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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과학교육 강좌에서 

문제 심학습(PBL)에 한 비교사의 경험*

노진형(盧眞亨)**

본 연구는 대학의 유아과학교육 강좌에서 문제중심학습의 경험이 학습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8주간 유아과학교육을 수강하는 유아교육과 2학년 40명을 대상으로 

Barrows와 Myers(1994)가 제시한 방식대로 문제중심학습 과정을 진행하였다. 학습자로 하여금 매 수업시간 

마다 수업에 대한 성찰저널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수시면담을 통해 학습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먼저 예비유아교사는 주어진 문제중심학습 방식에 대한 거부감과 학습자의 역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계속적인 문제중심학습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되는 토론이 익숙하지 않아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협력을 통해 의미있는 학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문제중심학습 

과정은 지속적으로 구성주의 학습과정과 직면하여 주체적 학습자로서 역할을 인식하며 체험을 통해 구성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교사를 위한 유아과학교육 수업에서 새로운 

교수-학습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문제중심학습(PBL), 유아과학교육, 구성주의, 예비교사

Ⅰ. 서론

‘과학은 어렵다. 화학식, 힘, 무 복잡하고 이해가 안되는 게 무 많다.(학생 1)’, ‘과학은 포

기했다. 나하고는 맞지 않다.(학생 25)’ 유아과학교육의 강의 첫날 ‘자신에게 과학이란 어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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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 해 이야기 하는 시간에 학생들이 이야기한 내용이다. 흥미로운 것은 체 학생의 

50% 학생이 발표하고 나면 나머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앞에서 나왔는데요’, ‘ 같은

데요’ 등이다. 이러한 상은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과학을 ‘지겹다’, ‘어렵다’, ‘나하고는 상

없다’ 등의 단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과학을 어려운 교과로 인식하고 기피하는 교사의 과학에 한 부정  태도는 실제 유아교

육 장에서 과학교육을 소홀히 다루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Coble & Koballa, 1996). 이는 유아

교육 장에서 운 이 가장 부진한 흥미 역이 과학 역이며(이정숙, 2000), 유아들 역시 과학

역을 가장 기피한다(문희연, 2003)는 연구결과를 설명한다. 

유아 과학교육에서 가장 요한 변인은 교사이며, 교사의 상호작용의 양보다는 질이 요

함을 고려할 때(Martin, 2001) 과학교육을 한 교사의 자질에 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에서 유아 과학교육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로 교사의 과학에 한 불안이나 과학지도에 

한 자신감 부족(서소 , 1997; Enochs, Scharmann, & Riggs, 1995; Young & Kellogg, 1993), 교사

의 과학  지식부족(Scharman, 1998)등을 지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유아교사의 과학

에 한 정 인 태도를 증진시키기 한 다양한 교사교육 방법들이 고안되고 용되었는데, 

이는 학에서 훈련받은 과학 련 경험은 기존에 형성되었던 과학에 한 부정  태도를 개선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Young & Kellogg, 1993).

그러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교과를 가르치는 능력에서 보다 실직 인 도움을  필요가 있

는데, 기존의 학 강의는 설명 주의 강의식으로 진행되어 단조롭고 획일 인 방법으로 학생들

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문제 (박명희, 김성훈, 박명숙, 이 권, 박종호, 이성림, 2005)이 지 되어 

왔다. 개인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학습(McCombs & Whisler, 1997)이 되기 해서는 학습자의 

능동 이고 극 인 참여 심의 학습자 심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학습자 심의 패러

다임은 학습을 역동 이고 극 인 과정으로 보는 구성주의의 핵심주제와 맥을 같이 한다(조

일 , 2001). 

학습자 심 교육에 한 인식은 90년 부터 시작되어 제 7차 교육과정의 이론  배경이 된 

구성주의가 본격 으로 언 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 다. 구성주의가 학습이론으로서 화되

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한 Fosnot(1996)은 구성주의가 장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몇 가지 원

칙을 제시하 다. 삶에서의 경험을 구조화시킨 자기 조직화, 실제 이고 의미있는 상황제시, 반

성  추상,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작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 구조  변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성주의 학습원리 즉 학습자 심 교육의 한 방법으로 최근 그 용가능성이 활발히 논

의되고 있는 것으로 문제 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을 들 수 있다.

문제 심학습은 캐나다 McMaster의과 학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이래 기존의 강의식 교육방

법의 한계에 한 안으로 연구되고 있다(박민정, 2010). 학습자의 능동성, 자기 주도성, 학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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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역동성, 극성, 학습자간의 상호 력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실제 장의 

문제를 심으로 학습이 진행되며, 학습자들의 자율  탐구와 동학습이 시되는 학습형태이

다(강인애, 1997). 

문제 심학습의 시작은 문제 상황에서 비롯된다. 문제 상황이 주어지면 문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해결해야 할 문제와 련된 내용을 기록한다. 

그리고 각자에게 학습과제를 부여하고, 개개인은 부여된 학습과제를 해결한 수 동학습 과정을 

거치게 된다. 동학습에서는 단순히 각자의 문제해결안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재검토

하고 문제해결과 련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발 된 결과를 얻고자 한다

(Savery & Duffy, 1995). 이러한 독특한 진행과정에서 학생들이 수행하는 토론과정이야 말로 문

제 심학습이 문제해결능력, 동학습능력  비  사고 등 21세기가 원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Barrows, 1996). 

학생들은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이를 표

하여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해 논의하고 숙고한다. 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학습자간 서로 배우고 배움을 돕게 된다. 이러한 공동의 문제해결과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학습자간 의사소통이다. 이러한 토론 수업이 활발한 수업참여와 개념에 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 임을 고려할 때(정 란, 손 희, 2000) 문제 심학습을 과학교육강좌에 활용할 때의 효

과를 기 할 수 있다. 

서두에 든 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수의 유아 교사의 경우, 다른 교과 역에 비해 과학

에 한 즐겁고 흥미로운 기억이 없으며, 과학에 한 자신감과 탐구  태도도 부족하다(안부 , 

2002). 뿐만 아니라 상 으로 낮은 비유아교사의 과학  지식 수 (노진형, 2008)을 고려할 

때 과학교육에 한 이론 이고 추상 인 근보다는 실제 이고 구체 인 상황을 통한 교수-

학습  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 인 문제를 심으로 논리 인 차로 상황을 

분석, 검토, 추론하는 과정을 특징으로 하는 문제 심학습 모델은 과학에 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비유아교사의 반성  사고를 자극하여 실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 

과학 련 지식 습득을 비롯하여 과학  탐구능력, 정  과학  태도를 고무할 수 있는 한 

교수-학습 방법이다.

문제 심학습은 문지식과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목 으로 교육학 분야에서 비교  

활발하게 사용되었는데 수업설계와 용(김경희, 조연순, 2008; 정 미, 2009; 최정임, 2004), 효

과와 향(문호 , 김윤희, 2008; 박 길, 2009; 장경원, 2006)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구성주의 학습원리가 용되는 유아과학교육 분야에서는 그 어느 교과 역보다 학

습자 심의 교육이 요구되며, 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교과지식과 유아교육 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용할 수 있는 비  사고력, 통합능력, 동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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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한 심은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학에서 이루어지는 유아과학교육은 구성주의에 기 하여 궁극 으로 과학  소양을 갖춘 

극 이고 능동 인 교사를 양성하는데 목 을 두기 때문에 다양한 교수-학습 연구가 실천되

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심을 받고 있는 문제 심학습 이론을 용하여 유아과학교

과목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에 참여한 비유아교사들의 경험을 살펴보는데 그 목 을 둔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A 학 유아교육과에서 2008년 9월 부터 12월 순까지 16주 가운

데 유아과학교육을 수강하는 2학년 학생 40명을 상으로 8주간 PBL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루어

졌다. 학생들은 21-25세 사이의 여자로 4주간의 보육실습을 통해 장을 경험하 다. 모둠은 5-6

명으로 구성되어 8개의 모둠이 형성되었다. 유아과학교육은 주당 3시간 수업이며 학습자들은 이

에 다른 교과에서 PBL을 경험한 이 없었다. 이들은 본 연구자의 수업을 한 학기 이상 수강

하 으며 연구자가 학년 지도 교수를 겸하고 있어 충분한 래포가 형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진자로서 문제 심학습 계획  실행, 종결과정에서 에비교사가 보이

는 학습 반응을 찰하고 학습 진을 해 수시로 튜터활동을 실시하 다. 특히 실행과정에서 

학습자의 특성  실제  요구를 악하여 감정 , 인지 , 사회  튜터 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

록 노력하 다.

2. 연구절차(PBL의 수업구성 및 적용)

1) 문제구성

본 연구의 PBL 수업에 사용된 문제는 이  학기의 수업에서 연구자가 개발하여 문제분석기

표(최정임, 2004)에 근거하여 PBL 문제로 합한지 여부를 검증하여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

여 사용하 다. PBL 문제의 주요 주제는 경사로, 곤충, 바람, 그리고 허 의 효능으로 하 으며 

각각 주제에 따라 문제를 구성하 다. 4가지 주제에 따라 구성된 문제는 8개 조에 나 어졌는데, 

한 문제가 각각 다른 두 조에서 토론되었다. 8개의 조에 8개의 문제를 나 어주지 않고 4개의 

문제를 나 어  가장 큰 이유는 학습자들이 최종 결과물로 나온 동 상을 평가할 때 같은 주제

로도 얼마나 다르게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한 것이었다. <경사로>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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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수업활동 과정 학습자활동 준비물과 과제

1
초기

활동

팀 구성

․ 모둠 이름과 구호 정하기

․ 모둠 규칙 정하기

․ 모둠별 자기소개 파워포인트 제작

․ 모둠명찰

․ 모둠규칙 제작서 

․ ppt 제작

2
팀별 

자기소개
․ 모둠별 자기소개 파워포인트 발표 ․ ppt 발표

3
문제제시 및 접근

자기주도학습 

․ 모둠별 문제 제시 

․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및 역할 분담

․ 문제 해결을 위한 개별 과제 수행

․ 전지, 화이트보드

․ 모둠별 토론

(조별기록지)

․ 개별 과제 수행

4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 

및 자기주도학습

․ 정보 탐색 및 분석을 통한 모둠 정보 

교환 및 의견교환

․ 문제 해결을 위한 피드백

․ 문제 해결을 위한 초안 작성을 위한 개

별 과제 수행

․ 모둠별 토론

(조별기록지)

․ 개별 과제

5 문제해결계획 수행 ․ 개별 수행 과제의 자료 공유 ․ 모둠별 토론

<표 1> 체 수업 개 과정

한 문제의 는 다음과 같다.

당신이 실습 인 유치원에서는 실습생의 종일수업을 원감  교사들이 참 하고 공개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맡은 수업은 제 7차 유치원 교육과정 탐구생활 역의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부분에 해당하는 수업으로 구체 인 주제는 ‘경사로’이며 본 수업내용은 경사로의 높낮이, 재질, 성

질에 따른 속도의 차이를 알아보는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지도교사는 구체 인 계획안과 

자료를 비하되 구성주의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교사의 비계 설정에 을 둘 것을 요구하 습

니다. 한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하며 직  조작해볼 수 있는 자료나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것을 요구하 습니다. 이에 당신은 먼  교육계획안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햇살반(만5

세) 아이들을 상으로 20분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녹화하여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2) 수업내용 구성

총 16주 가운데서 기 8주는 강의  발표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간고사 이후 9주부터 16

주까지의 8주 수업을 문제 심학습 방식으로 운 하 다. PBL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첫 번째 문

제의 경우는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에 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

제에서 요구하는 학습 내용 추론을 한  활동은 면 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 (장경원, 박명화, 2007)에 따라 기 활동은 면 면 수업의 비 을 높여서 진행하 다. 

수업의 개는 Barrows와 Myers(1994)가 제시한 방식 로 문제 제시  문제에의 근, 문제

에서 요구하는 학습내용 추론, 자기주도학습, 문제해결을 한 새로운 지식의 용  문제해결

계획에 한 반추, 문제의 해결안 작성, 그리고 문제의 해결안에 한 요약  종합 정리의 과정

으로 진행하 다. 각 회기별 문제 심학습 수업의 진행과정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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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을 위한 모의 수업계획안 작성

․ 피드백 수행
(조별기록지)

6 문제해결안 구성
․ 보고서 작성에 따른 수행

․ 동영상 촬영

․ 모둠별 토론 

(조별기록지)

․ 동영상 제작

7 결과 정리 및 발표 

․ 모의 수업(동영상) 발표

․ 다른 모둠 발표시 경청 및 상호평가

․ 모둠 내 평가

․ 동영상 발표

․ 평가서 작성

8 성찰 및 평가

․ 모의 수업(동영상)발표

․ 질의응답

․ 반성적 저널 작성

․ 동영상 발표

․ 성찰저널지 제출

3) 수업운

PBL 문제와 체 인 수업내용 구성에 따른 구체 인 수업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PBL 수업운 을 한 기과정을 시하 다. PBL 수업은  활동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 활동이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름 짓기, 구호 짓고 외치기, 규칙 정하기 등의 활동을 1주에 개하여  소속감을 높 으며, 

의 자기소개 워포인트를 만들어 2주에 발표하 다. 학생들이 만든 워포인트는 TV 로그

램이나 책 제목 등을 패러디한 것에서부터 창작한 것까지 개성과 창의성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

이 많았으며 학생들의 호응 역시 매우 높았다. 자기소개 워포인트 제작은 어려운 과학 문제로 

들어가기 이 에 학생들 간 친 감을 높여 이후 과제를 지속시키는데 매우 효과 이었다. 

둘째, 수업을 한 비를 조직화하 다. 매회기마다 학생들은 명찰과 화이트보드를 비하

으며, 학생들의 토론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나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비하도록 하 다. 

매회기 각 별로 사회자와 서기를 번갈아가며 하여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한 이러한 

자율학습을 통해 체 인 수업흐름의 주도권을 학생들이 가지도록 하 다. 

셋째, 학생들에게 PBL 모듈을 제시한 후 집단별 토론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는 사실(Facts), 

가설(Hypothesis), 더 알아야 할 내용(Learning Issues) 등을 찾아서 화이트보드와 지에 기록

하도록 하 다. 학생들은 더 알아야 할 내용을 분담하여 조사하고 학습한 내용을 온라인 강좌 

커뮤니티에 올려 사  공유한 후 수업시간에 발표하도록 하 다. 주제별 문제해결을 하여 분

담한 과제를 맡은 학생은 그 과제에 해서는 문가가 되어 설명함으로써 서로 정보를 공유하

다. 교수자는 조별로 돌아가면서 주제 진행시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도와주었다. 집단별 토론학습과 자율학습은 한 모듈이 끝날 때까지 5-6차례 이상 반

복하여 진행되었다. 

넷째, 온라인 커뮤니티를 동시에 개설하여 블 디드 PBL 방식으로 수업을 운 하 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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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계획서

모둠이름 넘버원

가설

․ 경사로는 기울기가 있다.

․ 기울기의 높낮이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

․ 경사면의 소재(천, 플라스틱, 유리)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

․ 유아는 경사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 질문을 많이 하면 유아중심적인 수업이 될 것이다. 

․ 유아수준에 맞도록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비계설정에서 중요할 것이다. 

․ 유아가 스스로 조작 가능한 매체를 통해 단계적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 

․ 도입자료를 파워포인트로 아이들의 질문(혹은 답)에 맞게 제작하면 호기심을 더 끌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

․ 대상-만5세          ․ 과학수업         ․ 주제-경사로 

․ 경사로의 높낮이, 재질, 성질에 따른 속도의 차이 등에 대한 내용

․ 조작할 수 있는 자료나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해야 함

․ 구성주의적 교수학습방법으로 진행

․ 교사에게 교육계획안을 제출해야 함

․ 20분간 모의수업 진행                   ․ 수업녹화

더 알아야 

할 사항들

․ 경사로(물리)에 대한 만 5세 유아들의 수준 및 사전개념 파악 

․ 경사로에 대한 과학적 특성 및 원리

․ 유아교육현장에서 경사로와 관련된 물리적 환경 및 교재 교구

․ 구성주의적 과학교수 방법

․ 적절한 수업장소(실내, 실외)

․ 경사로의 원리가 포함된 자료(동화나 도입자료로 가능)

․ 적절한 경사로 제작 방법이나 재료, 비용

․ 유아의 인지적 갈등발생을 위한 교사의 발문

  김○○

  박○○

  이○○

  우○○

  안○○

  석○○

-추후논의

-추후논의

추후계획
․ 다음 주 수업 전까지 개인과제 수행지는 과제 제출실 우리 조(넘버원)폴더에 넣기

․ 교사발문에 관한 자료 각자 찾아오기(우리과학교재 제외)

<표 2> 과제수행계획서의 일례(3회기 1차시) 

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재, 웹문서, 련 도서 등이 학습자원 정보를 올려놓음으로써 도움이 되

도록 하 으며, 교수자의 면담시간을 공개해서 수시 면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블 디드 PBL 방식은 수업이 많고 자유시간이 은 문 학 학생들에게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 다.

다섯째, 체 별 발표  교수자의 모듈 련 강의를 실시하 다. 각 들이 PBL수업과정에

서 토론하고 종합한 내용을 ‘수업 동 상’으로 제출하 으며, 각자가 담당 지도교사의 입장이 

되어 동 상을 시청하고 평가하 다. 동 상 평가는 상황에 따라 음향이 거나 화면이 고르지 

않은 은 있었으나 매체를 통하여 수업을 시청함으로써 보다 객 인 입장이 되어 자신과 타

인의 수업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체 수업진행 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작성한 과제수행계획서의 일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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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진행에 따른 학습실 운

8주에 걸친 PBL 강좌 운 시 오리엔테이션, 문제 제시  학습자들의 문제해결과정  각 문

제의 해결안 발표는 면 면 환경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학습자의 문제 해결과정에 한 튜터의 

조력과정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면 면 환경 모두에서 이루어졌다. 온라인 강좌 커뮤니티는 공지

사항, 강의자료실, 참고자료실, 과제제출실, 토론방  Q&A로 구성되어 있다. 공지사항과 강의 

자료실은 주로 교수자가 사용하 으며, 공지사항에는 PBL 수업진행 과정  과제에 한 안내

와 웹상에서 진행되는 수업에서의 주의  등에 해 공지하 다. 강의자료실은 PBL진행에 따른 

과제수행계획서, 조별 계획안 양식 등의 자료와 PBL을 사용한 논문자료 등을 업데이트하여 학

생들의 PBL에 한 이해를 도왔다. 참고자료실에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참고자료  자료를 얻

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도서목록 등을 구나 올릴 수 있도록 하 다. 과제제출실은 각 모

둠별로 다시 하  카테고리를 하나씩 만들어 각 모둠과제와 개인 과제를 올릴 수 있도록 하 다. 

문제해결과 련하여 토론방에 각 모둠별로 동학습을 진행하며 토론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과제를 수행하면서 궁 한 사항들은 Q&A에 올리고 구나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둠간, 모둠

내 의견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 다. 

3. 자료수집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PBL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습자들에게 실시한 개방형 질문지, 수시 

면담과 수업에 한 성찰 을 통해 수집하 다. 개방형 질문지에서는 PBL 수업에 한 생각

과 어려움, 수업이 잘 이루어졌는가에 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 다. 이러한 개방형 질문지

에 이어 보다 깊이있는 의견을 수집하기 하여 학습자들을 상으로 수시로 면담을 실시하

다. 수시 면담은 PBL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학  지식, 자료, 어려움 등의 수업진

행에 한 것 뿐 아니라 PBL 수업을 통해 알게 된 것과 수업을 하면서 변화된 것, 이 수업에서 

잘된   잘못된 과 그 이유 등 개인 인 변화에 을 두고 진행되었다. 면담시 모든 내용

을 녹음하여 되도록 당일에 사하도록 하여 장감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 다.

성찰 은 매회기 작성하며 문제해결이 끝나는 8회에 제출하도록 하 는데, 성찰 에 작

성한 내용은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배웠는가, 이 학습에서 잘된 과 부족한 은 

무엇인가, 학습한 것을 생활에 어떻게 용할 것인가 등이었다. 8회 수업에서 계획안에 따라 모

의수업 동 상 발표를 마치고는 PBL 과정에 한 조별 포트폴리오와 함께 개인별 성찰 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 다. 최종 수집된 자료를 사한 양은 참여자들의 개방  질문지가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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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장 정도이며 반성  이 A4 180장 정도 으며, 심층면담 자료는 A4 60장 정도 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자료수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속 으로 이루어졌는데, 학습자인 

비유아교사들이 수업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경험을 보다 직 이고 생생하게 살펴보고 

수업과정에서 그에 따른 피드백을 주기 해서 다. 자료수집을 마친 후에는 수집한 자료들을 

개방 인 코딩방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 개방  코딩방법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에 기

해서 자료 속에 함축된 의미에 맞는 주제나 용어를 연구자가 직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는 방

법(김 천, 2006)으로 분석하 다. 

먼  수집된 자료들을 체 으로 읽어본 후 PBL 수업과정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역할과 인식 

등의 반 인 경험 특징을 반 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수집된 자료에서 학습자인 비유아

교사들의 학습에 경험에 한 의미를 유추하 다. 셋째, 수업과정에서 나타난 반 인 경험 특

징과 그 의미에서 나온 단어를 살펴본 후 자주 제시되는 느낌의 단어를 선별하여 비슷한 내용으

로 묶고, 그 내용을 가장 잘 표할 수 있는 사례들을 선정하 다. 

질  연구의 타당도를 유지하기 하여 면담, 개방형질문지, 성찰  등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합하여 해석함으로써 삼각검증을 고려하 다(김 천, 2006). 한 분석된 결과를 학습자인 

비유아교사 5인과 유아교육 박사 학  소지자 1인에게 성을 검토받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범주를 표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상위범주 하위범주

학습자의 

경험

주어진 PBL과 수동적 참여
․ 변화에 대한 거부

․ 학습자의 역할변화에 대한 두려움

함께 학습하기
․ 토론 속에 나타난 갈등과 협력 

․ 의미있는 학습하기

구성주의 학습자로서 나와의 만남
․ 주체적 학습자로서 역할 인식

․ 구성주의에 대한 인식전환

<표 3> 분석 범주

 



102  아시아교육연구 12권 1호

Ⅲ. 연구결과

1. 주어진 PBL과 수동적 참여

1) 변화에 한 거부

연구자는 능동 이고 극 인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문제 심학습이라는 방법을 

도입하 으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역시 교수로부터 일방 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하나의 새

로운 과 한 업무를 지닌 강좌에 지니지 않았다. 비문제를 통해 문제 심학습에 해 알아보

고 체 인 과정을 경험하며 신기해하기도 했지만 그 방법으로 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는 사

실에는 두려움과 거부감을 보 다. 한 학의 교육과정운 상 2학년 2학기에는 실기과목 비

이 많아서 기말고사 기간에는 상당수의 과목에서 수업계획안 제출  조별 수업시연을 해야 하

기 때문에 시간부족 역시 문제로 제기하 다.

처음에 주제를 던져 주고 조별을 정해서 조별끼리 그 주제를 해결하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수업

인가, 이런 수업은 정말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학습자 6, 성찰 , 2008. 10. 28)

처음 해보는 수업방식이라 처음에는 머리가 무 아 고 싫었어요. 다른 과목처럼 주제를 가지고 

조별로 수업계획안을 짜서 그냥 활동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이 게 어렵게 수업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습자 12, 면담, 2008, 11, 4)

정말 과제도 많고 힘든 이번 학기에 이 과목도 기말과제는 조별 ppt나 발표겠지 이 게 생각했는

데, 이번 기말과제는 듣도 보도 못한 PBL이란 수업을 한다니까, 정말 한숨부터 나온다. 이 과제는 

어떻게 하나 싶다. (학습자 26, 성찰 , 2008. 10. 22)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은 모둠별로 문제가 주어지고, 이 문제를 극

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문제 심학습’이라는 새로

운 교수-학습 방법 역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추가 인 과제일 뿐이었다.

2) 학습자의 역할변화에 한 두려움

자신들의 극 인 참여가 요시되며 그만큼 해야할 일이 많다는 것에 한 거부감과 회피

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 하기도 하 다. PBL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동 이고 극 인 학습자의 

역할은 정 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자신이 능동 인 학습자로서의 역할에 한 막막함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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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크게 나타났다. 

사실 처음에 PBL수업은 충격 그 자체 다. 수업과정과 방법 모두 강의식 수업에 익숙한 우리들한

테 정말 신선한 충격 그 자체. 지 까지 수동 인 학습자에게 갑자기 능동 인 학습자가 된 느낌? 갑

자기 능동 이 되면서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막막한 느낌? (학습자 3, 성찰 , 2008. 10.29)

학습자들은 지 까지 듣기만 하면 되는 수동  학습자로서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었다. 그런

데 구성주의 교수-학습에 기 하여 수업방식을 구성하라고 하자 학습자들은 지 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구성주의에 한 혼란도 함께 일어난 듯하 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어려움에 해 학

습자 4는 ‘아기’에서 TV에나 나올법한 ‘외국 학생’으로의 치변화로 설명하 다. 

지 까지는 그냥 가르쳐주는 로 필기하고 외우고 시험치면 되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스스로 

토론하고 마치 외국 드라마의 학생처럼 막 토론하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아닌 거 요. 어떻게 떠

먹여주는 밥만 먹던 아기가 외국 학생이 될 수 있겠어요.(친구들 크게 웃는다) (학습자 4, 면담, 

2008. 11. 4)

 

이러한 학습자의 비약 인 역할 변화로 불안과 조함을 느끼게 되었고, 과학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패러다임인 구성주의가 지향하는 지식을 구성하는 학습자로서의 역할에 한 주체성

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게 학습자들이 충격에 가까울 만큼 토론수업에 한 거

부감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구성주의 수업에 한 이론과 실제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의 개념 뿐 아니라 과학의 과정이 강조되어야 하며 유아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구성주의 과학교육의 은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  탐구생활 역

의 방향이기도 하다. 즉, 구성주의는 유아과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의 지표라는데 이견이 없

을 것이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구성주의  수업인가 하는 것이다. 더구나 기존의 과

학에 한 고정 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습자 역할에 한 혼란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과학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다. 이 게 어려운 과목을 아이들도 어려워하지 않을까? 매주 

발표하고, 조별로 토의하는게 수업이라고 하셨다. 수업시간에 토론하면 시간은 약되고 공부도 되

겠지만 뭘 토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학습자 38, 성찰 , 2008. 10.22)

학습자들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한 방법론  어려움 뿐만 아니라 기본 으로 학

습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한 내용에 한 혼란 역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과 종래 

기존의 형 인 청자(聽者) 역할에서 화자(話者)역할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 인 과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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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 다. Fasnot과 그의 동료들(2006) 역시 기존의 수업방식에서 구성주의로 환하는데 많은 

노력과 학습과정이 필요하다고 하 다. 

2. 함께 학습하기

1) 토론 속에 나타난 갈등과 력

소집단 토론 수업은 학습자의 극 인 참여를 통해 높은 학습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효과

인 략이다(김연귀, 정구송, 2010). 일방 이고 달 주의 강의식 수업의 문제 이 지 되어 

왔으나 12년의 , , 고등학교 시기와 1년의 학수업에서 강의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은 토

론수업에 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수업이 거의 조별 토론으로 많이 진행되었는데 토론시에 의견투합이 제 로 되지 않는다. 성격차

이일 수도 있지만 토론을 하면 의견을 내는 사람만 내고, 그리고 토론만 시작하면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때도 있다. (학습자5, 성찰 , 2008. 11. 12) 

조별활동이 조  어색하고 낯설어서 내 의견을 좀 더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고 에서 지켜보고 

간혹 가다 한마디씩 한 소심한 내 모습에 후회가 되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틀리면 어쩌나 해

서 말하기가 좀... (학습자 32, 심층면담, 2008. 11. 5)

오늘도 어색한 침묵과 짜증섞인 탓하기가 들린다. 모둠에 다가가니 나를 힐끗 보면서도 서로를 

보지 않는 시선과 어색한 미소가 보인다. 토론은 정답과 오답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분 기는 

그게 아닌 듯. 혹시 나의 피드백이 무 직선 인 것은 아닌가. (연구자의 반성  , 2008. 11. 5)

학습자들의 과 면담에는 토론수업에서의 새로운 경험에 한 어색함과 부정 인 감정이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성향에 따라 응과정은 조 씩 다르게 나타났다. 다른 학습

자들이 의견을 내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의견을 내야할 것 같은 부담감을 가지기도 하고, 

정확한 답만 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더욱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자신

감있게 말하지 못한 자신에 한 안타까움과 후회를 표 하기도 하 다.

그러나 새로운 수업방식에 응하는 과정에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라는 표 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토론식 수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화를 통한 학습에 한 이해가 조 씩 나타나

고 있었다. 화가 고정된 정답을 찾고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하여 이해의 지평을 

넓 가는 과정으로 볼 때(김형철, 2004), 학습자들은 PBL 수업과정에서 새로운 이해를 넓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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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론을 해서는 기본 인 언어로 표 하고 달하는 법,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논제

에 맞는 반박을 하는 법 등의 지식이 요구된다. 학습자들은 소집단 토론학습을 통해 자신의 주장

을 논리 이고 정확하게 표 할 필요성에 한 생각을 가졌다. 

활동을 하면서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달해야 하는가에 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 

계기 다. 학교과제를 하면서 조별 모임이 많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제 로, 그러니까 말로 막 표

하는 활동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 수업은 내 생각을 구체 이고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

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제를 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해야 했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학습자 36, 성찰 , 2008. 11. 25)

이러한 인식은 조 씩 학습자의 토론의 형태에 향을 주었으며, 극 인 참여자로서의 변

화를 가져오게 하 다. 한 이러한 학습자의 변화는  다른 학습자에게 동기유발의 기회로 작

용하 다. 학습자들은 소집단 토론수업을 비하며 계속 으로 많은 자료를 탐색하고 수집하여 

정리하 으며, 이를 나름 로의 생각으로 표 하는 기회를 가졌다. 극 으로 참여하여 토론함

으로써 학습자들은 공동의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자발 이고 주체 인 참여는 학

습자 개인에게도 의미있는 지식형성이 일어날 수 있게 하 다.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로 력하고 모이면서 토론한 것이 좋았다. 실제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 기에 더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었다. (학습자7, 성찰 , 2008.12. 2)

우리가 계획안을 세우고..... 모의수업하기 까지 의견충돌이 있거나 방향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수업하고 있어서 내 생각이 교수님과 아이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습자 6, 면담, 2008. 11. 19)

서로의 생각을 드러내고, 수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실천  지식구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의 수동 인 청자에서 벗어나 상 방의 의견을 존 하여 다시 주제와 련하여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동 인 청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능동 인 청자로서의 역할수행

은 자신이 다른 학습자에게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과 허용 인 분 기 속에서 가능하 다. 

2) 의미있는 학습하기

토론수업은 소집단 동 학습에서 효과 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둠별 소집단 토론활동이 진

행되면서 토론을 리더하는 사회자와 토론내용을 기록하는 기록자를 두어 원활한 토론을 도왔다.  

학의 부분의 실기교과에서 토론은 결과물을 얻기 한 부수 인 과정으로 수업이 끝난 후 



106  아시아교육연구 12권 1호

학생들이 추가시간에 모여 하도록 하는 반면 본 강좌에서는 자신이 조사해온 내용을 토론을 통

해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분 기를 조성하 다. 이는 우리가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

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원래 조별과제를 할 때는 조원들 일부만 부분을 담당해서 해결해가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PBL수업은 각 조원이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능률있고 단합이 더 잘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무턱 고 일을 하기 일쑤 는데, 좀 

더 체계 이고 구체 인 계획을 세운 후에 일을 진행해 나가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다시 

사한 것을 보며 되돌려서 생각할 수 있어서 더 좋다. (학습자 28, 성찰 , 2008. 12. 3)

강의식, 주입식 수업방식보다는 조원들과 의논하고  다른 들에게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끼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부심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습자9, 면담, 

2008. 11. 26)

집단활동에서는 조사하거나, 조사하는 상에 한 설명, 해석, 결론을 도출할 때 인지  활동

을 자극하고 인지  재구조화를 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구성주의  에서 유

의미한 학습이 일어난다(Saunders, 1992). 본 강좌에서는 모둠별 토의를 마치고는 체토론시간

을 가져 다른 모둠의 진행내용에 해서 토의하는 기회를 제공하 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습

자들은 다른 조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자신의 모둠의 내용을 

소개하며 스스로에 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

교수가 일방 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둠별 문제해결을 목표로 학습 과정을 함께 참

여함으로써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결과 으로 하나의 공동의 목표가 존재하

고 각자가 한 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해 노력하게 되었다. 

문제해결을 한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이야말로 PBL에서 학습자가 가지는 가장 요한 수업목

표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습자의 학습능력 수 에 맞는 ‘맞춤식’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수업에서 가장 좋은 은 나부터 시작해서 조원 체의 수 에 맞는 수업을 했다는 것이다. 교

과서로 공부를 하 다면 그 교과서는 우리 모두의 개인차로 구에겐 쉽고 구에겐 어려웠을지 모

르지만 지정된 책 없이 문제와 조건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각자 자기들 

수 에 맞는 자료를 찾고 토의하 다. 자신이 자기가 조사해온 걸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모르는 자

료를 들고 오면 안되서 더 열심히 찾았던 것 같다. (학습자 18, 성찰 , 2008.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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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주의 학습자인 '나'와의 만남

1) 주체  학습자로서 역할 인식

수업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과학주제와 련된 구체  사례를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해 

각자 자신의 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는 경험을 가졌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나름 로 략을 세우게 되었다. 결과 으로 문제를 성공 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PBL수업은 처음 해보는 방식이었고 처음에는 가설 세우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막상 우리가 진

행하고 자료를 찾으면서 어떤 것인지 알아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수업이 요하게 느껴진 것

은 우리가 한 것, 우리의 생각과 느낌, 지식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로젝트라는 이다.

(학습자 18, 성찰 , 2008. 12. 3)

자율 으로 회의를 하고 조사해와서  회의를 하고 그런 방식이 무 마음에 들었다. 특히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더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써보는 과정은 정말 새로웠다. 이런 과정이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 으로 과제를 해결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했다. (학습자 16, 

성찰 , 2008, 11. 11)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한 학습자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맛보았다. PBL의 문

제해결과정에서 반복되는 토론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서로 다른 

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생각하고 고민한다. 이러한 토론수업은 

학습자들에게 지속 인 사고의 과정이며 인지  성장을 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수업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바로 왜? 왜? 왜? 요. 당연히 그 다고 알고 있던 것도 ‘왜’라

고 물어보면 무 복잡해지는 거 요. 그 해답을 찾는 것이 공부 어요.(웃음) (학습자 11, 면담, 

2008. 12. 3)

기존의 수업에서는 교사에 의해 내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왜 필요한 것이

고,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내용이 더욱 필요한 것인가에 한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PBL 수업방식

을 통해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를 탐색해보고,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를 만들어 으로써 나 스스로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학습을 이루어나가게 되었다. (학습자 21, 성찰 , 2008. 12. 9) 

교수님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하시고, 우리는 책만 보고 설명하고 필기하고 을 고... 그런 수

업은 듣는 입장에서는 참 편하다. 내가 머리를 크게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PBL수업은 처음부

터 끝까지 우리 힘으로 해야 했다. 문제를 유추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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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이견충돌도 있었고, 궁 한 을 직  찾으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것들도 알게 되고 공부하

게 되었다. 우리 스스로 이 게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귀찮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참 뿌듯한 수업이

었다. (학습자 6, 성찰 , 2008. 12. 3)

경험 심, 학습자 심, 동학습 등을 시하는 구성주의 학습원리는 자발 인 학습자를 제

로 한다. PBL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토론과정에서 다른 학습자의 의견을 하면서 자신의 과 

의견에 해 끊임없이 반문하고 지속 인 고민과 생각을 통해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 

집단간 토의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인정받고 수용받는 경험은 학습자에 뿌듯함과 자기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로 작용하 다. 

그러나 여 히 극 이며 능동 인 학습자로서의 역할에 한 불만은 나타나기도 하 다. 

구성주의에 한 신념변화에 한 어려움(곽 순, 2002; 최명숙, 2001)을 감안하면 충분히 나타

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부 학습자는 토론과 의를 통해 이루어진 지식형성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 인식  지식의 변화에 을 두기보다는 자기가 수행한 내용에 한 교수자의 

피드백에 따라 수업결과를 평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 다. 

교수님이 우리가 한 것에 피드백을 해주는 것보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과제수행계획서

를 잘 작성했는지 가, 어느 부분이 잘못 는지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할지 직 으로 가르쳐주

셨으면 좋겠다. (학습자 2, 성찰 , 2008. 12. 3)

2) 구성주의에 한 인식의 환

최근 교수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학습자 심의 패러다임인 구성주의를 들 수 있다. 구

성주의는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공통 으로 구성주의  교수-학습의 원리는 체험학습, 자아

성찰  사고, 동학습, 실제  성격의 과제 심의 학습, 학습의 조력자이며 동료학습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다(박 주, 1998). 구성주의 교사는 유아에게 과학  지식을 달하는 지식 

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한 언어 , 비언어  개입을 통하여 유아 주도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요구된다(조부경, 고 미, 남옥자, 2007). 부분의 실제 시연 수업에

서는 유아의 경험, 흥미, 수 을 고려한 활동의 요성을 강조해왔지만 학습자들은 유아 심, 학

습자 심, 구성주의 수업의 실제에는 어려움을 보 다. 

항상 수업이 교사 심이 아니라 유아 심 인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이 게 

구성주의  수업방식을 하라고 제시하니 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많이 혼란되는 

거 요. (학습자 10, 면담, 2008.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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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서 지겹도록 많이 온 구성주의로 수업을 이끌어 내는 게 이 게 어려울  몰랐다. 유아

에게 모든 걸 맡기고 교사가 방 하는 게 구성주의는 아니고, 당히 교사의 한 발문과 융통성

을 발휘해야 하는 것을 알았다. (학습자 31, 성찰 , 2008. 12. 10). 

구성주의에 해 1학년 때부터 배워왔으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학습자 심, 유아 심의 철

학과 실제 수업은 거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교사가 유아의 수 에 맞추어 ‘친 하게 잘 설

명하는 것’이 구성주의로 알고 있던 학습자들은 구성주의 이론이 아니라 구성주의 학습에 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성주의 수업이 목표 지만 구성주의  수업을 한 것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  활동을 할 때는 

이 정도면 구성주의지 뭐, 여기서 더 어떻게 구성주의로 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1학년 1학기 때부

터 구성주의에 해 배웠으니까 당연히 구성주의 수업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사의 입장에서 구성으로 방식으로 유아를 지도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생각

이 들었어요. (학습자 34, 면담, 2008.12. 2)

동 상을 보니까, 다른 조 것도 보고,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보니까 계속 교사가 가르칠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구요. 아마 에는 좀 친 하게 가르치고 설명을 자세히 했더라면 구성주의라고 생각

했을 거 요. (학습자 8, 면담, 2008. 12. 17)

한 가르칠 내용에 한 지식의 요성에 한 인식도 나타났다. 교사의 지식은 수업상황에 

있어서 매우 요하고, 유아교사의 교육이 제 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교육활동실제에 필요한 

지식의 기 가 선행되어야 한다(심성경 외, 2008)는 에서 본질 인 지식에 한 인식은 구성주

의 수업자체에 한 것이다. 즉, 지식에 해 아는 것은 학습자인 유아에게 진정한 의미의 학습

이 이루어지게 하기 해서는 단순히 교사로서 ‘어떻게’ 가르칠지에 한 교수학습의 원리를 넘

어선 ‘무엇을’, ‘왜’ 하는가에 한 본질  문제이다.

과학수업을 하면서 교사의 지식이 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 경사로를 어떻게 가르칠지 이야

기하고 고민했는데 갑자기 경사로의 원리가 뭐지? 과연 나는 이것을 알고 유아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 한심해졌다. 사 에 미리 지식을 알아두면서 계획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학습

자 12, 성찰 , 2008. 12. 9)

사실 지 까지 모의수업 비를 할 때는 활동할 개념에 해서 잘 모르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한 경우도 많았는데 교사가 먼  활동에 해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해한 후에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그 지 않은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학습자 23, 성찰 , 200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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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23의 이야기처럼 많은 학생들이 ‘개념에 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모의수업을 비하

고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강의 주의 학수업방식의 문제   하나로 비교사들이 직

인 활동을 통해 사고 변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기(NCTAF, 1996) 때문이다. 그러나 

PBL을 통해 학습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변화시켰으며 

나아가 구성주의 학습 체에 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과학교육 수업에서 문제 심학습의 경험이 비교사인 학습자에게 어떠한 의

미를 주는지 알아 으로써 문제 심학습법에 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교사양성 교육에서 

교수-학습방법의 패러다임의 환을 모색하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비교사인 학습자들은 갑자기 외부에서 주어진 문제 심학습에 한 거부와 두려움을 보 으

나 공동의 학습경험을 통해 토의하고 력하 으며, 구성주의 학습 주체로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이상에서 나타난 구체 인 연구결과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과학교육수업에서 문제 심학습의 경험은 기존의 ‘수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습자

의 역할변화를 요구하 으며, 강의식 달수업에 익숙해져 있는 학습자들에게 기에 변화에 

한 거부를 강하게 나타내었다. 학습자인 비교사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실천하고 교수-학습에 

한 이해를 구성하게 하기 한 구성주의 교사교육방법은 많은 호응과 지지를 얻고 있지만 실

제 학교육에서는 여 히 이론 심 교사양성을 하고 있다. 이는 구성주의 학습의 원리가 되는 

토론수업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비유아교사들이 발표를 꺼리는 풍토, 토

의수업에 한 훈련 미흡, 쉬운 강의에 익숙해져 있는 교사와 학생, 토론 능력의 부족(차경수, 

1997)으로 인해 토론이 어려운 교수-학습법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이 PBL 수업을 하면서 다소 부정 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토론식 수업에 한 부

담감과 그 기 에 놓여있는 주도 인 학습자의 역할에 한 두려움으로 보여진다. 자율 으로 

탐구하고, 자기가 탐구한 내용을 요약하여 다른 조원들에게 설명하고, 다른 조원들의 발표를 듣

고, 그 의미를 추출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학습자로서 가져야 할 주도권에 한 부담감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지 까지 학습에서 가져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학습의 주도권을 부여받았지만, 이것

은 자신들이 원했다기 보다는 주어진 것이었다.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능동  학습자로서의 역

할 수행에 한 두려움, 막막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학습자가 PBL이라는 새로운 수업방식에 

처음 보이는 거부와 감은 이 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색하고 막막한 자신을 방어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수학강좌에서 비교사의 구성주의  형성 과정(서혜정, 서 숙, 200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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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유사하게 보여진다. 한 Fosnot과 그의 동료들(2006)이 기존의 수업방식에서 구성주의 수

업으로 환하는 데 많은 노력과 학습과정이 필요하다고 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PBL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은 토론을 통해 때로는 갈등하며 력하기를 통해 하나의 공

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험을 하 다. 우리나라 비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토론수업에서 

발표를 꺼리는 풍토, 토의수업에 한 훈련 미습, 쉬운 강의에 익숙해져있는 교사와 학생, 교과 

내용에 한 집착, 토론 능력의 부족(차경수, 1997) 등을 고려하면 갈등은 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이고 력하게 된 하나의 요한 요인으로 기 활동의 요

성을 들 수 있다. 

통  수업방식에 익숙한 학습자들에게 문제 심학습은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문제 심학

습에 한 자세한 안내를 하 으며, 거리감을 이고 친근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 

모둠별 자기소개활동을 하도록 하 다. 연구자를 원장으로 한 ○○유치원의 교사들로 자신을 소

개하는가하면 공개수배의 형태까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속출했다. ‘첫 시간에 한 자기 소개 ppt

발표가 좋았어요. 2년 동안 같이 조별 수업도 하고 했지만 더 잘 알게 되고 친 해진 것 같아요.

(학습자 9)’는 자기소개활동의 요성을 보여 다. 익숙하지 않은 소집단 토론 상황에서 개인

인 친 감은 심리  부담감을 이고 긴장을 완화시켜 토론 장면에서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Van Manen(2002)의 계 속에서 일어난 인정의 측면에

서 이해할 수 있으며, 동학습의 효과를 역동 인 상호작용을 통한 동료 간의 우정, 서로에 

한 극 인 태도, 다른 사람에 한 책임감, 타인에 한 존경심으로 나타난다고 한 

Kagan(1992)과도 맥을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 6이 말한 ‘PBL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힘으로 해야 했다’는 학습과

정의 진정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PBL 수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구로부터 배운, 달된, 

가르쳐진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 우리의 생각과 느낌, 지식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하나

의 로젝트’(학습자 18)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 이는 구성주의가 화와 과정을 통해서 자

신뿐만 아니라 타자의 가능성을 새롭게 실 해나가는 교육(서근원, 2008)이기 때문에 가능하

으며, 구성주의 교육에서 목표 달성을 한 동하는 그 과정 자체의 교육  의미(김병찬, 2000)

를 찾아볼 수 있다. 

셋째, 본 PBL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구성주의 학습자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지 까지 자신이 구성주의라고 알아 왔던 것에 한 의문 제기, 구성주의 교수법을 용

하기 한 토론과 갈등, 탐구를 통해 작성된 학습 계획안에 따라 수업을 한 동 상 찰은 학습

자들로 하여  자신을 보다 ‘ 상으로’ 낯설게 보게 하여 자신의 수업에 한 시각을 갖도록 하

다. 특히 동 상 수업을 통해 다른 모둠과의 수업을 평가하면서 ‘친 하고 자세한 설명(학습자 

8)’이 구성주의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그 과정은 PBL의 구성주의  원리에 의해서 가능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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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기 (2002)이 구성주의 교사교육의 원리를 설명한 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 그는 

구성주의 교사교육의 원리를 자신의 학습활동을 통해 구성주의 교육을 직  체험해 보아야 한

다는 것과 교사교육자는 구성주의 교육을 가르칠 때 구성주의 교수활동으로 가르쳐야 하는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학생들은 PBL을 통해 구성주의 교육을 직  체험해보았으며, 이를 구성주의 

교수활동으로 구성해 으로써 능동  극  학습자로서의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구성주의에 

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 역시 구성주의 교수 원리를 수행하고 사회 , 감정

, 인지  튜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교수님의 피드백이 좋았다. 직  해답을 주지 않아 답답하기도 했지만.. 돌아보니 방향성을 계속 제

시해주셨다... 아마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았을까? 그때는 원망스럽고 짜증이 났

지만 직  답을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계속 더 많은 해답을 원했을 것이다. (학습자 18, 성찰 )

학생들이 요구하는 로 ‘네’, ‘아니오’, ‘맞다’, ‘틀리다’의 이분법 인 답을 유보하고 학습자

의 재의 상태를 스스로 악할 수 있도록 함께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은 학습자들에게 답

답함과 과제 수행을 한 토론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 교수가 생각

하는 정답이나 방향성을 강조했더라면 학생들은 계속 으로 연구자, 교수에게 의존하며 끌려오

는 수동 인 학습자에서 벗어나지 못하 을 것이다. PBL이 가지고 있는 구성주의  교수-학습

의 원리는 교수자에게도 구성주의  성찰의 시간을 요구한다. 

본 PBL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습자들의 변화와 련하여 깨달은 요한 원리는 개별  인격에 

한 ‘ 심’이다. 수업 첫 시간에 연구자가 읊어  김춘추 시인의 ‘꽃’은 계의 의미를 알려주기 

한 것이었다. 연구자가 학습자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주고 다가갔을 때 학습자들은 거리감을 

이고 개인 으로 연구자를 받아들 으며 자신의 공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정하 다. 학생들 

뿐 아니라 연구자와 ‘나- -우리’의 공동체 결속이 생긴 것이다. 피드백을 통한 심 자체가 힘을 

주며 격려하는 것(Nolte & Harris, 1998)임을 이해할 때 학습자와의 거리를 이는 것 역시 구성

주의 교수자가 해야할 임무로 사려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과학교육에서 문제 심학습을 용함으로써 학습자의 변화를 살펴보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과학교육 교과 이외의 다양한 교과목에 문제 심학습을 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탐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문제 심학습에서는 소집단 토론  동학습이 지속되기 때문에 소집단 학습을 한 

공간과 멘토링이 지속 으로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 심 수업 환경 조성 노력과 더불어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교수자에 한 연수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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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 일부 제시되었으나 ‘ 계’를 통한 교육의 효과를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에 한 동기가 낮은 최근 학생들의 경우 개인 인 친 도와 심을 보여주면 기

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하 다. 보다 체계 인 연구를 통해 그러한 측

면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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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ence of Pre-Service Teachers Appeared 

In Science Education Based On Problem-Based Learning

Noh, JinHyeong*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on preservice teachers 

in early childhood science education. Forty college sophomore students participated through 

a teaching science to preschool children class for on semester in 2008. Result showed that the 

learners showed strong rejection to problem-based learning, a new learning method in the 

beginning, it resulted from a lack of self-confidence. Preservice teachers had difficulties in 

discussing with each other, but they built up cooperations as a united community of learning. 

Finally, the learners became more positive, self-determinative in their learning and renewed 

their understanding of constructivism.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s between learners were 

discussed.

Key words: Problem-Based Learning, Early Childhood Science Education, Constructiv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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