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大學校 師大論蕭 第49輯 0994. 12. 30)

지구과학교육과 목표와 발전에 관한 연구

최 승 언·신 명 경

(지구과학교육과)

1. 서 론

21세기 의 도래와 함께 사회는 과학과 기술에 보다 의존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지

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과학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에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는 과학교과 교육과로서의 실태분석을 통한 제반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발전모형을 제

시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목적에 덧붙여 i) 지구과학내의 해양학，

지질학，지구물리학， 천문학，기상학과 교육학을 의미있게 관련지어 독자적인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며， 지구과학 및 타학문과의 연관성을 살려가며 과학교육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고 ii)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의 교과 교육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학과체제를 정

립하여 서울대학교 학문중심 학교로의 지향에 부응하도록 하며 ii i) 범세계적인 지구과학교육과로의

성장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한다는 부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구과학교육과정과 연구체제 그리고 인력양성 및 수급에 대한 국내외적인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본 학과의 독자적인 학과

로의 발전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 및 방법으로 국내외의 지구과학교육과 관련된 석/박사 학위논

문과 연구논문， 학술지 등의 문헌을 조사했으며， 지구과학교육과 내의 재학생， 졸업생，교수， 관련

교육행정공무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과 변담을 실시하였고 지구과학교육 관계자들의 모

임을 통한 토의의 장을 마련하여 지구과학교육과 발전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모든 연구과정

을 거쳐 얻어진 자료들을 정리하여 본과의 발전계획안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의 소속인들에게 올바른 자기인식과 자신의 발전 및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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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in타학교의 지구과학교육과인들과 관계자들에게 지구과학교

육의 위상을 정립하는 토대가 되며 상호 연계성을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ii i)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며 본과 내의 연구체제 개선과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iv)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내의 타학과들과의 지구과학교육과의 협

조체제를 수립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2. 지구과학교육에 대한 고찰

2.1 지구과학의 학문적 성격

지구과학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학문의 하나인 천문학과 지질학， 해양학， 기상학 등을 교과의

성격으로 묶는 통합적인 학문 분야이다. 지구과학의 하위 영역은 물리， 화학， 생물과도 서로 겹치

는 부분이 있으나， 이들 학문은 개념적 구조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구조가 각각 독특하며 서로 다른

진로를 따라 발달되어온 점도 인정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구분하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지

구과학에서 탐구하는 대상은 지구와 우주에서 일어나는 제반 자연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시간적으

로는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미래까지，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지구의 중심부에서 우주의 끝까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범위를 탐구하고 있다.

전파 과학과 우주과학의 탄생은 인류의 공간에 대한 개념을 변화， 확장시켰으며， 기상 위성과 각

종 관측 장비를 통한 일기 예보 등은 지구과학을 인간의 일상 생활과 관련이 깊게 하였다. 또한 해

저 지형과 지질에 대한 연구는 지표면의 변화 등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판구조

론을 등장시켰고 특히 고온， 고압 실험의 발전은 지구 물질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켰으며 운석의 연

구를 통하여 지구 물질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다. 이와같이 지구과학은 물질

과학， 생명과학， 우주과학 등을 묶는 통합자의 역할을 하는 학문이다(이문원， 1987). 자연 현상을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하는 것은 위험한 사고 방식으로 자연의 모습을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술하고 유사한 현상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로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방법이 좋다 따라

서 현상 과학과 요소 과학은 보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좋은 방법이다(조병하， 1986). 그런데

지구과학이야말로 이러한 통합적 성질을 가진 교과목이다 일부에서는 지구과학의 영역을 천문학，

기상학， 해양학， 지질과학 및 지구불리학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영역은 각

각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 많은 업적과 문화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으나 고등학교 지구

과학 교과목으로 이들을 다룰 때에도 지구과학을 구성하는 내용 요소로 들어와서 물질， 시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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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고체지구과학 유체지구과학 천문학

지질학 )해양학

지구물리 기상학

〈그림 1) 지구과학의 연구분야

간， 운동， 힘， 에너지 동 6가지 기본 개업 체계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재구성되어야 한다. 물

론 그러한 학문이 독립적으로 있을 때의 특성 즉 지적 및 탐구 과정의 정수가 고등학생 수준에 맞

게 지구과학이라는 고등학교 교과목 속으로 융합되어 들어와야 한다(이규석. 1992).

그림 1이 나타내는 지구과학의 연구분야를 아래와 같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지질학은 지구의

구성 물질과 구조， 지구의 성인， 지구의 역사 등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서 광물학， 암석

학， 층서학， 지사학， 광상학， 지구물리학， 지구화학 등의 연구 분야로 세분된다. 최근에는 지질학

이 인류생활에 이용되는 측면， 즉 응용 지질학의 연구가 활발한데 이에는 수리지질학， 토목지질학‘

농림 지질학등의 연구 분야가 있다. 해양학은 해수의 성질과 운동 및 해양 생물에 대하여 물리， 화

학， 생물학 및 지칠학적 방볍으로 탐구하는 학문 분야로서 해양학 그 자체가 하나의 종합과학적 성

격을 띄고 있다 해양학 또는 해양과학의 연구 분야는 해양물리학， 해양화학， 해양생물학， 해양지

질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론기상학의 연구 분야는 대기복사론， 대기열역학， 기상역학， 종관

기상학， 기상광학， 기상측기학， 위성기상학， 위성기상학 등으로 세분될 수 있으며， 응용기상학에서

는 항공기상학， 해상기상학， 농업기상학， 위성기상학， 공업기상학， 기후학， 기상재해론 등의 분야

가 있다. 천문학은 우주 공간 속에 있는 천체에 대하여 탐구하는 학문 분야로서 그 연구의 역사가

가장 오랜 학문으로 위치천문학， 천체역학， 천체물리학， 우주학， 설지천문학， 천제분광학 등의 분

야가 있다. 원래 지구과학의 내용을 구성하는 지식은 역사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각 학문분야의 발

달에 따라 탄생한 학문으로 이루어 졌으나 이들은 뚜렷한 기본 개념 아래 지구과학으로 통합된 것

이다(유경로. 1985).

지구과학의 탐구 영역은 우리 나라에 영향을 많이 준 ESCP에 잘 나타나 있다(정종률. 1966: 유

경로 외 3인 . 1973: 공주사대 1974) 즉 지구과학 그 자체가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의 연

속체로서 전 과학의 영역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NSTA가 제안한 물질， 시간， 공간， 운

동， 힘‘ 에너지라고 하는 6가지의 기본 개념을 다루고 있다. 자연계의 체계가 이러한 개념들로 이

루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ESCP에 포함된 지구과학의 주요 내용은 지구의 이해(탐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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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학， 우주 속의 지구) . 물의 순환(에너지와 물의 순환， 풍화와 기후) . 암석의 순환， 지구의 역

사(시간과 그 측정， 지구의 역사)， 우주의 탐구(지구 달， 태양계， 별 은하와 우주)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지구과학 교육과정이나 일본의 교육과정 0 980 . 1989)

을 보면 ESCP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며 다만 미국의 경우는 인간의 활동과 영향， 일본의 경우는 자

원， 지구와 인간을 위의 내용에 일부 추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원 보존과 환경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2.2 지구과학과 지구과학교육

2,2.1 지구과학교육의 특성

지구과학은 다루고자하는 그 대상이 다양하며， 주위의 자연 환경에서 직접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리고 그 연구 방법이 대상에 따라 다양하여 탐구적이고 경험 중심적이어서 폭

넓은 학습을 할 수 있다 지구과학은 최근에 발달되고 또한 논의되고 있는 현대 과학의 문제를 총

괄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적 배경을 제공하며， 올바른 자연관을 갖도록 한다 그리

고 현대인에게 자연을 심미할 수 있도록 자연 현상과 가까이할 수 있게 하여， 과학을 교양화， 인간

화하는 데 가장 적절한 소재 중의 하나가 된다. 또한 인류는 제한된 공간인 지구에서 좀 더 풍요로

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의도적인 창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수

반하여 개인이나 사회， 국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때 제기된 모든 문제들은 항

상 교육과 과학의 문제와 관련지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국가 수준에서의 문제들

중， 자원의 보존과 이용， 환경 오염의 예방 등과 같은 자연 환경 보호에 관한 것파 우주 개발， 해

양 개발， 국토 개발 등의 새로운 산업 발달을 위한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어느 하나도 지

구과학 분야의 발전과 그것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이문원. 1987).

이규석 (992)은 지구과학 교육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탐구로서의 과학， 과학은 지구에 대한 보다 새롭고 정확한 지식을 찾아가는 탐구 과정을 통하여

존재한다. 다른 과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구과학은 탐구로서의 과학으로 특정아 있고 특히 실험실

에서 재생할 수 없는 것이 많아 자연 상태대로가 탐구의 장이 되기도 한다.

@ 학문적 특성‘ 지구과학의 다양한 탐구 방법을 통하여 자연 현상의 인과 관계， 역사성， 지역성，

공간성， 시간성 등을 추구하여 올바른 자연관과 우주관을 확립할 수 있다. 또한 지구와 우주의 신

비한 수수께끼를 풀려는 연구로 인간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지구와 우주의 개발이라는 과

제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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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사적 특성 ‘ 지구과학의 과학사적 특성을 통해 과학사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 사회적 성격: 지구과학은 사회 문제로 제기된 이슈들， 즉 오존층의 파괴，환경 오염， 지하수

개발， 국토의 이용과 개발， 기상 재해 등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 순환 과정과 주기적 현상， 대기의 순환， 암석의 순환， 별의 일생 등의 지구과학적인 자연 현상

은 순환 과정 또는 주기적인 현상을 갖는다. 이러한 순환 과정과 주기적 현상의 과학적 의미를 학

습하고 자연 현상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특성이 았다.

@ 환경과학적 특성: 지구과학 자체가 우리의 환경 즉 지구와 우주 환경을 다루는 학문이다. 자원

개발， 환경 보호， 환경 오염 등을 학문적 또는 역사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 지구와 우주에서 에너지의 흐름과 평형· 에너지 분포는 평형 상태에 이르려는 경향을 가지며 이

러한 과정에서 에너지의 변환이나 물질의 변환이 일어난다. 이러한 에너지의 평형 개념을 지도하는

특성이 있다.

@ 종합 과학적 특성: 지구과학은 지구와 우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의 인과 관계， 물질의

구조와 특성， 성인， 역사 등을 다양한 탐구 방법으로 다룬다 지구과학은 탐구의 대상과 탐구 방법

이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과학을 학습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아주 적합한 과학 과목일 뿐

아니라 장차 과학계로 진출할 학생에게도 적합한 과목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과목을 학습하는 과정

에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과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자연에 대한 탐구로 그 결과 자연을 이해하게 되고 지식을 축적하

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구과학은 과정과 그 결과인 지식으로 정의되며 일반성과 보편성을 갖게 변

화될 수 있다.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육은 시민 교양 교육과 직엽인 전문 교육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일상 생활

에 이흘 활용할 줄 아는 과학적 교양을 가지며 또한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러기 워하여 지구과학의 지식 습득， 지구과학적 과정과 방법의 습득 능력과 기능 및 이들의 적용，

지구과학-기술-사회의 인식을 목표로 이와 관련된 과학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지구과학은 위와

같이 과학의 본질 및 과학 교육의 목적과 부합될 뿐 아니라 특히 자연 상태 그대로의 탐구， 자연

현상의 인간 관계， 지역성， 공간성， 시간성 등의 학문적 특성， 과학사적 특성， 사회적 성격을 갖는

특성， 환경과학적 특성， 종합 과학적인 특성 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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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지구과학교육의 목적

지구과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구과학의 본질과 가치를 이해하게 하고 개인

의 지적 호기심은 물론 지구과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었다.

과거의 지구과학교육에서는 지구과학적 지식의 획득과 관련된 목적이 강조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중요시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지구과학교육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에 의해 자연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지구과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및 그 주변환경을 대상으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종합과학(정진우， 1992 )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 대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이 특히 중요시된다. 또한，과학적 탐구 중심의 지구과학교육을 위해 구성된 미국의 ESCP 과학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지구과학을 교육해야하는 까닭으로， 통일된 주제의 제공，실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재의 다양성，탐구적이며 경험중섬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소재의 다양성，진학할 학생 또는

직업사회로 나가는 학생에게 모두 유용하고 효과적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권치순， 1 98 5 ) .

여기서는 우선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구과학교육의 목적을 알아보고， 이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구과학교육의 목적을 알아보고자 한다.

2.2.2.1 개인의 필요와 지구과학교육

과학교육의 대상이 과학이라면 과학을 학습할 주체는 학생이다 이 말은 과학교육의 목적이 학생

들의 요구와 필요성에 따라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개인의 필요에 의한 지구과학교육의 목적을 살펴볼 때 개인은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자연에 대한 호기심 충족과 일상생활에서 지구과학 지식의 이용을 요구하는 일반인(비전공자)과 좀

더 전문적이고 심화된 지식의 획득을 요구하는 지구과학전공자로， 지구과학 교육은 이들 모두의 요

구를 적절히 충족시켜야 한다.

Nellist와 Nicholl (l986)등은 각급 학교에서 과학교육이 행해져야 하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점

을들고 있다

첫째， 과학이 인간의 본능인 지적 흥미와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둘

째는 과학이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된다는 데 있다 이외에도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직업에서나 과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쉽게 얻어질 수 있는

내용이나 그 수준의 과학지식이 아니라 장기간의 학교 과학교육을 통해서 획득된 조직적이고 체계

적인 지식을 요구한다(조희형과 박승재， 1989)

이러한 이유로부터 우리는 지구과학교육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을 위해 담고 있어야 할 목적이 무

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다 첫째，지구과학은 우리 주변의 무생물학적 자연현상인 지구의 물질，지구

에서의 변화과정，지구의 역사，지구의 공간환경 등을 다루는 학문이므로 인간생활과 직접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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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시람틀이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기 쉽다. 이것은 고대의 과학적 관심과

과학적 지식의 대부분이 천체와 지구에 관한 것이라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구과학교

육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더 나아가 이를 질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과학/기술/사회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개인들의 일과 직업이 과학

적 연구‘개발‘응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 사실은 지구과학교육이 지구과학과 관련된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직업에 필요한 적절한 능력을 개발해야 할 필요

가 있음을 반영한다.이것이 지구과학지식이 담고 있어야 할， 개인의 요구와 관련된 또 하나의 목적

이 된다.

2.2.2.2 사회적 요구와 지구과학교육

과학의 본성에 대한 논의의 주제가 철학적 측변으로부터 사회학적 측변으로 전환되면서 현대과학

에서는 과학의 사회성이 중요시되고있다. 과학교육의 목적 또한 과학지식만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탈피하고 있다. 현대의 과학은 현대사회 속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 사회에 맞는 몇 가지

특정을 지난다. 첫째，현대의 과학은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다. 둘째， 과학은 현대 사회에서 제도적

인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현대의 과학은 커다란 험과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의 사회성은 크게 내적 사회성과 외적 사회성으로 구분된다. 내적 사회성은 순수 과

학의 특성과 조직 그리고 순수 과학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과학자의 활동에서 나타난다. 과학의 내

적 사회성은 또한 과학이 과학적 기술에 응용되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반

면，과학의 외적 사회성은 과학을 순수한 학문적 지식으로 생각하거나 그 지식을 형성，검증하는 방

법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과학적 기술에 의한 사회의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과학 및 과학적 기술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사회적 관점과 그 영향력에 의해서 드러난다. 따

라서 과학적 기술은 과학의 내적 사회성과 외적 사회성을 연결하는 준거이자 과학이 그 내적 사회

성에 의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그 반대로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 된다. 결국 과학과 과학적

기술은 사회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며，과학교육은 과학，과학적 기술，

그리고 사회의 상호작용과 과학 및 과학적 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을 전통적 체계와 균형을

맞추어 취급해야 한다(조희형과 박승재， 1 989 ) .

이에 따라 지구과학교육도 지구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에 관하여 책임감있는 의사결정을 하

고 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제한된 공간인 지구

에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인간은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의도적인 창조활동을 하고 있

다 이러한 활동에 수반하여 개인이나 사회‘국가에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 중，자원

의 보존과 이용，환경오염의 예방 등과 같은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것과 우주 개발，해양 개발，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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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의 새로운 산업 발달을 위한 문제들은 지구과학적 지식의 이해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것

이다.

지구과학교육에서 사회적 문제점과 관련되어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가 바로 ‘환경교육’ 이

다. 많은 과학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미래의 생존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Kauffman， 1976: Roy, 1986). 즉， “지구과학은 오늘날 학생들이 직변하고 있고，현

대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산성비，방사성 폐기물 처리，지하수 개발，자원 개발 등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Finson and Enochs.1988).

환경문제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지구과학 전공자에게만 필요한 것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학생들

이나 일반인(지구과학전공자가 아닌)에게도 인간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지구 환경

변화의 기작을 올바르게 교육함으로써 지구환경문제를 재인식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지구과학교

육의 목표가 된다. 이러한 과학，기술 그리고 사회와 관련된 문제틀을 교육과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미국， 영국，호주 등지에서는 STS(Science,Technology and Society)를 과학교육과정에 도입하고 있

다. 이는 학생들이 그들의 현재 및 미래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상황에 직면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 과학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

록 하자는 데 있다. STS를 현재의 과학교육 체제하에서 도입하기 위해서는，정규 과학교육과정의

적당한 부분에 짧은 주제를 삽입하는 방법，수주 또는 수 개월간 구별하여 따로 지도하는 방법，선택

과목으로 두고 학기별 또는 학년별 과정으로 지도하는 방법，여러 학년에 걸쳐 STS교육과정으로 지

도하는 방법. STS를 강조하는 학과목간 연계과정으로 지도하는 방법이 있으나，현재의 교육과정 운

영의 실태와 체제에 비추어 본다면 첫째의 방법이 더 쉽고 실용적이다. 지구과학교육에서도 우리나

라 실정 에 맞는 STS자료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연구 중에 있다.

2.3 지구과학 교육과정

2.3.1 한국 지구과학 교육과정

우리나라 과학교육에서 지구과학교육이 변해온 과정은 크게 교수요목기(1945- 1 9 54년) , 제 1차

교육과정기 (1954-1963년 ) . 제 2차 교육과정기 (1963-1974년 ) . 제 3차 교육과정기 (1974-1981년 ) .

제4차 교육과정기 (1 98 1-1 988년)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제 5차 교육과정이 진행중에 있으며 제6차 교육과정 개편시까지 교육사조는 교과중심-생활

중심 학문중심一인간중심 같은 흐름으로 변해왔다. 이와같은 교육사조의 변천에 따라 지구과학과의

목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제 1차와 2차에서는 주변의 환경을 중심으로 생활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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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선정하여 왔으나 제 3차 때부터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이론 쪽으로 많이 치우

치게 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과학의 본질적인 이해에 크게 기여했으나 학습자의 홍미를 저하시키게

되었다. 제 5차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에서는 이러한 점쓸 감안하여 생활과의 관련 등을 가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구과학과에서는 사회의 문제가 되는 환경과 자원에 대하여 다루도록 단원을 신설

하였다.

교육과정별 지구과학과 목표를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I차〉

1. 과학적 지식 ’ 원리， 법칙， 응용

2 과학적 능력: 사물의 처리능력

3 과학적 태도‘ 진리 발견， 창조

지구과학 목표 9개항

<2차〉

1. 이해: 과학의 발달， 원리법칙

2. 능력 과학적 태도

3 태도 과학의 생활화

4 감상· 자원애호， 이용， 과학자의 엽적 존중

5. 국가경제 개발에 이바지

<3차〉

1. 과학적 기본개념의 이해

2. 탐구방법의 체득

3 계속학습의 의욕고취

4.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 양성

<4차〉

1. 기본개념의 이해

2 탐구능력의 배양

3. 과학의 흥미고취와 학습의욕

4.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5 인류사회에 미치는 영향인식

(5차〉

1. 자연현상의 사실‘ 개념‘ 원리의 이해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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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적 탐구를 문제해결에서 활용

3. 학습의 흥미고취와 과학적 태도 함양

4. 기본적 실험실습 기능육성

5.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관계이해

<6차〉

1. 지식

2. 탐구과정

3. 과학의 발달

4. 과학의 응용

5. 탐 구 심

또， 지구과학교과의 내용의 변천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원명을 비교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교육과정의 개정은 그 사회적 시대적인 배경에 따른 사회적인 필요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이 목적

과 내용 등에 나타나게 된다. 그 차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1) 지구과학교과의 내용 변천

제 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안)

지학은 1. 지구의 개관 1. 지구 과학 I . 지구과학 I

1. 태양계와 2. 지각을 2 물의순환 1. 행성으로 지구과학 영역 1. 지구

지구 이루는물질 3. 암석의 순화 서의 지구 1.우리의 지구 2 대기와 해양

2. 암석과 광물 3. 지표와 4 지구의 역사 2. 대기와 2. 지각의 물질 3. 우주

3. 우주 그 변화 5 태양계와 해양의 변화 3. 대기와 4 미래의 지구

4. 대기 및 4. 지각의 변동 우주 3. 지각의 변화 해양의 변화 지구

대기 중에 5. 시각과 위치 4. 지구의 역사 4. 지구의 역사 지구과학 R

일어나는 6. 태양계 5 우주의 탐사 5. 지구 밖의 1. 지구과학

현상 7. 항성과 우주 환경 2. 지구

5. 수권 및 8 대기의 1. 지각의 진화 지구과학 3. 지각

수권 중에 상태와운동 2 대기와 1. 지각의 진화 4. 대기

일어나는 9. 해수의 성 해수의 순환 2 대기와 5. 해양

현상 질과운동 3. 별과 우주의 해수의 순환 6 태양계

6. 풍화와 침식 10 지구역사 진화 3. 별과 우주 7. 벼E ， -。「끼1→

7 지각 변동 의 탐구 8. 미래의 지구

8. 지구 역사 4. 환경과 자원

9. 지학과 경제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발전 모형 11

〈표 2) 교육과정의 변천

시간배당 용E.-, 표 내

교

/
T

요

조E
-,

교육과정총론에 해당하는 문서가 없

기 때문에 그 구성방향과 이념， 목

적， 운영상의 유의점을 정확하게 파

악하기 어렵다.

지구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물리

과목의 교수요목 중에 계량과 단

위 단원에 시간， 태양시의 표준

시‘ 온도， 온도계， 기압， 기압계

의 내용이 들어 있고， 천체영역에

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 태양계，

역， 일식， 월식의 내용이， 그리고

힘과 운동단원에서 만유인력의 내

용이 다루어졌다.

화학 과목의 교수요목에서 지각

단원 중에서 지각의 구성， 지각의

변통， 지하자원의 내용이 지구과

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학교과목이 물리， 화

제 1차 학‘ 생물， 지학의 4과

교육 목으로 구성되어 처음

과정 으로 지구과학과목이

독립되게 됨

이
를꽤

쐐

문
두

다

은
모

한

댁
생

야

El1

까
끼

학

1

수

지
과

이차?
ι

제

교육

과정

제 2차 교육과정은 생활중심 교육과정

또는 경험중심교육과정으로 불리기

도 한다. 이는 미국의 실용주의 교

육의 영향과 국가부홍과 재건의 필

요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 교

육과정의 개정취지에서는 ‘자주성의

강조， 생산성의 강조， 유용성의 강

조’가 제시되었다-

과목명이 ‘지학’에서

‘지구과학’ 으로 바뀌었

제 3차 으며 이수 단위도 물

교육 리， 화학， 생물과목과

과정 같이 8-10단위로 구성

되었다.

1957년 스푸트닉 충격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과학교육의 계혁이 추구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기술교육의

쇄신’ 이라는 개정의 기본방침아래

지식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개념과

그 관계를 이해하고 지적인 탐구 방

법을 익힐 수 았도록 교육과정을 구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기본개념과

원리에 중점을 두어 지식의 체계

화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것， 지

구와 우주의 현상에 치중하지 말

고 그 과정과 원인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도록 할 것， 천문， 기상，

해양， 지질의 상호관계를 고려하

여 지도할 것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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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시간배당 .!2., 표 내 용

성하여 학문중심교육과정 을 강조하

였다

지도 빛 평가상의 유의점에서 학

엽성적에 따른 지도방안을 고려할

것 ,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지식 뿐

아니라 탐구능력과 태도 응을 평

가하도록 할 것을 기술하였다.

자체의 소외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인 인간의 형성，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에 역점을 두어

교육과정이 연구 개발되었다.

입시과목을 선택하게 학문중심교육과정의 운영결과 인간

교육

과정

함에 따라 과목선택의

편중현상이 나타났다，

문과학생에게는 물리1，

화학1， 생물1， 지구과

학l의 4과목을 ‘ 이과학

생에게는 이와 함께 물

리 IT , 화학 IT, 생물 IT,

지구과학 U의 4과목을

더 이수하게 되었다.

물리， 화학은 필수선택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지구과학의 보다 발전되고 깊이

제 5차 이며 생물과 지구과학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급격히 변모해 있는 내용이 다루어 졌고， 환경과

교육 은 둘 중 하나를 선택 가는 미래 산업사회에 부응할 수 있 자원보존 내용이 새로이 첨가되었

과정 하게 되었다. 는 질 높은 과학교육을 실시하기 위 다.

하여 교육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제4차

지구과학1의 경우 인문사회 과정

학생들이 이수하게 되므로 전광과

목이 이수를 위한 준비과정보다는

교양과목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대하여 지구과학2의 성격은두고 있다
과정

고등학교에서 공통필수 창조적인 인간을 기훌 수 있는 방향

과목인 공통과학을 신 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고， 과학
제6차

- 설하였다. 의 과정이 설생활이나 학습자의 경
교육

험과 관련되도록하는 데 강조점을

전공과목 이수를 위한 준비교육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

2 ,3.2 외국의 지구과학교육 고찰

우리나라에서 지구과학이 교과과정에 들어온지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여기에서는 외국 지

구과학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지구과학교육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2.3.2.1 미국

미국 중등학교의 과학교육과정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전통적 과학영역에 따른 과

학과목‘ 응용 혹은 통합과학영역 및 세분화된 선택과목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은 각주에 분권화된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통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김광호(198 9 ) 에 따르면 많은 나라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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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에 2-3개의 과학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으나， 미국의 경우는 매년 한 과목만을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지구과학은 9학년 ， 생물학은 10학년 ， 화학은 11학년 ， 물리학은 12학년에서 선택되어

지도한다 미국에서 지구과학은 전통적인 과학과정 중 가장 나중에 편입된 과목인데， 그 위치를 더

욱 확고히 정립해가고 있으며， 수강자 수도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능력있는 교사의 부족문제，

분권화된 미국교육제도가 중앙집권화된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 (Miller， 1985)

되는 문제， 미국사회의 과학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과학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수를 저조시키는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80년대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 모색을 계속하고 있으며 , 그 중 하나는

미국과학교육진흥위원회 (American Association for Advanced Science; AAAS) 에 의해 추진되고 있

는 프로젝트 2061 이다. 이러한 운동과 연계되어 미국국립지질연구소(Am erican Geology Institute;

AGI) 에서 도 교육센터를 설립하며 지구과학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있다(Verdon，

1987) , 1987년에는 과학자，과학교육자가 모여 교육과정에 관한 회의를 했으며， 그 결과 국립 항

공우주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 미국지질조사소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 ,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등 기관마다

3-4명의 과학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지구에 관한 교육과정 (K-12)을 만들 것을 결정하였다.

2.3.2.2 일본의 지구과학 교육과정

일본의 지구과학 교육과정은 일본 고교 지구과학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

본의 현행 과학교과서는 1984년 전면 개정된 것으로， 그 내용은 중학교 과학의 연장 선상에서 각

각의 선택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기본개념이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과2는 특정 사실의 관찰，

실험，자연환경의 조사법， 과학의 역사적 사례에 대한 연구들의 내용으로 과학철학，또는 기본적 이

론에 대한 내용이다 일본의 과학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정 중의 하나는 이과l의 설정이다.

이과1은 최근 고등학교 진학율의 현저한 상승에 따른 학생들의 능력，적성， 진로흥미， 관심들의 다

양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탄력적 편성이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설정된 것이다. 그

성격과 주안점을 보면 고등학교 저학년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과목으로 부과할 것，표준 이

수단위는 4단위로 할 것， 중학교 과학의 기초 위에서 이를 발전시키도록 할 것， 이과1을 이수 후

이과의 각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으나 이과 1만으로 고등학교 과학 학습을 마치는 경우도 있음

을 유의할 것 등이 었다 특히，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구분하는 종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

나 통합과학의 관점에서 이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과 교과내용의 정선에 의한 최

소화가 펼요할 것이다. 또， 고등학교 지학의 교육목표는 자연의 사물， 현상 중에서 지구의 구성，

지구의 역사 및 우주의 구성에 관하여 관찰， 실험을 행하고， 원리 법칙을 이해시키고 지학적으로

고찰하는 능력을 기른다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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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캐나다

지구과학에 관련된 내용은 중등학교과정에 해양학， 지질학 과정이 있으며 해양학 과정은 일반 해

양에 관한 소개와 아울러 야외조사와 실내연구가 필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지질학 과정의 내용은

세계 각국의 과학과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지각의 조성， 침식， 지각 변통으로 되어 있고‘ 지질학

과정에서는 자원， 환경， 지사， 지구의 변화 등의 내용이 다루어진다. 이 과정은 자연지리 과정으로

대치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질 내용과 자연지리 내용 간에는 서로 관련이 많다는 것을 알

수있다.

2.3.2.4 영국

영국에는 국가 또는 주 차원의 교육과정이 있다. 따라서 지방의 학교구 또는 학교 스스로가 학생

들에게 가르칠 교육내용을 선정 조직하여 가르치고 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지구과학 내용은 지구

과학 교과로 독립되어 가르쳐 지지 않고 천문학 분야는 물리와 수학에서 기상과 지질 분야는 자연

지리에서 각각 다루어진다.

대체적으로 내용들은 사회적 연구 측면보다 과학적 연구 탐구 측면이 더 강하고 그 수준 또한 우

리나라 대학의 교양과정에서 취급되는 것과 유사하다.

한편 영국은 꾸준히 과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지구과학 관련 내용도 통합적으로 다루

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너필드 과학재단에서 개발된 너필드 종합과학과 최근의 SATIS프로그램 이 있다. 과학

철학과 과학사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여 자연 과학교육과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으며 과학과 기술

사회의 상호 연관성 그리고 환경문제를 함께 다루기 위해 통합과학적으로 과학을 다루는 SATIS프

로그램은 그 연구기간이 거의 7-8년에 이르고 있고 점차 확대되어 라디오 교육프로그램으로까지 활

용되고 있다

2.3.2.5 프랑스

프랑스의 교육과정은 우리 나라와 같이 중앙의 교육부에서 제정 공포하고 있고 고등학교 교육과

정을 보면 1학년에서 과학은 물리과학을 필수로 이수하게 되며 2학년의 D과정 에서는 물리과학 4단

위， 자연과학 3단위를 이수하고 3학년의 D과정 에서는 물리과학과 자연과학을 각각 4단위썩 이수하

도록 되어 있다.

고등학교 2학년 D과정의 자연과학내용은 1단원이 생물과 환경 . 2단원이 지구의 개관， 3단원이

음식물과 영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의 개관 내용은 지질학 서론， 암석과 화석， 지층， 지각변

동， 지형， 토양 등으로 되어 있다.

지구과학의 천문 내용은 물리에서， 지질내용은 자연과학과 자연지리에서 해양과 기상내용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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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리에서 각각 다루어진다.

2.3.2.5 서독

각 주마다 독자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서독의 김나지움의 교육과정을 보면 고등학교

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과목으로 세분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과학에서 지구과학 과목이 독립되어 하나의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

서 그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구과학의 내용 중 기후와 기상， 지형，

지질은 지리에서 시각과 위치， 천체의 운동은 지리와 물리에서， 암석과 광불은 화학에서 각각 다루

어지고 있다. 한편 김나지움의 고학년(9- 1 0)에서는 자연 지리 교과에서 이들 내용이 보다 구체적

이고 수준이 높게 다루어지고 있다

2.3.2.6 호주

호주는 각 주마다 달리 운영되고 있는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학

교 과정에서는 일반과학 과목으로 1975년부터 ASEP(Australian Science Education Pr여ect)과학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채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물리， 화학， 생

물， 기상， 지칠학 등의 과목으로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 호주 연방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센터에서는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적용되는 중핵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하여

시행하는 이른바 교육과정의 일원화를 꾀하고 있다. 이 과정의 학습 영역은 과학과 기술， 의사소

통， 환경의 연구， 수학， 일과 여가 및 일상생활1 건강 교육， 음악과 미술， 도덕적 판단과 가치， 사

회문화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요목은 현재 연구 중이다.

2.3.2.7 자유중국

자유중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인 고급 중학과정 표준을 보면 지구과학의 이수 시간이 물리나 화

학의 1/3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구과학이 생물， 물리 , 화학과목과 같이 가르쳐지기 시작한 것

은 1971년 제 1학기 ( 8월 ) 부터였으며 주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많이 취급되는 경향을 보인다

지구과학의 교과목표는 우주에서의 지구의 위치와 그 조성， 지사 등을 인식하게 하고 과학정신을

배양케 하여 창조능력을 증진시키고 인류생활과 지구과학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시켜 지구과학의

연구에 종사하는 취미를 계발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지구 주위의 환경， 대기， 지구상의

물， 지구의 구성， 지질학적 내 · 외적 작용， 지구의 진화，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師 範 大 學 (49)

2.4 지구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2.4.1 지구과학교육학의 이론적 배경

지구과학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및 그 주변 환경을 대상으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종합과

학이며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되는 자연과학이다’ 라고 학문적으로 정의되고 있다.반면에 지구과학교

육학에 대한 정의는 아직 뚜렷하지 않으며 다만 지구과학 교사용 지도서 (유경로， 1986) 에 지구과

학 교육의 의의로 과학사적 의의， 사회적 의의， 환경과학적 의의， 종합과학적 의의 등 지구과학교

육의 특성과 의의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이는 엄밀히 지구과학교육학의 정의라 볼 수 없으며 다만

지구과학의 학문적 특성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대체로 지구과학교육학의 정의를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것 자체 또는 지구과학의 내용을 학습하

는 행위이다.’ 라고 내린다. 물론 가르치고 배우는 것 자체가 교육임에 틀림없으나 이런 정의는 넓

은 의미나 지구과학과 연관지어 해석할 때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과학교육학을 교과교육학

의 의미로 해석해 볼 필요가 생긴다 교과교육학이란 교과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깊이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얼마나 잘 배웠는가를 평가하고 연구하는 응용학문이다.

이는 지구과학교육과 지구과학교육학에서 똑같은 관점으로 해석하고 정의될 수 있다. 지구과학교육

은 지구과학의 교과내용을 가르치는 활동이며 무엇을 얼마나 가르치는 데 중심이 있다고 생각되나

지구과학교육학은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하여야 하는가를 연구하는 즉 과정과 방법론에 주안점을 두

는 학문이다.

2.4.2 지구과학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그림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원양성대학에서 교육과정상 이수되어야 할 영역은 교육학영역

과 교과내용학영역 그리고 교과교육학영역이다. 따라서 지구과학 교육학은 그림 3에서 보여주는 것

과 같이 과학적 지식과 과학의 방법론적 이해가 필수이며 여기에 교과교육학의 특성 요소로 개념적

) 교과교육학 l l 지구과학교육학 l

]-c교과내용학 l I 지구과학 ]-캐 교육학

〈그림 2) 일반적 교과영 역 〈그림 3) 지구과학 교과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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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문의 성격상 추구되는 방향

지구과학교육

타당도 (validity )

실 험 (experiment)

방 법 (method)

검 증 (test )

사물 또는 현상 (things or phenomena)

타당화(validation)

실험화(experimentation )

방법론 (methodology)

검증화 (testing)

학 생 (students)

요소와 과정적 요소를 통해 맥락적 관계를 추구하여 교육학의 이론과 설제가 가미되어야 하는 응용

과학이라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구과학과 지구과학교육학을 표 3에서와 같이 학문의 성격

상 추구하는 방향으로 살펴보면 차이점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지구과학은 그 특성상 자연과학으로 사물 또는 현상에 대하여 설험을 통해 그 결과나

현상의 타당도를 검증한다. 그러나 지구과학교육학은 실험화 과정을 통해 인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어떤 준거에 비추어 타당도에 접근하기 위한 타당화만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사물이나 자연현상은 실험을 통해 검증되지만 사고과정이나 의식， 개념이 끊임없이 바뀌고

복잡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지구과학교육학에서는 실험의 증거나 결과를 증명해 내기란 어려운 일

이다. 다시 말하면 사물이나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과학은 어떤 변인들 예를 들어 온도나

압력 등을 고정시키거나 통제하여 실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과학교육학에서는 사고나 개념，

성격， 지능 등 다양하고 복잡한 변인을 통제하거나 고정시켜 설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험집단이나 통제집단을 비교하거나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의 실험화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취급하는 방법론들이 수행되어 의미있는 결과가 논리적으로 존재하는지를 해석하고 평

가하게 된다.

2.4.3 지구과학교육학의 구조적 모델

지구과학교육학의 개념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지구과학교육학의 107H영 역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구과학교육사: 지구과학과 지구과학교육학에 대한 역사적 접큰은 지구과학 교육의 시대적 흐름

을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지구과학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지구과학 교육 목표론· 지구과학 지식의 꾸준한 증가 특히 20세 기 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증가

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가르칠 내용을 선택할 것인가 등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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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더욱 심각하게 던져 주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바로 지구과학 교육

목표론의 관심 분야이다. 지구과학 교육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였느냐는 차후의 지구과학 교과서 및

기타 교재 개발， 학습지도의 방법 및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교육 목표의 설정은

지구과학교육 목표론의 이론과 실제에 근거하여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구과학 지식 구조론. 지구과학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지구과학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

요하고 이는 지구과학 지식의 단편적 암기보다는 체계적인 지식의 습득을 의미한다.그러므로 지구

과학의 영역과 범주， 지구과학의 개념 체계， 지구과학 학습 내용의 조직 방법 등에 대한 학습을 통

하여 지구과학 및 지구과학 교과의 지식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유능한 지구과학 교사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구과학 학습론: 유능한 지구과학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심리 상태， 인지 구조와 학습

현상 등의 학습자 변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이해와 교육 활동에의 적용이 없다면

교육은 학습자의 관심과 능력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이 될 것이다.

지구과학 지도론 지구과학 지도론은 학습 현상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효율적인 학습 지도 방법

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구과학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습자와 학습 현상에 대한 이해만

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교육 목표와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학습 지도 방법을 개발 혹은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구과학 교재론. 지구과학 교육의 매체로 사용되는 지구과학 교육의 시설과 교재는 학생들의 학

습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지구과학 교사는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활용방법을

숙달해야 할 것이다.

지구과학교과내용학

천 문 학

기 상 학

해 양 학

지 질 학

지구물리학

지구과학교육학

지구과학교육사

지구과학교육목표론

지구과학 지식구조론

지구과학 학습론

지구과학 지도론

지구과학 교재

지구과학 교육평가론

지구과학 교육 연구

지구과학 교육 정책론

지구과학 교육 실습

〈그림 4> 지구과학교과내용학과 지구과학교육학의 영역 및 관련 분야와의 관계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발전 모형 19

지구과학 교육 평가론. 지구과학 학습 목표의 달성 정도， 즉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에 대한 평가

결과는 지구과학 교육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뿐 아니라， 지구과학 교육의 계획과 향상에 이

용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가진 지구과학 교육 평가에 대해 지구과학 교사는 그 이론과

원리 및 적용 방법을 숙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지구과학 교육 연구’ 지구과학 교육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구과학 교육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 혹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부단히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구과학교사도 지구

과학 교육의 연구 방법을 숙지하고 실제 연구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구과학 교육 정책론· 지구과학 교육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체재는 지구과학 교육의 제반

활동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지구과학 교육의 향상을 위해 지구과학 교육 연구

도 중요하지만 행정 및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면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개선 방안이 하나의 공론에

그치고 말 것이다. 지구과학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 및 재정 지원 체제에 대해서도 이

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지구과학 교육 실습 지구과학 교육학의 이론과 원리를 현장에 적용하고 숙달하는 과정은 지구과

학 교사가 되기위해서 펼수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지구과학 교육학의 이론과 원리가 수

정 보완되고 제한점과 적용범위가 재인식되며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축소될 수 있다.

2.4.4 지구과학 교육학의 실제

지구과학교육학은대부분 사범계 대학의 지구과학교육과에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되어져야

하나 실제로 그 교과운영 실태는 미흡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전문 지구과학 교과교육학자

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사실 지구과학교육학과는우리의 교육제도에만

존재하는 실정이고 일반적으로 미국 등 외국에는 지구과학교육학과가없다. 미국， 영국 등 외국에

서는 대개 지구과학과(Department ofEarth Science)가 있으나 이는 일반대 또는 자연과학대에 설

치 운영되며 교사 양성이 목적이 아닌 자연과학자 또는 지구과학자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

국에서의 지구과학교사나 지구과학교육자의 양성은 미국의 경우， 모든 주가 동일하지 않으나 일반

적으로 과학교육학과나 중등교육학과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틀 학과에서는 순수교과교육학만 이수

하며 교과내용학(지구과학)은 관련되는 전공학과에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교과

내용학과 관련되는 전공학과， 예를 들면 지질학과나 기상， 천문학과 등에서 통일한 조건하에 그들

전공학과 학생들과 경쟁하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과내용학의 강한 배경을 가질 수 있다는 데

는 의섬의 여지가 있다. 이는 한 예에 불과하며 획일적으로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같은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대부분 지구과학교육학과에서 각 영역별 전문가에 의해 교과내용학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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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그림 3을 상기한다면 지구과학교육학과는 지구과학과와

는 엄밀히 차이가 있다. 지구과학교육학과는 지구과학 교과 운영자 양성에 그 목표가 있다. 즉 교

과 내용학， 교육학， 교과교육학의 영역이 어느 정도 균형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실

정은 교과내용학 중심으로 교과과정이 운영되며 교과교육학의 영역이 부재된 상태이며 천문， 기상，

해양， 지질 등의 교과내용영역에 따라 각 분야별로 혼합， 운영되며 통합적 지구과학 교육학은 소홀

히 되고 있는 듯하다.

3.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제기

3.1 지구과학교육과의 실태

3. 1.1 지구과학교육과의 연혁

1959년에 시작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는 학과의 명칭이나 정원수， 교육과정 등

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변화해 왔다 처음에는 지학교육과로 발족했으나 한 때는 과학교육과 내의

지구과학전공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때도 았었다. 현재는 지학이 지구과학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

어 있다.

대학원과정은 그 변화 양상이 뚜렷하다 처읍에는 야간 교육대학원으로 출발하여 사범대학의 석.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주간의 보통 대학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구과학교육이 고등학교에서 68학년도부터 필수가 되었으나 그 이전에 서울대학교 문리대 내에

서는 이미 지구과학 교과서를 내놓고 있었다. 지구과학교육과는 지구과학교사의 양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구과학교육과의 졸업생들의 진로가 대학입시제도와 임용제도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현재 학부는 지구과학교육과로 대학원 석 · 박사 과정은 과학교육과의 지구

과학전공으로 되어 었다

3. 1. 2 지구과학교육과의 교수 및 학생 현황

사대 지구과학교육과의 교수진을 살펴보면 1994년 현재 각각 지질학， 지구물리학， 해양학을 전

공하는 교수 3명 , 천문학을 전공하는 부교수 1명 , 기상학을 전공하는 조교수 1명으로 이루어져 있

다. 휴학생을 제외한 학부의 현황을 살펴보면， 1학년 ， 2학년은 각각 30명 ， 3학년은 28명 ， 4학년

은 19명으로 총 107명 이 재학중이다.대학원 재학생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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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학원 재학생의 전공별 현황 0994년 1월말 현재‘ 단위 명)

과학교육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구물리 해양학

λ「4 박 λ「} 박 석 박 λ「} 박 석 박 석 박

9 2 6 1 2 0 5 2 6 4 3 3

석사과정 ’ 31명 박사과정 : 12명

3. 1. 3 지구과학교육과의 대학원 석사 빛 박사 논문의 전공별 현황

석사학위논문의 현황을 살펴보변 표 5와 같다.

〈표 5> 석사학위논문의 전공별 연도별 현황〉 0994년 1월말 현재)

과학교육 기상학 천문학 지질학 지구물리학 해양학

60년대 2 1

70년대 2 4 6 12 ‘ 4

80년대 13 13 16 15 9

90년대 5 7 8 9 6

석사학위논문 총 133편

박사학위논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4년 1월말 현재， 과학교육 관련논문 5편 ， 지구물리 관련논문

으로 1편이 었으며 총 6편이 된다.

3. 1. 4 지구과학교육과 졸엽생 진로 현황

사대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한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지구과학교육과 졸업 생 진로현황 0994년 1월말 현재)

교 사 교 수1 교육관련 연구원 대학원 기 타 미확인 겨l

계 249 32 31 33 37 99 90 571

% 43.6 5.6 5.4 5.7 6.4 17‘3 15.8

3.2 지구과학교육과의 상황변화

(l)지구과학교육에 대한 펼요성의 증대

지구과학교육에서 사회적 문제점과 관련되어 최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가 바로 /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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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많은 과학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미래의 생존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Kauffman， 1976; Roy, 1986)

즉， 지구과학교육은 오늘날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고 현대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산성

비， 방사성 폐기물， 지하수개발， 자원개발 등의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Finson and Enochs, 1988). 세계적으로 교육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환경교육을 시행함

에 있어서 지구환경 변화의 기작에 대한 총체적인 교육을 주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구과학교육

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 변화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구과학교육과정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의 도래와 함께 사회는 보다 과학과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지

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려한 사회변화에 학생들로 하여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문 중심으로 과학교육과정을 개발하던 60년대 이후 지속되어 왔던 경향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구과학교육은 그 대상이 인간의 환경과 많이 밀착이 되어 있으므로 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이런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구과학 교육과정이 더욱 절실해진다.

(3) 변화해가는 입시제도와 교사 임용제도 속에서의 사대 지구과학교육과의 역할 재고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단순지식을 요하던 문제에서 과학적 사고력과 탐구력을 묻는 문제들로

입시의 형태가 변화해 가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환경과 교과체제들은 이런 변화에 매우 뒤쳐져 있고 조속한 변화의 노력이 없

이는 더욱 더 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운 시험제도를 개발하는 것은 반드시 교과체제와 교육

방법， 교육내용의 변화를 수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이에

지구과학교육분야에서는이를 극복하도록 자극을 받고 있다.

교사임용제도가 국립대학의 경우 전원 발령에서 시험을 통한 선발과정을 거치게끔 변화되었다.

이런 변화는 사대 지구과학교육과 학생들의 일부만이 교육계로 진출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사대 지구과학교육과의 성격에 대한 재조명과 아울러 새로운 위상 그리고 졸업생들

의 진로 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생겼다.

(4) 대학원 중심의 서울대학교 속에서의 사대 지구과학교육과의 위상

대학원을 위시한 학문 중심 대학으로의 지향점을 표명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속에서 사대 지구과

학교육과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위상을 세워나갈 것인가를 규명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제반 문제들

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지구과학교육학의 연구

지구과학교육과내의 지구과학교육전공박사 학위 체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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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박사 학위 담당 체제 문제

3.3 지구과학교육과와한국지구과학회

한국지구과학회를통해 지구과학교육과 관련된 지질학， 해양학， 천문학， 기상학， 지구물리학， 지

구과학교육 분야의 연구가 한 마당으로 모일 수 있게 되었고 서로의 정보 교환과 공동 작업을 수행

하는 계기들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최근의 지구환경과학이라는책을 지구과학교육 각 분야의 연구

자들이 공동집필하였으며 책에 대한 출판과 홍보 그리고 이에 대한 워크삽에 한국지구과학회원 모

두가 참여하고 있다. 21세기를 맞아 지구과학교육의 전분야가 보다 새로운 모습을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이 ‘지구환경과학’으로 여실히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지구과학회는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의 졸업생들의 동창회를 제외한 또하

나의 정보교류와 친목 도모의 장이 되고 있다. 현재는 봄의 지구과학교육 심포지움을 통하여 대학

에 남아있거나 관련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 뿐아니라 졸업생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

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4 문제점의 제기

(1) 졸업생들의 다양해진 진로와 지구과학교육과의 교육과정

달라진 임용고시제도의 변화로 인해 졸업생 대다수가 과학 혹은 지구과학교사로 진출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재학생들도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즉， 지구과학교육과의 교육과정이 지구과학교육계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현장의 교사를

키워내는 일에 더욱 전문성을 염과 동시에 반수정도의 비교육계로 진출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과정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심화되고 전문성을 띨 수 있는 지구과학교육연구의 필요

입시제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초·중·고퉁학교의 새로운 교육과정이 제시될 필요가 생기고 새로

운 교재와 교수 학습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한국의 지구과학교육계를 이끌어 간다는 명분에 걸맞도

록 이러한 요구들에 서울 사대 지구과학교육가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기에는

현재 지구과학교육과의 과학교육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다. 그 주된 원인

이 과혁교육 분야를 이꿀어갈 전공 교수의 부족을 들 수 있다.

(3) 교육학 석 · 박사 학위 체제의 문제

현재 지구과학교육과에서 배출하는 석사나 박사는 모두 획일적으로 논문의 전공 내용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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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있다 지질학이나 천문학 등 논문의 내용이나 학위취득자의 이수 교과

목명을 보아도 이학 석 · 박사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수여한다는 것은 오랫

통안 과학교육과에 속해있는 각 이학전공 대학원생들의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었다. 이러한 모순들

은 해결해야 할 것이다.

(4) 과학교육과 내의 각기 다른 전공학과 사이의 활발한 교류가 없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원 과학교육과에 속해있는 물리， 화학， 생물 전공 과와의 활발한 교류가 통

합교과과정의 마련과 함께 더욱 그 필요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5) 지구과학교육과의 박사 학위 체제의 문제

이제껏 4-5명 의 박사를 배출한 지구과학교육과는 그 역사가 40여년에 이르고 있다.이는 배출된

석사논문이 133편에 이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박사학위 체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6) 한국지구과학회의 활성화

지구과학교육과의 위상이 세계의 지구과학교육계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방법은 한국지구과학회

를 세계적인 학술회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위해 질적인 향상을 이루어 내야하

고 관련 분야의 우수 연구자들을 발굴 육성하는 노력을 아울러 기울여야 한다.

(7) 현장 지구과학， 과학교사들의 재교육의 장의 마련

지구과학이나 과학교사로 재직중인 지구과학교육과 졸업생들의 경우 새로운 정보나 지식 그리고

교수학습이론이나교수법을 얻을 수 있는 창구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기존에 있는 교사연수에서는실질적으로 현장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지구과학교육과에서는 이런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교사 재교육의

장을 비형식적인 형태를 빌어서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8) 교수의 담당 학생수의 과다

보통 한 학번을 한 교수가 담당지도하고 있다. 한 학번이 평균 30명 이 라고 할 때 한 교수가 자

신의 연구와 교수활통 등을 배제하고 지도만 한다고 해도 제대로된 지도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

국 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빚어진 결과이므로 장기적으로 교수의 수를 늘려야 한다.

(9) 환경지구과학교육 마련 시급

환경지구과학을 학교교육 및 대중 교육 차원에서 이끌어갈 인력의 재교육 및 양성의 활성화를 위

한 제반 지원이 미미하다. 지구과학교과학 및 환경지구과학 지망생 수가 별다른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유망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미미한 취업 현황 때문일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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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의 발전모형

4. 1 지구과학교육과의 성격 규정과 목표 설정

지구과학교육과의 성격은 다음 두가지로 나누어서 규정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협의 ‘ 지구과학교육과는 지구과학교육학 연구의 기틀을 다진다

한국 지구과학교육계의 션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학부와 대학원 및 석 · 박사 체제를 지구

과학교육연구 위주로 한다. 지구과학교육학 연구 차원에서 현장연구 및 외국과의 공동연

구를 수행할 수 있다

광의‘ 지구과학교육계를 이끌어 갈 담당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수행한다.

즉， 교사양성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지구과학교육과라는 체제 속에서 담당한다. 통

합과학인 지구과학과 지구과학교육 모두를 지구과학교육과의 교육과정에 담아낸다.

한국 지구과학관련 제반 분야에 지구과학교육의 바탕이 있는 인력을 충원하는 역할을 한

다.

지구과학/교육학/지구과학교육학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현장교사의 필요에 따라 지구과학 및 지구과학교육에 관한 최신 자료를 제공한다.

본과에서 지향하는 바는 광의의 지구과학교육과이며， 이는 독자적인 학과로서의 존립을 위하여

교과내용 학문을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다읍으로 지구과학교육과의 목표설정으로 설문지에 나타난 졸업생을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홀륭한 과학교사 또는 지구과학 교사의 양성

(2) 지구과학교육을연구하는 과학교육학자의 양성

(3) 지구과학 교육에 대한 연구와 개발

재학생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훌륭한 과학교사 또는 지구과학 교사의 양성

(2) 지구과학 교육에 대한 연구와 개발

(3) 롱합과학으로서의 지구과학 연구

위의 두 의견을 종합하고 제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1) 훌륭한 과학교사 또는 지구과학 교사의 양성

(2) 지구과학교육에 대한 제반 연구와 개발 및 과학교육학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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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과학으로서의 지구과학 연구

(4) 지구환경교육으로서의 지구과학교육의 다변화

4.2 지구과학교육과의 교육과정 체제

지구과학교육학 교육과정은 협의와 광의의 지구과학교육학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봉 수 있다.전자

는 지구과학 내용 학문을 모두 교육학과 접목시킨 것으로 지구과학교육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구현

에 중점을 둔 좁은 의미의 것이고 후자는 지구과학교육학 교육과정을 교사양성을 위한 제반 과정으

로 전자의 교육과정을 확대시킨 즉 넓은 의미의 교육과정인 셈이다. 따라서 지구과학교육학을 위한

교육과정 모형 시안으로 이 둘 모두의 것을 제시한다.

협의와 광의의 지구과학교육학 교육과정은 각각 크게 기능적 영역과 본질적 영역으로 나닐 수 있

다. 기능적 영역은 지구과학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자들을 위한 제반 교육과정이며 이에는환경교육

을 위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포함되는 영역은 영역 1의 지구과학 중등교육자를 위한 교육과

정， 영역 2의 환경교육을 위한 것이 있다.

본질적 영역은 지구과학교육학의 본질적인 발전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지구과학교육학을

보다 폭 넓고 깊이 있게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구과학교육학 연구가그 주된 대상이다. 이에는

영역3과 영역 4의 하위 영역이 있다. 영역 4는 지구과학교육학연구에 근간이 되는 제반 이론의 정

립을 위한 것이고 영역3은 인문과학과의 연계가 강한것들로 지구과학교육학의 본질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각 영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 7로 정리하였다.

4.3 지구과학교육과의 연구 과제

지구과학교육과의 연구과제는 우선 지구과학교육학에 대한 연구 기틀 마련하고， 지구과학에 대한

자연과학대학 수준으로의 교과내용의 심화하며， 지구과학교사를 위한 실질적 재교육 프로그램의 육

성에 대한 방안 마련이다. 그리고 지구환경과학과 지구환경교육에 대한 개발 연구와 지구과학교육

연구와 현장교육과의 연계 강화에 관한 연구， 및 한국적 지구과학교육의 모형 개발이 연구되어야

하며 아울러 지구과학교육학의 현대화를 위한 교육공학과 의 접목 및 제반 연구의 전산화 운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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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협의의 지구과학교육학을위한 교육과정

영역 1

기능적 영역

영역 2 영역 1

본질적 영역

영역 2

중등학교지 구과학 실 | 지구환경교육론

습， 중등지구과학교육| 지구과학， 사회， 기술

정책론， 중등지구과학| 교육론， 지구환경관리

심 1 교육평가론， 중등지구| 교육실습 SATIS지 구
과학컴퓨터보조 수업교 l 환경교육론 컴퓨터와

재 개발론， 중등지구과 l 지구환경교육연구

학학습 및 지도법 연

화 | 구 중등지구과학 교육
과 STS학습지 도연습 ,

중등지구과학 야외 학

습교육론

기 | 인간과 지구

초 l 지구과학 개론

천체지구과학 및 실험，

유체지구과학 및 실험，

총 | 고체지구과학 및 실험

지구과학개론 중등지구

과학시설 설비론， 지구

론 l
과학과 STS , 지구과학

과 야외학습의 이해

중둥지구과학교육과 정

론， 중등지구과학교육

지도법， 중등지구과학

각|교육학습개론， 중둥지

구과학 교육교재론 중

등지구과학교육과 STS

학습지도볍 중등지구과

학야외학습 교재연구

론 1 및 지도볍

인간과 지구환경

지구계과학 개론

지구환경과학의 이해

지구환경관리교육 이해

STS 지구환경 교육개 흔

현대산업사회와 에너지

교육개론， 컴퓨터와 지

구 환경교육의 이해

지구환경교육교재론 지

구환경교육시설설비흔

STS 지구환경 교육교재

론 컴퓨터와 지구환경

교육교재론

지구과학사

지구과학교육사개론 지

구과학교육과 과학 철

학의 이해

지구과학교육과 과학사

의 이해

지구과학교육사통론

지구과학교육연구통론

지구과학교육사회개론

지구과학교육심리개론

동양지구과학교육사통

론

지구과학교육연구볍

지구과학교육사연구론

지구과학교육사회론

지구과학교육심리론

동양지구과학교육사론

동서양지구과학교육비

교론

지구과학 및 실험

지구과학교육의 이해

지구과학 교육의 이해

통합지구과학론

지구과학교육총론

지구과학교육공학개론

지구과학교육교재론

지구과학지식구조론

지구과학교육과정개론

지구과학교육공학교재

론， 천체지구과학교육

교재 및 지도법， 유체

지구과학교육교재 및

지도법， 고체지구과학

교재 및 지도법， 지구

과학교재개발연구， 지

구과학교육목표론， 지

구과학교육정책론， 지

구과학교육과 STS학습

지도유형 연구， 지구과

학 야외학습지도 개론

한국지구과학교육정책

론， 고등지구과학교육

연구， 지구과학교육평

가론， 지구과학교육공

학연습， 지구과학학습

과 심리연구， 지구과학

교육의 STS학습지 도

연구 지구과학야외학습

지도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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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광의의 지구과학교육학을 위한 교육과정

영역 l

기능적 영역

영역 2 영역 1

본질적 영역

영역 2

기 | 인간과 지구

초 1 지구과학 개론

천기초유체지구과학 및

실험， 기초고체지구과

학 및 실험， 기초천체
총 1

지구과학 및 실험

지주과학교육개론， 중

등지구과학교육과정’

론 { 중등지구과학학습개 론，

지구과학학습과 STS
지구과학야외학습의 이

해， 중등지구과학교육

시설 설비론

천체지구과학강요， 지

구과학교과경영론， 지

각 l 구과학특론 ， 중등지구

과학흑습론， 중등지구

과학실험연구， 지구유

체역학， 지구교체 역

학， 중등지구과학컴퓨

터보조수엽교재론， 중

등지구과학교육지도볍 ’
론 I ~

τ등지 구과학교재 및

학습지도연구， 지구과

학야외학습교재 및 학

습지도연구， 중등지구

과학컴퓨터교재 연구

중등천체지구과학 및

연습， 중등유체지구과

학 및 연습， 중등고체

지구과학 및 연습， 중

심 l 등학교지 구 구학실습，

중등지구과학 교육정책

론， 중등지구과학교육

평가연구， 중등지구과

학컴퓨터수업실습

화 l 중등지구과학 STS학습

지도연습‘ 중릉지구과

학 야외학습지도법

지구와환경

환경오염과 지구， 응용

천체지구과학개론， 응

용고체지구과학개론’

웅용유체지구과학개론，

바다와 지구의 이해 지

구계과학개론

컴퓨터와 지구환경교육

의 이해 STS지구환경

교육개론， 현대산엽사

회와 에너지교육개론

지구환경과 에너지， 지

구해양저과학， 관측천

체지구과학의 응용， 한

국지역지질학 지구환경

과 기후， 지진과 인간，

지구환경교육교재론，

STS지 구환경 교육교재

론， 지구환경교육방법

론， 지구환경교육컴퓨

터교재연구

지구유체와 지구환경

역학론， 지구고체와 지

구환경역학론， 우주환

경과 지구， 지구환경교

육론， 지구환경관리 교

육실습， STS지 구환경

교육론， 지구환경컴퓨

터 보조수업개발 연구

지구과학과 과학사

천문학사의 이해

지질학사의 이해

대기， 해양학사의 이

해， 지구과학과 과학철

학개론， 지구과학교육

사개론， 지구과학사총

론， 지구과학교육과 과

학사의 。l 해

지구과학학습과 과학

사， 한국 지구과학의

역사， 지구과학 교육사

론， 지구과학 과학사

교재연구， 지구과학 과

학철학 교재연구， 통합

지구과학의 구조 동양

천문학사교재연구， 지

질학사교재연구， 지구

과학교육연구법

현대천체지구과학의 흐

름， 현대유체고체지구

과학의 흐름， 현대고체

지구과학의 흐름， 지구

과학학습과 과학사 연

습. 지구과학학습과 과

학철학 연구， 현대지구

과학교육의 흐름， 지구

과학교육사연구론

지구과학 및 실험

지구과학교육의 이해

통합지구과학론

지구과학지식구조론，

지구과학학습개론， 지

구과학교육방법개론’

지구과학과 실험， 고급

천체지구과학의 이해，

고급유체지구과학의 이

해， 고급고체 지구과학

지구과학교육과정론，

지구과학학습총론， 천

체지구과학학습지도’

고체지구과학학습지 도，

유체지구과학학습지도，

지구과학실험교재연구，

지구과학교육공학교재

론， 지구과학교재개발

연구 1 지구과학수업개

발연구， 지구과학교육

정 책 론， 지 구과학STS

학습지도유형연구， 지

구과학교육매체개발

고급천체지구과학연습’

고급유체지구과학연습，

고급고체지구과학연습，

지구과학실험교재개발

연구， 한국지구과학교

육정책론， 지구과학연

구특론， 지구과학교육

평가론， 지구과학교육

공학연습‘ 지구과학학

습과 심리연구， 지구과

학교육매체개발연구，

지구과학야외학습개발

연구， 지구과학STS학

습유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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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구과학교육과의 교수 체제

설문지에 나타난 졸업생/재학생의 의견을 보면

(1) 지구과학의 각 내용 영역을 전공한 교수와 지구과학교육을 전공한 교수로 지구과학교육과의

교수진이 구성되어야 한다.

(2) 지구과학교육학을전공한 교수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다.

여기서 (2)의 의견은 매우 적은 소수였고 (l)의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수의 절대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현재 학부생의 경우 교수당 학생수는 21.4명 이다. 이는 외국의 중고교 수준이다. 대학원 과정의

경우 석박사를 모두 합하면 현재 ( 94년 2월 ) 43명 이며 교수당 학생수는 8.6명 이다. 그리고 과학교

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전공 지도교수가 없다

지질학， 지구물리학， 해양학， 기상학， 천문학을 전공한 교수가 각 1명씩 있다 본 모형에서는 지

구과학교육과의 교수체제에 대한 제안으로 학부생의 경우 교수당 학생수는 8명 정도가 적당하므로

현재 한 학번이 30명 임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15명 의 교수가 필요하며 이는 대학원의 경우

교수당 학생수가 약 3명 이 된다.

현재 대학원(석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과학교육관련 전공자는 전체의 25.6%이 며 석박사 논문의

전공별 총집계완 현황을 보면 과학교육관련 논문이 전체의 16.5%를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5병 의 교수진이 구성된다변 이중 약 20%(과학교육 관련 논문현황과 대학원학생의 비율

을 고려해서 얻은 수치엄)에 해당하는 3명은 지구과학교육/과학교육전공 교수로 구성되어야하고

나머지 12명은 지질학， 지구불리학， 해양학 천문학 기상학 전공별로 2-3명 으로 교수진으로 구성

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과학교육과의 바람직한 수업운영을 제시하여 본다면 지구과학교육과의 교수(teaching)는 설

문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계획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1)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식을 채택한다.

(2) 수업계획서(수업목표， 내용， 과제물， 수업일정， 평가계획， 성적산정기준)를 학기초에 학생들

에게 나누어 준다

(3)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제공한다.

(4) 실험실습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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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는 학기당 2회 정도로 하며 가벼운 테스트는 별도로 한다.

평가의 형태는 주객관식， 지필법， 구술법， 토의참여도 측정， 보고서 등 다양하게 한다. 학부， 석

박사 과정의 이수조건 및 학위수여를 제시한다면， 학부과정은 교양과목， 지구과학관련 전공과목，

필수 기초 과목(물리학， 생물학， 화학， 수학 등) . 지구과학교육과목，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교육학

학사의 학위를 수여하고 석사과정은 필요 이수 학점을 취득하고 지구과학/지구과학교육 관련 논문

을 제출하면 이학석사/교육학석사를 각기 수여하게 된다. 단， 이학석사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는 석

사과정에서 이수한 이학전공학점을 일정수 취득하여야 하며 논문의 심사는 전공관련 교수 3인 이상

이 담당한다. 이는 교육학석사를 받고자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박사과정은 지구과학교육 논문을 쓰고자할 경우 지구과학이론 및 실험， 지구과학교육학 이론， 교

육학 일반， 제2외국어， 지구과학교육관련 계통의 실습 및 활동 경험을 1년 이상 요구하며 지구과학

관련 석사 학위 논문 또는 지구과학 연구논문 1편이상 발표 빛 게재를 필수로 하고 지구과학교육관

련 석사 학위 논문 또는 지구과학교육연구논문 3편이상 국내발표 및 게재， 그리고 외국학회에도 1

편 이상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구과학교육학 박사 학위 논문은 지구과학교육학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하고 발표한다.

이학박사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는 타 자연대학의 이수조건을 따르며 이는 교수담당체제로 운영되

게 한다.

4.5 지구과학교육과의시설 조성과 운영

한국지구과학회 사무실(지구과학교육과내)은활동내용으로 지구과학교육과를 구심으로 지구과학

과 지구과학교육관련 연구의 장려 및 한국지구과학회의 학술발표와 회지를 편집 발간한다.기자재로

PCl대FAXl대 ， 프린터 1대를 기본으로 하며 담당인원으로 편집간사(지구과학교육과조교)l명，총

무간사(지구과학교육과조교)l명이필요하다. 한편， 현재의 운영상황을 보면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

육과가 중심이 되어 학회 인윈 및 기자재를 사용하여 연 6회의 학회지 발간과 연 2회의 학술발표를

주관하며 지구과학교육연구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지구과학과 지구과학교육과의 연계활동을 독려하

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따라서 담당조교의 인원을 확충하고 논문심사 제도를 조직화하며， 학술회

와 학회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세계적 학회지로의 발돋움을 위한 질적， 양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의 시설 및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지구과학교육과의 시설(공간)보유는 넉넉하지 못하며(대학원생들에게 전공별로 분리 독

립하여 연구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 지구과학교육과에서 보유해야할 시설 (공간)은 전공별 대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발전 모형 31

학원생 연구실 하나와 공동연구 및 토의를 위한 방이 필요하다.

(2) 기자재로는 보다 심화된 연구를 위한 Work Station 수준의 중형 컴퓨터 연구자료의 수집 및

정보교환을 위한 도서관과의 정보 송수신망‘ 각 학과간‘ 전공별 연구실 간 전산망 구축과 타대학

관련학과 및 외국대학과의 전산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3) 각 전공별로 해당되는 기자재(천체망원경， 편광현미경， 전기로， 중력계， 탄성파 탐지기 등)

빛 이를 보관하고 사용할 공간이 필요하다.

(4) 지구과학 및 지구과학교육관계 학과도서설 확보

(5) 지구과학교육과의 운영을 위한 인원의 확충(조교， 실험담당 조교)

(6) 지구과학교육과의 학생회를 학과차원에서 보조(운영 및 활동 지도)

(7) 학과 차원의 정기적 워크삽마련

(8) 현직 지구과학교사를위한 자료제공 및 지구과학교육 공동연구의 창구마련

5.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의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 및 실천 방안

5.1 단기적 실천 과제 및 방안

단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살펴보면，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의 엄중한 실태 분석과 당

면 문제 파악을 통한 발전계획 수립 및 홍보， 재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교사 양

성 및 임용에 대한 정부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대학원생의 원활한 연구를 위한 장학금 조성이 있

으며 또한 지구과학교육/과학교육 전공의 교수 1병 확보， 전공별 1실의 대학원생 연구실 마련， 지

구과학교육학의 이론 정립， 지구과학 및 지구과학교육연구와 관련한 기자재의 마련， 끝으로 지구

환경 교육 기반 마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실천과제에 대한 실천 방안은 각기 다음과 같다‘ 즉 발전 계획을 사범대학 내와 관련 전

국 대학교， 동창회， 한국지구과학회에 발표 및 배포하고 재학생들의 장래 진로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관련 법규를 대상으로 정부부처와 논의하며， 학과 배당 국고 및 기성회

비로 시설 기자재 마련하고， 한편으로 ‘지구과학교육학’ 의 집필 ( 1년 반 정도로 잡고 있음)하며 지

구과학교육학과 관련한 과목 및 담당 교수， 강사를 확충하고 대학원생 연구실 2개 이상 확보함과

아울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확대 요청하고 ‘지구환경과학’ 의 홍보(연구 발표회 94년 2월 21일 예

정) 및 관련 서적을 저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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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장기적 실천 과제 및 방안

장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와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지구과학교육학 교수 3명을 포함 10명

의 교수 증원하고， 지구과학교육과의 공간 및 시설의 일원화 (24동과 11동으로 나뉘어 있음)하며

산학연계， 학교 현장 연계의 공동 연구의 활성화하고， 대학원(석.박사과정)생 연구 장학금을 지급

하고 또한 외국 지구과학/지구과학교육 관련 학회의 적극 참여하여 한국지구과학교육의 국제화를

꾀하며 한국 지구과학회를 중심으로 전국 지구과학/지구과학교육 공동연구의 활성화하는 한편， 지

구과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구과학교육매체 제작소의 건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고등 지

구과학교사 양성체제와 대학 지구과학교육 교수 양성 체제를 확립하며 현직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고， 지구과학교육학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구과학과 지구과학교육학의 공동 연구

를 활성화하며 지구과학 교육 행정 담당자 및 정책수립자를 위한 별도의 과정을 마련한다. 끝으로

지구과학교육학의 활용성을 높이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 학교와 연계하여 실용적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구환경과학과 같은 대중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기 위해 관

련 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 연구체제를 수립해나가며， 지구과학교육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 센터 마

련하여 운영한다‘

6. 결론 및 제언

한국 지구과학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는 보다 원활한

연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위와 같은 발전 계획을 수립하려 한다. 이러한 발전의 기본 틀은 광의의

지구지구과학교육학과를 그 지향점으로 한다는 점 이 며 이는 독자적 인 과학교과 교육학의 담당학과

로서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고루 수용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구과학교육학윤 담당하고 주도해갈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을 단기적 및 장기적인 계

획하에서 확보하며， 지구과학교육학의 중추가 될 인력의 양성을 위한 연구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

급하며 지구과학교육학과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수급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해 지구과학교육학 관련

연구소 및 순수 지구과학교육학회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장단기적 발전을 위해 정부 교

육 담당기관과 학교 현장 및 사회교육단체와 연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이해 지구과학

교육학의 대외적인 홍보와 아울러 실용적인 변에서의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지구과학교육학과의 향

후 발전을 위해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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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려한 발전계획의 실천은 정부와 대학당국， 교수， 동창생， 재학생 및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연

합된 공동 노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반 활동을 위한 기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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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 act

Development Model of the 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 and Its Goals

Choe Seung-urn . Shin Myung-Kyung

(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

There are many changes in today’s science , which ask the 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DESE)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as one of the 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DESE) for solving all the problems attributing to the actual conditions of our

department in the university as well as presenting the development plans in order to improve and

refresh its goals.

We adopt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1) refering to sundrγ records such as journals, relating

papers, master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 2) making up a questionnaire to undergraduates,

graduates and faculty, related to our department, 3) discussing the same topic as covered in the

questionnaire in 2) with all the parties concerningEarth ScienceEducation, and 4)analysing all the

data from above and establishing the developmentproject of our department.

We could tentatively summarize the expective results as i) providing the participants of our

department with an opportunity for desirable self-cognition and plans of their own self-

developments, ii) providingthe managers of the college of education in SNU with the ground bases

for the managing effectively, iii) providing the participants of DESE in the other universities with

opportunities for erecting a statue of DESE and promoting close relations, v) improving and

developing the Earth Sceince Education Research System in DESE, and v) stimulating the other

departments in the college of education, SNU to establish the cooperative system with our

depar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