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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자생적 온라인 교사 공동체 인디스쿨에 축적되어

온 과학 교수 관련 질문 게시글을 분석함으로써, 초등교사가 겪는

과학 교수 관련 어려움을 파악했다. 이를 위해, 3∼6학년 물리 영

역 및 과학 전반에 해당하는 질문 게시글 409개를 초등교사의 탐

구 기반 과학 교수 역량을 다룬 Alake-Tuenter et al.(2013)의 틀

을 수정·보완한 질문 분석틀로 분석하였고, 과학-SMK와 과학

-PCK의 구성요소별 어려움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SMK

질문이 과학-PCK 질문보다 더 많이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교육

과정이 변화하는 시기였던 2014년과 2015년도에, 단원별로는 렌즈

단원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과학-SMK 측면에서 4년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 어려움은 렌즈와 전기 단원에 대한 것이다. 렌

즈 단원에서는 투명한 물컵 모양의 물체가 렌즈로 작동하는 원리

와 볼록렌즈에서 상의 생성 과정 등 과학적 사실과 개념의 적용

등이, 전기 단원에서는 ‘전류의 흐름 변화에 따른 나침반의 움직임

변화’와 ‘전구의 직렬연결’에서 예상치 못한 탐구 결과 오류 등이

초등교사가 오랜 기간 겪어온 과학-SMK 측면의 어려움으로 나타

났다. 과학-PCK 측면에서 4년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난 어려움은

과학수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수업자료 및 학기 말 활동구

성 아이디어의 요청과 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이해 등이 있다. 자

생적으로 생성 및 운영되고 있는 인디스쿨의 과학 교수 관련 질문

게시글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는 초등교사들

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파악해 이를 해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 교수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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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자생적 온라인 교사 공동체, 인디스쿨, 초등교사, 과학 교수

어려움, SMK, PCK, 질문

학 번 : 2018-28671

본 석사학위논문은 아래의 학회지 투고 논문으로 발간될 예정임.

김윤화와 유준희. (2019). 자생적 온라인 교사 공동체의 질문분석을

통한 초등교사의 과학 교수 관련 어려움 탐색 -인디스쿨의 물

리 관련 질문 게시글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9(1),

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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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평생 학습의 기반이 되는 초등 과학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사의 과학 교수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러 가

지 여건으로 인하여 초등교사들은 과학 교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Appleton, 1999; Akerson et al., 2006; 박인식, 1997; 박성혜, 2001; 박성혜,

2003; 이수아 외, 2007; 곽영순, 2007; 곽영순, 2011; 오필석, 2011).

어려움의 원인으로 먼저 교과 내용 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

SMK) 측면에서는 초등교사의 과학적 오개념(곽영순, 2011), (Varley, 1975;

Appleton, 1995), 과학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 향상 기회의 부족(박인식,

1997; 길양숙, 1999)등이 지적되고 있다. 교과 교육학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과

학 지식을 전환하는 과정의 어려움, 과학 실험 수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필석, 2011)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밖에 출산과 육아, 과도한

수업과 업무로 인한 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 부족 등 과학 교수 외적인 측

면에서도 그 원인을 찾고 있다(이수아 외, 2007; 오필석, 2011). 따라서 이러

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초등교사의 과학 교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

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수아

외, 2007). 이에 초등교사의 과학 교수 역량에 대한 재교육이 요청되며, 구

체적인 방안으로 교사와 교사 교육자 간의 협력적인 노력을 꾀하는 현장개

선연구(action research)(Akerson & McDuffie, 2006), 지식공유를 통해 전

문성을 향상하는 학습공동체(CoP)(Wenger, 1998; Zaslavsky & Leikin,

2004; Little, 2002; Schlarger & Fusco, 2003; Shulman & Shulman, 2004;

Bathmake & Avis, 2005; Howe & Stubbs, 2003; Hodkinson &

Hodkinson, 2004; Hildreth, 2004; 오욱환, 2005), 교사 연수(최승현 외, 2008;

곽영순, 2011)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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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협력할 수 있다는 편리함 덕분에 네트워크를 기반

으로 한 학습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CoP)인 온라인 교사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교사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Barab et al., 2003; Herrington et

al., 2006; Dede, 2006; 김도헌, 2008; 서경혜, 2010).

온라인 교사 공동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을 위해 네트워크 기반 탐구학습포럼(inquiry learning forum)을 개발하고

운영한 결과, 단체와 개인 모두 탐구 능력이 향상됐다는 보고가 있다(Barab

et al., 2003). 또한, 초임교사들이 직면하는 직업적 고립감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온라인 교사 공동체를 설계해 운영한 결과, 교사 전문성이 향상되

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는

연구도 있다(Herrington et al., 2006). 류기혁과 이영주(2017)는 초등 예비

교사의 테크놀로지 내용교수지식(TPACK) 증진을 위해 온라인 교사 공동

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결과, 온라인 교사 공동체 활동을 한 집단은 통제집

단에 비해 PCK와 TPACK이 두드러지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고

했다. 이처럼 온라인 교사 공동체를 통해 지식공유를 통한 집단지성의 발달

과 정의적 영역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연구들

이 존재하는 한편, 현재 존재하고 있는 온라인 교사 공동체의 문제점을 분

석한 연구도 있다. 김하나 외(2009)는 대표적인 국내 국가교육정보서비스로

간주되는 에듀넷이 초등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원인으로 자료

검색의 어려움, 양질의 컨텐츠 부족 등을 지적했다. 또한 수준별 교육자료

및 지역화 자료의 부족, 일률적인 교수·학습 과정안과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시, 서버 과부하로 인한 사용 속도 저하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강은

주와 이미자, 2005). 이이렇게 온라인 교사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연

구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연구를 위해 의도

적으로 설계·개발되었거나 교사가 아닌 집단에 의해 개발·운영 중인 온라인

교사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반면, CoP의 본질인 자생적 발달 속성을 반영하여 자생적으로 탄생·운영

되고 있는 온라인 교사 공동체도 존재하는데, 국내의 경우 ‘인디스쿨’이나

‘교실 밖 교사커뮤니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김도헌, 2008). 특히 인디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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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0년에 설립된 이래로 전국 초등교사 186,684명(2018년 12월 4일 기

준) 중 131,653명(2018년 12월 9일 기준)이 가입해 활동할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초등교사가 인디스쿨을 통해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함으로써 수업에 도움을 받고 있다(김도헌,

2008; 서경혜, 2011).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의 지식과 이해를 반영하고(Dillon, 1986), 인지적

불평형화에 의해 생성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Otero & Graesser, 2001;

Graesser & Olde, 2003),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

움을 조사하는 좋은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Maskill & de Jesus, 1997), 교

사의 이해 수준과 어려움도 파악할 수 있는 소재가 된다(김학범, 2011). 따

라서 학생 수준을 고려한 효과적인 설명방법,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

등에 대해 고민하는 PCK 관련 질문, 과학탐구 중 발생한 돌발상황이나 탐

구 결과의 오류, 지도서나 인터넷 검색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과학 내용 지

식 등 SMK 관련 질문이 초등교사가 과학 교수와 관련해 느끼는 어려움을

대변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초등교사들이 과학 교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 단원의 지도

(teaching)에 한정된 것이었다(곽정실, 2009; 송현종 외, 2012; 권경필,

2015). 하지만 현장에서 교사가 과학 교수를 위해 처리해야 할 일은 지도

뿐 만이 아니라 교구의 주문, 예산 처리, 과학실 정리, 탐구대회 운영, 과학

캠프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산재해 있다. 또한 선행연구는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질적 연구(Wallace & Louden, 2005; 윤혜경,

2008; 김정혜, 2009; 신현화와 김효남, 2010; 오필석, 2011; 지승민과 박재근,

2016)가 대부분이어서 어려움에 대한 장기간의 맥락 또는 흐름을 파악하거

나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거나,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미

리 한정된 영역에 대해 제한된 답변을 받는 양적 연구(박종욱과 김선자,

1996; 이수아 외, 2007; 이상재, 2007; 김상윤, 2008; 고민석과 권치순, 2011)

가 대부분이어서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과는 다르게 인디스쿨은 초등교사로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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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현장의 실

제적 양상을 대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이바름과 정문성, 2016). 또한, 연

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된 면담, 설문지, 평가지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

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지식공유를 위해 자생적으로 발전해 온 온라인

교사 공동체에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비교해 데이터의 조작 및 연출 가능성이 배제되었고, 질문의 근

원과 배경에 해당하는 맥락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odesiler, 2017;

장석권, 2018). 즉, 인디스쿨은 인위적으로 생성된 학습공동체가 아니라 자

생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디스쿨의 과학 교수 관련 질문 게시글을

분석한다면 다수의 초등교사가 평소 과학 수업을 준비하며 느꼈던 어려움

에 대한 장기간의 흐름을 보다 현실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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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약 13만 명의 회원을 확보한 인디스쿨에 축적되어 온

과학 교수 관련 질문 게시글들을 분석함으로써, 다수의 초등교사가 평소

과학 교수와 관련해 오랜 기간 겪어온 어려움을 파악하고, 과학 교수 개

선을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했다. 구

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자생적 온라인 교사 공동체의 질문분포는 어떠한가?

2. 과학-SMK와 관련된 과학 교수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3. 과학-PCK와 관련된 과학 교수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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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1.3.1. 자생적 온라인 교사 공동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교사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실천공동체

(Community of Practice: CoP)로 동일한 관심사와 특정 문제 또는 주제

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그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전문성을 키워가는 교사들의 집단을 일컫는다.

1.3.2. 인디스쿨

2000년 12월에 전국 초등교사들의 교수·학습 자료의 공유를 목적으로 개

설된 자생적 온라인 교사 공동체로서, 재직 증명서를 통해 정식 인증을 받은

초등교사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동체이다. 현재 131,653명

(2018년 12월 9일 기준)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온라인뿐만이 아

니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전국의 초등교사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1.3.3. 과학-SMK(Science Subject Matter Knowledge)

탐구 기반 과학 교수를 위해 교사가 지녀야 할 교과 내용 지식으로 과

학적 사실(facts)과 개념(concepts)에 대한 교사의 지식(knowledge) 및 탐

구 기능(inquiry skills)에 대한 교사의 이해(understanding) 등이 포함된다.

1.3.4. 과학-PCK(Science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탐구 기반 과학 교수를 위해 교사가 지녀야 할 교과 교육학 지식으

로 교수 설계 능력(pedagogical design capacity), 탐구 기반 과학 교수

능력(inquiry-based science pedagogical capacity), 교사의 평가

(evaluation)와 사정(assessment)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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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과학 교수(Science teaching) 관련 어려움

교사가 학생에게 과학적인 지식이나 개념을 전달하고 탐구 능력을 발

전시킴으로써 과학적 소양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과학에 관련된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과학 교수(Science teaching)와 관련해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교과서 단원의 지도 및 과학 수업 운영 전반에 관련된 과학

-SMK와 과학-PCK 측면의 모든 어려움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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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초등교사가 느끼는 과학 교수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이해하

기 위해 온라인 교사 공동체 인디스쿨 내에서 교류되는 질문에 대한 연

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국 초등교사 약 18

만 명 중, 약 13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온라인 교사 공동체이긴 하지

만 그 중 과학 교과 게시판에 질문을 공유하는 소수의 연구 참여자의 의

견이 같은 현상 안에 있는 다수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기에 일반화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 게시판

에 탑재된 질문 게시글을 분석할 때, 질문을 작성한 교사들을 직접 면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질문만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이 적용되는 동안 게시된 3∼6학년의 과학 교수 관련 질문 게시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인디스쿨이 설립된 2000년 이후의 과학 교수에

대한 모든 질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은 이유는 그간 네 차례의 교육

과정 개편(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질문 게시글을 분석하는 것은 현행 과학 교육의 방향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보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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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자생적 온라인 교사 공동체 ‘인디스쿨’

2.1.1. 온라인 교사 공동체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 다양한 교사 공

동체들이 생성되고 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

나 협력할 수 있다는 편리함에 온라인 공동체는 교사들에게 인기가 많다

(Dede, 2006; 오욱환; 2005; 서경혜; 2010).

온라인 교사 공동체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가진 교사들이 모여 공동

은 물론이고 개인 스스로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고(Barab, S. &

Duffy, T., 2000), 필요한 지식 및 운영과 관련된 교사의 요구사항을 표

현할 수 있었으며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Rodesiler, L., 2017). 또한 초임교사들이 직면하는 직업적 고립감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실천공동체의 설계해 운영한 결과 내용지식

과 교육학지식 향상뿐만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다(Herrington, et al., 2006).

이러한 온라인 교사 공동체는 생성 주체에 따라 자생적인 것과 그렇

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교육학술정보원이 생성·운

영하는 에듀넷 상에서 교과교육연구회, 수업연구동아리, 지역교사 연구방

등의 이름으로 수백여 개의 교사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인디스

쿨’이나 ‘교실 밖 교사커뮤니티’로 대표되는 교사 공동체는 교사들의 자

발적 참여를 통해 자생적으로 생성·운영되어 왔는데, 서로가 가지고 있

는 지식 및 실천 경험을 공유하며 현장의 문제들을 상호협력을 통하여

연구하고 해결해 나가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김도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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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자생적 온라인 교사 공동체 ‘인디스쿨’

‘인디스쿨’은 초등교사를 위한 자생적 온라인 공동체로서 초등교사들

에 의해 2000년에 설립된 이래로 전국 초등교사 16만 명 중 13만 명이

가입해 활동할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김도헌, 2008). 인디스쿨은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 초

등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제적 양상을 대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이바름과 정문성, 2016).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수업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교사지식을 나누

며 수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서경혜, 2011).

인디스쿨의 메뉴는 그림 1과 같이 인디광장, 교육나눔, 인디공방, 인디

연수, 자료실, 인증센터의 6개로 이루어져 있다. 표 1의 상세메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디광장’에서는 온라인 및 지역별 오프라인 연수, 워크

숍, 대회 등 교육과 관련된 지식의 공유와 일상, 사회, 뉴스, 문화 등 교

육과 관련 없는 지식의 공유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육나눔’에서

는 교수·학습, 학급 경영, 업무, 인사, 복무·급여, 대학원 등에 대한 지식

을 게시해 열람할 수 있었고, 1∼6학년, 특수, 교과전담끼리의 동학년 모

임의 장도 개설되어 있었다. ‘인디공방’에는 인디스쿨을 기반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수를 운영하는 대표 교사들이 학생 지도 및 교사 연수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게시해 놓았다. ‘인디연수’에는 인디스쿨에서 운영

하는 연수에 대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었다. ‘자료실’에는 교과별, 교육과

정, 학급경영, 독서교육, 영재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업무 등에 대한 자료

를 게시하고 질문에 대답하며 전국의 초등교사들이 자유롭게 지식을 공

유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증센터’에서는 나이스, 재직증명서 등을 통

해 초등교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인증해 회원 가입을 돕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자료실’의 ‘교과별’ 메뉴 중, ‘과

학’과 관련된 질문 게시글에 집중해 자료를 수집하고 결론을 도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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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디스쿨 홈페이지 첫 화면과 메뉴 구성

그림 2 인디스쿨 자료실>교과별>과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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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메뉴 중메뉴 상세메뉴

인디광장

알립니다

공지사항

정기연수

테마연수

협력연수

연수

이벤트 알림

인디클럽

회원칼럼

일상다반사

일상

정보

사회

생각

책갈피

뉴스

문화

기타

유머마당

함께해요

연수단체신청

직무연수

자율연수

일반연수

온라인연수

워크숍

모임

행사

대회

여행

설문조사

기간제/강사

소셜미디어

기타

인디스쿨:모임

친목

연구

학교

행사

연수

여행

기타

교사모임

음악수업모임

놀이샘

참쌤스쿨

STEP매직

행복교실

E-Lab

감각통합모임

몽당분필

표 1 인디스쿨 홈페이지 상세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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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메뉴 중메뉴 상세메뉴

교실속책만들기

DQ Class

지역인디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광주

경기

대구/경북

울산

부산

강원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벼룩시장

팝니다

삽니다

무료로

기타

거래완료

예약중

교환

책읽는 인디
책읽는 선생님

서평모집

인디카페

토론광장

교육나눔

지식창고

교수학습

학급경영

학교업무

교원인사

복무/급여

대학원

나이스/업무관리

기타

교단일기

교육상담실

동학년모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급교류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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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메뉴 중메뉴 상세메뉴

교과전담

교실에서찰칵

인디공방

인디스쿨 콘텐츠
초보교사상담소

역사한판 Visual thinking

에튜버스

체육

연수

영화

기타

인디 뜨락

행복교실-정유진

소금별 이야기-황정회

따뜻하게노는교실-박현웅

영어야 놀자-공창수

관계맺기/협력놀이-박광철

초등참사랑-이영근

혁신학교이야기-긴현진

수업 이야기-임대진

그림책 공감-이진화

교실 속 책 만들기-우경희

인디카툰

자유카툰

교사동감-참쌤

이래봬도일학년-종이와나

단상툰-붕붕카

정환이의뻘생각-GT정환

5분자율연수

학급활동

수업관련

스마트러닝

컴활용

기타

인디연수

인디스쿨 연수원

1/강의실

2/강의실

3/강의실

4/강의실

5/강의실

6/강의실

7/강의실

인디스쿨 테마 연수
연수안내/신청

취소/환불신청

연수후기

사진 나누기

영상 보관실

영상 속 인디연수

자료실 교과별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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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메뉴 중메뉴 상세메뉴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창체

통합교과

안전

주제통합

교육과정

총론/개정교육과정

학교/학년교육과정

교과(창체)교육과정

교육과정연수물

수행평가(묶음)

참고문서

해외자료

기타

학급경영

학급경영일반

학급환경꾸미기

멀티미디어

학급문집

상담/생활지도

즐거운 레크레이션

독서교육
독서교육일반

독서환경

독서퀴즈

영재교육
커리큘럼(영재교육계획, 수학, 과학, 정보, 기타)

영재교육실무(선발, 평가, 현장체험학습, 산출물대회, 기타)

SW교육

스크래치

Code.org

엔트리

KODU

NXT/LEGO WEDO

언플러그드

기타

업무자료

교무부

연구(혁신)부

과학부

정보부

인성생활부

환경부

체육부

방송

방과후부

도서관

기타

인증센터
간편인증

서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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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인디스쿨’에 대한 선행연구

‘인디스쿨’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들의 지식공유 및 전문

성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실천공동체가 어떻게 탄생되고 발전하며

위기를 극복해나갔는지 그 발달과정에 대한 분석이 있다(김도헌, 2008).

또한 온라인 교사 공동체에서 교사 전문성이 이루어지는 실체를 탐구한

결과 온·오프라인 연수, 자료 공유, 문제 협의, 정서적지지 등 다양한 활

동을 통해 전문성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연구도 있다(서경혜, 2011). 교사

공동체의 실천적 지식 공유 관점에서 ‘인디스쿨’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으

며(서경혜, 2010), 지속적 지도력의 관점에서 ‘인디스쿨’을 살펴본 결과

유용한 학습 자료를 공유, 자료를 공유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관

정립과 조율이 서로의 대화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 등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이성은 외, 2007).

위 연구들이 ‘인디스쿨’의 전체적인 운영에 관련한 연구였다면 수업

준비에 대한 지식공유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서경혜(2011)는 ‘인디스

쿨’ 교사들은 수업자료를 서로 공유함은 물론 이를 함께 수정, 재구성하

며 공동체 공동의 자료를 축적·발전시켰다는 것을 알아내었지만, 과목별

게시글수, 조회수 등의 양적인 정보수집에 한정해 과목별 게시판의 특징

을 비교했다는 점이 아쉽다. 이바름과 정문성(2016)은 초등 5학년 사회

과에서 공유되는 인디스쿨 수업자료를 분석해 특징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교사 주체로 운영되는 자생적 온라인 교사 공동체에서 교사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교사 공동체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찾을 수 있었지만

과학 교과 게시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 주체로

설립되고 운영되어 온 자생적 온라인 교사 공동체인 인디스쿨을 연구하

는 것은 과학 교수와 관련된 초등교사의 실제적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

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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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2.2.1.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모험심, 변화에 적극적으

로 대처하는 능력, 호기심, 끈기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르는

것을 과학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자유탐구를 신설하여 학년별로 6차

시의 시간을 자유탐구를 지도하는 데 쓰도록 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과학과 교육 목표는 첫째, 과학의 개념 이해와 이를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 둘째,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 능력을 기르고 이

를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에 활용하는 능력, 셋째, 자연 현상과 과학 학습

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일상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를 기르는 것과 넷째,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

초등 과학은 표 2와 같이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의

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물리에 해당하는 운동과 에너지 영역

은 자석과 성질, 빛의 직진, 무게, 열전달, 물체의 속력, 전기회로, 빛, 에

너지, 자기장의 내용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운동과
에너지

§ 자석과 성질
§ 빛의 직진

§ 무게
§ 열전달

§ 물체의 속력
§ 전기회로

§ 빛
§ 에너지
§ 자기장

물질
§ 물체와 물질
§ 액체와 기체
§ 혼합물 분리

§ 물의 상태변화 § 용해와 용액
§ 산과 염기
§ 여러 가지 기체
§ 연소와 소화

생명
§ 동물의 한 살이
§ 동물의 세계

§ 식물의 한 살이
§ 식물의 세계

§ 식물의 구조와
기능
§ 작은 생물의 세계
§ 우리의 몸

§ 생태계와 환경

지구와
우주

§ 날씨와 우리 생활
§ 지층과 화석
§ 화산과 지진
§ 지표의 변화

§ 지구와 달
§ 태양계와 별

§ 날씨의 변화
§ 계절의 변화

표 2 2007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내용 체계 중 초등 관련 부분(교육인적자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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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009년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과 교육과정은 관찰, 실험, 조사, 토론 등의

다양한 탐구 활동 중심의 학습을 장려하였다. 특히 토론과 과학글쓰기, ,

개방성, 정직성, 객관성, 협동성과 같은 과학적 태도와 의사소통능력을

강조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과학과 교육 목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과학적 소양을 기

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 현상을 탐구하여 과

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둘째,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

력을 기른다. 셋째, 자연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과

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넷째, 과학, 기술, 사회의 관계를 인

식한다. 이러한 과학과 교육 목표는 2007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비

교하며 일상생활과의 관련성 강조가 줄어들고, 또한 지식과 탐구능력의

적용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목표 진술 역시

보다 학문중심주의적인 면을 볼 수 있다(권재술 외, 2016).

내용 체계(표 3)는 다음과 같은데,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학년 대

신 학년군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물리에 해당하는 내용 체계

로는 물체의 무게, 소리의 성질, 자석의 이용, 거울과 그림자, 온도와 열,

물체의 빠르기, 전기의 작용, 렌즈의 이용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3∼4학년군 5∼6학년군

물질과
에너지

§ 물체의 무게

§ 물체와 물질

§ 액체와 기체

§ 소리의 성질

§ 자석의 이용

§ 혼합물의 분리

§ 거울과 그림자

§ 물의 상태 변화

§ 온도와 열

§ 용해와 용액

§ 산과 염기

§ 물체의 빠르기

§ 전기의 작용

§ 여러 가지 기체

§ 렌즈의 이용

§ 연소와 소화

생명과
지구

§ 지구와 달

§ 동물의 한살이

§ 동물의 생활

§ 지표의 변화

§ 식물의 한 살이

§ 화산과 지진

§ 식물의 생활

§ 지층과 화석

§ 날씨와 우리 생활

§ 식물의 구조와기능

§ 태양계와 별

§ 우리몸의구조와기능

§ 지구와 달의 운동

§ 생물과 환경

§ 생물과 우리 생활

§ 계절의 변화

표 3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내용 체계 중 초등 관련 부분(교육과학기술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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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과학탐구의 강화

(1) 기초탐구와 통합탐구의 강화

과학 교과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탐구 능력의 향상이다. 그동안 우

리나라 과학 교과서에서 탐구를 중요하게 다루기는 하였으나 교과서에

탐구 자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것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

과 교육과정부터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에

서는 3∼4학년에 기초탐구 과정, 5∼6학년에 통합탐구 과정에 대한 내용

을 넣기는 하였으나 탐구 자체를 수업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발된 교과서

에는 3∼4학년 1학기 기초탐구 단원에 6차시를 배정하였다. 즉, 관찰, 분

류, 측정, 추리, 예상, 의사소통에 각각 1차시씩 배정하고 적절한 활동을

통하여 탐구 과정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한편, 5∼6학

년군 1학기 교과서에는 통합탐구 단원인 “통합탐구 활동 익히기”를 신설

하고 6차시를 배정하였다.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의 7가지 통합탐구 과정을 분절하여 1차시

씩 배정하기보다는, 하나의 탐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 과

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자유탐구의 강화

자유탐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부터 도입되

었다. 그러나 자유탐구에 대한 안내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자유탐구가 실질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학기 교과서의 앞부분에 자유탐구 단원을 신

설하고 6차시를 배정하였다.

자유탐구 단원의 주요 내용은 탐구 주제 정하기(1차시), 탐구 계획 세

우기(1차시), 탐구 실행하기(1차시), 탐구 보고서 만들기(1차시), 탐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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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발표하기(2차시)로 구성하였다. 각 차시에서는 자유탐구 단계에 대하

여 안내하고, 학생들이 자유탐구를 수행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을 적

절한 활동을 통하여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2.2.4. 단원명 추출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인디스쿨의 질문은 2007 개정 교육

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 단원 및 과학수업 전반에 관한 내용

이었는데, 각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단원의 이름이 서로 달라 간단하게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할

단원명을 설정하였다(표 4). 물리 단원에는 무게, 거울과 그림자, 자석,

소리, 전기, 열, 렌즈, 속력의 8가지 항목이 있고, 과학 전반에는 ‘과학탐

구’와 ‘운영 전반’의 2가지 항목이 있다. ‘과학탐구’는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내용으로 3∼4학년 1학기에 기초탐구 과정(관

찰, 분류, 측정, 추리, 예상, 의사소통), 5∼6학년 1학기에 통합탐구 과정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

반화), 3∼6학년 2학기에 자유탐구 과정(탐구 주제 정하기, 탐구 계획 세

우기, 탐구 실행하기, 탐구 보고서 만들기, 탐구 결과 발표하기)이 각각

6차시씩 배정되어 있다. ‘운영 전반’은 물리 단원 및 과학탐구에 속하지

않은 과학수업 운영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과학실에서 학생들이 항

상 잡담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4

학년 과학 학습 결손 내용 공문은 전국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것일까?’,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평가 영역은 무엇일까?’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 단원 8개, ‘과학탐구’, ‘운영 전반’을 합해 총

10개의 내용으로 질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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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체계 및 단원명 적용연도

/학년본 연구 2007 개정 2009 개정

물리

단원

무게 무게 물체의 무게

2010∼2017년

/3∼4학년

거울과 그림자 빛의 직진 거울과 그림자

자석 자석과 성질 자석의 이용

소리 - 소리의 성질

전기 전기회로, 자기장 전기의 작용

2011∼2018년

/5∼6학년

열 열전달 온도와 열

렌즈 빛 렌즈의 이용

속력 물체의 속력 물체의 빠르기

과학수업

전반

과학탐구 과학탐구 과학탐구 2010∼2018년

/3∼6학년운영 전반 - -

표 4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원명

2.2.5. 교육과정 과도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놓

인 과도기적인 시기로 3∼4학년군의 경우 2014년, 5∼6학년군의 경우

2015년에 해당한다(그림 3).

그림 3 학년군별 교육과정 적용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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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학교사 전문성

Shulman(1986)은 잃어버린 패러다임을 언급하면서 PCK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기존의 교사교육연구는 일반 교수법(기다리는 시간, 교수

질문 등)에 대한 것은 많았으나, 교사들이 ‘교수하는 내용’에 관한 연구

는 거의 없었다. Schulman(1986)은 우리가 그동안 교사교육연구에서 정

말 중요한 ‘교수하는 내용’을 잊은 채 연구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이것을

바로 잃어버린 패러다임이라고 칭했다.

바로 다음 해에 Schulman(1987)은 교사의 지식기반(knowledge base)

에 대한 7가지 교사지식(teacher knowledge)을 제안했는데, PCK가 그중

하나였다. 그는 PCK가 교과 내용을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

하고 공식화하는 방법이므로 7가지 교사지식의 범주 중에서 교사 전문성

의 요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PCK라는 개념은 내용

과 교육학의 특별한 결합체로, 독특하게 교직에만 있고, 교사들만의 특별

한 전문적 이해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의해 PCK는 내

용 전문가의 이해와 교사의 이해를 가장 잘 구별 지을 수 있는 범주라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Grossman(1990)은 교사지식(teacher knowledge)을 4가

지로 정리했다(표 5). 그는 4가지 교사지식을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SMK(Subject Matter Knowledge), PK(Pedagogical

Knowledge), KofC(Knowledge of Context)로 정의하며, PCK를 중심으

로 교사지식 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했다. 그는 4가지 교사지식 중, 특정

과목에 한정된 지식은 PCK와 SMK이며, PK와 KofC는 보편적인 교사

지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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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과목

한정적

(a)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 교과 교육학 지식, 네 가지 구성요소 중 중심이 됨

(b) SMK(Subject Matter Knowledge)

- 교과 내용 지식

보편적

(c) PK(Pedagogical Knowledge)

- 일반 교육학 지식

(d) KofC(Knowledge of Context)

- 교육 맥락 지식

표 5 교사지식(Teacher knowledge)(Grossman, 1990)

Magnusson et al.(1999)은 과학 교과에 대한 교과교육학지식(PCK for

science teaching)을 과학 교과 내용을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교사의 이해로서, 자질 있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구

인이라고 정의 내렸다. Magnusson et al.(1999)이 정의한 과학 교과에 대

한 교과교육학지식(PCK for science teaching)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표 6).

구성요소

(a) Orientation toward teaching science(과학교수에 대한 지향점)

- 과학 교수에 대한 목표와 일반적인 접근에 대한 교사지식

(b) Knowledge of Science Curriculum(과학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 국가, 주, 지역 표준 및 특정 과학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지식

(c) Knowledge of Assessment for Science(과학 평가에 대한 지식)

- 학생의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교사지식

(d) Knowledge of Science Instructional Strategies(과학 교수 전략에 대한 지식)

- 표현, 활동, 방법 등에 대한 교사지식

(e) Knowledge of Student Science Understanding(학습자의 과학 이해도에

대한 지식)

- 학습자가 가진 일반적인 개념과 어려움에 대한 교사지식

표 6 과학 교과교육학지식(PCK for science teaching)의 구성 요소

(Magnusson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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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ll(2007)은 Grossman(1990)이 개발한 교사지식(Teacher

knowledge)의 개념틀을 바탕으로 Magnusson et al.(1999)이 과학 교과

교육학지식(PCK for science teaching)을 추가해 발전시킨 내용을 바탕

으로 과학 교사 지식 모델을 개발하였다(표 7). Abell(2007)의 모델에 포

함된 네 가지 교사지식 중 과학 교과에 초점을 맞춘 지식은 과학

SMK(Science SMK)와 과학 교수를 위한 PCK(PCK for Science

Teaching)에 한정된다.

한편, Alake-Tuenter et al.(2013)은 탐구 기반 과학 수업을 효과적으

로 진행하기 위한 예비 초등교사의 역량을 정리하고, 이를 미국 국가과

학교육기준(NRC, 1996)과 비교해 전문가 33인의 조언을 구한 델파이 연

구를 바탕으로 초등교사의 탐구 기반 과학 교수 역량을 개발했다(표 8).

초등교사의 탐구 기반 과학 교수 역량(Alake-Tuenter et al., 2013)에는

과학 SMK(Science SMK), 과학 PCK(Science PCK)와 태도(Attitude)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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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Subject Matter
Knowledge
(Science SMK)
과학
교과내용지식

Science
Syntactic
Knowledge
구문론적 지식

the rules of evidence and proof used to generate and justify knowledge claims in the substantive
knowledge
실재론적 지식에서 지식 주장을 생성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증거나 그 규칙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Science
Substantive
Knowledge
실재론적 지식

the organization of concepts, facts, principles, and theories
개념, 사실, 원리, 이론으로 구성된 지식을 말한다.

Pedagogical
Knowledge (PK)
교육학지식

Instructional
Principles
교수이론

효과적인 교수전략에 관한 일련의 지식체계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Classroom
Management
학급관리

학급구성원이 의도하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계획·조직·조정·통제와 관련되는 활동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Learners &
Learning
학습이론

학습을 통해 나타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한 과정 혹은 기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이론
체계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Educational
Aims
교육목표

교육활동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Knowledge of
Context(KofC)
맥락지식

Students 학생 학생이라는 맥락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말한다.

School 학교 학교라는 맥락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말한다.

Community
공동체

공동체라는 맥락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말한다.

District 지역 지역이라는 맥락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말한다.

표 7 과학 교사 지식 모델(Abell, 2007)(modified from Grossman, 1990 and Magnusson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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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for
Science
Teaching (PCK
for Science
Teaching)
과학
교과교육학지식

Orientations
Toward
Teaching Science
과학 교수에
대한 지향점

특정 학년 수준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목적과 목표에 대한 교사의 지식과 신념을 말한다. 이 요소는 목표,
학생 과제의 내용, 교과서나 다른 교육과정 재료의 사용 그리고 학생 학습에 대한 평가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교수 결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Knowledge of
Science Learners
과학 학습자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requirement for
learning
학습자의 선수 학습에 대한 지식

학습자가 특정 과학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선수 학습에 관한 교사
지식과 학생들이 학습에 접근하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

Knowledge of areas of student
difficulty
학습자의 학습 곤란에 대한 지식

과학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교사의 지식이다.

Knowledge of
Science
Curriculum
과학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goals and
objectives
교육목적과 목표에 대한 지식

교사가 가르치는 주제의 목표나 목적에 대한 지식과 수직적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knowledge of specific science
curriculum
특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각 학년과 과목마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지식이 있어야 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ex. 화학교사는 1960년대 개발된 CHEM Study, Chemical Bond
Approach,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Chemistry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Knowledge of
Science
Instructional
Strategies
과학 교수전략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science specific
strategies
(for any topic)
교과 한정적 교수 전략 지식

과학 수업을 규정하는 일반적 접근을 나타내는 것으로 과학 교수에
대한 지향점 요소와 관련이 있다.

knowledge of strategies for
specific science topics
주제 한정적 교수 전략 지식

topic-specific
representation
주제 한정적 표상

특정 표상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개념이나 원리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말한다.

topic-specific
activity
주제 한정적 활동

학생들의 특정 개념이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Knowledge of
Science
Assessment
과학 평가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dimensions of
science learning to assess
평가할 과학 학습의 차원에 대한
지식

특정 단원에서 어떤 과학적 소양의 측면이 측정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말한다.

knowledge of methods of
assessing science learning
평가 방법에 대한 지식

여러 가지 평가 방법에 대한 교사의 지식과 특정 학습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가를 파악할 수 있는 교사의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은 특별한 평가 도구와 관련된 장점이나 단점 등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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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SMK 1] 사실(facts)과 개념(concepts)에 대한 교사의 지식(knowledge)

(생활; 기술과 물리 체계; 지구와 우주 체계; 수학 체계와 관련하여)

1-1 사실(facts)과 개념(concepts) 자체(isolated)의 의미(meaning)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1-2 사실(facts)과 개념(concepts)의 관계(relation)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1-2-1 다른 과학의 하위 분야(different science sub-disciplines)

1-2-2 같은 과학의 하위 분야(the same science sub-disciplines)

1-2-3 과학의 하위 분야와 다른 과목(sicnece sub-disciplines and other subjects)

1-3 사실(facts)과 개념(concepts)을 적용(apply)하는 시기(when)와 방법(how)에 대한 교사의 이해(understanding)

[과학 SMK 2] 탐구 기능(inquiry skills)에 대한 교사의 이해(understanding)

(관찰; 질문 및 예상; 선행지식 조사; 탐구 계획;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을 통한 탐구 수행; 자료를 토대로 결

론 도출, 설명 및 예측; 결과 제시 및 정당화)

2-1 탐구 기능(inquiry skills) 자체(isolated)의 의미(meaning)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2-2 탐구 기능(inquiry skills) 간의 관계(relation)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2-3 탐구 기능(inquiry skills)을 적용(apply)하는 시기(when)와 방법(how)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표 8 초등교사의 탐구 기반 과학 교수 역량(inquiry-based science teaching competence)(Alake-Tuenter et al., 2013)

1) 학생들이 탐구 문제를 해결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사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탐구(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2)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토의주제에 대해 중립을 지키며 소집단 전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가 소집단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분
위기 속에서 토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토의기법(Schwarz, 2002)

3) 사정(assessment)으로부터 얻어진 정보에 기초하여 학생의 성취를 판단하는 과정(조희형 외, 2018)

4) 학생의 성취와 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양적·질적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조희형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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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PCK 1] 교수 설계 능력(pedagogical design capacity) – 수업 준비와 교육과정 적용

1-1 유의미한(meaningful) 내용(content)과 맥락(context)의 교수(teaching)를 위한 개별(individual) 학생의(pupil’s) 흥미

(interests), 강점(strengths), 경험(experiences), 요구(needs)의 이해(understanding)와 반응(response)

(사전 지식; 인지 발달 단계; 학습 스타일; 흥미와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1-2 맥락(context)의 이해(understanding)와 반응(response): 시간(time), 공간(space), 지역(location), 자료(materials)

1-3 사용 및 접근 가능한(available and accessible) 표준 문서(standard document)에 표기된(mentioned) 목표(aims)의

이해(understanding)와 반응(response)

- 마지막 학년 학생들(final year pupils)을 위한 교육부(Ministry of eduction) 최종 커리큘럼 목표(final curriculum goals)

- 초등학교(primary school)의 연령별(for each age) 구체적인(detailed) 커리큘럼 목표(curriculum goals)

[과학 PCK 2] 비계화 탐구(scaffolded inquiry)1)에서 교사의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2)

2-1 학생이 그들의 사전 생각(prior ideas)을 명확히(explicit) 할 수 있도록 질문(ask)하는 능력(ability)

2-2 사실(facts)과 개념(concepts)에 대한 (확산적)(divergent) 질문(questions)을 하고, 이 지식(knwoledge)을 적용

(apply)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격려(encourage)하고 도와주는(help) 능력(ability)

2-3 연구(research) 기능(skills)의 적절한(appropriate) 사용(use)에 대해 질문(questions)을 하고, 이 지식(knwoledge)을

적용(apply)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격려(encourage)하고 도와주는(help) 능력(ability)

2-4 소집단(small group)에서 연구 문제(research questions)와 예상(predictions), 답(answers)과 설명(explanations)에

대한 담화(discourse), 토론(debate), 토의(discussion)를 자극(stimulate)하는 능력(ability)

2-5 상위인지적 자각(meta-cognitive awareness)을 키우기(enhance) 위해 교실 토의(class discussion)를 장려(generate)하

고자 학생의 생각(thinking)(실수(mistakes) 포함)에 대해 논의(discuss)하고/하거나 시각화(visualize)하는 능력(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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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PCK 3] 교사의 평가(evaluation)3)와 사정(assessment)4)

3-1 새로운 지식(new knowledge)과 사전 지식(prior knowledge)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를 연결(connect)짓는 능력(ability)

3-2 새로운 지식(new knowledge)과 실생활(real life) 맥락(context)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를 연결(connect)짓는

능력(ability)

3-3 새로운 지식(new knowledge)과 포괄적인(overarching) 과학 개념(science concepts)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를

연결(connect)짓는 능력(ability)

[과학 PCK 4, 5] 과학교육(science education)에 대한 교사의 태도(attitudes)

4 과학 교수(teaching)에 대한 태도(attitudes)

5 학습자(learners)와 과학 학습(learning)에 대한 태도(attitudes)

[태도 1, 2, 3] 교사의 태도(attitudes)

1 과학에 대한 태도(attitudes)

- 사회(society), 학생들의 일상생활(daily life)과 환경(environment)을 위한 과학의 중요성(importance)

- 기쁨(pleasure)

-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

2 과학교사로서 자신(themselves)에 대한 태도(attitudes) –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

3 과학과 과학 교수(teaching)의 역량(competence) 개발(development)에 대한 태도(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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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초등교사의 과학 교수 관련 어려움

초등교사의 과학 교수 관련 어려움을 다룬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는데

(표 9), 대다수의 연구에서 초등교사는 SMK가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교

사들의 SMK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PCK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성취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성혜, 2001; 최승현 외, 2008; 곽영순, 2009; 곽영순,

2011; 오필석, 2011; 이기영, 2013).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는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질적 연구(Wallace & Louden, 2005; 윤혜경, 2008; 김정혜, 2009; 신현화와

김효남, 2010; 오필석, 2011; 지승민과 박재근, 2016)가 대부분이어서 어려움

에 대한 장기간의 맥락 또는 흐름을 파악하거나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거

나,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미리 한정된 영역에 대해 제한

된 답변을 받는 양적 연구(박종욱과 김선자, 1996; 이수아 외, 2007; 이상재,

2007; 김상윤, 2008; 고민석과 권치순, 2011; 임아름과 전영석, 2014)가 대부

분이어서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과는 다르게 인디스쿨은 초등교사로 인

증받은 교사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현

장의 실제적 양상을 대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이바름과 정문성, 2016).

또한, 연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된 면담, 설문지, 평가지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지식공유를 위해 자생적으로 발전해 온 온

라인 교사 공동체에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

문에 선행연구와 비교해 데이터의 조작 및 연출 가능성이 배제되었고, 질문

의 근원과 배경에 해당하는 맥락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odesiler,

2017; 장석권, 2018). 즉, 인디스쿨은 인위적으로 생성된 학습공동체가 아니

라 자생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디스쿨의 과학 교수 관련 질문 게

시글을 분석한다면 다수의 초등교사가 평소 과학 수업을 준비하며 느꼈던

어려움에 대한 장기간의 흐름을 보다 현실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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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박종욱과

김선자

(1996)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연과

실험수업에서 겪는 문제 조사

초등교사

137명
서술형 설문지 분석

이상재

(2007)

초등학교 3학년 교사가 실험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실험활동 분석

초등학교

3학년 교사

91명

설문조사, 면담

이수아

외

(2007)

초등교사들이 과학수업에서

겪는 어려움 분석

초등교사

200명

일화기록법 형식의 개방형

설문지

중등교사

30명

일화기록법 형식의 개방형

설문지(초등교사의 대답과

비교하기 위해)

고경력

초등교사 4명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유형별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집단면담을 통해 논의

윤혜경

(2008)

과학 실험 실습 교육에서 초등

교사가 느끼는 딜레마

딜레마 일화

26개
딜레마 일화의 주제 분석

김정혜

(2009)

초등학교 고학년

과학수업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조사

초등교사 8명,

4∼6학년 학생

각 4명씩 총

12명

심층면담

신현화와

김효남

(2010)

초등학교 과학과 자유탐구

활동에서 교사와 학생이 겪는

어려움 요인에 대한 인식 조사

초등교사 3명,

5∼6학년 학생

각 8명씩 총

16명

반구조화된 심층면담

고민석과

권치순

(2011)

초등학교 교사들의 과학 수업에

대한 관심도와 곤란도 조사

초등교사

300명

관심도와 곤란도를 묻는

질문지

곽영순

(2011)

초등 과학수업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연구

초등교사

5명

한 단원 전체의 수업 동영상,

개별 면담

오필석

(2011)

초등교사들에게 있어 과학

수업의 의미 분석

초등교사

28명

교육대학원 질적연구 수업

포트폴리오, 현장일지

송현종

외

(2012)

초등학교 자기장 수업에서 한

교사가 경험한 딜레마에 관한

고찰

초등교사

1명

과학 수업 녹화 자료,

학생들과의 집단면담 녹음

자료를 분석한 사례연구

임아름과

전영석

(2014)

초등학교 과학과

“전기회로”단원 수업에서 겪는

교사와 학생의 어려움 분석

초등교사

28명,

초등학생 78명

교수·학습 곤란 원인을 묻는

조사지(리커드 척도)

지승민과

박재근

(2016)

과학내용지식과 교수방법지식

측면에서 과학 교사가 겪는

어려움 분석

초등 초임교사

3명

18차시 분량의 수업녹화자료,

면담자료, 학습지 등의

문서자료

표 9 초등교사의 과학 교수 관련 어려움을 다룬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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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3.1. 자료 수집

인디스쿨은 초등교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통해 인증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서 본 연구자는 인증을 끝낸 상태이므로 사

이트 이용 및 자료 열람이 가능했다. 인디스쿨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내

자료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자료는 운영자가 엑셀로 추출한 내

용을 메일로 보내주었고, 연구자가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엑셀에 정리하

는 형태로 수집했다. 질문 게시글의 제목, 날짜, 내용을 수집했으며, 개인

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글쓴이의 아이디는 연구목적과 관련이 없으므로 수

집하지 않았다.

분석 대상은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3∼6학년에

해당하는 물리 단원 및 과학 전반5)에 해당하는 과학 교수 관련 질문 게

시글이었다. 인디스쿨 내의 모든 게시글은 온라인상의 별명과 함께 게시

되며 인디스쿨에 가입되어있는 전국의 모든 초등교사가 게시글을 올리고

답변을 달 수 있게 되어있다. 게시판이 설립된 이래로 게시된 모든 질문

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검색창을 통해 예전 질문을

검색해 원하는 자료를 취사선택 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인디

스쿨 ‘교육자료’ 게시판에는 과목별 교수·학습 자료나 해당 과목을 교수

하며 생긴 궁금증을 질문할 수 있는 과목별 세부 게시판이 존재한다. 이

중 학년별 교육과정 적용 연도가 다른 것을 고려해 물리 단원 3∼4학년

에 해당하는 2010∼2017년, 물리 단원 5∼6학년에 해당하는 2011∼2018

년, 과학수업 전반에 해당하는 2010∼2018년의 질문 게시글을 수집한 결

과 총 409개(2018년 12월 9일 기준)의 질문이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수집된 409개의 질문을 모두 분석했으며, 답변은 따로 분석하지 않았

다.

5)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어느 한 영역에 속하지 않고 과학수업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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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은 초등교사들이 과학 교수를 진행할 때 느끼는 어려움을

다른 교사들과 같이 고민하여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 집단의 목적이 일치하고(Jones, 1998), 질문 게시

글을 수집할 때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글쓴이의 아이디를 수집하지

않으며, 교사들 스스로 함께 고민을 해결하고자 게시한 글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연구의 특성상 처치 없이 교사들이 이미 작성해 놓은

게시글 자료만 수집하므로 잠재적인 신체적, 정신적 위험 요소를 포함한

부작용이 생기거나 위험이 있을 확률이 매우 적다고 판단했다. 또한, 온

라인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오프라인 연구를 할 때 주로 인근의

특정 지역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생기는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초등교사에게만 회원 가입의 기회가 주어지는 폐쇄적인 공동체

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익명성이라는 온라인 특유의 장점과 초

등교사만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는 사이트의 특성으로 인해, 더욱 솔직

하게 연구 대상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이 되었

다. 또한, 오랫동안 누적된 질문 게시글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교사들이 해를 거듭하며 꾸준히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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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틀 개발

앞서 살펴본 Abell(2007)의 ‘과학교사 지식 모델’과 Alake-Tuenter et

al.(2013)의 ‘초등교사의 탐구 기반 과학 교수 역량’ 모두 과학 교수에 관

련된 교사의 지식 및 역량에 관련된 모델이지만, Abell(2007)은 과학 교

수 전반에 대한 지식을 정리했고 Alake-Tuenter et al.(2013)은 초등교사

의 탐구 기반 과학 교수를 기반에 두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탐구

기반 과학 수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신장

하기 위한 과학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

기술부, 2011)과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 모두 초등 과학 교과

서에서 13가지 탐구과정에 대한 명시적 설명이 제시되어있으며, 특히,

‘자유탐구’를 교육과정에 포함 시켜 모든 학생이 개방적이고 자기 주도적

인 과학 탐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인디스쿨에 게시된 교사들의 질문

역시 과학 탐구에 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교사의 탐구 기반 과학 교수 역량을 다룬 Alake-Tuenter

et al.(2013)의 틀을 기본으로 질문분석을 위한 예비 분석틀을 구성하였

다. 이후 인디스쿨의 질문 게시글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한

후 예비 분석틀을 수정 및 보완하고, 필요 시 구성요소를 추가하거나 제

외하였다. 예를 들어, ‘초등교사의 탐구 기반 과학 교수 역량

(Alake-Tuenter et al., 2013)’ 구성요소 중, [과학 SMK 2]에 해당하는

‘탐구 기능(inquiry skills)에 대한 교사의 이해(understanding)’에서는 탐

구 방법의 의미나 탐구 방법을 적용하는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 탐구 단

계별로 분석하고자 의문 생성 단계, 탐구 계획 단계, 탐구 수행 단계, 결

과 해석 단계로 중영역을 구성했다. 또한 [과학 PCK 1]에 해당하는 ‘교

수 설계 능력(pedagogical design capacity)’에는 Abell(2007)의 특정 교

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과학캠프, 과학탐구대회 등이 운영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국가수준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에 대한 이해’와

학부모 공개, 동료 장학 등과 관련된 질문을 위한 ‘표준 문서(standard

document) 이외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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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을 하위 요소로 추가했다. [과학 PCK 2]에 해당하는 ‘비계화

탐구(scaffolded inquiry)에서 교사의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은 학생의

탐구를 촉진하기 위해 교사가 체계적으로 퍼실리테이션 하는 능력

(ability) 5가지가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디스쿨에는 비

계화 탐구에서 교사가 퍼실리테이션 하는 능력에 대한 질문보다는 탐구

전반에서 교사가 고려해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따라서

그 범위를 확장해, 탐구에 관련된 모든 과학 교수에 대한 질문을 [과학

PCK 2]에 속하도록 구성했다. 따라서 Alake-Tuenter et al.(2013)의 틀

제목이었던 초등교사의 탐구 기반 과학 교수 역량을 참고해, [과학 PCK

2]의 명칭을 ‘탐구 기반 과학 교수 능력(inquiry-based science teaching

ability)’으로 바꾼 뒤, ‘탐구 기반 과학 교수 설계 능력’, ‘탐구 기반 과

학 교수 수행 능력’으로 하위 요소를 나누었다. [과학 PCK 3]에 해당하

는 ‘교사의 평가(evaluation)와 사정(assessment)’에는 현장에서 실질적으

로 평가를 진행하며 마주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인디스쿨의 게시

글들과 Abell(2007)의 과학 평가에 대한 지식을 참고해 ‘평가 방법 관련

능력(ability)’, ‘평가 결과 처리 관련 능력(ability)’를 하위 요소로 구성했

다. 마지막으로 [과학 PCK 4, 5] 와 [태도 1, 2, 3]은 과학 및 과학 교수

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질문 게시글에 관련 내용이 명

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질문분석을 위한 최종 분석틀(표 10)의 대영역으로 과학적

사실과 개념의 의미를 알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교사의 지식을 다룬 [과

학-SMK 1] 사실(facts)과 개념(concepts)에 대한 교사의 지식

(knowledge), 탐구 단계별로 필요한 기능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다룬

[과학-SMK 2] 탐구 기능(inquiry skills)에 대한 교사의 이해

(understanding), 교수효과의 증진을 위해 학생, 맥락, 표준문서 등 다양

한 변인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교사의 교수 설

계 능력을 다룬 [과학-PCK 1] 교수 설계 능력(pedagogical design

capacity), 탐구 기반 과학 교수를 위해 필요한 탐구 수행 및 탐구 기반

과학 교수 설계에 대한 교사의 능력을 다룬 [과학-PCK 2] 탐구 기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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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수 능력(inquiry-based science pedagogical capacity), 양적·질적

정보를 수집해 학생의 성취를 평가하는 방법과 처리에 관련된 교사의 능

력을 다룬 [과학-PCK 3] 교사의 평가(evaluation)와 사정(assessment)

등을 설정하였고, 각 대영역마다 적절한 중영역 및 하위 요소를 설정하

였다. 또한 ‘과학 SMK’와 ‘과학 PCK’에 대한 표기를 편리하게 하고자

각각 ‘과학-SMK’, ‘과학-PCK’라고 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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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중영역 하위 요소 코드 질문 특징 질문 예시

[과학-SMK 1]

사실(facts)과

개념(concepts)에

대한교사의

지식(knowledge)

사실과 개념의

의미

(meaning)

사실과

개념의 의미
S1-1

§ 단순 사실, 간단한 개념을 질문

§ 과학적 용어, 단위의 정의를 질문

§ 특성, 구조, 기능, 관계, 단순 시간 순서로 이루어

진 간단한 과정, 현상 등을 질문

§ 광원이 무엇일까?

§ 네오디뮴 자석은 N극, S극이 있을까?

사실과 개념의

적용

(applying)

현상에 적용 S1-2-1
§ 관찰 결과나 자연 현상을 과학적 개념, 원리로

상세히 설명하는 질문

§ S극으로 못을 문지르면 문지른 부분이 N극이 되

는 현상은 왜 그런 것일까?

과정에 적용 S1-2-2
§ 메커니즘, 관계 등 복잡한 과정에 대해 이론적으

로 중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질문

§ 볼록렌즈의 초점 밖에 물체가 있을 때 어떻게 보

일까?

사례에 적용 S1-2-3 § 사실과 개념을 적용한 실생활의 예에 대한 질문 § 수중카메라에는 어떤 렌즈를 사용할까?

비교/대조에

적용
S1-2-4

§ 둘 이상의 대상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대조하며 과학적 개념, 원리로 설명하는 질문

§ 간이사진기의 상이 상하좌우 바뀌는 현상과 바늘

구멍사진기의 그림자가 상하좌우 바뀌는 현상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과학-SMK 2]

탐구 기능

(inquiry skills)에

대한교사의이해

(understanding)

의문 생성

단계의 이해

(understanding)

의문 생성

단계의 이해
S2-1 § 과학탐구를 통해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한 질문 § 과학실 현미경으로 유산균 관찰이 가능할까?

탐구 계획

단계의 이해

(understanding)

탐구 계획 시

고려사항
S2-2-1 § 탐구 수행에 앞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질문 § 피복을 벗긴 전선은 감전이 일어날까?

탐구 계획의

적합성
S2-2-2

§ 교과서 탐구 계획의 적합성에 의문을 품은 질문

§ 변인 설계의 과학적 이유에 대한 질문

§ 전동기 만들기 실험에서는 왜 막대자석 대신 네

오디뮴 자석을 사용할까?

탐구 수행

단계의 이해

(understanding)

탐구 수행 시

고려사항
S2-3-1 § 탐구 수행 중 고려할 사항에 대한 질문

§ 고무동력수레를 만드는 과정에서 철사 마감을 어

떻게 해야 할까?

탐구 수행 시

돌발상황
S2-3-2 § 탐구 수행 중 발생한 돌발상황에 대한 질문

§ 고무동력수레가 직선으로 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결과 해석

단계의 이해

(understanding)

결과 해석

단계의 이해
S2-4

§ 수집된 자료에 대한 질문

§ 탐구 결과의 오류 또는 한계점에 대한 질문

§ 햇빛과 전등의 그림자 중, 교과서에 의하면 전등의

그림자가 더 커야 하는데, 실제 실험결과에서 햇빛의

그림자가 더 큰 이유는 무엇일까?

표 10 초등교사의 과학 교수 관련 질문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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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PCK 1]

교수 설계

능력

(pedagogical

design

capacity)

개별

학생(individual

pupil)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와 반응(response)

개별 학생에

대한 이해와

반응

P1-1
§ 개별 학생의 수준에 대한 질문

§ 개별 학생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

§ 과학실에서 학생들이 항상 잡담하는데 어떻게 대

처하면 좋을까?

§ 2015년도 6학년 학생들은 작년에 소리 단원을 배

웠을까?

맥락

(context)의

이해(understanding

)와 반응(response)

수업자료 P1-2-1

§ 수업자료 자체 및 자료를 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질문

§ 수업자료에 관해 생긴 문제 상황에 대한 질문

§ 탐구일지를 제작해보았는데, 추가하거나 조정할

부분이 있을까?

§ 교과서와 지도서 PDF 파일을 구할 수 있는 사이

트가 있을까?

진도 P1-2-2 § 교과별 수업일수와 관련된 진도에 대한 질문
§ 올해 발령받은 신규라 진도가 느린데, 다른 학교

는 진도 어디쯤 나가고 있을까?

표준

문서(standard

document)의

이해(understanding

)와 반응(response)

표준 문서의

이해와 반응
P1-3

§ 교육과정 과도기에 놓인 학년을 위한 ‘보충단원’

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청 지침에 대한 질문

§ 07, 09 개정 교육과정 특색 단원 ‘과학탐구’의 운

영과 관련된 교육청 지침에 대한 질문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4학년 과학 학습 결

손 내용 공문은 전국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것일

까?

§ 보충단원의 평가 여부가 지도서나 공문 등으로

명확히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을까?

표준

문서(standard

document) 이외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와 반응(response)

표준 문서

이외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반응

P1-4
§ 과학캠프, 과학탐구대회, 과학미술탐구대회 등의

목적 및 운영과 관련된 질문

§ 발명 상상화 대회와 과학 상상화 대회는 다른

것일까?

§ 과학캠프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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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PCK 2]

탐구 기반

과학 교수

능력

(inquiry-base

d science

teaching

ability)

탐구 기반 과학

교수설계능력

(inquiry-based

science

pedagogical

design capacity)

수업내용과

수준
P2-1-1

§ 학습자와 학습 환경을 고려한 수업내용과 수준에

대한 질문
§ 초등학생에게 오른손 법칙을 지도해도 될까?

활동구성

아이디어
P2-1-2

§ 재미있고 효과적인 과학 수업을 위한 활동구성

아이디어에 대한 질문

§ 공개수업을 앞두고 있는데, 전자석의 성질과 관

련한 동기유발 아이디어가 있을까?

설명방법 P2-1-3
§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

§ 속력 단원에서 단위 변환을 쉽게 가르치는 방법

은 무엇일까?

탐구 기반 과학

교수 수행 능력

(inquiry-based

science

pedagogical

performance

capacity)

탐구활동

도구
P2-2-1

§ 구입처, 제품명 및 수량 등 탐구활동 도구 구입

에 대한 질문

§ 탐구활동 도구 관련 노하우, 팁 등에 대한 질문

§ 고무동력수레 만들기 괜찮은 키트가 있을까? 있

다면 제품명과 구입처 정보 부탁드립니다.

§ 카메라 만들기 후, 볼록렌즈를 개인물품으로 다

제공할까? 아니면 수거할까?

대체

탐구활동
P2-2-2 § 학교 상황에 따른 대체 탐구활동에 대한 질문

§ 볼록렌즈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간이사진

기 만들기를 대체할 탐구활동이 있을까?

안전사고 P2-2-3 § 탐구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질문
§ 볼록렌즈로 햇빛 모으기 실험에서 강렬한 빛으로

부터 학생들 눈을 보호할 방법이 있을까?

[과학-PCK 3]

교사의

평가(evaluation)

와

사정(assessment)

평가 방법 관련

능력(ability)

평가 방법

관련 능력
P3-1

§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의거한 과학과 평가 영역,

성취수준에 대한 질문

§ 교육청 출제 성취도 평가의 범위에 대한 질문

§ 평가 도구(평가지)에 대한 질문

§ 과학과 평가 영역은 개념, 탐구능력, 태도일까요?

아니면 생명과 지구, 물질과 에너지일까요?

§ 교육청 학업성취도평가 범위가 어디일까?

§ 평가자료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

평가 결과 처리

능력(ability)

평가 결과

처리 능력
P3-2

§ 오답노트 등 평가 후 지도에 대한 질문

§ 생활기록부, 성적표 등에 성적을 기록하기 위한

질문

§ 단원평가 후 오답 정리를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 학기 말 종합의견 자료 예시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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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서 개발한 초등교사의 과학 교수 관련 질문 분석틀

을 사용해 과학 교수와 관련된 409개의 질문을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 1번 자생적 온라인 교사 공동체의 질문분포에서는 연도별,

단원별로 질문의 분포를 정리했는데, 이때 과학-SMK와 과학-PCK 측면

에서 나누어 조사하였다.

연구 문제 2번 과학-SMK와 관련된 과학 교수의 어려움에서는 분석

틀을 사용해 과학-SMK의 요소별로 질문을 분석했다. 그 후, 과학-SMK

요소별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 해마다 반복되어 출현하

는 질문을 바탕으로 과학-SMK 측면에서 오랜 기간 지속 되어 온 어려

움이 무엇인지 파악했다.

연구 문제 3번 과학-PCK와 관련된 과학 교수의 어려움에서는 분석틀

을 사용해 과학-PCK의 요소별로 질문을 분석했다. 그 후, 과학-PCK 요

소별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 해마다 반복되어 출현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과학-PCK 측면에서 오랜 기간 지속 되어 온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했다.

연구 문제 2, 3번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질문은 4년 이상 반복해 출현

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 지었는데, 그 이유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기간이 각각 4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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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분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

무게

과학-SMK - 1 1 1 - - 1 1
5

(1.2)

과학-PCK - - - - 1 1 1 -
3

(0.7)

계 - 1 1 1 1 1 2 1
8

(2.0)

거울과
그림자

과학-SMK 1 - 1 1 - - 2 3
8

(4.6)

과학-PCK 1 1 1 - 6 3 7 -
19
(4.6)

계 2 1 2 1 6 3 9 3
27
(6.6)

자석

과학-SMK - 1 - 2 - - - 1
4

(1.0)

과학-PCK - - - - - - - 1
1

(0.2)

계 - 1 - 2 - - - 2
5

(1.2)

표 11 과학 교수 관련 질문분포 ※ 해당연도에 적용되지 않은 교육과정은 대각선으로 표시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자생적 온라인 교사 공동체의 질문분포

인디스쿨 과학 교수 관련 질문을 앞서 구성한 질문 분석틀(표10)에 넣

어 전체적인 질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1).

총 409개의 질문 중, 과학-SMK 관련 질문이 221개(54.0%), 과학

-PCK 관련 질문이 188개(46.0%)로 과학-SMK 관련 질문이 33개(8.0%)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초등교사들이 과학 교수와 관련한

SMK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곽영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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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과학-SMK - 1 - -
1

(0.2)

과학-PCK 8 9 3 -
20
(4.9)

계 8 10 3 -
21
(5.1)

전기

과학-SMK - 14 3 10 4 12 2 8
53

(13.0)

과학-PCK - - 1 4 4 2 1 4
16
(3.9)

계 - 14 4 14 8 14 3 12
69

(16.9)

열

과학-SMK 1 - - - 4 2 4 -
11
(2.7)

과학-PCK - - - - 1 - - -
1

(0.2)

계 1 - - - 5 2 4 -
12
(2.9)

렌즈

과학-SMK 13 17 6 20 18 12 12 12
110
(26.9)

과학-PCK 1 - 1 1 4 4 5 1
17
(4.2)

계 14 17 7 21 22 16 17 13
127
(31.1)

속력

과학-SMK 8 2 5 2 2 2 1 -
22
(5.4)

과학-PCK 2 1 1 2 1 2 - -
9

(2.2)

계 10 3 6 4 3 4 1 -
31
(7.6)

과학
탐구

과학-SMK - - - - - 2 - 3 2
7

(1.7)

과학-PCK - 3 3 - - 5 3 1 2
17
(4.2)

계 - 3 3 - - 7 3 4 4
24
(5.9)

운영
전반

과학-SMK - - - - - - - - -
0

(0.0)

과학-PCK 10 8 9 8 8 15 7 9 11
85

(20.8)

계 10 8 9 8 8 15 7 9 11
85

(20.8)

계
(%)

과학-SMK
1

(0.2)
24
(5.9)

35
(8.6)

18
(4.4)

32
(7.8)

31
(7.6)

31
(7.6)

27
(6.6)

22
(5.4)

221
(54.0)

과학-PCK
11
(2.7)

15
(3.7)

14
(3.4)

11
(2.7)

30
(7.3)

43
(10.5)

29
(7.1)

17
(4.2)

18
(4.4)

188
(46.0)

계
12
(2.9)

39
(9.5)

49
(12.0)

29
(7.1)

62
(15.2)

74
(18.1)

60
(14.7)

44
(10.8)

40
(9.8)

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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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연도별 질문분포

전체적인 질문분포(표 11)를 바탕으로 연도별 질문분포(그림 4)를 정

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과학-SMK와 과학-PCK의 연도별 질문분포

총 409개의 질문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분포했던 시기는 2015년(n=74,

18.1%)과 2014년(n=62, 15.2%)이다. 이는 교사들이 2009 개정 교육과정

을 처음 지도하게 되는 시기와 같았는데, 이를 통해 교육과정 변화의 과

도기에 교사들이 과학 교수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뒤를 이어 2016년(n=60, 14.7%), 2012년(n=49, 12.0%), 2017년

(n=44, 10.8%), 2018년(n=40, 9.8%), 2011년(n=39, 9.5%), 2013년(n=29,

7.1%), 2010년(n=12, 2.9%)의 순으로 질문이 분포하고 있다.

과학-SMK 관련 질문의 경우, 2012년(n=35, 8.6%)에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였는데, 전기(14개)와 렌즈(17개) 단원에 질문이 주로 집중되었

다. 다음으로 2014년(n=32, 7.8%), 2015년과 2016년(n=31, 7.6%), 2017년

(n=27, 6.6%), 2011년(n=24, 5.9%), 2018년(n=22, 5.4%), 2013년(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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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10년(n=1, 0.2%)의 순서대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과학-PCK 관련 질문의 경우, 2015년(n=43, 10.5%)에 이어 2014년

(n=30, 7.3%)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데, 이는 2007 개정에서 2009

개정으로 넘어가는 교육과정의 과도기와 맞물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2016년(n=29, 7.1%), 2018년(n=18, 4.4%), 2017년(n=17, 4.2%),

2011년(n=15, 3.7%), 2012년(n=14, 3.4%), 2010년과 2013년(n=11, 2.7%)의

순서대로 많은 개수를 차지했다. 과학-PCK 관련 질문의 질문분포 추이

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비중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

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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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단원별 질문분포

전체적인 질문분포(표 11)를 바탕으로 단원별 질문분포(그림 5)를 정

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과학-SMK와 과학-PCK의 단원별 질문분포

총 409개의 질문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분포했던 단원은 렌즈(n=127,

31.1%)였다. 뒤이어 기타 내용(n=85, 20.8%), 전기(n=69, 16.9%), 속력

(n=31, 7.6%), 거울과 그림자(n=27, 6.6%), 과학탐구(n=24, 5.8%), 소리

(n=21, 5.1%), 열(n=12, 2.9%), 무게(n=8, 2.0%), 자석(n=5, 1.2%)의 순으

로 질문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과학-SMK 관련 질문의 경우, 렌즈(n=110, 26.9%)가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기(n=53, 13.0%), 속력(n=22, 5.4%)이 그 뒤를 이

었다.

과학-PCK 관련 질문의 경우, 운영 전반(n=85, 20.8%)이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했고, 소리(n=20, 4.9%), 거울과 그림자(n=19, 4.6%)가 비슷하

게 그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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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SMK 관련 질문이 과학-PCK 관련 질문보다 더 많은 단원은 무

게, 자석, 전기, 열, 렌즈, 속력으로 초등교사들은 대부분의 단원에서 교

과 내용 지식의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과학-PCK 관련 질

문이 과학-SMK 관련 질문보다 더 많은 단원은 거울과 그림자, 소리, 과

학탐구, 기타가 있었는데, 이중 거울과 그림자, 소리는 교육과정 과도기

에 놓인 학년을 위한 보충단원이 편성되어있는 단원으로 이에 대한 과학

-PCK 관련 질문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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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각 단원별로 질문분포 추이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분석 순

서는 질문의 총 개수가 많은 단원부터 시작해 적은 단원으로 나아갔다.

다른 단원에 비해 질문의 개수가 유난히 많았던 단원은 렌즈, 운영 전

반, 전기였다. 먼저, 가장 많은 질문이 분포했던 단원인 렌즈(n=127,

31.1%)(그림 6)는 연도에 상관없이 꾸준히 많은 질문이 출현하였다. 이

는 교사들이 물리 영역 중 빛과 관련된 단원을 지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

다고 밝힌 선행연구(이양략 외, 2005; 김영심과 백성혜, 2008)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 렌즈의 경우 과학-SMK 관련 질문(n=110, 86.6%)이 과학

-PCK 관련 질문(n=17, 13.4%)보다 월등히 많은데, 이를 통해 초등교사

들이 렌즈 단원의 내용 지식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경진과 김중복, 2017). 그중에서도 2015년(n=22)에는 가장 많은

질문이 분포했었는데, 이는 교사들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처음 지도하

게 되는 시기와 같았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변화의 과도기에 교사들이

렌즈 관련 교수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림 6 렌즈 단원의 연도별 질문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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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분포했던 단원은 운영 전반(n=85, 20.8%)(그림

7)이었는데, 모두 과학-PCK와 관련된 질문이었다. 렌즈 단원과 마찬가

지로 운영 전반에 속한 질문 역시 매년 꾸준히 일정 빈도수 이상 출현하

였고, 교육과정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2015년에 가장 많은 질문이 분포했

다. 이는 교육과정 변화의 과도기에 교사들이 단원 지도 이외의 과학

-PCK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7 운영 전반의 연도별 질문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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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많은 질문이 분포했던 단원은 전기(n=69, 16.9%)(그림 8)였

는데, 운영 전반을 제외하면 렌즈 단원에 이어 초등교사들이 과학 교수

시 두 번째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단원에 해당한다. 이는 초등 과학의

모든 단원 중, 전기 단원이 교사가 꼽은 가르치기 어려운 단원 중 하나

로 보고된다는 선행연구(김정혜, 2009)와 유사한 결과이다. 전기 단원의

경우 2012년, 2014년, 2016년에 모두 같은 개수의 질문(n=14)이 분포되어

있었고, 뒤이어 2018년(n=12), 2015년(n=8), 2013년(n=4), 2017(n=3)의 순

으로 줄어들었으며 2011년은 한 개의 질문도 없었다. 한편 전기의 경우,

렌즈와 마찬가지로 과학-SMK 관련 질문(n=53, 76.8%)이 과학-PCK 관

련 질문(n=16, 23.2%)보다 월등히 많았는데, 이 결과는 초등교사들이 전

기 단원 내용 지식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8 전기 단원의 연도별 질문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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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많은 질문이 분포했던 단원은 속력(n=31, 7.6%)(그림 9)이

었다. 이 결과는 물질(화학)과 에너지(물리), 생명(생물)과 지구(지구과학)

영역을 모두 합한 5학년 과학 단원 중, 속력 단원에 대한 교수 곤란도가

가장 높았다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정하나, 2012). 속력 단원

의 경우 2011년(n=10)에 가장 많은 질문이 분포되어있었으며, 2013년

(n=6), 2015년과 2016년(n=4), 2012년과 2015년(n=3), 2017년(n=1)의 순으

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전기 단원 역시 과학-SMK 관련 질문

(n=22, 71.0%)이 과학-PCK 관련 질문(n=9, 29.0%)보다 많은 추이를 보였

다. 렌즈, 전기, 속력의 세 단원은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 모두 5∼6학년군에 해당하며, 과학-SMK 관련 질문이 과학

-PCK 관련 질문보다 높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림 9 속력 단원의 연도별 질문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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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로 많은 질문이 분포했던 단원은 거울과 그림자(n=27,

6.6%)(그림 10)였다. 이 단원은 2016년(n=9)에 가장 많은 질문이 분포되

어있으며, 2014년(n=6), 2015년과 2017년(n=3), 2010년과 2012년(n=2),

2011년(n=1), 2018년(n=0)의 순으로 질문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거울

과 그림자 단원의 경우, 과학-PCK 관련 질문(n=19, 70.4%)이 과학

-SMK 관련 질문(n=8, 29.6%)보다 많았는데, 이는 앞선 렌즈, 전기, 속력

단원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한편, 2014년(n=6)과 2016년(n=9)은 다른 연

도에 비해 질문 개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2014년은 교육

과정 과도기에 놓인 때로 초등교사들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처음 지도

하는 시기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과도기에 놓인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거울과 그림자 단원이 보충단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0 거울과 그림자 단원의 연도별 질문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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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로 많은 질문이 분포했던 단원은 과학탐구(n=24, 5.8%)(그림

11)였다. 이 단원은 2015년(n=7)에 가장 많은 질문이 있으며, 2017년과

2018년(n=4), 2011년, 2012년과 2016년(n=3), 2010년, 2013년과 2014년

(n=0)의 순으로 질문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과학탐구의 경우도 과학

-PCK 관련 질문(n=17, 70.8%)이 과학-SMK 관련 질문(n=7, 29.2%)보다

많은데, 특히 2015년에 가장 많은 과학-PCK 관련 질문이 분포해있다. 과

학탐구 단원 역시 교육과정 과도기에 놓인 2015년에서 질문분포가 가장

높았는데, 교육과정이 변화하며 과학탐구 단원의 교수·학습 및 운영에 대

한 질문이 많아졌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1 과학탐구 단원의 연도별 질문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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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로 많은 질문이 분포했던 단원은 소리(n=21, 5.1%)(그림 12)

였다. 이 단원은 2015년(n=10)에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으며, 2014년

(n=8), 2016년(n=3), 2017년(n=0) 순서로 질문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 단원의 경우, 과학-PCK 관련 질문(n=20, 95.2%)이 과학-SMK 관련

질문(n=1, 4.8%)보다 월등히 많았다. 한편, 2014년(n=8)과 2015년(n=10)

에 많은 질문이 분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2014년은 거울과 그림자

단원과 마찬가지로 보충단원이 수록된 해이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질문

이 많았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2 소리 단원의 연도별 질문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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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로 많은 질문이 분포했던 단원은 열(n=12, 2.9%)(그림 13)이

었다. 이 단원은 2015년(n=5)에 가장 많은 질문이 분포했으나 뒤따른 연

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뒤이어 2017년

(n=4), 2016년(n=2), 2011년(n=1), 2012년, 2013년, 2014년과 2018년(n=0)

순으로 질문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 단원의 경우 과학-SMK 관련

질문(n=11)이 과학-PCK 관련 질문(n=1)보다 월등히 많았는데, 그 이유

가 열 단원이 5∼6학년군에 해당하므로 교과 내용 지식이 높은 수준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었다.

그림 13 열 단원의 연도별 질문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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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로 많은 질문이 분포했던 단원은 무게(n=8, 2.0%)(그림 14)

였다. 이 단원의 경우 2016년(n=2)에 가장 많은 질문이 분포하긴 했으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n=1)과 질문 개수가 1개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무게 단원은 과학-SMK 관련 질문(n=5)이 과학

-PCK 관련 질문(n=3)보다 많았다.

그림 14 무게 단원의 연도별 질문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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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장 질문이 적었던 단원은 자석(n=5, 1.2%)(그림 15)이었

다. 이 단원은 2013년과 2017년에 각각 2개씩, 2011년에 1개, 나머지 연

도에 0개의 순으로 질문이 분포했다. 또한, 대다수의 단원과 마찬가지로

자석 단원 역시 과학-SMK 관련 질문(n=4)이 과학-PCK 관련 질문(n=1)

보다 많았다.

그림 15 자석 단원의 연도별 질문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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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과학-SMK와 관련된 과학 교수의 어려움

초등교사가 과학을 교수할 때, 과학-SMK와 관련해 어떤 어려움을 느

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총 221개의 과학-SMK 관련 질문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표 12).

과학-SMK 관련 총 질문 중, [과학-SMK 1] 사실과 개념에 대한 교

사의 지식(n=130, 58.8%)이 [과학-SMK 2] 탐구 기능에 대한 교사의 이

해(n=91, 41.2%)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초등교사는 과학적 사

실과 개념의 의미 및 적용에 관련된 어려움을 탐구에 관련된 어려움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초등교사들이 과학-SMK 측면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4.2.1.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과학-SMK 1] 사

실과 개념에 대한 교사의 지식 관련 어려움을, 4.2.2.에서는 두 번째로 많

은 비중을 차지했던 [과학-SMK 2] 탐구 기능에 대한 교사의 이해 관련

어려움을 각 과학-SMK 요소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2.3.에

서는 해를 거듭하며 누적된 질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교사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과학-SMK 측면의 어려

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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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중영역 하위 요소
단원별 질문 개수

무게
거울과

그림자
자석 소리 전기 열 렌즈 속력

과학

탐구

운영

전반

계

(%)

[과학-SMK 1]

사실(facts)과

개념(concepts)에

대한교사의

지식(knowledge)

사실과 개념의

의미

사실과

개념의 의미
3 - - - 2 1 3 3 - -

12

(5.4)

130

(58.8)사실과 개념의

적용

현상에 적용 - 3 2 - 4 2 26 - 2 -
39

(17.6)

118

(53.4)

과정에 적용 - - - - 8 1 14 3 1 -
27

(12.2)

사례에 적용 - 3 - - 7 6 15 3 2 -
36

(16.3)

비교/대조에

적용
- - - - 4 - 11 - 1 -

16

(7.2)

[과학-SMK 2]

탐구 기능

(inquiry skills)에

대한교사의이해

(understanding)

의문 생성

단계의 이해

의문 생성

단계의 이해
- - - - - - 7 - 1 -

8

(3.6)

91

(41.2)

탐구 계획

단계의 이해

탐구 계획 시

고려사항
- - - - 2 - - - - -

2

(0.9) 16

(7.2)탐구 계획의

적합성
- - - 1 6 - 5 2 - -

14

(6.3)

탐구 수행

단계의 이해

탐구 수행 시

고려사항
1 - - - - - 1 1 - -

3

(1.4) 23

(10.4)탐구 수행 시

돌발상황
- - 1 - 5 1 3 10 - -

20

(9.0)

결과 해석

단계의 이해

결과 해석

단계의 이해
1 2 1 - 15 - 25 - - -

44

(19.9)

계

(%)

5

(2.3)

8

(3.6)

4

(1.8)

1

(0.5)

53

(24.0)

11

(5.0)

110

(49.8)

22

(10.0)

7

(3.2)

0

(0.0)

221

(100.0)

표 12 과학-SMK 관련 질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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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과학-SMK 1] 사실과 개념에 대한 교사의 지식 관련 어려움

[과학-SMK 1] 관련 질문 중(그림 16), 사실과 개념의 적용(n=118,

90.8%)에 대한 질문이 사실과 개념의 의미(n=12, 9.2%)에 대한 질문보다 약

10배 이상 많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즉, 초등교사들은 단순히 사실과 개념의

의미, 과학적 용어나 단위의 정의보다는 과학적 사실과 개념을 현상, 복잡한

과정, 실생활 사례 등에 적용하는 것을 더 어려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6 [과학-SMK 1] 사실과 개념에 대한 교사의 지

식 관련 질문(n=130, 58.8%)

[과학-SMK 1]의 다섯 가지 하위 요소 중에서 상위 네 가지 하위 요

소가 모두 사실과 개념을 적용하는 질문이었는데, 현상(n=39, 30.0%), 사

례(n=36, 27.7%), 과정(n=27, 20.8%), 비교/대조(n=16, 12.3%)에 적용하는

질문 순으로 출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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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상에 적용하는 질문에는 ‘S극으로 못을 문지르면 문지른 부분

이 N극이 되는 현상은 왜 그런 것일까?’, ‘공기와 물에서 빛이 안쪽으로

굴절하는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등이 있었는데, 교사들이 관찰 결과

나 자연 현상을 과학적 개념이나 원리로 상세히 설명하는 것에 많은 어

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교과서에 과학적 개념이 적

용된 다양한 현상이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지만, 제공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권

경필 외(2006)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사례에 적용하는 질문에는 ‘수중카메라와 콘택트렌즈는 어떤 렌

즈를 사용할까?’, ‘전자석을 활용한 예에 전기세탁기, 헤어드라이어, 선풍

기, 스피커, 로봇청소기가 포함될까?’ 등이 있었는데, 사례에 적용하는 질

문과 현상에 적용하는 질문의 개수가 미비한 차이(n=3, 2.3%)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교사들이 사실과 개념을 실생활 사례에 적용하는 부

분 역시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주로

실생활 사례가 해당 개념의 예로 적절한지, 그렇다면 그 사례에는 어떤

원리가 들어있는 것인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셋째, 과정에 적용하는 질문에는 ‘볼록렌즈의 초점 밖에 물체가 있을 때

어떻게 보일까?’, ‘전기회로를 보고, 전동기가 작동할지 알 수 있을까?’ 등

이 있었는데, 메커니즘, 관계 등 복잡한 과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중간 과

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여기에 속한다.

넷째, 비교/대조에 적용하는 질문에는 ‘간이사진기의 상이 상하좌우 바뀌

는 현상과 바늘구멍사진기의 그림자가 상하좌우 바뀌는 현상이 어떻게 다

른 것일까?’, ‘전기회로 1, 2, 3, 4번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 등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비슷해 보이는 둘 이상의 대상이 가진 과학적 개념

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실과 개념에 대한 교사의 지식에 대한 질문에는 ‘광원이

무엇일까?’, ‘네오디뮴 자석은 N극, S극이 있을까?’ 등이 있었는데, 단순

사실이나 간단한 개념, 과학적 용어나 단위의 정의 등에서 어려움을 느

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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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과학-SMK 2] 탐구 기능에 대한 교사의 이해 관련 어려움

[과학-SMK 2] 관련 질문 중(그림 17), 결과 해석 단계의 이해(n=44,

48.4%)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출현했고, 뒤이어 탐구 수행 단계의 이

해(n=23, 25.3%), 탐구 계획 단계의 이해(n=16, 17.6%), 의문 생성 단계

의 이해(n=8, 8.8%)에 대한 질문 순으로 빈도수가 감소했다.

그림 17 [과학-SMK 2] 탐구 기능에 대한 교사의 이해

관련 질문(n=91, 41.2%)

[과학-SMK 2]의 여섯 가지 하위 요소 중에서는 결과 해석 단계의 이

해(n=44, 48.4%)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 ‘햇빛과 전등의 그림자

중, 교과서에 의하면 전등의 그림자가 더 커야 하는데, 실제 탐구 결과에

서는 햇빛의 그림자가 더 큰 이유는 무엇일까?’ ‘전구의 직렬연결에서 전

구 1개를 빼면 회로가 끊어져야 하는데 나머지 전구 1개에 계속 불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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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등의 질문이 여기에 속했다. 이 경우에는 44개

에 해당하는 모든 질문이 예상과 다른 탐구 결과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는 초등교사들이 과학 수업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예상치 않은 실험결과의 오류로 인해서라는 선행연구(박종욱과 김선자,

1996)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하위 요소는 탐구 수행 시 발생하는 돌발상황

(n=20, 22.2%)에 대한 질문이었다. ‘고무동력수레가 직선으로 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액체에서 열의 이동을 관찰하는 실험에서 시험

관이 계속 깨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등과 같이, 탐구 수행 중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상황에 대해 교사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된다.

즉, 탐구 수행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많은 교

사(n=64, 70.4%)가 어려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하위 요소는 탐구 계획의 적합성(n=14, 6.3%)

에 대한 질문이었다. ‘전동기 만들기 실험에서는 왜 막대자석 대신 네오

디뮴 자석을 사용할까?’, ‘볼록렌즈로 햇빛 모으기 실험에서 빛을 잘 흡

수하는 검은색 종이가 아니라 흰색 종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과 같이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계획에 대한 의문, 변인 선택에 대한

고려사항과 과학적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는

주로 교과서 탐구 계획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왜 필요한 것인지 몰

라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하위 요소는 의문 생성 단계의 이해(n=8,

3.6%)에 대한 질문이었다. ‘과학실 현미경으로 유산균 관찰이 가능할까?’,

‘바늘구멍사진기의 구멍을 작게 했을 때, 그림자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

등과 같이 탐구를 통해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 속한

다. 이 경우는 주로 학생의 질문으로부터 의문이 생성된 경우가 많았는

데, 학생의 질문에 교사가 답을 하지 못해 지도서, 인터넷, 백과사전 등

을 검색했으나 그럼에도 답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비중이 높은 하위 요소는 탐구 수행 시 고려사항(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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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에 대한 질문이었다. ‘고무동력수레를 만드는 과정에서 철사 마감

을 어떻게 해야 할까?’, ‘빛의 반사 실험에서 어떤 빛을 관찰해야 할까?

거울 속 빛을 관찰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울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을 관

찰하는 것인가?’ 등과 같이 탐구 수행 중 고려할 사항에 대한 질문이 여

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는 주로 교과서 및 지도서에 제시된 탐구단계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지도서에

실험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서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초등교사가 과학 수업을 어렵게 느끼는 여러 원인 중 하나라는 이

수아 외(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비중이 작았던 하위 요소는 탐구 계획 시 고려사항

(n=2, 0.9%)에 대한 질문이었다. ‘피복을 벗긴 전선은 감전이 일어날까?’,

‘나만의 전지 만들기에서 금속판은 실험 후 재사용이 가능할까?’ 등과 같

이 탐구 수행에 앞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 속한다. 이 경

우는 주로 실험 도구의 실질적인 사용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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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해마다 반복되는 과학-SMK의 어려움

해마다 반복(4년 이상)되고 있는 과학-SMK 관련 어려움에는 7개의

질문 내용이 있었다(그림 18).

그림 18 해마다 반복되는 과학-SMK 관련 어려움

[과학-SMK 1] 사실과 개념의 적용(A, B, E, F, G), [과학-SMK 2]

탐구 결과 해석 단계의 이해(C, D)에 해당하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는

데, [과학-SMK 1]에 해당하는 5개의 어려움은 모두 렌즈 단원에 대한

것이었고 [과학-SMK 2]에 해당하는 2개의 어려움은 모두 전기 단원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초등교사들이 렌즈 단원에서 사실과 개념의

적용, 전기 단원에서 예상치 못한 탐구 결과의 오류를 오랫동안 반복해

서 어려워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장 많이 반복된 질문을 출현한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리하면 볼

록렌즈에서 상의 생성 과정(6년 19개), 투명한 물컵 모양(물컵, 눈금실린

더, 물병, 아크릴봉 등)의 물체가 렌즈로 작동하는 원리(7년 13개), 간이

사진기에서 상의 생성 과정(4년 10개), ‘전류의 흐름 변화에 따른 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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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움직임 변화’ 탐구 결과 오류(5년 7개), ‘전구의 직렬연결’ 탐구 결과

오류(5년 7개), 바늘구멍사진기에서 그림자의 생성 과정(4년 7개), 광원

의 예(4년 6개)였다.

한편, 가장 많이 반복된 질문을 출현한 기간이 긴 순서대로 정리하면

투명한 물컵 모양(물컵, 눈금실린더, 물병, 아크릴봉 등)의 물체가 렌즈로

작동하는 원리(7년 13개), 볼록렌즈에서 상의 생성 과정(6년 19개), ‘전류

의 흐름 변화에 따른 나침반의 움직임 변화’ 탐구 결과 오류(5년 7개),

‘전구의 직렬연결’ 탐구 결과 오류(5년 7개), 간이사진기에서 상의 생성

과정(4년 10개), 바늘구멍사진기에서 그림자의 생성 과정(4년 7개), 광원

의 예(4년 6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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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출현한 기간이 긴 순서대로 질문에 따른 초등교사들의 어려

움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가장 오랜 기간(7년) 반복된 질문은 A.투명한 물컵 모양(물컵, 눈금실

린더, 물병, 아크릴봉 등)의 물체가 렌즈로 작동하는 원리였다(그림 19).

이 질문은 두 해(2010년, 2013년)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1∼4개씩 꾸

준히 출현하고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질문의 특징을 나눌 수 있었다.

먼저 투명한 물컵 모양의 물체가 렌즈의 역할을 하는 원리를 모르겠다는

질문이 10개 존재했다. 또한, 투명한 물컵 모양의 물체에 물을 넣었을 때

와 뺐을 때 다른 현상이 관찰되는데, 여기서 물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

겠다는 질문이 3개 있었다. 즉, 초등교사들은 실생활에서 렌즈의 역할을

하는 물체들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나, 렌즈의 원리를 현상, 과정, 사례

로 확장·적용하지 못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려움 A. 투명한 물컵 모양의 물체가 렌즈로 작동하는 원리

질문

반복

추이

질문

예시

인디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 너무 감사히 활용하고 있는 새내기교사입니다. 오목렌

즈 지도 차시 ppt 올려주신 자료 쓰려고 하는데,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여쭤봅니

다. 동기유발로 나오는 장동건이 유리잔을 들어서 눈이 작아지는 잔든건 사진이 왜

오목렌즈인지 잘 몰라서요. 유리잔이 볼록한 형태인데 왜 오목렌즈처럼 작아 보

이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05-11

왜 눈금실린더에 물을 넣어서 관찰해야 하나요? 애들이 물체가 크게 보이는 이

유가 물 때문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네요. 물을 빼고 관찰하니까 크게 보이지도 않

고, 바뀌어 보이지도 않고. 물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시는 선생님 설명 좀 부

탁드려요.

2011-04-05

그림 19 A의 연도별 질문 반복 추이와 예시❰7년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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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반복된 질문은 B.볼록렌즈에서 상의 생성 과정이었는데, 이는

가장 많이 반복된 어려움(n=19)이기도 했다(그림 20). 교사들은 볼록렌즈

에서 초점 거리와 물체의 위치에 따른 상의 생성, 상의 작도, 렌즈를 통과

한 물체가 눈에 보이는 원리 등에 대한 개념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같은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볼록렌즈에서 상의 생성 과정에 대한 질문은 6

년간 19개 반복된 반면, 오목렌즈에서 상의 생성 과정에 대한 질문은 2년

간 3번 반복되고 있었다. 즉, 초등교사들은 볼록렌즈에서 상의 생성 과정

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상의 크기와 모양 변화, 상의

작도 등을 오랜 기간 어려워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볼록렌즈

에서 상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재봉 외(2004)는 단순 암기를 벗어

난 과학적인 방법으로 상을 찾기 위해서는 자와 각도기를 이용하여 정량

적인 방법으로 상을 그리는 경험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초등교사

를 대상으로 한 광선작도 연습은 시각적 형상화를 도와 학습한 내용을 다

른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광학 학습에서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백성혜와 정연경, 2009; 이지원 외, 2014).

어려움 B. 볼록렌즈에서 상의 생성 과정

질문

반복

추이

질문

예시

볼록렌즈는 빛을 모으는데 초점 거리 안에서는 크게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빛

이 모이기 때문에 작게 보여야 할 것 같아서요.

2012-03-21

볼록렌즈에서 눈과 렌즈 사이의 거리가 한 뼘, 렌즈에서 물체 사이의 거리가 한 팔

이상일 때, 물체가 희미하고 크게 보이는데 이때는 어떻게 작도할 수 있을까요?

2016-06-08

그림 20 B의 연도별 질문 반복 추이와 예시❰6년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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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반복된 질문은 C.‘전류의 흐름 변화에 따른 나침반의 움직임

변화6)’ 탐구 결과 오류(그림 21)와 D.‘전구의 직렬연결’ 탐구 결과 오류

(그림 22)였다.

먼저 C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탐구 결과 오류가 발생했는데, 전

류의 흐름 변화에 따라 나침반이 움직여야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경우(n=4)와 전류의 흐름 변화에 따라 나침반이 움직여야 하지만 교과서

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n=3)가 있었다.

어려움 C. ‘전류의 흐름 변화에 따른 나침반의 움직임 변화’ 탐구 결과 오류

질문

반복

추이

질문

예시

전선 위에 나침반을 올려놓고 전류를 흘려보내는 사전실험을 했는데 나침반이 잘

움직이지 않네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는 선

생님 계시나요?

2014-06-22

전지를 1개 연결했을 때 나침반이 약 30도 정도로 움직였다면 전지를 2개 직렬

로 연결했을 때 나침반이 약 15도 정도 움직였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건지 알려

주시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서 262쪽에 나

침반 자침의 편향각, 전류, 자기장의 관계를 읽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전

류의 크기와 나침반 바늘의 편향각 크기는 정비례하지는 않더라도 전류의 크기

가 작을 때보다 클 때 더 크게 움직여야 하는 건데, 제가 실험한 건 왜 그럴까

요?

2016-10-21

그림 21 C의 연도별 질문 반복 추이와 예시❰5년 7개❱

6) 전자석 차시에서 전류의 흐름 변화에 따라 자기장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으로 관찰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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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역시 두 가지 유형의 탐구 결과 오류가 발생했는데, 전구를 직렬연

결하면 전구 2개에 모두 불이 들어오는 대신 전구의 상대적 밝기가 약해

져야 하지만 전구 1개에만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 1개는 아예 꺼지는 경

우(n=4), 전구의 직렬연결에서 전구 1개를 빼면 회로가 끊어져야 하지만

나머지 전구 1개에 계속 불이 들어오는 경우(n=3)가 있었다. 즉, 초등교

사들은 전기 단원에서 예상치 못한 탐구 결과의 오류로 인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예상치 않은 결과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 ‘전류의 흐름 변화에 따른 나침반의 움직임 변

화’와 ‘전구의 직렬연결’ 탐구와 관련해 오류 상황별 문제해결 방안 등을

안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어려움 D. ‘전구의 직렬연결’ 탐구 결과 오류

질문

반복

추이

질문

예시

전구의 직렬연결에서요. 전구의 2개가 불빛이 모두 들어오되, 불빛이 약해져야

하는 건데, 아이들이 실험하는데 A 전구가 들어오면, B 전구가 안 들어오고, B

전구가 들어오면 A 전구가 안 들어오네요. 제가 해봐도 그렇고, 아이들마다 그러

네요. 6학년 과학 2년 차인데, 작년엔 이런 난감한 기억이 없는데, 2년 차라고 교재

연구를 소홀히 했나, 당황스러워요.

2018-10-29

4차시 전구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구의 밝기 비교실험에서 전구 2개를 직렬로 연

결한 후 1개를 빼면 나머지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옵

니다. ㅜㅜ 수업시간에 실험하는데 한 팀이 들어온다고 하더니 여기저기서 들어온

다고 하네요. 분명히 길은 끊겼는데 어찌 그럴까요?

2018-10-12

그림 22 D의 연도별 질문 반복 추이와 예시❰5년 7개❱



- 70 -

4년 동안 반복된 질문은 E.간이사진기에서 상의 생성 과정(그림 23), F.바

늘구멍사진기에서 그림자의 생성 과정(그림 24), G.광원의 예(그림 25)였다.

먼저 E는 간이사진기7)가 도입된 2009 개정 교육과정(2015년∼2018년)

에서 꾸준히 반복되고 있었다. 여기서는 볼록렌즈로 인한 허상과 실상을

모두 관찰하는 기초 활동과 볼록렌즈로 인해 스크린에 생기는 실상을 관

찰하는 간이사진기 활동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즉, 초등교사들은 스크린에 맺히는 상의 생성 원리, 실상

과 허상의 구분 등 간이사진기에서 상의 생성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

확히 알지 못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간이사진기에서 상의 생성 과정을 스크린, 실상, 허상 등과 관련지어 자

세히 안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어려움 E. 간이사진기에서 상의 생성 과정

질문

반복

추이

질문

예시

간이사진기 원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간이사진기에서 가까이 있는 물체와 멀리

있는 물체가 모두 거꾸로 보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 반 학생이 질문했는데

돋보기에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는 눈이나 스크린이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어도

상이 똑바로 보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설명을 어

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6-06-21

간이사진기로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와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 기름종이를 붙인

원통을 더 뒤로 빼거나 앞으로 밀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학생이 왜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오히려 기름종이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건지 물어봤는

데 답하기가 참 난감하더군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05-30

그림 23 E의 연도별 질문 반복 추이와 예시❰4년 10개❱

7) 볼록렌즈가 붙어있는 원통과 기름종이 스크린이 붙어있는 원통 두 개를 서로 끼워 그

간격을 조절하며 스크린에 맺히는 상을 관찰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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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는 바늘구멍사진기8)가 도입된 2007 개정 교육과정(2011년∼2014년)

에서 꾸준히 반복되고 있었다. 여기서는 바늘구멍사진기의 스크린에 맺

히는 형상이 상이 아니라 그림자인 이유를 질문하거나 바늘구멍사진기의

구멍을 크게 또는 작게 할 때 그림자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질문

하고 있었다. 즉, 초등교사들은 상과 그림자의 구분, 구멍의 크기와 그림

자의 크기 사이의 관계 등 바늘구멍사진기에서 그림자의 생성 과정과 관

련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바늘구멍사진기에서 그림자의 생성 과정을 그림자, 구

멍, 간이사진기에서 상의 생성 과정 등과 관련지어 자세히 안내하는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어려움 F. 바늘구멍사진기에서 그림자의 생성 과정

질문

반복

추이

질문

예시

바늘구멍사진기의 기름종이에 보이는 물체의 모습은 물체의 '상'이 아닌 '그림자

'로 설명하라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기름종이에 비친 하늘, 나무, 운동장

모두 원래 색깔로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게 그림자라면 색이 까매야 정상 아닌가요.

2014-03-10

학생 1명이 질문을 해서 선생님들의 지혜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디 찾아봐도 명

확히 설명이 나온 곳이 없어서요. 바늘구멍사진기 구멍을 반만 가리면 상이 어떻

게 보일까요?

2012-04-15

그림 24 F의 연도별 질문 반복 추이와 예시❰4년 7개❱

8) 작은 구멍을 통해 직진하는 빛들이 만든 물체의 그림자를 관찰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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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에서는 달, 용암, 야광, 번개가 광원에 해당하는지 질문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2007 개정 교육과정 6학년 1학기 교사용 지도서(교육과학기

술부, 2011)에는 경우에 따라서 달처럼 태양 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는

천체도 광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 4학년 1학

기 교사용 지도서(교육부, 2014)에는 자체적으로 빛을 생성하지 못하는

달은 광원이 아니라고 되어있어 교사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었다. 즉,

초등교사들은 광원의 정의를 정확히 알지 못해 광원의 예에 혼란을 느끼

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광원의 정의가 빛을 내는 물체 또는

도구만 포함하는지, 태양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는 달과 같은 천체도 포

함하는지 지도서에 정확히 안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어려움 G. 광원의 예

질문

반복

추이

질문

예시

지도서 173쪽 광원에 대한 설명 및 네이버 백과에는 광원이란 빛을 내는 물체

또는 도구로 태양과 같이 자체적으로 빛을 생성하는 천체나 전등, 네온사인, 발광

다이오드처럼 빛을 내도록 만든 기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달처럼 태양 빛을 반

사하여 빛을 내는 천체라고 쓰여있어서 저는 달을 광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빛

을 스스로 내지는 않지만, 광원에 속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아이스크림9) 평

가 문항을 가지고 시험을 치다 보니 ‘다음 중 광원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의 보기

에 태양, 가로등, 거울, 달, 촛불이라고 되어있고 정답이 태양, 가로등, 촛불이었습

니다. 학생들 말로는 학원에서 달은 광원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네요. 네이버 검

색을 해보니 중학교 과학 교과서 중 하나에도 달이 광원이라고 나온다는데 차라

리 빼고 가르칠 걸 후회가 됩니다. 지도서는 왜 봐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가르

치시나요? 달이 광원인가요 아닌가요? 너무 궁금해서 염치 불고하고 여쭤봅니다.

2012-03-28

그림 25 G의 연도별 질문 반복 추이와 예시❰4년 6개❱

9) 초등교사를 위한 교육지원사이트 아이스크림(i-scream)은 시공미디어와 KBS미디어에

의해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업, 평가, 창의적 체험활동, 쉬는 시간 등에 필요한 풍

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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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는 과학-SMK의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과학-SMK 1]

사실과 개념의 적용에서는 모두 렌즈 단원과 관련된 질문들이 반복되고

있었고, [과학-SMK 2] 탐구 결과 해석 단계의 이해에서는 모두 전기 단

원과 관련된 질문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초등교사들이 렌즈

단원에서 사실과 개념의 적용, 전기 단원에서 예상치 못한 탐구 결과의

오류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어려워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 역시 빛과 관련해 다양한 오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김규환과 김중복, 2011; 권경필, 2013; 김영심과 백

성혜, 2008), 오개념을 가진 과학교사는 수업에서 잘못된 비유나 예를 들

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학생들의 오개념을 강화하거

나 올바른 개념형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곽영순, 2009)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렌즈 단원에서 교사들은 사실과 개념의 적용과 관련된 과학

-SMK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편 임아름과 전영석(2014)은 ‘전기회로’ 단원에서 교사들은 실험에

대한 교수 곤란을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실험 결과가 예상과 같지 않을 경우 심적 부담이 컸다고 보고하

고 있다. 또한 박종욱과 김선자(1996)는 과학 수업 중 발생하는 문제점

에는 실험 재료, 실험 기구, 실험 과정, 실험 결과의 네 가지 범주가 있

는데, 이 중에서 예상치 못한 실험 결과의 오류로 인해 초등교사들이 가

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 단원에서 교

사들은 탐구 결과의 오류와 관련된 과학-SMK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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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과학-PCK와 관련된 과학 교수의 어려움

초등교사가 과학을 교수할 때, 과학-PCK와 관련해 어떤 어려움을 느

끼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총 188개의 과학-PCK 관련 질문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표 13).

과학-PCK 관련 총 질문 중, [과학-PCK 2] 탐구 기반 과학 교수 능

력(n=93, 49.5%)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차례로 [과학-PCK 1] 교

수 설계 능력(n=83, 44.1%)과 [과학-PCK 3] 교사의 평가와 사정(n=12,

6.4%)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초등교사가 탐구 기반 과

학 수업을 지도하며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초등교사들이 과학-PCK 측면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더 구체적으로 탐

색하기 위해, 4.3.1.에서는 [과학-PCK 1] 교수 설계 능력 관련 어려움을,

4.3.2.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과학-PCK 2] 탐구 기반 과학 교

수 능력 관련 어려움을, 4.3.3.에서는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던 [과학

-PCK 3] 교사의 평가와 사정 관련 어려움을 각 과학-PCK 요소별로 분

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3.4.에서는 해를 거듭하며 누적된 질문 데이

터를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교사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해, 해마다 반복

되고 있는 과학-PCK 측면의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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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중영역 하위 요소

단원별 질문 개수

무게
거울과

그림자
자석 소리 전기 열 렌즈 속력

과학

탐구

운영

전반

계

(%)

[과학-PCK 1]

교수 설계

능력

(pedagogical

design

capacity)

개별 학생(individual

pupil)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와 반응(response)

개별 학생에

대한 이해와

반응

- 1 - 2 - - - - - 2
5

(2.7)

83

(44.1)

맥락

(context)의

이해(understanding)

와 반응(response)

수업자료 - - - - 2 - - - 1 29
32

(17.0)
39

(20.7)

진도 - - - - - - - - - 7
7

(3.7)

표준 문서(standard

document)의

이해(understanding)

와 반응(response)

표준 문서의

이해와 반응
- 13 - 13 - - - - 8 1

35

(18.6)

표준 문서(standard

document) 이외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와 반응(response)

표준 문서

이외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반응

- - - - - - - - - 4
4

(2.1)

표 13 과학-PCK 관련 질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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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PCK 2]

탐구 기반

과학 교수

능력

(inquiry-based

science

teaching

ability)

탐구 기반 과학

교수설계능력

(inquiry-based

science

pedagogical

design capacity)

수업내용과

수준
- 3 - - 6 1 1 1 - 2

14

(7.4)

54

(28.7)

93

(49.5)

활동구성

아이디어
- - - 1 2 - 4 - 6 20

33

(17.6)

설명방법 1 - - - 2 - 1 3 - -
7

(3.7)

탐구 기반 과학

교수 수행 능력

(inquiry-based

science

pedagogical

performance

capacity)

탐구활동

도구
1 2 1 1 3 - 3 2 2 8

23

(12.2)

39

(20.7)

대체

탐구활동
1 - - 3 - - 3 3 - -

10

(5.3)

안전사고 - - - - 1 - 5 - - -
6

(3.2)

[과학-PCK 3]

교사의

평가(evaluation)

와

사정(assessment)

평가 방법 관련

능력(ability)

평가 방법

관련 능력
- - - - - - - - - 9

9

(4.8) 12

(6.4)

평가 결과 처리

능력(ability)

평가 결과

처리 능력
- - - - - - - - - 3

3

(1.6)

계

(%)

3

(1.6)

19

(10.1)

1

(0.5)

20

(10.6)

16

(8.5)

1

(0.5)

17

(9.0)

9

(4.8)

17

(9.0)

85

(45.2)

18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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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과학-PCK 1] 교수 설계 능력 관련 어려움

[과학-PCK 1] 관련 질문 중(그림 27), 맥락의 이해와 반응(n=39,

47.0%)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출현했고, 뒤이어 표준 문서의 이해와

반응(n=35, 42.2%), 개별 학생에 대한 이해와 반응(n=5, 6.0%), 표준 문

서 이외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반응(n=4, 4.8%)에 대한 질문의 순서

로 그 빈도수가 감소했다. 여기서 1, 2위를 차지한 두 요소는 미비한 차

이(n=4, 4.8%)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초등교사들이 진도, 시간, 자료 등

맥락적 측면과 교육부 고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 목표 및 운

영 지침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6 [과학-PCK 1] 교수 설계 능력 관련 질문

(n=83, 44.1%)

[과학-PCK 1]의 다섯 가지 하위 요소 중에서는 표준 문서의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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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n=35, 42.2%)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보충단원

및 과학탐구의 지도 지침(n=24), 배부 지침(n=6), 평가 지침(n=4),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n=1)에 대한 질문으로 나뉘었다(표 20).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질문은 보충단원 및 과학탐구의 지도

지침(n=24, 68.6%)이었다. 대부분 보충단원에 대한 질문(n=17)이었는데

교사들은 어떤 학년도의 어떤 학년에서 보충단원을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 안내가 부족해 혼란을 겪고 있었다. 두 번째 질문

은 보충단원 및 과학탐구 자료의 배부 지침(n=6, 17.1%)이었는데, 모든

질문이 보충단원에 해당하였다. 교육부에서는 보충단원을 각 학교에 컴

퓨터 파일로 배부한 다음, 학교 재량껏 출력해 학생들에게 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

었다. 세 번째 질문은 보충단원 및 과학탐구의 평가 지침(n=4, 11.4%)이

었고, 역시 대부분 보충단원에 대한 질문(n=3)이었다. 교사들은 보충단원

을 학기 말 평가나 수행평가에 반영해야 하는지, 과학탐구에 속하는 자

유탐구활동의 결과를 교과발달사항에 기록해야 하는지 등 평가에 대한

지침이 상세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비

중을 차지한 질문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n=1, 2.9%)이었고,

과학과 성취기준의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다.

총 35개의 질문 중, 34개가 보충단원 및 과학탐구의 운영 지침에 대한

것이었는데, 교육과정 과도기에 놓인 학년을 위한 ‘보충단원’ 및 2007 개

정, 2009 개정 교육과정 특색 단원 ‘과학탐구’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청

지침의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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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
(%)

1. 보충단원 및 과학탐구의 지도 지침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4학년 과학 학습 결손 내용 공문은 전국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겠지요? ○○시인데 해당 공문을 찾아봐도 없어서 여쭤봅니다. 근거가 되

는 공문이 있어야 다른 선생님께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2009 개정 교

육과정 적용에 따른 4학년 과학 학습 결손 내용 공문을 교육부에서 내린 거라 보고

2. 거울만 배워도 될는지요?

2014-11-20

24
(68.6)

2. 보충단원 및 과학탐구 자료의 배부 지침

1학기에는 1단원 정도라 2쪽씩 모아찍기 하여 등사해 배부했습니다. 특별히 민원이 들

어오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흑백이라 잘 보이지도 않고, 실제 교과서보다 크기도 작아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해 보였습니다. 2학기에는 2단원이나 되니 가능한 아이들에게

편리하게 준비해주고 싶어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교감 선생님께서 한 반 분량만 복사하

고 돌려쓰라고 하십니다. 제 생각에 실험관찰은 개인마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학교

에서는 어떻게들 하시는지요? 괜한 것에 저 혼자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교육청

에서는 자료만 올려주고 지침도 없고. 답답해요ㅠㅠ

2014-09-02

6
(17.1)

3. 보충단원 및 과학탐구의 평가 지침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수업보완자료로 지도한 부분 학기 말 평가 때 평가하시나요? 이 부

분 평가 여부에 대해 지도서나 공문 등으로 명확하게 나온 것이 있을까요??

2015-11-11

4
(11.4)

4.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2009 개정 교육과정 중 과학성취기준의 문제점이나 보완할 것 있나요? 지도서나 과학책

을 보고 수업하기가 어려웠던 점도 좋습니다.

2012-06-11

1
(2.9)

계
(%)

35
(100.0)

표 14 [과학-PCK 1] 하위 요소 ‘표준 문서의 이해와 반응’ 관련 질문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하위 요소는 수업자료(n=32, 38.6%)에 대한

질문이었다. 구체적으로 교과서 CD10), 프레젠테이션 문제 발생(n=6), 도

서 및 영상자료 추천 및 요청(n=6), 교과서 및 지도서 PDF 파일 요청

(n=5), 참고자료를 구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요청(n=5), 사전실험일지

요청(n=4), 교수·학습 지도안 요청(n=2), 기타 자료 요청(n=4)에 대한 질

문으로 나뉘었는데, 총 32개의 질문 중 26개가 수업자료를 요청하는 질

문이었다(표 21).

10) 교육부에서 배부하는 자료로,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교사용 프레젠테이션 자료 및

교과서 내용이 수록된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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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질문은 교과서 CD, 프레젠테이션 문제

발생(n=6, 18.8%)과 도서 및 영상자료 추천 및 요청(n=6, 18.8%)이었다.

교과서 CD가 실행되지 않을 때, 교과서 CD 내 프레젠테이션이 편집되지

않을 때, 인디스쿨에서 내려받은 프레젠테이션의 영상이 재생되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과학 수업에 유용한 도서

및 영화 등을 추천받거나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달라는 요청 등이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은 교과서, 지도서 PDF 파일 요청(n=5, 15.6%)과 참고자료

를 구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요청(n=5, 15.6%)이었다. 교사들은 PDF

파일에 있는 선명한 사진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방학 중 PDF 파일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재연구를 하기 위해 등의 다양한 이유로 PDF 자료

를 요청하고 있었다. 또한, 과학 교수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나 연수 등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요청하기도 했다. 세 번째 질문은 사전실험일지

요청(n=4, 12.5%)이었다. 교사들은 학기 초에 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

는 데 도움을 받고자, 교과서 및 지도서에서 실험 단원, 준비물 등을 추

출한 사전실험일지를 요청하고 있었다. 네 번째 질문은 교수·학습 지도

안 요청(n=2, 6.3%)이었다. 공개수업을 앞두고 STEAM, 토의·토론 등의

특별한 요소가 반영된 지도안을 작성해야 하거나 약안이 아닌 세안을 작

성해야 하는 경우 다른 교사들이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참고하고자

했다. 그밖에 소프트웨어 자료, 과학실 사용 규칙, 차시 도입 빙고 게임

등 기타 자료를 요청하는 질문(n=4, 12.5%)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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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
(%)

1. 교과서 CD, 프레젠테이션 문제 발생

컴맹ㅜㅜ 초보적인 질문 하나 합니다. 과학 CD에 들어있는 ppt를 변형해서 쓰려고 편

집을 좀 하고 애니메이션을 걸면 엔터키를 쳐도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고, 애니메이션

도 안되네요. 이거 뭘 해제해야 하는 것 같은데 제발 좀 알려주셔요.

2015-10-21

6
(18.8)

2. 도서 및 영상자료 추천 및 요청

올해 처음으로 5, 6학년 과학을 맡아 진땀을 뺏어요. 교재연구를 하고 제대로 된 수업을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좋은 이야기나

재미있는 과학상식들이 많은 과학 관련 도서 추천 부탁드려요. 2학기 때에는 더 재미나

게 수업하고 싶네요.^^

2014-08-27

6
(18.8)

3. 교과서, 지도서 PDF 파일 요청

과학 교과서를 PDF 파일로 보고 싶은데 이곳저곳 돌아다녀 봐도 파일은 없네요.ㅜㅜ

혹시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PDF 파일을 구하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2015-05-27

5
(15.6)

4. 참고자료를 구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요청

과학전담을 처음 하다 보니 어려움이 좀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함께 공부경험 나

누어주시거나 공유, 고민하는 선생님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에 도움

되는 사이트도 부탁드려요!

2014-07-24

5
(15.6)

5. 사전실험일지 요청

올해 5, 6학년 과학전담을 맡았는데요. 실험 단원, 준비물 등을 추출한 사전실험일지 제

출하라 하시는데. 혹시 작성하신 분 있으실까요?

2015-03-17

4
(12.5)

6. 교수·학습 지도안 요청

장학지도안을 스팀모형이나 토의토론식으로 짜라고 하네요. ㅜㅜ 장기휴직 후 복직이라

그냥 적응도 어렵건만. 혹시 과학 수업 이런 식으로 해보신 분 지도안 도움 좀 주셔요.

2013-09-06

2
(6.3)

7. 기타 자료 요청

과학 수업시간에 실험할 때, 모둠 토의할 때 타이머가 있으면 활동이 더 잘 이루어지더라

고요. 그런데 타이머를 파워포인트와 별개로 따로 껐다 켰다 하려니 조금 불편하네요. 혹

시 파워포인트에 넣을 수 있는 타이머 있으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2017-11-07

4
(12.5)

계
(%)

32
(100.0)

표 15 [과학-PCK 1] 하위 요소 ‘수업자료’ 관련 질문

세 번째 하위 요소는 진도(n=7, 8.4%)에 대한 질문으로 모두 다른 학

교의 진도 상황을 점검하는 질문이었다(표 22). 우리 학교에는 이번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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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양한 행사가 많아 과학 수업을 많이 빠지는 바람에 진도가 느릴까

봐, 방학 전까지 진도를 나갈 수 없을까 봐 등의 다양한 이유로 진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질문
계
(%)

1. 다른 학교의 진도 상황 점검

올해 발령받은 신규교사입니다. 인디에서 많이 도움받고 있는데요. 자료들이 올라오는 것

을 보아하니. 저는 진도가 많이 늦은 것 같아서요. 걱정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ㅜㅜ 저

는 지금 다음 주에 3단원 에너지 4차시 시작하는데, 다들 어디쯤 진도 나가고 계세요?

제가 많이 느린 건가요? 흑흑 어쩌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2011-11-11

7
(100.0)

계
(%)

7
(100.0)

표 16 [과학-PCK 1] 하위 요소 ‘진도’ 관련 질문

네 번째 하위 요소는 개별 학생에 대한 이해와 반응(n=5, 6.0%)에 대

한 질문으로 보충단원 지도에 앞선 학생의 선수학습지식 점검(n=3), 탐

구 활동 중 학생 통제 방법(n=2)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다(표 23).

선수학습지식 점검에 대한 질문의 경우, 모든 질문이 교육과정 과도기

에 놓인 ‘보충단원’에 대한 것으로 해당 학년 학생들이 이전 학년에서 학

습했던 선수학습지식이 무엇인지 묻고 있었다. 즉, 교육과정이 변화함에

따라 학년별 단원에 변동이 생겨 교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학생 통제 방법에 대한 질문의 경우, 과학실에서 학

생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 실험이 재미없고 어려워서 학생들이 과학

을 포기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 등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

이 좋을지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 통제에 대해 오필석(2011)은

초등교사가 과학 교수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의 돌발 행동

인데, 학생들은 때때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의 의도가 왜곡되어 나타나

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과학실에서 위험한

약품이나 장비를 가지고 탐구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운동장과 같이 넓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탐구 수업의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을 통제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는 방법을 익혀 수업을 원활하



- 83 -

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질문
계
(%)

1. 학생의 선수학습지식 점검

교육과정에 3학년에 소리의 성질 단원이 신설되면서 현재 4학년 과학에서 보충단원으로

소리의 성질 내용을 가르치는데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5, 6학년은 그 전에 소

리의 성질 관련하여 학습한 적이 있나요?

2014-08-24

3
(60.0)

2. 학생 통제(pupil control)11) 방법

과학전담입니다. 과학실에서 아이들이 잡담이 심합니다. 어떻게 하고들 계신지?

2018-05-28

2
(40.0)

계
(%)

5
(100.0)

표 17 [과학-PCK 1] 하위 요소 ‘개별 학생에 대한 이해와 반응’ 관련 질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위 요소는 표준 문서 이외의 프로그램에 대

한 이해와 반응(n=4, 4.8%)에 대한 질문으로 과학탐구대회(n=3)와 과학

캠프(n=1)의 목적 및 운영 아이디어 등을 질문하고 있었다(표 24).

과학탐구대회의 이해 및 자료 요청에 대한 질문의 경우, 교사들은 발

명상상화 및 캐릭터 그리기 대회, 과학미술탐구대회, 과학탐구실험대회

등 과학탐구대회의 목적과 정확한 개념에 대해 질문하거나, 대회 주제나

시험문제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었다. 이는 초등교사들은 과학경

연대회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연수나 동영상 자료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이남희(2011)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 한편, 과학캠프의 이해 및 자료 요청에 대한 질문의 경우,

과학캠프에 활용할 수 있는 어렵지 않고 간단하면서 재미있는 과학 실험

자료를 요청하고 있었다.

11)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사가 학생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호감독주의

(Custodialism)와 인본주의(Humanism)로 나뉜다(Willower et al.,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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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
(%)

1. 과학탐구대회의 이해 및 자료 요청

발명 교육 업무를 맞게 되었습니다. 과학담당 선생님들께서도 공문 받으셨듯이 ○○시에서

전국발명상상화 및 캐릭터 예선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전 학교에서 주로 외국어 업무를

담당했었고, 지금 현재도 교과를 영어와 도덕을 맞고 있어서 발명 교육에 있어서는 많이

알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인디나 네이버에 찾아보아도 딱히 발명캐릭터가 무엇이라는 것이

없고요. 혹시 발명캐릭터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발명캐릭터 그리기 대회에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발명상상화 대회는 과학 상상화 그리기

랑 다른 개념인지도 궁금합니다. 인디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2015-10-06

3
(75.0)

2. 과학캠프의 이해 및 자료 요청

저희 학교에서 방학하기 전에 오후에 3시간 정도 3일 동안 과학캠프를 실시하는데요. (대

상은 4∼6학년 30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과학 실험

없을까요? 아이스크림 만들기는 하나 할 건데. 프로그램이 5개 이상은 돼야 3일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디에 자료를 찾아보니 과학캠프 관련한 자료는 없는 것 같더라고

요^^ 혹시 실험 준비물, 과정이 나온 자료가 있으신 선생님께 부탁드릴게요.

2010-06-25

1
(25.0)

계
(%)

4
(100.0)

표 18 [과학-PCK 2] 하위 요소 ‘표준 문서 이외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반

응’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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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과학-PCK 2] 탐구 기반 과학 교수 능력 관련 어려움

[과학-PCK 2] 관련 질문 중(그림 26), 탐구 기반 과학 교수 설계 능

력(n=54, 58.1%)에 대한 질문이 탐구 기반 과학 교수 수행 능력(n=39,

41.9%)에 대한 질문보다 더 많이 출현했다. 즉, 초등교사들은 학생의 배

경, 교육과정 목표, 수업의 유형 등 다양한 요인에 기초해 수업내용과 수

준을 결정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활동구성 아이디어 및 설명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7 [과학-PCK 2] 탐구 기반 과학 교수 능력 관련

질문(n=93, 49.5%)

[과학-PCK 2]의 여섯 가지 하위 요소 중에서 활동구성 아이디어

(n=33, 35.5%)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학기 말(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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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탐구 단원(n=6), 탐구 수업(n=4), 공개수업(n=3), 특정 차시(n=3)의

활동구성 아이디어에 대한 질문으로 나뉘었다(표 14).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질문은 학기 말 활동구성 아이디어

(n=17, 51.5%)였다. 교사들은 진도가 모두 끝난 학기 말 과학 수업 운영

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지 인디스쿨의 다른 교사들에게 질문하고 있

었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질문은 과학탐구 단원 활동구성 아이디어

(n=6, 18.2%)였다. 0단원으로 편성되어있는 과학탐구 단원은 2007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출현했는데, 교사들은 이 수업의 운영을

위한 세부 활동이나 탐구 주제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질문은 탐구 수업 활동구성 아이디어(n=4,

12.1%)였다. 과학 교과가 다른 교과와 차별화되는 점 중 하나는 탐구과

정이 포함된다는 것인데, 교사들은 과학 수업에서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목표를 안내하는 ‘도입’, 탐구가 진행되는 ‘전개’, 탐구내용과 학습 목표의

‘정리’ 단계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활동 단계를 질

문하고 있었다. 마지막 질문은 공개수업 동기유발 아이디어(n=3, 9.1%)

와 차시 운영 아이디어(n=3, 9.1%)였다. 교사들은 공개수업을 앞두고, 해

당 차시의 효과적인 동기유발 아이디어가 있는지 묻고 있었다. 또한, 지

도서에 제시된 방법 이외에 좀 더 재미있고 효과적인 활동이 있는지 질

문하고 있었다.

즉, 교사들이 재미있고 효과적인 과학 수업을 위한 활동을 구성할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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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
(%)

1. 학기 말 활동구성 아이디어(교과서 진도가 모두 끝난 후)

드디어 진도를 다 뺐습니다. 1년 동안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어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활

동을 하고 싶은데, 아주 적은 예산으로 준비할 수 있는 수업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2015-12-16

17
(51.5)

2. 과학탐구 단원 활동구성 아이디어

0단원인 자유탐구를 건너뛰고 진도를 나갔어요. 학기 말까지 2주밖에 안 남아서, 간단하

고 쉬운 주제를 여러 개 제시해주고 고르도록 할 생각인데, 혹시 이 시기에 할 만한 쉽고

재미있는 주제가 없을까요?

2018-01-31

6
(18.2)

3. 탐구 수업 활동구성 아이디어

5, 6학년 과학을 맡고 있습니다. 장기간 휴직하고 2학기에 복직해서인지 많이 부족하네요.

활기차고 재미난 수업을 하고 싶은데 뭔가 생동감이 없고, 뭔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인디의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저의 수업은 <동기유발 - 학습목표제시 -

실험설명 - (지시대로)모둠별 번호 돌아가면서 실험 - 자료정리 - 실험관찰 정리하면서

개념 살피기> 보통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 중인데 뭔가 더 재미있고, 체계적인 과학 수

업을 만들어가고 싶어서 여쭈어요. 다양한 팁 부탁드려요.

2018-09-11

4
(12.1)

4. 공개수업 동기유발 아이디어

8차시 전자석의 성질 알기를 공개수업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혹

시 전자석의 성질과 관련한 동기유발 아이디어나 좋은 영상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2015-10-01

3
(9.1)

5. 차시 운영 아이디어

렌즈를 이용하여 재미있는 사진 찍기 차시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이미 수업한 선생님들

의 재미있는 아이디어 부탁드려요.

2015-05-22

3
(9.1)

계
(%)

33
(100.0)

표 19 [과학-PCK 2] 하위 요소 ‘활동구성 아이디어’ 관련 질문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하위 요소는 탐구활동 도구(n=23, 24.7%)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도구 구매(n=10), 도구 배부(n=7), 과학

실 도구 관리(n=6)에 대한 질문으로 나뉘었다(표 15).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질문은 도구 구매(n=10, 43.5%)에 대

한 것이었다. 교사들은 탐구활동 도구를 구매할 때, 실패해본 경험이 있

어서, 큰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업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서 등의 이

유로 신중하게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인디스쿨의 다른 교사들에게 도구

를 구매 후기, 구입처, 모델명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했다. 두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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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배부(n=7, 30.4%)에 대한 것이었다. 교사들은 소집단별로 몇 개씩

의 도구를 배부해야 하는지, 어떤 크기의 도구를 배부해야 하는지, 도구

를 배부한 후 다시 수거할 것인지 나누어줄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공

유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학실 도구 관리(n=6, 26.1%)에 대한 질문

이 있었다. 여기서는 과학실 도구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법, 도구를 버

릴 때의 처리방법, 학교 과학실에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도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질문
계
(%)

1. 도구 구매(구입처, 모델명, 후기 등)

저희 학교에 있는 전기회로 부품은 전지끼우개끼리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할 때 접촉이

잘되지 않아 실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지끼우개와 전지끼우개 사이가

흔들려서 접촉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전기회로

제품(회사명)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15-03-02

10
(43.5)

2. 도구 배부(모둠별 개수, 크기 등)

다음 주에 할 자화 실험 준비 중인데, 먼저 하신 선생님을 조언 부탁드려요. 두 가지 질

문이 있어요. 한 반당 7모둠, 다섯 반 실험하는데 핀은 몇 통 정도 있어야 쓸 수 있나

요? 과학실에 핀이 7통뿐이라는데 최소 어느 정도가 더 있으면 되는지 팁 좀 주세요. (각

학년 반을 돌아다니며 구해야 할 듯) 그리고 이번에 새로 산 네오디뮴 자석이 생각보다

작고 얇은데 길이는 7∼8cm, 굵기가 0.5cm도 안 될 듯해요. 다른 학교도 네오디뮴 자석

도 이런가요?

2015-03-16

7
(30.4)

3. 과학실 도구 관리

안녕하세요?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한 후 과학실에 물품을 대강 넣어놓은 상태인데 과학

실험할 때마다 실험 기구들을 찾느라 모든 장을 열어야 할 때가 많아서요. 가구장 밖에

라벨로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과학물품이 한두 가지여야 말이지요ㅜㅜ 너무나 많은 과학

기구를 선생님들의 학교에서는 어떻게 분류하시고 계시는지. 가구장에 라벨지를 붙여

놓은 학교는 없는지요? 라벨 작업하신 파일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2018-11-01

6
(26.1)

계
(%)

23
(100.0)

표 20 [과학-PCK 2] 하위 요소 ‘탐구활동 도구’ 관련 질문

세 번째 하위 요소는 수업내용과 수준(n=14, 15.1%)에 대한 질문이었

는데,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내용과 수준(n=9), 공개수업에 적절한

수업내용과 수준(n=5)에 대한 질문으로 나뉘었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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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질문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내

용과 수준(n=9, 64.3%)에 대한 것이었다. 교사들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

이라도 학생이 질문한다면 가르쳐줘야 하는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 지도

하려다 보니 원리에 대한 설명을 빼놓고 암기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든지

등의 고민을 토로하며, 학생을 고려해 수업내용과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권경필 외(2006)는 교과서에 과학적

개념이 적용된 다양한 현상이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지만, 제공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현장

의 교사와 학생 역시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은 공개수업에 적절한 수업내용과 수준(4,

35.7%)이었다. 초등교사들은 수업 준비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1회 수업

으로 교사의 자질 전체를 평가받는다는 생각, 보여주기식 공개수업이 이

루어진다는 생각, 그리고 공개수업이 또 다른 업무라는 생각으로 인해

공개수업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송다진, 2016). 따라서 공개수업

을 위한 수업내용과 수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인디스쿨의 다른 교

사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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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
(%)

1.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내용과 수준

인디에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자료로 1∼5차시 내용을 복습했는데 아이들은 도대체 무얼

배웠던 건지. 직렬과 병렬도 구분 못 하는 아이가 반수가 넘네요. 아이들은 배운 것 같긴

한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아무튼, 전기 수업하실 때 아이들이 질문하는 내용

을 다 설명해주시나요? 어느 정도 범위까지 설명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과학 가르칠

때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이러이러한 게 있다. 중고등학교 가면 다시 배우니 자세하

게 알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둬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왜 전류의 방향은 +에서 -인지

왜 전지의 직렬연결이 병렬연결보다 밝은지

왜 전지는 언젠가 닳아서 못쓰게 되는 건

왜 발광다이오드에서는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는지

그냥 암기하지 않는 이상 이해시키려면 전압, 전위차, 전하의 흐름, 양이온과 음이온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설명하긴 하고 넘어가야 할 텐데, 다른 선생님들

은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석 차시로 넘어가면 더 멘붕 올 것 같습니다.

2015-09-22

9
(64.3)

2. 공개수업에 적절한 수업내용과 수준

안녕하세요 ^^ 수업 공개와 관련하여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이번 달에 수업

공개를 두 번 해야 하는데요.

2단원 2차시 전지, 전구, 전선을 어떻게 연결하여야 전구에 불이 켜질까요?

2단원 3차시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라 전구의 밝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두 차시로 두 차례의 수업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발령 난 지 얼마 안 되어 한 번도

이 차시로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혹시 이 차시로 수업을 해 본 선배 교사님이 계신

다면 실험 시 오류가 적은지, 수업 공개 차시로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2016-09-06

5
(35.7)

계
(%)

14
(100.0)

표 21 [과학-PCK 2] 하위 요소 ‘수업내용과 수준’ 관련 질문

네 번째 하위 요소는 대체 탐구활동(n=10, 10.8%)에 대한 질문이었는

데, 구체적으로 학교 상황(n=5), 시간 및 장소 상황(n=3), 학생 상황(n=2)

에 의해 대체 탐구활동을 찾고 있었다(표 17).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질문은 학교 상황에 의한 대체 탐구활

동(n=5, 50.0%)이었다. 학교에 필요한 준비물이 없거나 예산이 부족해

구매할 수 없는 경우, 대체 탐구활동을 찾고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은 시

간 및 장소 상황에 의한 대체 탐구활동(n=3, 30.0%)이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질문이 전담교사에 의한 것이었는데, 전담교사의 경우 시간표 조정

이 담임교사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오후에 꼭 해야 하는 수업

의 경우,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꼭 사용해야 하는 수업의 경우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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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고 있었다. 마지막 질문은 학생 상황에 의한 대체 탐구활동(n=2,

20.0%)이었다. 교과서 탐구활동을 그대로 진행했을 경우, 학생들이 지나

치게 소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하거나 학생들에게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요

구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 대체 탐구활동을 찾고 있었다.

질문
계
(%)

1. 학교 상황에 의한 대체 탐구활동

소리 단원 기타와 큰북 어쩌시나요? 대체 할 만한 실험이 있을까요? 대표 실험할만한 거

라도요. 학교에 기타도 큰북도 없는데 4단원 곧 시작인데 훑어보다가 깜짝 놀랐네요.

2016-11-25

5
(50.0)

2. 시간 및 장소 상황에 의한 대체 탐구활동 (전담교사의 경우)

6학년 3단원 렌즈의 이용 단원에서 볼록렌즈로 햇빛 모으기를 할 때 교과 전담인데 6학

년 수업이 다 오전이어서 햇빛 모으기가 잘 안될 것 같아서요. 혹시 전등으로 해도 되나

요? 아니면 실내에서 하면 위험하니까 햇빛 모으기가 조금 힘들어도 밖에서 하는 게 나

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2017-06-13

물체의 운동 단원에 들어가는데 흐름을 쭉 살펴봤더니 대부분 체육활동이 필요하네요. 선

생님들께서는 달리기를 다 하셨는지요? 나가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전담인지라 운동장

및 체육관 시간 잡기가 어렵네요. 만약 대체하셨다면 팁 좀 전수해 주세요.

2016-11-25

3
(30.0)

3. 학생 상황에 의한 대체 탐구활동

'7차시 소리를 모아 봅시다'에서 딱 막히네요. 각자 심장 소리 듣는 거야 별문제가 없는

데 애들 30명 데리고 '문 안쪽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 듣는 활동을

하면 아수라장이 될 거 같아서요. 아무리 고민해 봐도 뭔가 딱 떠오르는 활동이 없네요.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의견 좀 던져 주세요. ㅠㅠ

2015-07-06

2
(20.0)

계
(%)

10
(100.0)

표 22 [과학-PCK 2] 하위 요소 ‘대체 탐구활동’ 관련 질문

다섯 번째 하위 요소는 설명 방법(n=7, 7.5%)에 대한 질문이었다(표

18). 교사들은 학생들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는 설명방법을 묻고 있었는

데, 질문이 가장 많았던 단원은 속력(n=3)이었다. 학생들은 수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속력 단원을 어려워하므로(정하나와 전영석,

2014), 교사들은 수학적 개념이 들어간 단위 변환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

게 설명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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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
(%)

1. 학생을 쉽게 이해시키는 설명방법

물체의 무게가 일정하게 늘어나면 용수철의 길이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본 차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실험과정에서 처음 20g 추를 달고 0점을 맞추는 데

요. 그 까닭을 지도서에서는 초기장력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 쉽게 설

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4학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까요? 무엇에 빗대어 설명하면 좋을까요?

2016-03-21

7
(100.0)

계
(%)

7
(100.0)

표 23 [과학-PCK 2] 하위 요소 ‘설명방법’ 관련 질문

여섯 번째 하위 요소는 안전사고(n=6, 6.5%)에 대한 질문이었다(표

19). 안전사고에 대한 질문은 비중이 가장 작은 하위 요소이긴 했지만,

렌즈 단원에만 5개의 질문이 몰려있었는데, 모두 운동장에서 볼록렌즈로

햇빛을 모으는 탐구활동에서 학생들의 눈 안전 및 화재 사고에 대해 걱

정하고 있었다. 탐구 수업 중 발생하는 이러한 안전사고는 초등교사들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과학 수업을 시도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이수아 외, 2007; 오필석, 2011),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질문
계
(%)

1. 탐구활동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볼록렌즈로 작품 만들기를 해보려고 밖에 나가서 사전 실험을 해보았는데 거의 몇 초 만

에 구멍은 뻥뻥 잘 뚫렸는데 너무 밝아서 제 눈이 뚫릴 지경입니다. 눈을 감아도 떠오르

는 볼록렌즈 형상이. 이거 애들한테 시켜도 괜찮을까요. 정녕 그냥 인내하는 수밖에 없

나요. 선글라스 다 끼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2017-05-29

6
(100.0)

계
(%)

6
(100.0)

표 24 [과학-PCK 2] 하위 요소 ‘안전사고’ 관련 질문



- 93 -

4.3.3. [과학-PCK 3] 교사의 평가와 사정 관련 어려움

[과학-PCK 3] 관련 질문 중(Figure 12), 평가 방법 관련 능력(n=9,

75.0%)에 대한 질문이 평가 결과 처리 능력(n=3, 25.0%)보다 많았다.

그림 28 [과학-PCK 3] 교사의 평가와 사정 관련 질문

(n=11, 5.9%)

[과학-PCK 3]의 두 가지 하위 요소 중에서 더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질문은 평가 방법 관련 능력으로 평가 영역(n=4), 평가 도구(n=3), 평가

범위(n=1), 성취 수준(n=1)에 대한 질문으로 나뉘었다(표 25).

먼저 가장 많이 출현한 질문은 평가 영역(n=4, 44.4%)으로 교사들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평가 영역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었

다. 전 과목을 모두 지도해야 하는 초등교사의 특성상, 다른 과목과 평가

영역을 헷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은 평가 도구(n=3, 33.3%)

였다. 여기서는 모두 평가문제 출제에 앞서 다른 학교의 평가지를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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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비중이 작았던 질문은 평가 범위(n=1,

11.1%)와 성취수준(n=1, 11.1%)이었다. 교사들은 교육청 출제 성취도 평

가의 범위를 모르거나, 성취수준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해

당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모를 때에 질문하고 있었는데, 전 과목을

모두 지도해야 하는 초등교사의 특성상 다른 과목과 평가 영역을 헷갈리

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질문
계
(%)

1. 평가 영역

항상 인디의 도움을 받는 1인입니다. 그래서 또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지도서에 보면 평가 영역이 지식, 탐구 능력, 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

도 그랬고요. 그런데 저도 그랬고 인디의 다른 선생님들도 이 영역으로 평가하지 않고

단원 내용인 물질과 에너지, 생명과 지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경우인

사회과는 지리, 역사 등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둘 다 상관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원칙을 알고 싶어서요. 이에 대한 연수나 교육과정 관련 강의를 통해 들으신 선생님 계시

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07-14

4
(44.4)

2. 평가 도구

공개수업 준비에 시험문제 출제에 바쁜 주말을 보냈는데도 아직 출제를 다 못했네요ㅠㅠ

혹시 저희 학교처럼 빨리 시험문제 내시는 학교 있으신가요? 올려주시면 정말 정말 정

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2010-06-13

3
(33.3)

3, 평가 범위

과학전담인데요. 학업 성취도 과학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어떤 덴 9월 범위까지

라고 그러고, 어떤 덴 3단원, 막 4단원까지라고도 하고. 아직 2단원도 채 못 끝내고 있는

데, 혹시 정확한 범위 아시는지요? ㅠㅠ 몰아서라도 나가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ㅠ

2010-09-22

1
(11.1)

4. 성취수준

작년에는 성취수준 4단계(매우잘함, 잘함, 보통, 노력요함) 평가로

매우잘함: 단원평가 성취율 90% 이상

잘함: 단원평가 성취율 80% 이상, 90% 미만

보통: 단원평가 성취율 60% 이상, 80% 미만

노력요함: 단원평가 성취율 60% 미만

이었는데요. 올해는 성취수준 3단계(잘함, 보통, 노력요함) 평가로 수정해야 하는데 그

비율을 어찌 정하셨나요?? 무식한 질문이지만 도와주세요^^

2015-03-09

1
(11.1)

계
(%)

9
(100.0)

표 25 [과학-PCK 3] 하위 요소 ‘평가 방법 관련 능력’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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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가 작았던 하위 요소는 평가 결과 처리 능력으로 성적 입력

(n=2), 사후 지도(n=1)에 대한 질문으로 나뉘었다(표 26).

먼저 비중이 높은 질문은 성적 입력(n=2, 66.7%)으로 생활기록부, 성

적표 등에 성적을 기록하기 위한 예시자료를 요청하고 있었다. 한편 비

중이 낮은 질문은 사후 지도(n=1, 33.3%)로 효과적인 오답노트 작성법이

나 평가 후 틀린 내용을 학습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유하길

원했다.

질문
계
(%)

1. 성적 입력

드디어 학기 말 성적 낼 준비를 해야겠네요. 학기 말 종합의견 자료 가지고 계시면 같이

공유합시다. 저도 만들면 올릴게요. 부탁드려요^^

2012-11-26

2
(66.7)

2. 사후 지도

과학전담이에요. 6학년입니다. 1단원 마치고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확인 차 아이스

크림 단원평가 문제를 풀었는데요. 점수가 별로 좋지 않네요. ㅠㅠ 오답노트를 쓰게 하

고 싶은데, 문제를 쓰라고 하기에는 애들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틀린 답만 고치

자니 제대로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뭔가 좀 걸려서요. 혹시 사용하시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2014-03-24

1
(33.3)

계
(%)

3
(100.0)

표 26 [과학-PCK 3] 하위 요소 ‘평가 결과 처리 능력’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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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해마다 반복되는 과학-PCK 관련 어려움

해마다 반복(4년 이상)되고 있는 과학-PCK 관련 어려움에는 9개의

질문 내용이 있었다(그림 29).

그림 29 해마다 반복되는 과학-PCK 관련 어려움

[과학-PCK 1] 교수 설계 능력(H, K, N), [과학-PCK 2] 탐구 기반 과

학 교수 능력(I, J, L, M, O, P)에 해당하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단원에 관련된 어려움(J, L, M)보다는 단원에 속해있지 않은 운영 전반

에서 어려움(H, I, K, N, O, P)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가장 많이 반복된 질문을 오래 출현한 순서대로 정리하면 H.수업자료

요청(9년 29개), I.학기 말 활동구성 아이디어(8년 17개), J.탐구 도구의

구매 및 배부(8년 17개), K.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이해(5년 34개), L.대체

탐구활동(5년 10개), M.전기 단원의 교수 능력(5년 10개), N.다른 학교

진도 점검(5년 7개), O.과학탐구 활동구성 아이디어(5년 6개), P.과학실

도구 관리(4년 6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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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반복된 질문을 많이 출현한 순서대로 정리하면 K.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이해(5년 34개), H.수업자료 요청(9년 29개), I.학기 말 활동

구성 아이디어(8년 17개), J.탐구 도구의 구매 및 배부(8년 17개), L.대체

탐구활동(5년 10개), M.전기 단원의 교수 능력(5년 10개), N.다른 학교

진도 점검(5년 7개), O.과학탐구 활동구성 아이디어(5년 6개), P.과학실

도구 관리(4년 6개)였다.

이번에는 오래 출현한 순서대로 질문에 따른 초등교사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가장 오랜 기간(9년) 반복된 질문은 H.수업자료 요청이었다(그림 30).

이 질문은 모든 연도에서 1∼5개씩 꾸준히 출현하고 있었다. 특히, 과학

수업에 도움이 될만한 도서 및 영상자료를 요청(n=6), 교과서와 지도서

의 PDF 파일을 요청(n=5)하고 참고자료를 구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를 요청(n=5)하는 내용이 많았다. 즉, 초등교사들은 과학 교수 전반에 필

요한 수업자료를 구하지 못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수업자료를 조사·분석해 제공하려는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어려움 H. 수업자료 요청

질문

반복

추이

질문

예시

15 개정 과학 4학년 2학기 교과서와 지도서 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네요. 작년

현장검토본만 따로 정리해두었는데 청소하다가 못 찾고 ㅠㅠ 방학 중 수업연구를

하려는데 혹시 공유해주실 샘들 계신가요^ㅡ^

2018-07-30

그림 30 H의 연도별 질문 반복 추이와 예시❰9년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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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반복된 질문은 I.학기 말 활동구성 아이디어(그림 31), J.탐구

도구의 구매 및 배부(그림 32)였다.

먼저 I는 2011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 1∼3개씩 꾸준히 출현하고 있

었다. 교사들은 진도가 모두 끝난 학기 말 과학 수업 운영에 대해 질문

하고 있었다. 즉, 초등교사들은 과학 교과서 이외의 과학 활동을 구성하

는 아이디어가 부족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진도가 모두 나간 방학 전 시간 동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활동구성 아이디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려움 I. 학기 말 활동구성 아이디어

질문

반복

추이

질문

예시

올해 갓 발령받은 신규입니다. 방학 2주 전에 과학 진도가 끝날 것 같은데 뭘 하

면 좋을까요?ㅠㅠ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도 복습해보고 지도서에 나와 있는 추가

실험도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6시간 분량이 안 나오네요.ㅠ

2015-07-01

그림 31 I의 연도별 질문 반복 추이와 예시❰8년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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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는 2010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 1∼5개씩 꾸준히 출현하고 있었다.

특히, 탐구활동 도구 구매와 관련된 구입처, 모델명, 후기 등의 정보를

묻는 경우(n=10)가 가장 많았고, 준비된 도구를 학생들에게 배부하기 전

에 고려해야 할 모둠별 개수, 크기 등의 정보를 묻는 경우(n=7)도 있었

다. 즉, 초등교사들은 한 차시 수업을 여러 번 진행해 노하우가 쌓이는

중등과학교사와는 다르게 한 차시 수업을 한 번만 진행함으로써 노하우

가 누적되지 않아(이수아 외, 2007), 탐구활동 도구의 구매 및 배부와 관

련한 정보가 부족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

라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필요한 탐구활동 도구의 구매 및 배부와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제공함으로써 초등교사가 겪어야 하는 실패 경험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어려움 J. 탐구 도구의 구매 및 배부

질문

반복

추이

질문

예시

1단원 어둠상자 어느 교구사, 어떤 모델로 쓰셨는지요? 저희가 주문했던 어둠상자

는 조립이 힘들었고요. 새로 주문한 목재 또한 잘 안 되네요. 목재로 주문하신 것

중 교과서처럼 생긴 거로 잘되는 것 추천 부탁드립니다. 가격이랑 모델명 알려주

심 감사해요.

2013-05-02

그림 32 J의 연도별 질문 반복 추이와 예시❰8년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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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반복된 질문은 K.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이해(그림 33), L.대체

탐구활동(그림 34), M.전기 단원의 교수 능력(그림 35), N.다른 학교 진도

점검(그림 36), O.과학탐구 활동구성 아이디어(그림 37)의 5개가 있었다.

특히, K는 가장 많은 횟수(n=34)로 반복된 어려움이기도 했는데, 교육

과정의 과도기인 2014년과 2015년에 특히 많이 분포해있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 과도기에 놓인 학년을 위한 ‘보충단원’ 및 2007, 2009 개정 교

육과정 특색 단원 ‘과학탐구’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청 지침의 이해에 어

려움을 느꼈다. 한편, 2016년 역시 교육과정 과도기(2014년, 2015년)에 못

지않게 질문 수가 많은데, 이때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운영 지침이 과도

기가 지난 2016년에도 계속 유지되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해 혼란을 느끼

고 있었다. 즉, 초등교사들은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 어떤 학년도의 어

떤 학년에서 해당 내용을 지도해야 하는지(n=24), 교재 출력 및 배부

(n=6)와 평가(n=5)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지침을

받지 못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과정의 과도기에 지도해야 하는 ‘보충단원’이나 교육과정이 바뀌며 새롭

게 출현하는 ‘과학탐구’와 같은 특색 단원의 지도, 자료 배부, 평가 등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어려움 K. 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이해

질문

반복

추이

질문

예시

과학전담인데, 저 공문 공람 못 받아서 오늘 멘붕왔어요. 내일 당장 수업인데ㅠㅠ 아,

무슨 일 있어도 실험 다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동영상 대체수업하지 않겠다 다짐했는데

ㅠㅠ 교재 하나 없이 딸랑 공문이라니 ㅠㅠ 나쁜 시키들∼ 이노무 무책임한 시키들

2014-06-15

그림 33 K의 연도별 질문 반복 추이와 예시❰5년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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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L을 원인별로 분류하면 학교 상황에 의해서(n=5), 시간 및

장소 상황에 의해서(n=3), 학생 상황에 의해서(n=2)로 나눌 수 있었고,

단원별로 분류하면 소리(n=3), 렌즈(n=3), 속력(n=3), 무게(n=1)로 나눌

수 있었다. 즉, 초등교사들은 학교, 시간 및 장소, 학생 등 여러 가지 원

인으로 인해 교과서 탐구활동을 수행하지 못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이 대체 탐구활동을 필요로 하는 원인과 단원을

조사·분석한 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체 탐구활동 정보를 제

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어려움 L. 대체 탐구활동

질문

반복

추이

질문

예시

간이사진기 만들기 대체할 활동 있을까요? 볼록렌즈 학생들 구매가 어렵더라고

요. 그래서 그냥 생략할까 고민이네요.

2015-05-11

그림 34 L의 연도별 질문 반복 추이와 예시❰5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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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에서 교사들은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전기 단원의 수업내용과 수준

(n=6), 학생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동기유발 아이디어(n=2), 전기 현

상을 쉽게 이해시키는 설명방법(n=2)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다. 즉, 초등

교사들은 전기 단원의 내용이 학생들의 수준보다 어렵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해 더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구성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

정에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 단

원의 경우, 초등학생 수준을 고려한 수업내용과 수준, 활동구성 아이디

어, 설명방법 등의 교수 능력 측면에서 좀 더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어려움 M. 전기 단원의 교수 능력

질문

반복

추이

질문

예시

전구의 연결 방법에 따라서 전구의 밝기가 차이가 나는데, 그 까닭을 설명해줘야

할까요? 까닭이 저항 개념과 관련된 것 같은데, 저항 개념은 교육과정에 없으니

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2018-09-10

그림 35 M의 연도별 질문 반복 추이와 예시❰5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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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에서 교사들은 방학 전까지 진도를 나갈 수 없을까 봐, 교육청 평가

범위까지 진도를 나갈 수 없을까 봐, 이번 학기에 다양한 행사가 많아

과학 수업을 많이 빠지는 바람에 진도가 느릴까 봐 등의 다양한 이유로

진도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즉, 초등교사들은 다른 학교의 진도와 나

의 진도를 비교하며 진도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내외의 여러 가지 행사 일정을 고

려해 여유 있게 진도표를 작성하거나, 교육청 평가 범위를 미리 안내해

진도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어려움 N. 다른 학교 진도 점검

질문

반복

추이

질문

예시

이번 11월 1일 서술형 평가 시험 범위가 103쪽(3단원)까지라고 오늘 들었습니다.

지금 2단원을 마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2단원까지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애들 복

습도 좀 해주고 할 생각이었는데 맘이 넘 급하네요. 우리 학교는 8월 말에 개학한

데다가 10월은 현장학습 학예회 행사도 너무 많고. 다른 학교는 진도 괜찮은가

요? 여러 가지 정말 머리가 아파요ㅠ

2012-10-12

그림 36 N의 연도별 질문 반복 추이와 예시❰5년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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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에서 교사들은 과학탐구 단원(기초탐구, 통합탐구, 자유탐구)의 운영

을 위한 세부 활동이나 탐구주제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

다. 한편, 과학탐구 단원은 탐구활동의 중요성이 확대되며 2007, 2009 개

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지만, 교사들 사이에서 흔히 0단원

으로 일컬어지며 다른 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단원으로 인식

된다는 것도 질문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자유탐구의 경우 한 학

기 동안 개별 학생이 주체가 되어 탐구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추가로 신경 써야 하는 사항이 많아 교사가 큰 부담을 느

끼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즉, 초등교사들은 다른 단원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장기간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과학탐구 단원에 대해 부

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탐구주제의 설정이나 세부 활동 아이디어 선정

에 대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탐

구 단원을 위한 활동구성 아이디어는 물론이고, 교사들이 이 단원의 중요

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어려움 O. 과학탐구(기초탐구, 통합탐구, 자유탐구) 활동구성 아이디어

질문

반복

추이

질문

예시

저는 주당 과학 2시간씩 수업하는 과학전담입니다. 측정 수업이 너무 어렵더라고

요. 1교시 안에 활동을 다 마칠 수가 없어서, 2교시까지 해야 했어요. 다들 측정

수업은 어떠셨어요? 땅콩 길이 재는 것, 정말 측정하고 싶은 동기가 되나요? 아

래 댓글을 통해 교과서가 개선되거나 선생님들의 좋은 노하우가 쌓여 내년 과학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2018-03-19

그림 37 O의 연도별 질문 반복 추이와 예시❰5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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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4년 동안 반복된 질문은 P.과학실 도구 관리였다(그림

38). 여기서는 과학실 도구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법, 도구를 버릴 때의

처리방법, 학교 과학실에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도구 등을 알

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즉, 초등교사들

은 과학실 운영 및 도구 관리법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오랜 기간 어려

움을 겪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 수업에 관련된 내용뿐만

이 아니라 과학 수업을 위해 필요한 장소인 과학실 운영 및 도구 관리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어려움 P. 과학실 도구 관리

질문

반복

추이

질문

예시

얼핏 듣기로 비커 같은 것도 버릴 때 무슨 처리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몇 년 전 것부터 깨진 것들이 아주 많은데, 어떻게 처리하는

지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신문지에 싸서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거죠?? ㅜ

ㅜ 이런 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2016-03-18

그림 38 P의 연도별 질문 반복 추이와 예시❰4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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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5.1. 요약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초등교사들은 과학 교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타 교과보다 특히 과학 교수와 관련된 자신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를 위한 자생적 온라인

교사 공동체 인디스쿨에서 과학 교수에 대해 공유되는 질문 게시글을 분

석함으로써, 다수의 현장교사가 과학 교수와 관련해 장기간 겪어온 어려

움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생적 온라인 교사 공동체의 질문분

포를 조사하고, 과학-SMK와 관련된 과학 교수의 어려움과 과학-PCK와

관련된 과학 교수의 어려움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3∼6학년에 해당하는

409개의 과학 교수 관련 질문 게시글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Alake-Tuenter et al.(2013)의 ‘초등교사의 탐구 기반 과학 교수 역량’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초등교사의 과학 교수 관련 질문 분석틀’을 기반

으로 분석하였다.

각 연구 문제에 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디스쿨에는 과학-SMK 관련 질문(54.0%)

이 과학-SMK 관련 질문(46.0%)보다 더 많았다. 연도별 질문분포를 통

해, 가장 많은 질문이 분포했던 시기는 2015년(18.1%)과 2014년(15.2%)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사들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처음

지도하게 되는 시기와 같았는데, 이를 통해 교육과정 변화의 과도기에

교사들이 과학 교수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

었다. 한편, 단원별 질문분포를 통해, 가장 많은 질문이 분포한 단원은

렌즈(31.1%)였고, 연도에 상관없이 꾸준히 많은 질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렌즈의 경우 과학-SMK 관련 질문(n=110)이 과학

-PCK 관련 질문(n=17)보다 월등히 많은데, 이를 통해 초등교사들이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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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단원의 내용 지식에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과학-SMK 관련 질문 중, [과학-SMK 1] 사실과 개념에 대한

교사의 지식(58.8%)이 [과학-SMK 2] 탐구 기능에 대한 교사의 이해

(41.2%)보다 많았다. 이를 통해 초등교사는 과학적 사실과 개념의 의미

및 적용에 관련된 어려움을 탐구에 관련된 어려움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학-SMK 1] 사실과 개념에 대한 교사의

지식 관련 질문에서는 사실과 개념의 적용(n=118)이 사실과 개념의 의미

(n=12)보다 약 10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즉, 초등교사들은 단순히

사실과 개념의 의미, 과학적 용어나 단위의 정의 등에 대해 어려워하기

보다는 사실과 개념을 현상, 복잡한 과정, 실생활 사례 등에 적용하는 것

을 더 어려워한다고 볼 수 있다. [과학-SMK 1]의 하위 요소 중에서는

사실과 개념을 현상에 적용하는 질문(n=39)이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S극으로 못을 문지르면 문지른 부분이 N극이 되는 현상은 왜 그런 것

일까?’, ‘공기와 물에서 빛이 안쪽으로 굴절하는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

까?’와 같은 질문으로 관찰 결과나 자연 현상을 과학적 개념이나 원리로

상세히 설명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과학-SMK 2] 탐구 기능에 대한 교사의 이해 관련 질문에서는 결

과 해석 단계의 이해(n=44)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뒤이어 탐구

수행 단계의 이해(n=23), 탐구 계획 단계의 이해(n=16), 의문 생성 단계

의 이해(n=8) 순으로 비중이 줄어들었다. [과학-SMK 2]의 하위 요소 중

에서는 결과 해석 단계의 이해에 대한 질문(n=44)이 가장 많았다. ‘햇빛

과 전등의 그림자 중, 교과서에 의하면 전등의 그림자가 더 커야 하는데,

실제 실험 결과에서는 햇빛의 그림자가 더 큰 이유는 무엇일까?’ ‘전구의

직렬연결에서 전구 1개를 빼면 회로가 끊어져야 하는데 나머지 전구 1개

에 계속 불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등과 같이 탐구 결과의 해석

단계와 관련된 의문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는 44개에 해당하는

모든 질문이 실험 결과의 오류로 생긴 어려움에 대한 것이었다. 이번에

는 해를 거듭하며 누적된 질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교사 공

동체의 특성을 반영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과학-SMK 측면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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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총 7개의 내용이 4년 이상 반

복되고 있었다. 가장 많이 반복된 질문을 출현한 기간이 긴 순서대로 정

리하면 투명한 물컵 모양(물컵, 눈금실린더, 물병, 아크릴봉 등)의 물체가

렌즈로 작동하는 원리(7년 13개), 볼록렌즈에서 상의 생성 과정(6년 19

개), ‘전류의 흐름 변화에 따른 나침반의 움직임 변화’ 탐구 결과 오류(5

년 7개), ‘전구의 직렬연결’ 탐구 결과 오류(5년 7개), 간이사진기에서 상

의 생성 과정(4년 10개), 바늘구멍사진기에서 그림자의 생성 과정(4년 7

개), 광원의 예(4년 6개)였다. 가장 오랜 기간 반복된 투명한 물컵 모양

(물컵, 눈금실린더, 물병, 아크릴봉 등)의 물체가 렌즈로 작동하는 원리(7

년 13개)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질문의 특징을 나눌 수 있었다. 먼저 물

컵, 눈금실린더, 물병, 아크릴봉 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물

컵 모양의 물체를 통해 사물을 관찰했을 때 렌즈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

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리를 잘 모르겠다는 질문이 10개 존재했다. 또한,

투명한 물컵 모양의 물체에 물을 넣었을 때와 뺐을 때 다른 현상이 관찰

되는데, 여기서 물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3개 있었다.

즉, 초등교사들은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렌즈의 역할을 하는 물체들

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렌즈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인지의 원리를 현상, 과정, 사례로 확장·적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느껴

오고 있었다. 따라서 렌즈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렌즈를 실생활의 현상,

과정, 사례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가장 많은 횟수로 반복된 볼록렌즈에서 상의 생성 과정(6년

19개)에서 교사들은 볼록렌즈에서 초점 거리와 물체의 위치에 따른 상의

생성, 상의 작도, 렌즈를 통과한 물체가 눈에 보이는 원리 등에 대한 개

념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즉, 초등교사들은 볼록렌즈에서 상의 생성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상의 크기와 모양 변화,

상의 작도 등에 어려움을 느껴오고 있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과학-SMK

의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과학-SMK 1] 사실과 개념의 적용에서는 모

두 렌즈 단원과 관련된 질문들이 반복되고 있었고, [과학-SMK 2] 탐구

결과 해석 단계의 이해에서는 모두 전기 단원과 관련된 질문들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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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이를 통해, 초등교사들이 렌즈 단원에서 사실과 개념의 적용,

전기 단원에서 예상치 못한 탐구 결과의 오류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어려

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과학-PCK 관련 질문 중, [과학-PCK 2] 탐구 기반 과학 교수

능력(49.5%)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차례로 [과학-PCK 1] 교수

설계 능력(44.1%)과 [과학-PCK 3] 교사의 평가와 사정(6.4%)이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초등교사는 과학탐구를 교수하며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학-PCK 2]의 하위 요소 중에서는

활동구성 아이디어에 대한 질문(n=33)이 가장 많았는데, 이로써 재미있

고 효과적인 과학 수업을 위한 활동을 구성할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질문의 특징을

나눌 수 있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질문은 학기 말 활동구성

아이디어(n=17)였다. 교사들은 진도가 모두 끝난 학기 말 과학 수업 운

영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지 인디스쿨의 다른 교사들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과학-PCK 1]의 하위 요소 중에서는 표준 문서의 이해와 반응에

대한 질문(n=35)이 가장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운영 지침에 대한 질문

(n=34)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로써 교육과정 과도기에 놓인 학년을 위한

‘보충단원’ 및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 특색 단원 ‘과학탐구’의 운

영과 관련된 교육청 지침의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질문의 특징을 나눌 수 있었는데,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질문은 보충단원 및 과학탐구의 지도지침(n=24)

이었다. 대부분 보충단원에 대한 질문(n=17)이었는데 교사들은 어떤 학

년도의 어떤 학년에서 보충단원을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부의 구

체적 안내가 부족해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번에는 해를 거듭하며 누적

된 질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교사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과학-PCK 측면의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아보았다. 그 결과 총 9개의 내용이 4년 이상 반복되고 있었다. 가장 많

이 반복된 질문을 출현한 기간이 긴 순서대로 정리하면 수업자료 요청(9

년 29개), 학기 말 활동구성 아이디어(8년 17개), 탐구 도구의 구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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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8년 17개), 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이해(5년 34개), 대체 탐구활동(5

년 10개), 전기 단원의 교수 능력(5년 10개), 다른 학교 진도 점검(5년 7

개), 과학탐구 단원 활동구성 아이디어(5년 6개), 과학실 도구 관리(4년

6개)였다. 가장 오랫동안 반복 출현 된 질문은 수업자료 요청(9년 29개)

에 대한 것이었다. 이 질문은 2007 개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

는 모든 학년도에 1∼5개씩 꾸준히 출현하고 있었다. 특히, 과학 수업에

도움이 될만한 도서 및 영상자료를 요청(n=6)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

며, 교과서와 지도서의 PDF 파일을 요청(n=5)하고 참고자료를 구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요청(n=5)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즉, 초등교사

들은 과학 교수에 필요한 수업자료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느껴오고 있

었다. 가장 많은 횟수로 반복 출현 된 질문은 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이

해(5년 34개)였다. 이 질문은 교육과정의 과도기인 2014년과 2015년에

특히 많이 분포해있었는데, 교사들은 교육과정 과도기에 놓인 학년을 위

한 ‘보충단원’ 및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 특색 단원 ‘과학탐구’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청 지침의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2016년 역시 교육과정 과도기(2014년, 2015년)에 못지않게 질문 수가 많

은데, 이때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운영 지침이 과도기가 지난 2016년에도

계속 유지되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해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운영 지침

의 세부 내용으로는 어떤 학년도의 어떤 학년에서 해당 내용을 지도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는지(n=24), 교재 출력 및 배부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n=6), 해당 내용의 평가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n=5)가 있었다. 즉, 초등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 충분한 안내 지침을 받지 못해 어려움

을 느껴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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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결론 및 제언

자생적 온라인 교사 공동체의 질문을 통한 초등교사의 과학 교수 관련

어려움을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SMK 관련 질문이 과학-PCK 관련 질문보다 더 많았다. 이

는 초등교사들이 과학 교수와 관련한 SMK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선행연구

와 유사한 결과였다(곽영순, 2011). 질문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

은 질문이 분포했던 시기는 2014, 2015년이었다. 이는 교사들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처음 지도하게 되는 시기와 같았는데, 교육과정 변화의 과도기

에 교사들이 과학 교수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

질문을 단원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질문이 분포했던 단원은 렌즈였

다. 렌즈는 연도에 상관없이 꾸준히 많은 질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교사들이 물리 영역 중 빛과 관련된 단원을 지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밝힌 선행연구(이수아 외, 2005; 김영심과 백성혜, 2008)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렌즈의 경우 과학-SMK 관련 질문이 과학-PCK 관련 질문보다 월등

히 많았은데, 이를 통해 초등교사들이 렌즈 단원의 내용 지식에 많은 어려

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경진과 김중복, 2017).

둘째,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과학-SMK 측면의 질문을 분석한 결과, 초

등교사들이 렌즈 단원에서 사실과 개념의 원리를 이해하고 현상에 적용하

는 것, 전기 단원에서 예상치 못한 탐구 결과의 오류에 대처하는 것을 오

랫동안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초등교

사가 과학 교수에서 자신의 불충분한 개념에 대처하는 것을 어려워하고(이

수아 외, 2007), 교과서에 과학적 개념이 적용된 다양한 현상이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지만 제공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

해 어려움을 겪는다(권경필 외, 2006)고 보고한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 있

었다. 또한, 초등교사들이 과학 수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예상치 않은 탐구 결과의 오류로 인해서라는 선행연구(박종욱과 김선자,

1996; 이수아 외, 2007)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셋째,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과학-PCK 측면의 질문을 분석한 결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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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단원에 속해있지 않은 과학 수업 운영 전반에서의 어려움(수업자료 요

청, 학기 말 활동구성 아이디어, 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이해, 다른 학교 진

도 점검, 과학탐구 단원 활동구성 아이디어, 과학실 도구 관리)이 특정 단

원에 관련된 어려움(탐구 도구의 구매 및 배부, 대체 탐구활동, 전기 단원

의 교수 능력)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특정 단원에 속

해있지 않은 초등교사의 과학 교수 어려움은 선행연구에서는 보기 힘든

결과였다. 하지만 인증받은 교사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되는

덕분에 초등학교 현장의 실제적 양상을 대변할 수 있는 인디스쿨(이바름과

정문성, 2016)의 질문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결과이므로, 현장교사들이 과학

교수에서 겪는 비중 있는 어려움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 교수의 어려움 측면과 인디스쿨의 운영

측면에서 고민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과학 교수의 어려움 측면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과학-SMK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고 보완점

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렌즈 단원을 사실과 개념에 적용하는 부분, 전기

단원의 예상치 못한 탐구 결과 오류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

한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는 선행연구(이수아 외, 2007)에서 초등

교사가 과학 교수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실험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어

려움에 대처하는 것, 교사 자신의 불충분한 개념에 대처하는 것을 꼽았던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 있었다.

둘째,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과학-PCK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고 보완점

을 마련해야 한다. 학기 말 활동구성 아이디어와 교육과정 과도기에 편성

되는 ‘보충단원’, 교육과정이 바뀌며 새롭게 추가되는 ‘과학탐구’와 같은 부

분의 운영 지침을 자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초등교사의 과학 교수

어려움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보기 힘든 결과였다. 하지만 인증받은 교사들

만 가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현장의 실제적

양상을 대변할 수 있는 인디스쿨(이바름과 정문성, 2016)의 질문분석을 토

대로 도출된 결과이므로 현장교사들이 과학 교수에서 겪는 실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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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겨진다.

셋째, 과학-SMK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보충할 수 있는 지도서가 개발되

어야 한다. 과학-SMK 관련 질문에서는 교사용 지도서를 언급했던 교사들

이 종종 있었다. 그들은 지도서에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하기에 어려워

인디스쿨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한편,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사용 지도

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다(송현종 외, 2012; 이수아 외, 2007).

2007 개정 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교육과학기술부, 2011)의 ‘단원 배경 지

식’과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교육과학기술부, 2009) ‘참고자료’

는 교사가 단원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사전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제작

된 교사용 자료이다. 이 자료는 교사가 배경지식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주

는 역할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과 관련된 설명이 수록되

어 있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많은 한계점이 보이는데, 과학을 전공하지 않

은 초등교사들, 특히 경력이 부족한 초임교사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단편적

으로 서술된 과학 내용 지식을 다루고 있으며,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

해 답을 하고자 교사용 자료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하기에는 그

수준이 너무 높기에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송

현종 외, 2012). 따라서 수업의 아이디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수아 외,

2007)뿐만이 아니라 교사의 과학-SMK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보충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양질의 지도서가 개발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인디스쿨의 운영 측면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디스쿨 게시판의 검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간혹, 이전에

비슷한 질문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내용이 검색되지

않아 새롭게 질문을 올린다는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검색 기

능을 강화해 교사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전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교과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릴

때 기존에 학년만 지정해 올릴 수 있던 기능에서, 추가로 단원이나 주제

(ex. 렌즈, 속력, 전기 등), 질문의 의도(ex. 자료 요청, 실험 결과 오류, 활

동구성 아이디어 등) 등을 지정해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원하는 게시글의

검색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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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디스쿨을 초등교사의 과학 교수 전문성을 함양할 기회의 장으로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초등교사들은 한 차시 수업을 여러 번 진행해 노하

우가 쌓이는 중등과학교사와는 다르게 한 차시 수업을 한 번만 진행함으

로써 노하우가 누적되지 않아 과학 교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수아 외,

2007), 따라서 오랫동안 인디스쿨에 누적된 초등교사들의 지식을 공유하며

전문성을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하는 바이다.

5.3. 계속 연구 과제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디스쿨의 과학 교수 관련 질문 게시글 중 게시

글의 내용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이후 질문 게시글에 달린 댓글까지

분석 대상을 확장해 연구한다면, 초등교사들의 참여로 해결되는 질문 내

용과 해결되지 않는 질문 내용 등을 구분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질문

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둘째, 인디스쿨은 2000년부터 시작돼 자생적으로 발전해온 온라인 초

등교사 공동체로 초등교사의 과학 교수뿐만이 아니라 전 과목의 교수,

업무, 교직 문화, 학생지도, 연수 등 다양한 영역의 자료가 누적된 정보

의 보고이다. 따라서 과학 교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 과목 이외의 다

른 영역까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등교사의 전문성 및 교직

문화 등을 파악해 시사점 및 개선점 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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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elementary teachers’

difficulties about science teaching by analyzing questions which had

been posted for a long time in an autonomous online teacher

community named Indischool. For this purpose, 409 question

postings(the 2007 and 2009 revised curriculum, the third to sixth

grade) were analyzed using the framework for analyzing questions

about elementary teachers’ science teaching(modifi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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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ke-Tuenter et al., 2013). The study revealed that there were more

science-SMK questions than science-PCK questions, and most of the

questions were ‘about lenses’ and ‘in 2014 and 2015, when the

curriculum was changing from the 2007 to the 2009 revised

curriculum’. The long-standing difficulties in science-SMK were ‘an

application of facts and concepts in lens’ and ‘an unexpected

experimental error in electricity’. In particular, there are the principle

of transparent cup-shaped objects acting as lenses, the process of

image formation by convex lenses, experimental errors of 'compass

movement due to current flow change' and experimental errors 'serial

connection of bulbs'. The long-standing difficulties in science-PCK

were ‘understanding and response to context’ and ‘understanding and

response to aims mentioned in standard document’ and these are not

related to physical units but to others. In particular, there are request

class materials, activity ideas at the end of the semester and

understanding the n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These teachers’

difficulti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science teaching support system

like a teacher’s guide compilation, teacher’s training curriculum

development, and etc.

key words : Autonomous online teacher community, Indischool,

Elementary teachers’ difficulties, Science teaching, SMK, PCK,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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