 이러한 학습진행과정의 가정 및 특

성은 개별화 학습 및 수준별 학습의 실현에 유용한 도구이기에, 본 연구

의 교육과정 설계 원리로 활용하였다. 특히 특정 학년 또는 특정 단원을

토대로 구성된 학습진행과정은 교실 수업에서 교사에게 개별 학생 또는

수준별 집단의 이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좁은 범위의

학습발달과정은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줄 수 있

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 수준별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개발이

가능한 측면에서 유용하다(Alonzo & Steedle, 2009).

학습진행과정은 스마트 환경의 수업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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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실 수업에서 학습진행과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평가 및 형성평가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발달 수준을 단계별로 추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교사는 학생들의 개념 이해나 과학

활동에 필요한 피드백, 교수학습 전략, 교수자료 개발 및 학습진행과정의

수정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신남수 등, 2014).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서는

교수-학습과 평가의 실시간적 상호작용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스마트

환경에서는 학생들의 응답에 대한 실시간 확인 및 자동 피드백, 수준별

학습경로 유도, 학습과정 및 경로 자동 기록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

다. 이런 점은 학습진행과정으로 구성한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준별 학습의

제공 및 스마트환경의 활용이라는 두 측면을 고려하여, 학습진행과정의

구성으로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교육과정 개발 단원은 중학교 1학년 과학의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으로 결정하였다.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은 초등학교 5～6학

년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입자 개념을 발전시켜, 물질을 미시적 입자인

분자 개념으로 도입 및 확장시키는 단원이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미시세계 입자관 중심의 학습을 위한 준비 단계로, 물질의 이해에 있어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학습 단원이다(백성혜, 2000).

본 단원을 설정한 이유는 학생들이 본 단원을 학습할 때 가시적인 개

념이 도입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표상을 이용한 모델링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입자, 분자, 원자 등을 가시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과학

활동이다(신남수 등, 2014). 따라서 미시적 입자인 분자 개념이 도입되는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은 다양한 과학 활동 중 표상 및 모델링 활

동을 이용하여 분자 및 분자 운동 개념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

지만 학생들은 본 단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태희 등(2007)은 모델을 학생들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개념

이 생성되고,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델

의 특성과 더불어, 학생들이 입자 모델에 대한 학습을 어려워하는 이유

로 Merritt & Krajcik(2008)은 전통적 교육의 방식에서 찾았다.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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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는 학습 내용을 학생들에게 단순히 제시할 뿐 생각을 발전시키

기 위한 도움이 부족하고, 학습한 내용으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적용

할 기회가 적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물질

의 입자성’과 관련한 다양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어 있으며

(안상면, 1993; 박인숙과 강순희, 2009; 구선아, 2010; 박지애 등, 2010),

개념 이해 수준과 표상 이해 과정이 불완전하게 진행되고 있음도 보고되

었다(신남수 등,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자 및 분자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을 교육과정 설계 단원을 선

정하고, ‘모델 및 모델링 위주의 학생 중심 활동’을 학습 단원 전체에 적

용할 과학 활동으로 결정하였다. 디지털교과서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자료(그림 및 사진, 동영상, 증강현실 등)를 사용하고, 학생들이 직접 자

신의 모델을 구성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다.

논의점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에 대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교과서 구현을 목적으로

학습진행과정을 활용하여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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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의 교육과정 설계 사

례

수준별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학습 진행 과정 설계의 절

차에서 ‘핵심 아이디어(core idea) 도출’부터 ‘학습요소의 계열화’까지의

과정은 분리되어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다. 구인 풀기 과정(unpack

construct)을 하면서, 각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의 과정에

상호 영향을 주며 순차적이지 않게 일어나기도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는 연구과정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 연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특징을 중심으로 각 단계를 분리하여 기술하였다.

2.1 핵심 아이디어 도출

우선 수행해야 하는 과정은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의 핵심 아이

디어 도출이다.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각 단원의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을

통해 학생이 해당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과학적 개념 및 성취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2011)의 ‘분자 운동과 상태 변

화’ 단원에서 제시하는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증발 또는 확산 현상을 통하여 분자가 운동하고 있음을 알고, 모형을

이용하여 분자 운동을 설명한다.

㈏ 압력과 기체의 부피의 관계를 실험 또는 자료 해석으로 알아내고, 압력

변화에 따른 기체 분자의 배열 및 운동 상태 변화를 분자 모형으로 설

명한다.

㈐ 온도와 기체의 부피의 관계를 실험 또는 자료 해석으로 알아내고, 온도

변화에 따른 기체 분자의 배열 및 운동 상태 변화를 분자 모형으로 설

명한다.

㈑ 여러 가지 물질의 융해, 응고, 액화, 기화, 승화 현상을 관찰하고, 상태

변화가 물리적 변화임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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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변화에서 관찰되는 현상적 변화를 분자 모형을 이용하여 분자 배

열의 차이로 설명한다.

㈓ 상태 변화 과정에서 온도 변화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상태 변화와 열에

너지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 상태에 따른 분자 배열의 차이와 열에너지 관계를 분자 운동으로 설명

한다.

학교중심 교육과정 설계의 첫 단계로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을 학습 개념, 과학 활동, 과학적

현상으로 세분화하였다. ‘과학 개념’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성취하기

를 기대하는 본 단원의 핵심 아이디어로, 본 단원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개념

으로 화학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개념이다. ‘과학 활동’은 과학 개념을 학습

해 나가는 과학적 도구 및 방법으로 구분하고, 마지막으로 ‘과학 현상’은 과학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자연 현상으로 구분하였다.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에서 다루는 ‘과학 개념’, ‘과학 활

동’, ‘과학 현상’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의

과학 활동, 과학 개념, 과학 현상



- 39 -

세 영역은 국가 교육과정 상에 분리되어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교육

상황에서도 개별 영역을 분리하여 교육하기 보다는, 상호 관련성을 토대로 함

께 다루어진다. 단,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를 통해 구성할 학습진행과정은

학생들의 학습내용 및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목적에 두었다. 이에 핵심

아이디어를 과학 개념 위주로 설정하여 구성하였으며, 핵심 아이디어의 구체

적인 학습요소 구성에 과학 현상을 과학 개념에 접목하여 학습진행과정을 구

성하였다. 과학 활동은 설계된 학습진행과정을 토대로 교수-학습 자료를 구성

하는 상황에서 반영하도록 계획하였다.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학 개념은 교과서에 과학 활동 및 과학 현상과

접목되어 교수-학습 자료로 구현되어 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분자 운동

과 상태변화’ 단원의 일곱 개의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이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과정 분석과 병행하여 다섯 종의 중

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신영준 등, 2013; 이규석 등, 2013; 이면우 등, 2013;

이문원 등, 2013; 임태훈 등, 2013)를 참고하였다.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모든

교과서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한 다섯 개의 과학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

으며, 추가로 교육과정에 기술되지 않은 물질의 상태 및 상태 변화에서 분자

사이의 인력을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가 4종(신영준 등, 2013; 이규석 등, 2013;

이면우 등, 2013; 이문원 등, 2013)에 달한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에 기술되

지는 않았지만, 분자 사이의 힘은 학생들이 분자 배열, 분자 운동과 함께 물질

의 입자성에 대한 포괄적 이해에 도움이 되며, 이후의 화학 학습에서도 중요

하게 학습해야 할 과학 개념으로 고려하였다.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하고 성취하기를 기대

하는 과학 개념은 물질의 입자성과 관련된 분자, 분자 배열, 분자 운동 및 분

자 사이의 힘, 상태 변화를 통해 학습하는 물리적 변화, 그리고 상태 변화 과

정에서의 열에너지 변화이다.

국가 교육과정의 분석과 병행하여, 학습진행과정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핵심

아이디어를 참고하였다. Stevens et al.(2013)은 ‘물질의 본성’에 대한 학습진

행과정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대학교 또는 그 이상까지의 수준을 고려하여,

하부 시작점부터 Level 5까지 구성하였다. ‘물질의 본성’에 대하여 ‘보존,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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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성, 물체와 물질, 원자 구조, 운동론, 힘, 에너지, 안정성과 변화’으로 총

여덟 개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Stevens et al.(2013)의 선행연구와 국가 교육과정을 분석한 핵심 아이디어

는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으며, 보존, 물체와 물질, 운동론, 힘, 에너지이다. 한

단원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로 사용하기에는 각 핵심 아이디어의 범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 주제의 범위 및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이

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 핵심 아이디어의 용어를 일부 수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 최종적으로 도출한 핵심 아이디어는 ‘물질과 물체’, ‘보존’, ‘분자 사이의

힘’, ‘분자 운동’,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이다.

첫째, ‘물질과 물체’는 국가 교육과정의 분자 및 분자 배열 개념을 포함하며,

거시적 현상 위주로 학습한 초등학교 과정의 물질과 물체에 대한 학습을 확장

한다. 미시적 입자 개념인 분자에 대한 이해는 물질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

는 화학의 학습에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이다.

둘째, ‘보존’은 물리적 변화의 이해를 위해 상태 변화 과정에서 질량의 변

화가 없음을 학습한다. 이 개념은 추후 학습할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

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등의 도입 역할을 하며, 과학 전 분야에서 중요

한 아이디어이다.

셋째, ‘분자 사이의 힘’은 분자 배열, 분자 운동과 함께 미시적 입자 개념의

이해를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이다. 이번 단원에서 상태 및 상태 변화를 ‘분자

사이의 힘’으로 설명하는 경험은 화학의 후속 학습에서 화학 Ⅰ의 ‘화학 결합’,

화학 Ⅱ의 ‘물질의 상태’ 단원의 화학 결합과 분산력, 수소결합 등의 학습으로

이어진다.

넷째, ‘분자 운동’은 단원명에 제시되어 있듯이, 이번 단원에서 분명하고 자

세하게 다루어야 할 핵심 아이디어(coe idea)이며,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변

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이후 학습에서 기체 분자 운동론, 화학 반응 속도 등

의 학습을 포괄하는 중요한 아이디어이다.

마지막 핵심 아이디어(core idea)는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이다. 에너지는

물리, 화학 현상 뿐 만 아니라 생명 현상, 우주의 탄생과 기원 등 많은 분야와

관련된 개념이다. 특히 화학에서의 다양한 물리, 화학적 변화에는 에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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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수반되기에, 에너지에 대한 이해는 물리 변화 및 화학 반응의 이해에

필수적인 아이디어이다.

2.2 핵심 아이디어의 학습요소

이번 단계에서는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에서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각각의 핵심 아이디어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요소를 세분화하여 구성

하였다. 핵심 아이디어의 개별 학습요소는 본 단원에서 학생들이 학습해

야 할 과학적 개념을 문장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학습진행과정 구성의

토대가 된다. 핵심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학습요소 구성을 위해 국가 교

육과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교과서 및 학생들의 개념에 대한 선

행연구를 참고하였다.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 상,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은 4주동안 학

습이 이루어진다. 일주일에 과학의 수업 시수가 3시간임을 고려할 때, 단

원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12 차시이다. 핵심 아이디어의 학습요소

도출 과정에서 개별 학습요소를 1차시의 수업으로 구성하도록 계획하였

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로 구현한 학습 자료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첫 시간은 디지털 학습 자료의 소개 및 활용 방법 등에 대한 디지

털 소양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학습

요소를 11개로 추출하였으며, 각 핵심 아이디어에 따른 구체적인 학습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물질과 물체

‘물질과 물체’에서는 분자 및 분자 배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물질의 상

태 및 상태 변화 현상과 연결하여 전체 세 개의 학습 요소를 도출하였

다. 세 개의 학습 요소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분자 배열이 다르다.’, ‘분

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분자들 사이에 빈공

간이 존재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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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상태에 따라 분자 배열이 다르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관찰 가능한 특성

에 기초하여 학습하였으며, 초등학교 6학년의 ‘여러 가지 기체’ 단원에서

는 입자적 관점에서 기체의 성질에 대하여 다룬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의 학습 내용을 확장하여,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및 상태 변화에 대한 미시적 입자 개념을 학습하며, 여기에 분자

배열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이는 국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선정한

중학교 핵심 성취기준(교육부, 2013)에도 명시하고 있다. ‘분자 운동과 상

태 변화’ 단원은 전체 13개의 성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분자 모형 그림으로 나타내고, 상태 변화에서 일어나는 현

상을 분자 배열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그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관련 내용을 학습한 이후에도, ‘고체 상태는 분자들이

가득 차 있다.’, ‘액체 상태는 분자 간 거리가 고체와 기체 상태의 중간

정도이다.’, ‘기체 상태에서 분자들은 상자의 위에 분포한다.’처럼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분자 배열 및 분포에 대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구선

아, 2010; 박지애 등, 2010).

국가 교육과정 및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본 학습 요소에서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한 분자 배열과 세 상태의 분자 배열의 차이를 학습한

다. 또한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관찰 가능한 특성과 분자 배열의 관계

를 통해 거시적 물질 개념이 미시적 입자 개념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한

다.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중학교 1학년 과학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도입된 입자 개념이 확장, 심

화되어 분자 용어가 도입된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분자 개념의 이해에

대한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은 없지만, 교육과정이 교과서로 구현되는 과

정에서 용어의 설명 및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관련 단원을 학습한

이후에도 물질에 대한 미시적 개념의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안상면, 1993; 김선경 등, 2007; 박인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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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희, 2009; 구선아, 2010; 박지애 등, 2010), 분자 개념에 대한 명시적

소개 및 학습이 필요하다.

이번 단원에서는 미시적 입자 개념의 학습을 위한 도구로 분자 모형을

사용한다. 모형은 실제의 특성 일부를 반영함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

을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은 다양한 오개념을

가질 수 있다(Chi et al., 1994; 신남수 등, 2014). 즉, 분자 모형에 대한

특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선행될 때, 단원의 학습에서 설정한 과학

활동인 모델 및 모델링 과정에서 오개념의 생성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

서 분자의 개념과 함께 분자 모형의 특성 및 활용, 실제와 모형의 관계

를 본 학습 요소에 포함하였다.

‘분자들 사이에 빈공간이 존재한다.’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분자 모형을 다룰 때, 분자 이외의 공간

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입자들 사이가 진공

이라는 개념의 이해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학생들은 고체 입자들 사이

에 빈 공간이 없다거나, 또는 공기와 같은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안상면, 1993; 박인숙과 강순희, 2008). 국가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분자 배열 및 분자 모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

해서 분자 모형에서 분자 이외의 공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학습 요소

로 구성하였다.

2) 보존

‘보존’에서는 물질의 상태 변화 전과 후의 질량 변화가 없음을 통해 물

리적 변화의 이해를 목표하며, 하나의 학습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상태변화에서 질량과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이다.

‘상태변화에서 질량과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보존’은 용어의 의미 자체에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한 현상을 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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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학습 요소는 교육부(2013)의 성취 기

준에서 ‘여러 가지 물질의 융해, 응고, 액화, 기화, 승화 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용어로 표현하며 각각의 예를 제시할 수 있다.’와 ‘물리적 변화의

의미를 알고, 상태 변화가 물리적 변화임을 설명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3～4학년 군의 ‘물의 상태 변화’ 단원에서

관련 내용이 처음 다루어진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물의 상태 변화’

단원에서는 주변에서 상태 변화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 물질인

물을 통해 상태가 변할 때 무게와 부피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상

태 변화 전・후에 질량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다. 초등학교에서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에서는 물의 상태 변화를

일반화하여 물질의 상태 변화 과정에서 질량의 변화가 없음을 분자적 관

점에서 학습한다.

상태 변화가 물리적 변화임을 설명하기 위한 교육부(2013)의 성취 기

준을 도달하기 위해, 본 학습 요소에 상태 변화 과정에서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단, 상태 변화라는

하나의 물리적 변화를 통해 물리적 변화의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

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물리적 변화의 일반적 의미는 중학교 3학

년의 ‘화학 변화의 규칙성’ 단원에서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를 비교

하는 과정을 통해 더 분명해 질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의점들을 통해 상태 변화 전・후로 질량과 성질이 변하지

않음을 분자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 요소를 도출하였다.

3) 분자 사이의 힘

‘분자 사이의 힘’은 국가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 성취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이 물질의 상태 및

상태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학습 연계성

을 고려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물질의 입자성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서 분자들 사이의 힘, 그리고 분자



- 45 -

운동, 분자 배열과 분자들 사이의 힘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하여 두

개의 학습 요소를 구성하였고 각각 ‘분자들 사이의 힘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분자들 사이의 힘은 분자 운동과 분자 배열에 영향을 준

다.’이다.

‘분자들 사이의 힘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따라 분자들 사이의 힘이 다름에 대해 학습한

다. 본 학습 내용은 국가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교과

서에서 분자 사이의 힘과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신영준 등, 2013; 이규석 등, 2013; 이면우 등, 2013; 이문원 등,

2013). 특히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분자들 사이의 힘의 관계를 비교하

기 위해, 세 가지 상태에 따른 분자들 사이의 힘을 동일한 물질을 이용

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고체 상태의 물질을 가열하면서 액

체, 기체로 변함에 따라 분자들 사이의 힘이 변하는 것을 통해, 열에너지

에 의해 분자들 사이의 힘이 변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분자들 사이의 힘은 분자 운동과 분자 배열에 영향을 준다.’

‘분자 사이의 힘’의 두 학습 요소에서는 활용하는 과학 현상을 다양하

게 제시하여 핵심 아이디어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측

면에서 앞의 학습 요소가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동일 물질

의 상태에 따른 분자 사이의 힘 비교에 주목하였다면, 본 학습 요소에서

는 같은 온도에서 서로 다른 물질들이 상태가 다른 이유를 분자 사이의

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도록 현상과 예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원에

서 학습하는 분자 배열, 분자 운동을 포함하여, 물질의 입자성의 다양한

특성을 연결시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 분자 운동

‘분자 운동’은 단원명에서 드러나듯이, 본 단원에서 다룰 다섯 개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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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아이디어 중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이다. 학생들은 물질의 상태 및 상

태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분자 운동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이해하

기를 기대받는다. 단원의 학습을 통해 분자의 운동 특성에 대한 이해 달

성을 목표로, 개념을 세분화하여 세 개의 학습 요소를 도출하였다. 세 학

습 요소는 ‘분자 운동은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분자는 끊임없이 무질

서하게 움직인다.’, ‘분자의 운동 방식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이

다.

‘분자 운동은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교육부(2013)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기체 분자의 배열 및 운동 상태 변

화를 분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를 성취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온도와 기체의 부피 관계를 학생들이 이해했

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 기준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온도가 올라

감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 현상을 기체 분자의 운동을 통해 설명

하도록 요구된다.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기체 분자의 운동 뿐 아니라 고체, 액체 상태

의 분자 운동까지 포함하여, 물질의 종류 및 상태에 상관없이 분자의 운

동이 온도의 영향을 받음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본 학습 요소를 설정하

였다.

‘분자는 끊임없이 무질서하게 움직인다.’

본 학습 요소는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첫 부분에 제시되어 있

으며, 교육부(2013)가 제시한 성취 기준에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단원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할 학습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는 확산 또는 증발 현상을 통해, 분자가 운동하고 있음을

설명하기를 기대한다.

확산 또는 증발 현상은 기체와 액체 상태의 분자 운동의 특성으로 설

명할 수 있지만, 고체 상태의 분자 운동은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교육

과정 및 교과서의 제시는 고체 상태의 거시적 특성과 맞물려,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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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상태의 분자 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박지애 등, 2010). 또한

일부 학생들은 분자들의 운동 특성과 관련하여, 자발적 운동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고 기체 입자의 경우 공기나 습기 등 매개물로 인해 운동한

다고 생각한다(안상면, 1993; Johnson, 1998b).

본 학습 요소에서는 기체 분자의 운동 뿐 아니라 액체, 고체를 구성하

는 분자에 대한 운동까지 다루며, 학생들이 끊임없이 무질서하게 움직이

는 분자 운동의 본성에 대해 사고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분자의 운동 방식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분자 운동이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학습 요소에서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분자 운동이 활발해짐을 학습하였다면, 본 학습

요소에서는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짐에 따라 분자 운동이 변하면서 상

태가 바뀌는 것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교육부(2013)의 ‘상태에 따른 분

자 배열의 차이를 분자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성취 기준을 포함하

여, 상태 변화에 따른 분자 운동, 분자 배열의 변화를 함께 이해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5)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에서는 상태 변화에서 열의 출입이 있음을 현상

적으로 알고, 열에너지가 상태 변화의 원인임을 분자 배열, 분자 운동과

의 관계를 통해 이해함을 목표로 한다. 구성한 두 학습 요소는 ‘상태변화

를 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열에너지는 분자배열, 분

자 운동에 영향을 준다.’이다.

‘상태변화를 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학생들은 단원을 학습한 이후, 상태 변화 과정에서 출입하는 열에너지

가 생활에 이용되는 사례를 통해 상태 변화 각 과정에서 열에너지의 출

입을 설명하도록 기대된다(교육부, 2013).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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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가 변할 때, 열이 흡수되거나 방출됨을 인식하지 못하며(신동로

와 이강님, 2005), 특히 열에너지의 흡수보다는 방출과 관련된 현상을 설

명하기 어려워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정지영, 2009).

이는 열에너지 방출과 관련된 현상은 열에너지의 흡수와 달리 일상생활

에서 학생들이 경험 가능한 사례들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학습 요소에서는 상태 변화 전과 후의 열에너지 흡수와 방출 관련

현상을 가능한 많이 제시하고, 특히 열에너지 방출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실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을 제시하여, 상태 변화 과정에서 열에너지 변

화를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데 목표를 두었다.

‘열에너지는 분자배열, 분자 운동에 영향을 준다.’

본 학습 요소에서는 상태 변화의 원인으로 열에너지가 상태 변화 과정

에서 분자 배열, 분자 운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다루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열에너지가 분자적 수준에서 상태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태 변화에서 온도 변화 측정을 통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됨

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 관계로 설명하도록 요구하

는 국가 교육과정 및 성취 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습 자료를 계획하

도록 학습요소를 구성하였다.

2.3 학습진행과정 구성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 경로 제시를 위해 핵심 아이디어 및 학

습 요소를 배열하여 학습진행과정을 구성하였다. 핵심 아이디어는 수준

차이가 있지 않지만, 과학적 논리와 학습의 수월성을 고려하여 핵심 아

이디어의 학습 순서를 결정하였다. 또한 각 핵심 아이디어의 학습 요소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진행 과정을 구성하였다. 학습 요소의 수준 결정

은 현상/개념, 익숙한 학습 내용/새로운 학습 내용을 수준 결정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현상 중심, 익숙한 학습 내용은 낮은 수준으로, 개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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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습 내용은 높은 수준의 학습 요소로 구조화하였다. 또한 각 학

습 요소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이전 학습을 반복함과 동시에, 추상성

이 강화되도록 학습 요소의 순서를 배치하였다.

핵심 아이디어의 학습 순서는 ‘물질과 물체 → 보존 → 분자 운동 →

분자 사이의 힘 →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의 순서로 정하였다. ‘물질과

물체’는 단원의 전체 학습 요소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분자 및 분자 모

형에 대한 이해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물질과 물체’는 단원 학

습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학습해야 할 핵심 아이디어

이다.

두 번째는 상태 변화 현상을 다루며, 초등학교 3～4 학년군의 ‘물의 상

태 변화’ 단원에서 이미 다루어진 ‘보존’에 대해 학습한다. 이 과정을 통

해 ‘물질과 물체’에서 다룬 분자, 분자 배열, 분자 모형 등을 상태 변화

전과 후의 과정에서 적용함으로써, 이전 학습을 반복함과 동시에 보존

개념에 대한 생각을 정립한다.

세 번째 핵심 아이디어는 ‘분자 운동’으로, 이전의 핵심 아이디어에서

학습한 상태 및 상태 변화를 분자 운동으로 설명한다. 또한 이전 학습에

서 정적 특성을 강조한 분자 및 분자 배열에, 동적 특성을 추가하여 분

자 운동을 다루면서, 미시적 입자 개념을 확장, 심화하도록 의도하며, 이

러한 학습 순서는 Merritt & Krajcik(2008)의 물질의 입자적 본성에 대

한 학습 진행 과정의 발달 순서와도 부합한다.

네 번재와 다섯 번째의 핵심 아이디어는 ‘분자 사이의 힘’과 ‘상태 변

화와 열에너지’로 두었다.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의 내용은 국가 교육과

정 및 교과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경숙

(2003)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상태 변화와 관련된 개념 형성 정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여러 상태 변화 관련 명제들 중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의 관계에 대한 개념 이해를 가장 어려워한다. 이를 토

대로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를 가장 마지막에 제시하여, 이전에 학습한

핵심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분자 사이의

힘’은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의 사이에 두어, 이전 학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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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인 분자 배열, 분자 운동과 함께 미시적 입자 개념으로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구조화하였다.

종합하면, 현상적으로는 ‘물질의 상태 → 물질의 상태 변화’, 미시적 입

자 개념은 ‘분자 → 분자 배열 → 분자 운동 → 분자 사이의 힘’ 순서로

제시되며, 최종적으로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의 관계를 통해 이전 학습을

종합하고 정리하도록 구성하였다.

학습 요소는 선행연구 문헌 분석 및 과학적 논리를 통해 수준(Level,

이하 Lv.)을 나누어 학습 순서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 학년, 한 단

원이라는 소규모의 학습 진행 과정의 개발 특성 상, 각 학습 요소가 질

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수

준의 결정은 과학적 논리에 적합한 개념 제시 순서를 고려하여 수준을

결정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 학생들의 오개념이 많은 학습 요소를 상위

수준의 학습 요소로 제시하였다.

‘물질과 물체’의 첫 학습 요소(Lv 1.)로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

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를 정하였다. 초등학교 5～6 학년군에서 처음 도

입된 ‘입자’ 개념이 ‘분자’로 확장, 심화되며, 분자 및 분자 모형은 단원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기초적인 학습 내용이다. 다음에 다루

어지는 학습 요소(Lv 2.)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분자 배열이 다르다.’로

물질의 상태에 대한 분자 배열을 학습한다. 물질의 상태는 초등학교 과

정에서 관찰 가능한 특성에 맞추어 학습하며, 5～6 학년군의 ‘여러 가지

기체’ 단원에서 기체의 성질을 입자와 관련하여 학습한다. 초등학교에서

의 학습 내용을 확장하여 기체 뿐 아니라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한

특징을 분자 배열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은 이전 학습 요소

의 분자 및 분자 모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능하다. 가장 상위의

학습 요소(Lv 3.)는 ‘분자들 사이에 빈공간이 존재한다.’이다. 해당 학습

요소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개념을 가지

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Johnson, 1998b; Merritt & Krajcik, 2008; 안

상면, 1993). 그럼에도 국내의 교육과정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

는 부분이다. 분자 배열에 대한 학습에서 분자 이외의 공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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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자 배열의 전체적 이해에 중요하다. 또한 이후 학습할 분자 운동,

분자 사이의 힘의 이해에 있어 중요한 학습 요소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가장 상위 수준의 학습 요소를 결정하였다.

‘보존’의 학습 요소는 ‘상태 변화에서 질량과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

는다.’이다. ‘물질과 물체’에서 물질의 상태를 중심으로 학습하였다면, ‘보

존’에서는 물질의 상태 변화 현상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물질의

상태 변화 및 보존 개념은 초등학교 3～4 학년군의 ‘물의 상태 변화’에서

현상적으로 이미 학습하였다. 이에 더하여 상태 변화 전과 후의 질량과

성질의 변화 양상을 분자적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학습 요소는 최소한 ‘물질과 물체’의 Lv 1.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학습이

가능함을 고려하며 Lv 2.로 설정하였다.

‘분자 운동’의 첫 학습 요소(Lv 1.)는 ‘분자는 끊임없이 무질서하게 움

직인다.’이다.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는 확산 및 증발 현상을 통해

분자 운동의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단원의 첫 부분에 소개된다. 이는

기체의 온도 및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 물질의 상태에 따른 분자 운동

등 향후 학습을 위한 기초가 된다. 이러한 논리적 전개 순서를 토대로,

분자 운동의 특성을 학습하는 단계를 Lv 1.으로 설정하였다. Lv 1.에서

분자 운동 특성을 토대로 Lv 2.에서는 분자 운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

로 분자 운동의 온도 영향성을 다루었다. 이 수준에서는 고체, 액체, 기

체 개별 상태의 분자 운동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빨라짐을 학습한다.

마지막 학습 요소는 ‘분자의 운동 방식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에

서는 Lv 1.과 Lv 2.를 포괄하여 물질의 상태에 따른 분자 운동 방식의

차이를 다루고, 온도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 과정을 분자적 수준에서 분

자 운동의 변화가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분자 운동’의 전체 학습

요소에서 이전의 학습 요소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분자 배열에 대한 개념

이 함께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분자 사이의 힘’은 ‘분자들 사이의 힘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로 도입하였다. 이 학습 요소는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

지는 않지만, 여러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분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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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분자 운동과 함께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분자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 내용이다. 이전 핵심 아이디어의 수준 배치를 고려하

여 본 학습 요소는 Lv 2.로 설정하였으며, 하나의 물질이 서로 다른 세

상태에서 분자 사이의 힘이 다름을 통해 각 상태의 분자적 수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Lv 3.에서는 ‘분자들 사이의 힘은 분자

운도와 분자 배열에 영향을 준다.’는 학습 요소를 다루었다. Lv 2.의 현

상을 확장하여 분자 사이의 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두 물질이 같은 온도에서 다른 상태를 갖는 이유를 분자 사이의 힘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이전 학습 내용인 분자 배열, 분자 운동과

종합하여 현상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는 본 단원에서 가장 마지막에 제시되는 핵심

아이디어이며,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학습 내용이다(최경숙,

2003; 정지영, 2009). 이 점을 고려하여 Lv 2.의 학습 요소인 ‘상태 변화

를 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학생들에게 가능한 많은

자연 현상을 통해 학생들이 상태 변화 과정에서 열에너지의 출입이 있음

을 아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Lv 3.의 학습 요소는 ‘열에너지는 분자 배

열, 분자 운동에 영향을 준다.’로, Lv 2.에서 현상 위주로 학습한 상태 변

화와 열에너지의 관계를 분자 수준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 학습

요소인 Lv 3.는 단원을 마무리하고 종합하는 과정으로 분자 배열, 분자

운동, 분자 사이의 힘을 모두 활용하여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하도록 구성하였다.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11개의 학습 요소에 추가적으로 두 개의 학습

요소를 추가하였다. 하나는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의 학습을 위한

선행지식으로 고려한 초등학교 수준의 물질의 상태 및 상태 변화에 대한

내용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념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학습한 이

후에도 여전히 물질의 상태에 대한 구분 기준을 관찰 가능한 특성에 두

는 경우가 많다(신강로와 이강님, 2005; 김선경 등, 2007). 특히 본 연구

는 학생들에게 단원을 가르치는 계획의 차원에서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때문에, 대상 학생들이 물질의 상태 및 상태 변화에 대해 초등



- 53 -

학교 또는 그 이하의 이해 수준을 가진 학생도 있을 것을 고려하였다.

이에 핵심 아이디어에 독립적으로 Lv 1-.를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따

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며, 각 상태는 서로 변할 수 있다.’를 설정하였

다.

다른 하나는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에 Lv 3+.를 구성하였다. 학습 요

소는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의 Lv 3.과 동일하게 두고, 심화 학습 자료

를 제공하는 학습요소로 설정하였다. 이는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의 학

습 요소는 한 차시의 학습 자료 제공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Lv 3+.를 통해 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추가로 학습할 심화 자료를 제공

할 필요성 때문이다.

추가로 구성한 Lv 1-와 Lv 3+.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학

습 자료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

한다. 최종적으로 구성한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의 학습 진행 과

정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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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아이

디어

수준

(Level)

물질과

물체
보존 분자운동

분자

사이의 힘

상태변화

와

열에너지

3+

(심화)열에

너지는 분

자배열, 분

자 운 동 에

영향을 준

다.

3

분자들 사

이는 빈공

간이 존재

한다.

분자의 운

동 방 식 은

물질의 상

태에 따라

다르다.

분자들 사

이의 힘은

분자운동과

분자배열에

영향을 준

다.

열에너지는

분자 배 열 ,

분자운동에

영향을 준

다.

2

물질의 상

태에 따라

분자배열이

다르다.

상태변화에

서 질량과

물질의 성

질은 변하

지 않는다.

분자운동은

온도의 영

향을 받는

다.

분자들 사

이의 힘은

물질의 상

태에 따라

다르다.

상태변화를

하면서 열

에 너 지 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1

분자는 물

질의 성질

을 나타내

는 가장 작

은 입자이

다.

분자는 끊

임없이 무

질 서 하 게

움직인다.

1-
(학습 요소) 물질은 세가지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며, 각 상태는 서로 변할 수 있다.

표 5.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의 학습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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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전 평가를 통한 수준별 학습 구현

수준별 학습의 구현을 목적으로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의 학습

진행 과정을 개발하였다. 학습 진행 과정은 핵심 아이디어를 세분화하여

위계화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교사에게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대한 이

해를 높여줄 수 있다. 또한 교수-학습 계획 측면에서는 사전 평가를 통

한 학생들의 수준 판단을 통해 수준별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도

구일 수 있다. 특히 학습진행과정의 유용성은 전통적 수업 환경보다 디

지털 교과서 환경에서 더 두드러진다. 디지털 교과서 환경에서는 사전

평가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학생들의 수

준 및 학습 진행 경로를 곧바로 제시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진행과정과 연계하여 세 문항의 사전 평가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사전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제시될 네 개의

학습 경로를 구성하였다. 서로 다른 학습 경로는 학생들의 단원에 대한

이해 수준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교과서 환경에서 수준별 학습

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전 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하여, 학생들에

게 적합한 학습 경로를 제공해주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진단용 사전

평가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전 평가 문항에 사용할 현상 및 개념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과

학에서 배운 학습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사전 평가의 목적은 앞으로 배

울 선행 지식의 알고 모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 학습의 이해도

를 토대로 앞으로 배울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의 적합한 학습 과

정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를 구성할 현상 및 개념을 학생들

이 이해할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 진행 과정의 특정 학습 요소에 대한 이해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 평가를 구성한다. 앞에서 개발한 학습진행과정은 핵심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학습요소로 세분화하였다. 이렇게 세분화된 학습요

소는 개별 학습요소를 하나의 평가 문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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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요소와 평가 문항의 대응은 평가 결과를 활용한 수준별 학습 경로 구

현을 가능하게 한다.

사전 평가 문항 개발 방향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세 문항의

평가 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 개발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및

교과서의 평가 문항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문항은 모두 객관식으로 구

성하여 디지털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학생들의 응답에 대한 실시간 확인

을 통해 학생들에게 수준별 학습 경로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의

오답 보기는 선행연구를 통해 드러난, 학생들이 주로 갖고 있는 오개념

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1(그림 10)은 초등학교 수준의 물질의 상태 및 상태 변화에 대한

용어 및 개념의 이해를 목표로 구성하였다. 대표적인 자연 현상인 물의

순환 과정을 현상으로 제시하여, 물질과 물질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

고 물질의 상태 및 상태 변화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 문항은

학습 진행 과정의 Lv 1-에 대한 학습 요소와 연결된다.

문항 2(그림 11)은 초등학교 5～6 학년군의 ‘용해와 용액’ 단원에서 다

룬 용해 현상을 입자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이다. ‘용해

와 용액’ 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입자 개념을 기초로, 분자 및 분자

모형의 특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목적의

문항으로 학습 진행 과정의 ‘물질과 물체 Lv 1.’ 학습 요소와 연결된다.

문항 3(그림 12)는 초등학교 3～4 학년군의 ‘물의 상태 변화’ 단원에서

다룬 상태 변화 전과 후의 질량 보존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다. 초등학

교에서는 상태 변화 전・후의 질량이 보존됨을 실험을 통해 현상적으로
관찰하였다.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질량 보존의 이유를 분

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학습 진행 과정의 ‘보존

Lv 2.’ 학습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 ‘물질과 물체 Lv 1.’ 학습 요소

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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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사전 평가 문항 1(학습진

행과정 관련 학습요소: Lv 1-)

그림 11. 사전 평가 문항 2(학습진행과

정 관련 학습요소: 물질과 물체 L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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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사전 평가 문항 3(학습진행

과정 관련 학습요소: 보존 Lv 2)

개발한 사전 평가 문항의 예상 결과를 토대로 전체 네 개의 학습 과정

을 계획하였다. 문항 1은 초등학교 과학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으로,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에서 다룰 학습 내용이 포함된 문항 2, 문항 3과

는 분명히 수준이 구분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평가 예상 결과를 네 유

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사전 평가 문항을 모두 틀린 학생이다. 해당 학생들은 초등학

교에서 학습한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부족하다. 이를 고려하여

‘Lv 1-‘를 포함하고, 심화과정으로 제시한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 Lv 3+’

학습 요소를 제외한 전체 학습 요소를 배우는 과정을 계획하였다.

둘째는 사전 평가의 문항 1만 맞은 학생이다. 해당 학생은 물질에 대

한 거시적 특성의 이해는 가지고 있지만, 미시적 입자 개념의 이해가 부

족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Lv 1-’와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 Lv 3+’ 학습

요소를 제외한 모든 학습 요소를 배우도록 학습 경로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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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사전 평가의 문항 1, 2 또는 문항 1, 3만 맞은 학생이다. 해당

학생들은 평가를 통해 판단하고자 했던 학습 요소인 ‘물질과 물체 Lv 1’,

‘보존 Lv 2’ 모두를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Lv 1-’, ‘물

질과 물체 Lv 1’,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 Lv 3+’를 제외한 학습 요소들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넷째는 사전 평가 문항을 모두 맞은 학생이다. 해당 학생들은 평가 문

항으로 제시한 모든 학습 요소를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Lv 1-’,

‘물질과 물체 Lv 1’, ‘보존 Lv 2’를 제외하고, 심화 과정으로 구성한 ‘상

태 변화와 열에너지 Lv 3+’를 포함한 전체 학습 요소를 학습할 수 있도

록 학습 과정을 구성하였다.

사전 평가 문항 1을 틀리고 문항 2 또는 문항 3을 맞힌 학생은 추측에

의한 정답으로 고려하여 첫 번째 유형인 모두 틀린 학생으로 분류하였

다. 사전 평가 결과에 따른 학습 진행 경로의 유형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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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1. 사전평가를 모두 틀린 학생 경로 2. 사전평가 1번만 맞은 학생

경로 3. 사전평가 1,2번 또는

1,3번 맞은 학생
경로 4. 사전평가를 모두 맞은 학생

표 6. 사전 평가 결과에 따른 학습 경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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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에서 국가 교육과정은 교육의 일관성과 기회균등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산업 사회가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교육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공통적인 교육 내

용과 방식으로는 더 이상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학생을 기르

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즉,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성과 전문성의 대

두는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교육에 변화를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변화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 내에서 단위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사례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학교중심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성 및 원리 도출

과 중학교 1학년 과학의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에 대한 실제 설계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첫 단계에서는 학교중심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성 및 원리 도출을 위

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학습자 특성과 단위학교의 여건 및 환경을 탐색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환경 요인으로 학교의 환경 및 여건을 중점적으

로 고려하였다.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목적으

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학습자의 특성은 구성할 교육과정의 수준 및 내

용을 결정하는 면에서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교육과

정의 운영은 학교의 시설 및 여건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

려는 필수적이다. 연구 대상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의 편차가

비교적 크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들은 수준별 수업을 위한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활발한 연수 및 교육 연구 활

동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설 및 환경적 측면

으로는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스마트교육이 가능한 여건

이 구비되어 있다.

교육과정 개발 요인 탐색을 통해,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방향을

‘디지털교과서 환경을 고려한 수준별 학습의 구현’으로 설정하고,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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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설계 원리로 학습진행과정을 이용하였다. 학습진행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주요 개념을 이해

가능한 단계나 수준으로 제공한다(신남수 등, 2014). 이러한 학습진행과

정의 특징은 스마트교육 환경 여건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스마트교육 환경의 교수-학습과 평가에 대한 실시간 상호작용 기능은

학생들에게 학습과정 및 경로를 제시하고 이해 발달 수준을 모니터링하

는 도구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원리를 바탕으로 중학

교 1학년 과학의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단원에 대한 설계 사례를 제시

하였다. 국가 교육과정, 학생들의 오개념 선행 연구, 학습진행과정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단원의 핵심 아이디어 및 구체적인 학습요소를 도출하

였다. 핵심 아이디어는 물질과 물체, 보존, 분자 운동, 분자 사이의 힘,

상태 변화와 열에너지로 구성하였으며, 핵심 아이디어마다 1～3개의 학

습요소를 통해 핵심 아이디어를 상세화하였다. 핵심 아이디어 및 학습학

습 요소의 계열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학습진행과정을 구성하였다.

학습진행과정은 수준별 학습의 구현을 위한 틀로 활용되었다. 수준별

학습은 사전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학습 경로 구현으로 구체화하였

다. 사전 평가 문항은 일부 학습요소와 대응하여 구성하였으며, 학생들의

학습요소에 대한 이해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세 문항으로

구성된 사전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준에 맞는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수준별 학습 경로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의 주체인 학교, 교사, 학생을 고려하

여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학교중심 교육과정 설계는 연구 대

상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화에 한계를 보이지만, 다양한 학교중심

교육과정 설계 사례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국내의 학교중

심 교육과정의 연구는 이론적 탐색 및 운영 실태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는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적 탐색 및 현황에 도움이 되지

만,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설계의 주체인 교사에게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다양한 설계 사례 연구는 교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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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교육과정 설계 과정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이 과정에

서 교사들의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과정의 중요한 특징은 융통성을 갖는 점이

다(Gay, 1980; 최병옥, 1998). 한 번 정해지면 장시간 변경이 어려운 국

가 교육과정은 매년 달라지는 학교, 교사, 학생 변인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중심 교육과정은 순간의 변화를 교육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자 운동과 상태 변

화’ 단원의 학교중심 교육과정을 학습진행과정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진행

과정은 디지털교과서 환경을 고려한 수준별 학습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원리로 유용하다. 또한 학생들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 과정이 학습진행과정의 개발 과

정에 포함되어 있기에,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특

징과도 잘 부합한다.

학교중심 교육과정 설계 과정을 다루면서 교육과정 운영 및 타당화 과

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설계한 교육과정에 대한 적용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구성한

학습진행과정의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며, 이 과정 자체가 학교중심 교

육과정의 타당화 과정이 된다. 즉, 학교중심 교육과정의 설계 계획부터

평가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학습진행과정

을 통한 수준별 학습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중심 교육과정 설계 모

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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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 about

‘molecular motion and state

change’ for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for differentiated learning based on

digital-textbook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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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an era for a variety of educational needs requires the

design of autonomous and various school-based curriculum out of

national curriculu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bout

the school-based curriculum designed for the 'molecular motion and

state change' section of the 7th grad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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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nvironment of individual schools and student characteristics

was considered for the design of school-based curriculum. As a

result this study set he direction of the 'for differentiated learning

based on digital-textbook environment' of curriculum design. It was

used as a learning progression in curriculum design principles for

implementation.

  To construct a learning progression for the 'molecular motion and

state change' section, the core ideas of the lesson were drawn based

on the national curiculum and previous studies. The core idea is

configured matter and material, conservation, molecular motion,

intermolecular forces, state change and energy. Through the idea of

unpacking, each of the core ideas was subdivided in specific learning

elements(claims). Learning progression was developed taking into

account logical sequence, levels of the core ideas and learning

elements(claims).

Pre-assessment items were constructed based on the learning

progression. In this study, we configured the pre-assessment on the

three items and the learning progression associated with

pre-assessment provides a path for the students' level. The learning

progression based on pre-assessment result was composed of four

different learning paths.

  This study was a single case study of a school-based curriculum

design, learning progression is examined the usefulness of a

curriculum design principles for differentiated learning based on

digital-textbook environment. In this process, teachers have the

opportunity to explore the specific curriculum design proces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hem for school-based curriculu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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