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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분자생물학 실험 경험이 부족한 일반계 고등학생들

의 전공 분야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먼저,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포함된 분자생물학 관련 내용 요

소 및 탐구 활동 조사,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들의 분자생물학 탐구 활

동에 대한 인식 조사, 국내외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프로그램 및 실험

기법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분자생물학 개념, 분

자생물학 탐구 능력 향상, 적절성과 안전성, 분자생물학 실험 기구 및 기

법 학습, 학습 주제 및 실험 재료 선정에 있어서 학습 동기 유발, 진로

탐색 등 분자생물학 실험 경험이 없는 일반계 고등학생들 대상의 분자생

물학 탐구 실험 수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

었다. 수립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 내용과 프로

젝트 기반 학습, 탐구 기반 학습 모형의 구성 요소를 비교․분석하여 일

반계 고등학생들의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을 위한 학습 모델을 개발하였

다. 즉, 교육과정과 일상생활 연계, 학습 동기 유발, 탐구 경험, 지식의

구조화, 반성, 효과의 6단계로 구성된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을 개발

하였으며,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수업 자료를 개발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DNA, 유전자, 단백질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실험 콘텐츠로서,

ALDH2 다형성 확인을 위한 DNA 추출, 젤 전기영동에 의한 DNA 확

인, PCR에 의한 DNA 증폭, 유전자 DNA 확인, 제한 효소 처리,

ALDH2 단일 염기 다형성 확인의 6종류의 수업 모듈을 개발하였다. 개

발한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을 다양하게 재구성하여 DNA, 유전자, 단백질

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Ⅰ～Ⅲ을 개발하

였으며, 이를 일반계 고등학교에 적용한 후 학생들의 설문지, 유전개념

검사지, 활동지 소감, 면담 결과를 분석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개발한 수업 모듈의 일부와 정규 교과와 연계한 프로그램Ⅰ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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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75명의 설문지 분석 결과,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Ⅰ이 분

자생물학 실험 경험이 없는 고등학생들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교과 성적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p<.05),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정규 교과 탐구 활동에 효

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개발한 실험 수업 모듈 전체를 단기간 프로젝트로 재구성한 프로그램

Ⅱ를 24명의 방과후 학교 교실 1, 2학년에게 적용한 결과, 분자생물학 학

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수행 가능하고 생물 관련 전공 및 진로 선택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모듈 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것으

로 분석되어(p<.05), 일반계 고등학생 대상 프로젝트 형태 분자생물학

탐구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한 수업 모듈 전체와 직업 현장과 연계하여 개발한 프로그램Ⅲ을

과학 동아리 교실 39명에게 두 차례 연간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유전개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p<.05), 분자생물학 분

야의 탐구 능력 향상 및 과학 분야의 구체적인 진로 탐색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부터,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해를 위

해 개발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이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에 적

용 가능하고 효과적인 수업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행하기 힘들다고 생각되어 온 분자생물학

분야의 탐구 실험에 대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과 과학 분야

의 구체적인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에서 향후 일반계 고등학교

과학 탐구 프로그램 개발의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해,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

로그램, 분자생물학 탐구 경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단일 염기 다형성

학 번 : 2009-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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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대의 생명과학은 20세기 중반 이후 발전한 분자생물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자생물학은 1953년 왓슨과 클릭에 의

해 DNA의 이중 나선 구조 모델이 제안된 이후 급격히 발전하였다.

2003년에 이르러 인간 유전체 사업이 완성되면서 현대 생물학은 포스트

지놈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분자생물학의 발전도 가속화, 전문화되고

있다. 오늘날 분자생물학은 유전체학, 분자의학, 생물정보학 등 현대 생

물학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강광일, 이병훈, 이정희, 2002), 의학, 보건,

환경, 식량 등 현대 사회와 산업 전반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실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

한 전염병의 진단과 치료, 암이나 치매 등 유전 질환의 진단과 치료, 유

전자 치료, 줄기 세포, GMO, DNA 지문 분석 등 일상생활에서도 과학적

소양으로서의 분자생물학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현대 과학의 발전 내용을

반영하면서, 분자생물학 내용도 교과서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분

자생물학 학습은 주로 이공계 분야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

명과학Ⅱ 교과에서 이루어졌는데(유미정, 황성진, 조은희, 2005; 이종기,

박경화, 2007; 이지윤, 한인섭, 2005),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에는 첨단

과학의 내용을 학교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종전의 생명과학Ⅱ에서 다루어지던 내용이 과학 과목에서

도 교과의 목적에 맞게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2007 개정 교

육과정은 곧바로 개정되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이어받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분자생물학 실

험 기법이나 첨단 생물학 등이 추가되면서 더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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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자생물학 교육 연구를 살펴보면, 현대 유전학과 분자생물학 학

습에 있어서 학생들이 DNA, 유전자, 단백질, 염색체의 관계에 통합적으

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전 물질로서의 DNA,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DNA 역할, 유전자의 구조 및 기능과 위치, 유전

공학 기술에 필요한 분자생물학 개념,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유전 정

보와 표현형과의 관계 등이 분자생물학 학습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유전 물질로서의 DNA가 어떻게 형질 발현

에 관여하는 지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Duncan

& Reiser, 2007; Lewis, Leach, & Wood-Robinsion, 2000; Lewis &

Wood-Robinson, 2000; Roseman, Caldwell, Gogos, & Kurth, 2006). 우

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수록된 분자생물학 내용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DNA의 구조와 기능, DNA 복제, 유전자의 형질 발현,

DNA 조작 기술, 생명공학 실험 기법 등 최근의 내용까지 충분히 반영

되고 있다(김호진, 곽대오, 2009; 오영지, 2007; 정은영, 심재호, 2007). 교과

서의 구성도 이공계열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이 교과서의 체계적인 순서

에 따라 학습하면, 현대 분자생물학 교육에서 강조하는 DNA, 유전자,

단백질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분자생물학 학습을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분자 수

준의 생명 현상을 다루고 있어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거나(민진선, 2003;

박종석, 조희형, 1986), 생명공학 단원의 경우 실험 기법이나 기술을 다

루고 있어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서라고 볼 수 있다. 학생

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여 생기는 분자생물학 학습에 대한 어려

움은 무조건 암기 위주의 학습이 되거나 학습을 회피하는 원인이 된다.

이는, 분자생물학 관련 과학적 소양 함양 학습에도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고(박인옥, 박지영, 조은희, 소경희, 김희백, 2005; 이혜정, 이진경, 민윤

숙, 최진영, 심규철, 2010; 최경희, 윤정로, 2002; 황수연, 이진성, 2000),

이공계 분야 진로 선택을 기피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이현숙, 소금현,

여성희, 2005).

이러한 분자생물학의 추상적인 개념이나 실험 기법이나 기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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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이해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탐구 활동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과서에 수록된 분자생물학 관련 탐구 활동은 주로 자

료 해석이나 그림 자료에 치우쳐져 있으며(강연경, 송방호, 2008), 추상적

인 개념이나 실험 기법이나 기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론적인 탐구 활

동만으로는 학습 효과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다.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

처럼(교육과학기술부, 2011), 일상생활이나 전공 분야에서 생명과학 관련

문제를 창의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탐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과학 교육에서 실험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활용하여 가설 설정,

변인 통제, 대조 실험, 결과 해석, 결론 도출 등 과학적 탐구 과정에 활

용되는 실험 기법과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실험이 분자생물학 탐구 활

동으로도 적절할 것이다. 교과서에 소개되어 온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으

로는 DNA의 에탄올 침전 실험 등이 있다(장혜정, 2006). 하지만, 이 실

험은 학생들의 유전 물질인 DNA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는 있

으나, DNA, 유전자, 단백질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자생물학 분

야의 탐구 활동으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공계열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의 전공 분야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에서 적용 가능한 적절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수

업 자료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다른 생명과학 분야의 실험과 달리 분자

생물학 실험이 가지는 긴 실험 시간, 다양한 실험 기법, 시약의 안전성,

복잡하고 정밀한 실험 기구 등을 고려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에 수

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을 고안할 필요가 있

으며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실험 콘텐츠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젤 전기영동,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 등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이나 생물정보학과 같은 첨단 생물학 분야가 소개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실험 기법을 활용하여 탐구 실험

을 경험하는 것이 분자생물학 분야 학습에 효과적일 것이다(이충현, 김

영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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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이외에 개발된 국내외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프로그램을 살펴

보면(김수원, 2007; 박상익, 윤의수, 김종균, 1995; 오현선, 이준규, 2011;

유준희, 김학현, 2004; 유준희, 정구흥, 1993 & 1994; 이종기, 문수연, 박

경화, 안병준, 2007; 하윤홍, 2006; Amenkhienan & Smith, 2003;

Aronson & Silveira, 2009; Elkins, 2014; Miller, 1994; Zhang, Wang,

Xu, Guan, & Bai, 2013), 실험 등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탐구 활

동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과학 영재아나 대학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들이다. 또한, 고

등학생들에게 친숙하지 않는 실험 재료나 실험 소재, 실험 시약 등 실험

과정의 안전성 문제, 제한된 수업 시간에 수행하기에는 실험 시간이 긴

점, 실험 기법이나 실험 기구 등이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에 구비하기 힘

든 점 등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전공 분야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하여, 현대 분자

생물학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DNA, 유전자, 단백질을 통합적으로 이

해하고 분자생물학의 기본적인 실험 기법을 학습할 수 있는 실험 콘텐츠

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단일 염기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은 한 개의

염기가 치환됨으로써 개인에 따라 표현되는 형질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

상이다. SNP를 분석하는 과정은 유전체 DNA 추출, SNP를 포함하는 일

부 유전자 DNA의 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에 의한 증폭, 제한 효소 처리, 젤 전기영동 등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분자생물학의 기본적인 실험들이 수행된다. 학생들이 특정 형질의

개인별 SNP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자생물학의 기본적인 실험 기법을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NA의 구조와 성질, DNA와 유전자의 관

계, 유전자와 단백질과의 관계, DNA 변이에 의한 형질의 차이 등 DNA,

유전자, 단백질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 진로를 선택한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전공 분야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수행할 수 있는 분자생물학

분야의 탐구 실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우선, 일반계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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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수행하기 힘든 제약점인 분자생물학 실험이 가지는 긴 실험 시

간, 시약 구입의 불편함과 안전성 확보, 복잡하고 정밀한 실험 기구, 고

가의 실험 기구, 복잡한 실험 기법, 실험 소재 및 학습 주제 선정의 어려

움 등을 고려하여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을 수립하

였다. 교수․학습 접근 전략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의 문헌 연구 및

생명과학 교사들의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분자

생물학 탐구 학습 프로그램 및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 선행 연구 분석 등

을 통하여 주안점을 탐색하여 수립하였다. 수립한 교수․학습 접근 전략

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과학 탐구 학습 모형을 분석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자생물학 탐구 교수․학

습 모델을 고안하였다. 분자생물학 탐구 교수․학습 모델의 실험 콘텐츠

로서 일련의 연속적인 6종류의 실험으로 구성된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을 수업 목적

과 대상에 따라 재구성하여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Ⅰ～Ⅲ으로

개발하였다.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은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교

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DNA, 유전자, 단백질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중심

으로 하는 분자생물학 개념과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010년～2012년에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

램Ⅰ～Ⅲ을 정규 교실, 방과후 학교 교실, 과학 동아리 교실에 각각 적용

하여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수행 가능한 탐구 실험 활동인지,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으로 적절한지, 과학 분야의 진로 교육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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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전공 분야 기초 소양으로서의

분자생물학 개념 향상 및 분자생물학 분야의 탐구 능력 향상을 위한 분

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분자생물학 실험 경험이 부족한 일반계 고등학생 대상 분자생물학 탐

구 실험을 위한 교수․학습 접근 전략을 수립하고, 분자생물학 탐구 학

습 모델 개발 및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을 개발하였다.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수록된 분자생물학 관련 내용 요소와

탐구 활동 유형을 분석하고, 국내외 분자생물학 관련 탐구 학습 프로그

램과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생명과

학 교사들의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자생물학

분야의 탐구 실험 활동의 필요성을 확보하였다. 이론적 연구 결과에 기

반하여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의 주안점을 추출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6단계의 분자생물학 탐구학습 모델을 구안하였다.

6단계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의 구성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일

련의 연속적인 6종류의 실험으로 구성된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

험 수업 모듈을 개발하였다. 실생활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내용을 학

습 주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개념을 확인하고, 분자생물학 탐

구 과정과 탐구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

으로 구성된 실험 모듈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

는 숙취 현상의 개인적인 차이를 학습 주제로 하였으므로, 학생들의 학

습 동기가 유발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젤 전기영동, PCR, 제한 효소

처리 등의 일련의 연속적인 실험을 통하여, DNA를 중심으로 하는 분자

생물학의 기본 개념과 탐구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6종류의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을 수업 목적과 대

상에 따라 다양하게 재구성하여,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Ⅰ～Ⅲ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을

정규 교실, 방과후 학교 교실, 과학 동아리 교실에 각각 적용하여,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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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자료 활용 가능성,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의 적절성, 과학 동아리 교

실의 과학 분야 진로 탐색 자료 활용성 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나타난 분자생물학 관련 내용 요소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수록된 분자생물학 관련 탐구 활동 분석, 고

등학교 생명과학 교사들의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

국내외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프로그램 및 실험 기법 탐색의 문헌 연

구와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의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을 수립한다.

2.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분자

생물학 탐구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한다.

3. 분자생물학 탐구 교수․학습 모델에 기반하여 DNA, 유전자, 단백질

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을 개발한다.

4. ALDH2 다형성 확인탐구 실험 수업 모듈을 재구성하여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에 적용하여,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수행 가능성, 정규 교실 탐구 활동 자료 활용 가

능성,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적절성, 과학 분야 진로 탐색 효과를 검

증한다.

연구의 개요는 <그림 Ⅰ-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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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현대 분자생물학

의 급격한 발전

•분자생물학 관련

과학적 소양 지

식 증대

•분자생물학 분야

전공 기초 소양

탐구 활동 필요

⇛

•분자생물학 학습의 어려움

- 추상적인 분자생물학 개념

-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 기

기에 대한 이해 부족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활

동 자료 부족

⇛

• 일반계

고등학

교 분자

생물학

교수․

학습 방

법 개선

⇩

연구

목적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 분석

⇩

연구

내용

이론적 연구

⇛

연구 실행

1. 현대 분자생물학 발전 내

용 조사

2.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

에 반영된 분자생물학 내

용 요소 분석

3. 국내외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프로그램과 실험 기

법 관련 선행 연구 분석

4. 과학 분야 탐구 학습 이론

및 학습 주제 탐색

1.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전략 수립을 위하여 2009 개정 교

육과정 교과서의 탐구 활동 분석

및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의 탐구

활동 인식 조사

2. 분자생물학 탐구 교수․학습 모델

개발

3.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개발

4.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

해를 위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그림 Ⅰ-1>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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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필요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해 : DNA의 구조와 성질, DNA

와 유전자의 차이, 유전자의 기능,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유전자와 형

질 발현, 대립 유전자 등 생명과학Ⅱ 교과 유전자와 생명공학 단원의 유

전자 중심설과 관련된 DNA, 유전자, 단백질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이

해를 의미한다.

•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 : 분자생물학 실험 경

험이 부족한 일반계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분자생물학 실험이 가지는 제

약점인 긴 실험 시간, 시약 구입의 불편함과 안전성 확보, 복잡하고 정밀

한 실험 기구, 고가의 실험 기구, 복잡한 실험 기법, 실험 소재 및 학습

주제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분자생물학 실험이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고안한 교수․학습 접근 전략을 의미한다.

•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 :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

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탐구 실험 모형 중 프로젝트 기반 학습

(Project-Based Learning)과 탐구 기반 학습(Inquiry-Based Learning) 모형

을 분석한 후,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에서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안한 학습 모형이다. 교육과정과 일상생활 연계,

학습 동기 유발, 탐구 경험, 지식의 구조화, 반성, 효과의 6단계로 구성된다.

•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 ALDH2의 단일 염기

다형성을 확인하기 위해 DNA 추출, 표적 DNA 증폭, 제한 효소 처리,

젤 전기영동 등 일련의 연속적인 탐구 실험 활동으로 구성된 실험 수업

모듈이다.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의 각 단계별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일반계 고등학생 대상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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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6종류로 수업 모듈화 하였다.

•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 :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의 수업 목

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ALDH2 다형성 확인 탐

구 실험 수업 모듈을 재구성하여 3종류의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프

로그램Ⅰ은 정규 교실, 프로그램Ⅱ는 방과후 학교 교실, 프로그램Ⅲ은 과

학 동아리 교실에 적용되었다.

• 분자생물학 분야 예비 과학자 체험 프로그램 :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Ⅲ을 직업 현장과 연계하여 체험 중심의 과학 분야 진로 프로그

램으로 개발하고 분자생물학 예비 과학자 체험 프로그램(Pre-Scientist

Experience Program, PSEP)으로 명명하였다. 분자생물학 PSEP는 프로젝트

형태의 탐구 실험 수행, 축제나 축전의 발표 활동, 실제 연구 중인 과학

자 초청 강연, 실험실 탐방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4. 연구의 제한점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들의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

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고

등학교 생명과학 교사들의 인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 대상 학생들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모든

일반계 고등학생들에 대한 연구 결과로 보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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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분자생물학의 주요 발견

분자생물학은 생명공학 연구, 생물정보학 연구, 유전자 발현과 조절 연

구 등 현대 생물학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학문이다.

1953년 왓슨과 크릭에 의해 DNA의 이중 나선 구조 모델이 밝혀진 이후

분자생물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후 분자 수준의 생명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 기법 등이 고안되었다. 2003년 인간 유전체

사업이 완성되면서 분자생물학 분야는 컴퓨터 기술과 접목하여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분자생물학이 현대 사회와 산업에 미치

는 영향으로 볼 때 학문이 발전한 기간은 짧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고 볼 수 있다. 분자생물학의 태동 배경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발

견 내용을 <표 Ⅱ-1>과 같이 정리하였다.

DNA 이중 나선 구조의 발견은 분자생물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는

데, DNA 구조를 발견한 과학자인 왓슨은 자신의 책을 통하여 당시 상

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이한음 역, 2014). 왓슨은 물리학자

인 슈뢰딩거의 저서인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깊은 감명을 받고 유전 물

질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이후, 에이버리와 동료들이 검증한 폐

렴쌍구균을 사용하여 DNA가 유전물질임을 확인한 실험과 라이너스 폴

링의 단백질의 알파 나선 구조 발견에 영감을 얻고 특히, 윌킨스의 지원

으로 프랭클린의 DNA의 X-선 회절 사진을 통하여 동료인 크릭과 함께

철골 구조로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DNA 구조의

발견이 분자생물학에서 중요한 시발점이란 것을 볼 때 당시의 과학계의

분위기와 DNA 발견과 관련된 배경 지식은 학생들에게 과학과 과학 발

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에 유용한 학습 소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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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분자생물학의 주요 발견(이한음 역, 2014; 김해영 역, 2013).

연도 발견 내용 과학자 또는 단체

1928년 폐렴쌍구균의 형질 전환 실험 그리피스

1944년 폐렴쌍구균의 유전물질 확인 실험 에이버리와 동료들

1950년 단백질의 알파 나선 구조 규명 폴링

1952년 박테리오 파지의 유전 물질 확인 허시, 체이스

1953년 DNA 삼중 구조 제안 폴링

1953년 DNA의 X-선 회절 사진 프랭클린

1953년 DNA 이중 나선 구조의 발견 왓슨, 크릭

1956년 DNA 중합효소Ⅰ 발견 아서 콘버그

1957년 중심 원리(Central Dogma) 제안 크릭

1958년 DNA 반보존적 복제 실험 메셀슨과 스탈

1960년 제한 효소 발견 네이선스

1966년 DNA 암호 해독
니런버그, 고빈드 코

라나, 로버트 훌리

1972년 최초의 DNA 재조합 분자 합성 폴 버그

1973년 최초의 유전자변형 식물체 합성 코언, 보이어

1977년 DNA 염기서열 분석법 발견 생거, 맥삼, 길버트

1983년 중합효소 연쇄반응 기술 발견 뮬리스

1990년 유전자 치료 NIH

1995～

2000년

인플루엔자, 효모, 선충, 애기장대

게놈 분석
6개국 컨소시엄

2003년 인간 유전체 사업 완성 셀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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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이중 나선 구조의 발견 이후 DNA, RNA, 단백질 등 분자 수준

의 물질을 다루기 위한 실험 기구나 기법 등이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다.

1960년 미국의 네이선스가 DNA를 자르는 제한 효소를 발견함에 따라,

DNA의 특정 부위를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가위처럼 자를 수 있게 되었

다. 1972년 미국의 폴 버그는 바이러스와 대장균의 DNA를 연결하여 최

초의 재조합 DNA를 만들면서 DNA를 조작하게 되었다. 1977년 미국의

보이어는 인간의 유전자를 대장균에 삽입하는데 성공하면서 유전 물질의

인위적 조작이 가능해졌고, 동물, 미생물, 식물에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

과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기술이 개발되어 유전공학 기술이 발전하게 되

었다. 이후 단일클론항체, 세포 및 조직 배양, 유기 합성 등 실험 기법과

기술의 발전으로 생명공학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 제

한 효소, 재조합 DNA와 생명공학 기술은 생명공학이 발전하게 된 초기

의 기술로서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생명공학 분야의

과학적 소양이나 전공 분야 기초 소양으로서 학습해야 할 내용이 될 것

이다. DNA 재조합 기술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분자생물학이 도입

된 이후 현재까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1983년 미국의 뮬리스는 원하는 DNA만 선택적으로 증폭하는 기술인

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고안하여 분자

생물학 실험 기법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1984년 영국의 알렉 제프리는

DNA가 사람의 지문처럼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DNA

지문법을 고안하였다. DNA 지문법은 적절히 처리한 DNA 시료를 젤 전

기영동을 하였을 때, 사람에 따라 DNA가 다르게 분리되는 원리를 이용

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기법으로서, 오늘날 범죄 수사나 친자 확인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1977년 미국의 맥삼과 길버트, 영국의 생거는 DNA

염기 배열을 알아내는 방법인 DNA 서열 분석 방법을 개발하였다. DNA

서열 분석법은 생물의 유전체를 밝히기 위해 많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유전자 치료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1994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은 유전자 조작으로 잘 물러지지 않는 토마토를 판매하는 것을 승

인하게 되면서 이후 생산성이 높거나 제초제 내성, 해충 내성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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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식품(GMO)이 대거 시판되고 있다. GMO는 전통적인 육종보

다 경제적이고 간편한 방법으로 인류 전체의 고민인 식량 문제를 해결한

중요한 과학 기술이 되고 있으며, 먹거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실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90년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유전체를 밝히는

연구가 국제 컨소시엄에 의해 시작되었고, 1995년 이후 인플루엔자, 효

모, 선충, 애기장대 등의 유전체가 해독되면서 생물학과 컴퓨터 기술이

접목한 분야인 생물정보학이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다. 2003년 미국 셀레

라사에 의해 인간 유전체 사업이 완성되면서 인간의 유전체 정보가 밝혀

지게 되었다. 현재 생물정보학은 포스터지놈 시대를 맞이하여 생물학뿐

만 아니라, 의학, 보건 등 산업 전반에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현대 사회는 GMO 식품, 전염병 진단, 맞춤 의학, 친자 확인 등 개인

의 일상생활에서도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을 위해 분자생물학 지식이 필

요해지고 있다. 또한, 신문이나 뉴스에 등장하는 DNA 염기 서열 분석,

유전자 증폭, DNA 지문 분석, 유전체 연구 등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 등

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에서도 이러한 분자생물학 내용을 반영하여 현대 시민이 갖추어야 할 과

학적 소양과 이공계 분야 전공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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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분자생물학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 일제의 잔재를 시급히 제거하고 국민으로서 갖

추어야 할 요목을 중심으로 급히 교수요목이 만들어져 사용되었다(194

6～1954). 교육과정의 기틀이 된 제1차 교육과정(1954～1963) 이후 외국

의 교육 동향과 현대 사회의 발전을 학교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여려 차

례의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교 교육의 방

침을 정하고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여 왔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멘델 법칙을 중심으로 한 유전학은 교수요목기 때부터 교육과정에 반

영되었다. 하지만, DNA를 중심으로 하는 분자생물학이 교육과정에 본격

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제4차 교육과정(1981～1987) 부터이다(정

완호, 1977 & 1985; 정용재, 안수연, 1984; 조은경, 2010). 교육과정에 포

함된 분자생물학 내용은 유전물질로서의 DNA, DNA 복제, 유전자 중심

설을 중심으로 하는 전사, 번역 과정, 형질 발현 조절, 생명공학 기술 등

으로서 DNA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교육과학기술

부, 2011). 교과서에 수록된 분자생물학 내용은 ‘생명과학Ⅱ’ 교과의 내용

요소를 기준으로 볼 때 ‘유전자’와 ‘생명공학’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두 내

용은 교육과정에 따라 합해지거나 분리되기도 하였다.

국가교육과정센터 웹사이트(http://ncic.re.kr)의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나타난 분자생물학 내용 요소를 분석하면 <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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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교육과정에 나타난 분자생물학 관련 내용 요소

( ○ : 반영)

구

분

내

용

요

소

교육과정

제
4
차

제
5
차

제
6
차

제
7
차

2007
개정

2009
개정

생
물
Ⅰ

생
물
Ⅱ

과
학
Ⅰ
상

생
물

공
통
과
학

생
물
Ⅰ

생
물
Ⅱ

과
학

생
물
Ⅰ

생
물
Ⅱ

과
학

생
명
과
학
Ⅰ

생
명
과
학
Ⅱ

과
학

생
명
과
학
Ⅰ

생
명
과
학
Ⅱ

유
전
자

유전물질 ○ ○

핵산의 성분/DNA 구조 ○ ○ ○ ○ ○

유전자의 역할/유전 암호 ○ ○ ○ ○

DNA, 유전자, 염색체 ○ ○ ○ ○ ○

DNA 복제 ○ ○ ○ ○ ○ ○

유전 정보 전달/단백질의 합성 ○ ○ ○ ○ ○ ○ ○

형질 발현 조절/오페론설 ○ ○ ○ ○ ○

생

명

공

학

유전 공학 개념/생명공학 ○ ○ ○ ○

유전자 재조합 ○ ○ ○ ○

세포 배양/조직 배양 ○

동식물 종자 개량/가축개량 ○ ○

동물 복제 ○

식품 안정성/GMO ○ ○ ○

단일 클론 항체 ○ ○

인공 장기/장기 이식 ○ ○ ○

생명공학과 산업 ○

생물학의 주요 발견 ○ ○

생명공학 발달 과정/가능성/미래 ○ ○ ○ ○

생물학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 ○ ○

세포 융합 ○ ○ ○ ○

핵치환/핵이식 ○ ○ ○ ○

유전자 조작 ○ ○

생명공학 기술의 응용 ○ ○ ○

생명 윤리/생명과학 쟁점 ○ ○ ○ ○

유전자 치료 ○

전기영동 ○

PCR ○ ○

맞춤 의학 ○

생물정보학 ○

인간 유전체 사업 ○

줄기 세포 ○

계
0 6 0 8 5 3 2 0 6 10 13 1 11 8 3 13

6 8 10 16 2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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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교육과정(1981～1987)은 학문 중심이었던 제3차 교육과정과 인

본주의 교육 사조와의 조화를 강조한 시기이다. 분자생물학 내용은 ‘생물

Ⅱ’의 ‘유전’ 단원에서 유전 물질과 핵산, DNA 복제, 유전 정보 전달, 형

질 발현, 오페론설이 다루어졌으며, ‘형질 발현과 그 조절’ 단원에서 유전

자 재조합이 일부 다루어졌다. 교과서에 수록된 분자생물학 수준의 강조

도가 44.2%로 가장 높고, 주제별 강조도가 20.2%로 세 번째로 높게 나

타났다는 선행 연구 결과처럼(정용재, 안수연, 1984), 제4차 교육과정의

분자생물학 학습 비중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희형(1985)도 고

등학교 생물과정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조사한 연구에서, 총 137개 개념

중 단백질 합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전 영역이 13개 영역

중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분석되었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제3차 교육과정과 달리 제4차 교육과정은 생명 현상을 분자 수준

에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완호(1985)는 당시 고등학교 교육

환경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분자생물학 내용이 탐구 실험보다는 이론

중심으로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 이해할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밝

혀, 분자생물학 학습이 탐구 활동보다 설명 위주의 이론 수업으로 이루

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5차 교육과정(1987～1992)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의 지나친 학문 중

심 교육과정을 비판하고 과학이 기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

을 다루는 STS 관점을 도입하면서, 실험․실습 기능의 육성이 강조되었

다. 분자생물학은 ‘생물’ 과목의 ‘유전’ 단원에서 유전 물질, DNA 구조,

DNA 복제, 유전 정보의 전달, 형질 발현의 조절이 다루어졌으며, 제4차

교육과정과 달리 유전 공학의 개념 및 활용이 유전학의 이용 단원으로

별도로 배치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 교과서는 흥미와 호기심 증진의 목

적으로 ‘읽을거리’를 구성할 수 있었는데, 홍정수, 여성희, 장남기(1991)의

교과서 분석 연구에 의하면 DNA 구조의 발견, 유전 암호의 해독, 유전

자 치료, DNA 복제 과정 등이 읽을거리로 소개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은 탐구 활동을 강조하면서 토의, 조사 활

동 등을 통하여 실생활에서도 과학과 기술에 대한 가치관을 갖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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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을 적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조은경, 2010). 이러한 관점

하에 ‘생물Ⅱ’의 분자생물학 내용을 지나치게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고 형

질 발현의 조절이 다루어지지 않는 등 분자생물학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

으며, ‘생명의 연속성’ 단원에서 유전자와 형질 발현, 유전학의 응용을 다

루고 생명공학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았다(조은경, 2010). 이것으로 볼 때,

제6차 교육과정이 전공 분야 기초 소양으로서의 분자생물학 학습의 기회

가 가장 축소된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생활에서의 과학적 소양 함양을 강조하면서 문․이과 공통

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학’과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생물Ⅰ’ 교과의

‘현대 과학과 기술’과 ‘현대 생물학과 인간의 미래’ 단원에서 분자생물학

내용이 다루어졌다. 비슷한 시기의 미국의 BSCS 통합 권고안에서도 유

전적 연속성 분야의 생물학적 소양을 목적으로 생명공학 기술 관련 학습

이 포함되었다(구수정, 김영신, 김병석, 이성조, 정완호, 2000). ‘과학’에서

는 주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하여 용어 수준에서 다루어졌다(류면옥,

1999). 정영란과 계보아(1998)가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교사들은 생명공

학에 대한 이해가 높지만 학생들은 낮다고 분석되어, 고등학생들의 생명

공학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생물Ⅰ’은 ‘현대 생

물학과 인간의 미래’ 단원에서 에이즈, 암, 단일항체, 인공 장기 등 질병

치료에 관한 생명공학 관련 내용이 다루어졌다. 하지만, ‘생물Ⅰ’의 분자

생물학 학습도 선행 연구로 보아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박원혁과 황승아(1997)는 분자생물학 및 생명공학 관련 내용들이 교과서

에 주로 텍스트로 제시되고 있으며, 탐구 활동 또한 자료해석, 토론 등

구체적인 경험을 체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신영준과

정완호(1995)가 ‘생물Ⅰ’을 이수한 고등학교 3학년 문과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생명공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예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제7차 교육과정(1997～2007)은 제6차 교육과정의 개혁을 계승하면서

수준별 심화․보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탐구 활동이 강조되었다.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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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측정, 추리, 예상, 자료수집 및 처리의 기초 탐구 기능과 가설설정,

실험설계, 변인통제, 실험수행, 자료변환, 자료해석, 결론도출의 통합 탐

구 기능 학습을 통하여, 탐구 방법을 습득하고 탐구 활동 수행 능력과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07).

‘생물Ⅱ’는 이공계열 학생들의 심화 선택 과목이 되었으며, 분자생물학

관련 내용은 유전자와 생명공학 내용으로 분리되어 다루어졌다. ‘유전자

와 형질 발현’ 영역에서, 핵산의 구성 성분, DNA의 이중 나선 구조,

DNA 복제, 유전자의 역할, 유전 정보의 저장 및 전달, 단백질 합성 과

정 및 유전자 발현의 조절 등 DNA 관련 개념이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

어졌다. ‘생물학과 인간의 미래’ 영역에서, 세포 융합, 핵치환, 유전자 조

작 등 생명공학 기술 및 생명공학 기술의 응용, 생명 윤리와 같은 생명

공학의 문제점, 인류가 직면하는 질병과 노화, 환경오염 등과 관련된 생

명과학의 가능성 및 전망 등 현대 생물학 내용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었

다. 하지만, 학생들은 분자생물학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학습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심재호, 정은영, 김주훈(2006)은 학생들이 ‘생물Ⅱ’의 5개 단원에서 ‘생

물학과 인간의 미래’ 단원이 가장 흥미가 높고 가장 어려워하지 않았으

며, ‘유전자와 형질 발현’ 단원은 ‘물질 대사’ 단원에 이어 두 번째로 어

려워하나 학습에 대한 흥미는 두 번째로 높다고 연구에서 밝혔다. 하지

만, 이충현과 김영수(2010)는 교과서에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의미와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이 단순히 이용 사례를 설명하고 생명공학 기술과

유전자, DNA 등 관련 개념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

고 분석하였으며, 교과서의 체계적으로 구성된 분자생물학 분야 지식과

젤 전기영동이나 PCR 등 생명과학 실험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

교과서에 수록될 것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충현과 김영수(2011)는 이공

계열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의 생명공학 기법이나 기술 등 생명공학 분야

의 인식이 낮다고 연구에서 밝혔는데, 이로 보아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

서를 통한 분자생물학 분야 학습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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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분자생물학 관련 탐구 활동 분석 선행 연구에서도 실생활과 관

련된 소재로 학생들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심재호 등, 2006; 이종기, 박경화, 2007), 구체적인 체험 중

심의 적절한 탐구 활동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과학’ 과목에서 과학적 소양 함양을 강조하

고 있다. 하지만, 분자생물학 내용은 강조되지 않았고 다만, 지식 영역의

4분야인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중 생명의 생식 단원에서 읽을

거리 형식으로 ‘인간 복제’ 등의 내용이 소개되었다. ‘생물Ⅰ’은 ‘생명과학

과 인간의 생활’ 단원에서 생물학과 인간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DNA

구조의 발견,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언급하고 조직 배양, 핵치환, 세포

융합, 유전자 재조합 등의 생명공학 기술을 주로 이론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자료 해석, 토의 등의 탐구 활동이 포함되었다(유미정 등, 2005;

이종기․박경화, 2007). 하지만, 이충현과 김영수(2011)는 제7차 교육과정

‘과학’과 ‘생물Ⅰ’을 이수한 고등학생들이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연구에서 밝혔으며, 교과서의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설명이 부족

한 것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로 보아, 고등학생들의 생명공학 분

야에 대한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교과서에 생명공학 기술과 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적절한 탐구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학습량 과다와 이공계 기피

현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행되었다. 이를 위해 중복된 단원

이 통합되고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

고 특히 창의성이 강조되었다(조은경, 2010). 하지만, 곧이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생명과학Ⅱ에서 전공 준비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과학’ 과목에서 다루어진 생명공학 내용을 중복하되 젤 전기영동, PCR

등 생명공학 기술이 심화된 내용으로 소개되었다. 유전자와 생명공학 단

원은 합해졌으며, ‘유전자와 형질 발현’ 내용으로 핵산의 구성 성분과

DNA의 구조 및 복제 과정, 유전자로부터의 단백질 합성 과정, 유전자

발현의 조절 과정 등을 학습하고 DNA 모형 만들기, DNA 추출 및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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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유전자 발현 과정 모의활동 하기 등 과학 실험과 조작 활동 중심

의 탐구 활동이 소개되었다. ‘생명공학’ 내용으로 유전자 조작, 세포 융

합, 핵치환, 전기영동, PCR 등 생명공학 기술의 원리 학습, 생명공학의

발달 과정과 가능성, 생명공학의 쟁점이 포함되었으며, 탐구 활동으로 유

전자 재조합 모의 활동하기, 생명공학의 전망 토의하기, 생명 윤리 쟁점

에 대한 의사 결정하기 등이 제안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는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현대 생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생명공학 내용이 진로와 무관하게 많이 포함되어 ‘과학’에도

포함되었다. ‘유전과 진화’ 단원에서 유전자와 염색체의 개념을 소개하고

DNA 구조가 간략하게 제시되었다. ‘생명 과학과 인간의 미래’ 단원에서

생명 과학의 발전, 생명 과학 연구 기술, 생명 과학의 실생활 이용, 생명

과학이 미치는 영향, 생명 과학 관련 쟁점 등 의사 결정을 위한 과학적

소양 학습이 가능하고, 핵이식, 유전자 재조합, 세포 배양, 세포 융합, 동

물 복제, 형질 전환, 유전자 치료, 장기 이식 및 인공 장기, GMO 등 생

명공학의 이용 사례를 학습할 수 있다. 교육과정 해설서(교육과학기술부,

2009)에는 10학년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학’ 과목의 분자생물학 내용이

‘생명과학Ⅰ’과 ‘생명과학Ⅱ’의 개념들과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DNA와 같은 추상적 개념 학습을 위해서 구체적 조작 활동을 포함한 탐

구 활동을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단순히 이론적인 학습 형

태를 지양하고 있다.

‘생명과학Ⅰ’은 인체를 중심으로 한 생명과학 현상을 다루게 되어 있어

분자생물학 관련 내용은 매우 적은 양을 포함하고 있었다. ‘유전 형질의

전달’ 단원에서 유전자, 염색체, DNA의 관계를 비교하는 내용만 포함되

어 있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2011～현재)은 융합형 교육과 첨단 과학 내용이

강조되었다. 모든 과학 과목은 선택 과목이 되어 ‘생명과학Ⅱ’의 선택도

학교에 따라 자유로워졌다.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다른 점은 ‘유전자와

형질 발현’ 내용에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형질 발현의 조절 과정, 세

포 분화와 기관 형성과 관련된 형질 발현의 조절 과정 등이 자세하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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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으며, ‘생명공학’ 내용에서도 재조합 DNA, DNA 염기 서열 분석

법, 젤 전기영동, PCR, 인간 유전체 사업, 생물정보학 등 생명공학 기술

이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짐으로써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생명공학의 기술과 이용에서 첨단 생

명공학 기술 내용을 학습한 후에 과학 윤리를 다룰 수 있도록 구성되어,

유전자 치료, 복제 생물 등 유전체 연구와 관련된 사회적․윤리적 문제

에 대한 올바른 의사 결정을 위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탐구 활동은 DNA 모형 만들기, DNA 추출 및 분리, 유전자 발현 관련

연구의 활용, 유전자 재조합 모의 실험하기, 생명공학의 전망 토의, 생명

윤리 쟁점에 대한 의사결정하기 등으로 최신 연구와 관련된 탐구 활동이

추가되었다.

2007 개정 이전까지 필수 과목이었던 ‘과학’ 교과는 2009 개정 교육과

정에서 선택 과목이 되었다. ‘과학’ 교과 ‘생명의 진화’ 단원에서 염색체,

유전자, DNA의 개념, 유전 암호 체계, 유전자의 전달 등 DNA와 관련된

분자생물학 내용이 소개되고, ‘인류의 건강과 과학 기술’에서 생명공학

등 현대 사회의 실생활과 관련된 첨단 과학 내용이 ‘과학’ 과목의 목표에

맞추어 소개되었다. 생명공학 기술은 식량 증산과 가축 개량을 위한 유

전자 재조합, GMO를 비롯하여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맞춤 의학,

유전자 치료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인간 유전체 사업을 읽기 자료로 소

개하는 등 첨단 생물학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탐구 활동의

80% 이상이 생각해 보기로 되어 있어 분자생물학 개념에 대한 흥미 유

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화정, 김남희, 홍보라, 심규철, 2012). 하

혜정, 박현주, 김종희, 손정우, 김용진(2012)이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종

전의 ‘생물Ⅱ’의 내용을 ‘과학’ 과목의 목표에 맞추어 어느 수준에서 가르

쳐야 할지를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생명과학 교사들이 많아서, 적절한 교

수․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생명과학Ⅰ’은 2007 개

정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단원에서 DNA, 유전자,

염색체 관계 관련 학습을 간단히 다루고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우리나라에 분자생물학이 적극적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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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된 것은 제4차 교육과정(1981～1987) 부터라고 볼 수 있다. 제3차 교

육과정(1973～1981)에는 주로 유전 법칙과 관련된 유전학 내용만 포함되

고 분자생물학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정완호, 1977; 정용재, 강문주,

1980).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우리나라 과학교육계에서 미국의 BSCS

황색편에 수록된 유전적 연속성, DNA 재조합 등 분자생물학 학습 분석

연구가 수행되고, DNA의 구조, 단백질 생합성, 젤 전기영동 등 분자생

물학 실험 내용을 다룬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보아(강순자, 1980; 이민

재, 1970; 이형환, 1980; 정완호, 1977; 정용재, 노재영, 1977; 정용재, 정

민혜, 1982; 최기선, 1968; 하두봉, 1979), 분자생물학을 중등 학교 현장에

도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첨단 학문에 대한 교사나 학생

의 교수․학습에 어려움이 있고 수업 시수 부족 등의 이유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정완호, 1977).

교육과정에 나타난 분자생물학 내용 요소를 분석하여 볼 때, 우리나라

는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현대 과학의 내용을 중등 교육 현장에 반

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분자생물학 관련 내용은 현재

시행중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가장 많은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분자생

물학 관련 과학적 소양 학습이나 이공계 전공 분야 기초 소양 학습으로

서 그 내용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봤을 때 결코 적지 않은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김중복 역, 2013). 하지만, 분자생물학의 추상적 개념 향상을

위한 구체적 체험 중심의 탐구 활동은 부족해 보이며, 현대 생물학 분야

의 과학적 소양과 전공 분야 기초 소양 학습을 위해 과학적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적절한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 자료의 개발이 필요해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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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 탐구와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선행 연구

3.1 과학 탐구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는 과학 탐구에 대하

여 과학자들이 자연 세계를 연구하고, 연구 결과 나타난 증거에 기반하

여 자연 세계에 대한 설명을 제안하는 방법이며, 또한, 학생들이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

의한 바 있다(NRC, 1996). 학생들이 과학자의 연구 방법과 같은 과학적

탐구 과정을 경험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탐구 활동은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며 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학습한 과학 개념을 확인하거나 과학 탐구

능력도 길러질 수 있다. 과학 탐구 기능은 관찰, 분류, 측정, 추리, 예상,

의사소통과 같은 기초 탐구 기능과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

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와 같은 통합 탐구 기능으로 구분

할 수 있다(교육부,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 ‘생명과학Ⅱ’ 교과의 목표를 살펴보면, 과학 탐구

를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즉, 과학 이론이나 개념의 단순

암기나 설명식 수업 보다는 탐구 활동을 통해 생명 과학의 개념을 학생

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탐구 능력 배양을 위

해 실험실 또는 자연에서의 탐구, 즉 과학적 상황에 노출되어야 함을 강

조하고 있다. 그동안,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을 위해 모형, STS, 과학글

쓰기, 비유, 토의, 토론, 비디오, 과학사, 신문자료 등 다양한 탐구 활동이

개발되어 학습 효과가 검증되어 왔다(김동렬, 2008; 김윤희, 조은희,

2002; 문경원, 김영수, 2003; 신동훈, 정지이, 조은희, 2009; 조주인, 정미

선, 박원혁, 2005; 최지영, 안태인, 1994; 홍정림, 김미경, 장남기, 2001).

하지만,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활동이거나 이론적인 조사 활동으로 구성

되어 있어 과학 탐구 능력을 배양하는 자료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과학적 탐구 과정과 과학 탐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탐구 활동

으로는 실험이 있다. 분자생물학 실험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구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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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족 등 고등학교 실험실 환경에 제한점이 있다고 알려졌지만(한화정

등, 2012; 이종기, 박경화, 2007), 학생들의 분자생물학 분야 탐구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탐구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3.2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선행 연구

국내외에서 중등학교 대상 분자생물학 탐구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

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김수원, 2007; 박상익 등, 1995; 오현선, 이준

규, 2011; 유준희, 김학현, 2004; 유준희, 정구흥, 1993 & 1994; 이종기

등, 2007; 하윤홍, 2006; Amenkhienan & Smith, 2003; Miller, 1994)(표

Ⅱ-3). 국내외 분자생물학 탐구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초기에는 분자

생물학 실험이 가능한 과학고를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

은 일반계 고등학교 실험실에서 안전하게 수행 가능하도록 실험 과정과

시간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국외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DNA 추출, PCR 증폭, 젤 전기

영동, SNP 타이핑 등의 실험 기법을 활용하여 효모의 아데닌 생합성 과

정, 페레시독신의 단일 염기 다형성 확인 실험, 법의학 과정 학습 등이

있다(Aronson & Silveira, 2009; Elkins, 2014; Palladino & Cosentino,

2001; Zhang et al., 2013). 하지만, 대부분이 대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으

로 실험 시간, 실험 재료 등에 있어서 고등학교 교실에 적용하기에는 다

소 어려움이 있다. 국내외 선행 연구 내용으로 보아, 탐구 실험을 위한

기기 및 기법 개선, 수업 콘텐츠 개발 등 탐구 활동 개발에 있어서 다각

도로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현재의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 분자생물학에

대한 과학적 소양을 넓히고 과학 분야의 기초 지식을 함양하는 것은 과

학 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이므로, 교육과정에 나타난 개념을 확인하고 활

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 교실에 적절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수업 자료

의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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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국내외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프로그램 선행 연구

저자 구분 내용

유준희

와

정구흥

(1994)

제목 재조합 DNA 기술에 관한 실험 교재의 개발과 적용

대상 과학 영재아, 교사

재료 대장균 플라스미드 DNA

기법 플라스미드 DNA 분리, 전기영동, 라이게이션, 형질 전환

특징 프로젝트 형태 연속 실험이나 무균실, 멸균실 시설 필요

박상익

등

(1995)

제목 고등학교 생물의 유전 공학 개념 도입을 위한 실험 model

재료 Agrobacterium rhizogenes에 의해 형성된 모상근

활용

기법

균 배양, 무균 발아, 배지 조제 및 멸균, 균 접종, 균 감염

및 배지 치상

시설 무균실, 멸균실

특징
형질 전환 기초 실험 수업 자료로 개발되었으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았음

김수원

(2007)

제목
과학 영재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CPS 기반

생물정보학 활용 수업 모듈의 적용

대상 과학영재아

재료 초파리

기법 DNA 추출, PCR 증폭, 젤 전기영동, NCBI 검색

특징 CPS 기반 소수의 과학 영재아 대상 프로그램

이종기

등

(2007)

제목 첨단과학기술 지향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대상 중등 과학 교사

재료 실험 재료가 명시되지 않음

기법 DNA 추출, 전기영동, PCR, DNA 지문 실험, NCBI 탐색

특징 첨단 과학 분야의 강의와 실험으로 구성

Miller

(1994)

제목 Practical DNA technology in school

재료 람다 DNA

기법 DNA 추출, PCR 증폭, 젤 전기영동, NCBI 검색, 제한 효소

시설 인터넷 환경

특징

안전한 시약 및 실험 기구 제작으로 학교에서 실현 가능한

생명공학 실험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학생 적용 사례가 없

음, 메틸렌 블루는 염색 및 탈색 시간이 길어 제한된 수업

시간에 수행하기 어려움

Amen-

khienan

&

Smith

(2003)

제목
A web-based genetic polymorphism learning approach

for high school students and science teachers.

대상 고등학생, 과학 교사 대상

소재 닭(Gallus gallus)
기법 NCBI 검색

시설 인터넷 환경

특징
NCBI 뉴클레오타이드 데이터베이스 검색과 BLAST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종별 단일 염기 다형성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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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행 가능한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

실험기법 과학 개념 학습 과학 탐구 기능 학습

DNA

추출

DNA 구성, 뉴클레오솜 구조,

DNA 성질, 생체막 성분

마이크로피펫, 원심분리기, 교반기

등 실험 기구 사용법

젤

전기영동

DNA의 구조와 성질, 젤 전기

영동 원리, DNA 염색 원리

아가로스 젤 제작, DNA 마커 사

용, DNA 염색, DNA 밴드 해석,

대조 실험을 통한 통합 탐구 기능

중합효소

연쇄반응

DNA 반보존적 복제, DNA

중합 효소 성질, 프라이머,

PCR 원리

PCR 실험 기법, DNA 중합효소

처리, 프라이머 처리

제한

효소

처리

생명공학 기술, DNA 재조합,

핵산 분해 효소 기능, 세균의

방어 작용, DNA 지문 분석

원리, DNA 다형성

제한 효소 인식 부위에 따른 제한

효소 처리 및 완충 용액 사용

NCBI

검색

인간 유전체 사업, 생물정보

학, 유전체 사업, 단백질 입체

구조

자료 해석, 유전체 또는 단백질체

데이터베이스 검색, Cn3D, BLAST

등 프로그램 운영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분자생물학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피펫, 원심분리기, 교반기 등의 실험 기구와 젤 전기영동, PCR 등 분자

생물학 실험 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탐구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은 DNA 재조합, 핵융합, 핵치환, 유전자 조작, 마

이크로어레이, DNA 염기 서열 분석법 등 고등학생들이 수행하기에는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 김영희(2011)의 분자생물학 실험서 내용을 참고

하여, 일반계 고등학생 수준의 분자생물학 개념을 활용하고 탐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을 정리하여 보았다(표 Ⅱ-4).

<표 Ⅱ-4>의 DNA 추출 실험을 통하여 얻은 DNA는 기존의 교과서

에 소개된 DNA 추출 실험에서 얻은 DNA와 비교할 때 순수한 DNA로

서, 학생들은 정확한 DNA 추출 실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젤 전기영

동, 중합효소 연쇄반응, 제한 효소 처리,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검색 활동은 교과서에도 소개되고 있는 것

으로서 고등학생들에게 분자생물학 탐구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 28 -

4.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ALDH2 단일 염기 다형성

4.1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19세기 후반 존 듀이에 의해 경험 학습, 실천 학습이 강조된 이후 오

늘날까지,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 습득을 위해 학습에 주도적으로 참

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대 과학기술 사회에서 개인이 당면

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 습득을 위해 학

생들이 실생활과 관련된 학습 주제로 심도 있게 탐구해가는 체계적 학습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 있는 것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다.

Katz와 Chard(1989)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하여 혼자서 혹은 여

럿이서 특정 주제를 심도 있게 탐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Thomas, Mergendoller, Michaelson(1999)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5가

지 특징을 교육과정 중심, 질문의 중요성, 최종 산물 산출, 학습자 중심,

실생활 문제 해결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 교수 학습 연구 개발 기

관인 BIE(Buck Institute of Education)는 교육과정 중심 프로젝트 기반

학습 모델(Standards-focused Problem Based Learning)을 제안하였으며

(노선숙, 김민경, 임해미 역, 2006), 최근 <표 Ⅱ-5>와 같이 프로젝트 기

반 학습 모델에 있어서 8가지 필수 설계 요소를 제안한 바 있다(Larmer

& Mergendoller, 2015). 즉,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학

습자들이 능동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공동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과학 교과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다른

교과와 뚜렷이 구별되는 과학 탐구를 고려해야 한다. Krajcik 등(1998)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질문하기, 탐구 및 과정 설계, 탐구 기구 구

축 및 탐구 수행, 데이터 분석 및 결론 도출, 발표하기 등 과학 탐구 활

동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 수행 후 학생들이 수행한

탐구 과정에 대하여 <표 Ⅱ-6>과 같은 면담 문항으로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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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BIE(2015) 프로젝트 기반 학습 모델의 8가지 핵심 요소

8가지 핵심 요소 구성 내용

핵심 지식과 이해, 성공 기술
Key Knowledge, Understanding,

and Success Skills

교육과정에 근거한 핵심 지식과 이해(내용),

핵심 기술(사고, 문제 해결, 협력, 자기 조절)

문제나 질문에 대한 도전
Challenging Problem or Question

학습자 수준에서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해결해

야 할 문제나 답에 대한 의미 있는 질문. 질

문을 야기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한 질문이어

야 함

지속적 탐구
Sustained Inquiry

학생들에 의한 질문 발생, 자료 활용, 심화
질문 발생, 해답 발견 등 오랜 기간 능동적
이고 심화된 과정 수행

실제성
Authenticity

실생활 관련 내용으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방법, 도구, 기준을 사용하여 실제 상황을
만들거나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가 유발되어
야 함

학생의 능동적 참여 및 선택
Student Voice & Choice

교사의 안내와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학생
들이 스스로 산출물을 만들고, 활동을 수행
하고, 시간을 조절해야 함

반성
Reflection

학습한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했는지와 프로
젝트의 계획과 의미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비평과 변경
Critique and Revision

아이디어와 산출물의 수정 및 더 나은 탐구
수행을 위해 수행한 작업에 대한 피드백 기
회 제공

공동 산물
Public Product

교실 외의 사람들에게 제시하거나 프레젠테
이션 하기 위해 제작한 산출물을 통해 학습
한 내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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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Krajcik 등(1998) 프로젝트 탐구 과정 분석 면담 문항표

탐구 과정 문항

질문하기
Asking questions

•질문의 특성은 무엇인가? 기술적인가? 실험적인가?

•과학적 가치가 있는가?

•배경 지식에 기반 하여 수집하고 도출할 수 있는 것인가? 대

체 가능한 것인가? 예상이 되는 것인가?

탐구 설계 및

과정 설계
Designing

investigation and

planning

procedures

•고안한 설계 유형은 기술적인가? 실험적인가?

•변인의 수와 수준에 있어서 설계는 얼마나 복잡한가?

•고안한 측정 방법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가?

•얼마나 자주 측정할 것인가?

기구 구축 및

탐구 수행
Constructing

apparatus and

carrying out

investigations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가?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가?

데이터 분석 및

결론 도출
Analyzing data

and drawing

conclusions

•표, 그래프 등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가?

•결론을 내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

였는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했는가?

•결론을 자세하게 서술하는가?

발표하기
Presenting

findings

•결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결론을 내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가?

•발견한 내용을 실생활 또는 주변 생활 관련 배경 지식을 사

용하여 결론을 질문과 연관 지을 수 있는가?

•다른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또한, Stripling(2003)은 탐구 기반 학습(Inquiry-Based Learning)과 프

로젝트 기반 학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며 학생들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을 통하여 탐구의 본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표 Ⅱ-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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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Stripling(2003)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의 탐구 과정

탐구 기반 학습 단계별 탐구 과정 프로젝트 기반 학습 탐구 과정

연결
Connect

학생의 선지식과 연계,

배경 지식, 내용 습득

교육과정 연계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

의문
Wonder

질문 발생,

예상과 가설 생성

질문 유발

확장 가능한 추가 질문 생성

탐색
Investigate

가설 검증에 필요한 정보 탐

색 및 평가, 질문과 가설에

대한 정보 구상

학생의 능동적 참여․선택

자기주도적 활동

자료 수집․분석, 다양한 활동

심화 질문 발생

해답 발견, 시간 조절

구조화
Construct

선지식과 새로운 지식의 구조

화, 질문과 가설에 대한 결론

도출

최종 산출물 제작

표현
Express

학습 내용을 새로운 내용, 상

황에 적용, 타인과 내용 공유

를 위한 생각 표현

역할극, 발표 등 타인과 공유

반성
Reflect

학습 내용 반성,

새로운 질문 생성

학습한 내용 확인

더 나은 탐구를 위한 피드백 기회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분자생물학자들이 장

기간 수행하는 연구 활동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

반계 고등학생들이 분자생물학 분야의 전공 분야 기초 소양 학습을 위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 모형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계 고

등학생들은 분자생물학 실험 경험이 적어 실험 기기 및 기법, 실험 과정

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으므로, 분자생물학 분야 탐구 경험 학습을 위해

탐구 기반 학습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탐구 기

반 학습 모형을 적절히 활용하면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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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LDH2 단일 염기 다형성

단일 염기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은 DNA 복

제 실수나 자외선 등에 의해 일어난 DNA 손상 등이 원인이 되어, 단

한 개의 염기가 다른 염기로 치환되었으나 생명에는 치명적이지 않아 오

랜 세월 동안 누적되는 현상이다. 인간 유전체에서 SNP는 평균 1천 염

기당 1개꼴로 나타난다. SNP에 의해 개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형질은 ABO식 혈액형, 숙취, 피부색, 약물 민감도 등 생명에 지장을 주

지 않는 것부터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 등이 있다.

SNP를 확인하는 SNP 분석 기법은 친자 확인이나 범죄수사학 등에

활용하는 DNA 지문 분석, 개인별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 의학 등에

활용할 수 있다. DNA 지문 분석은 비암호화 부위에 존재하는 SNP 부

분을 DNA 마커로 지정하고, DNA 마커를 인식하는 제한 효소로 절단한

후 젤 전기영동을 하였을 때 나타난 DNA 밴드의 양상으로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실험 기법이다. 이 때 나타난 DNA 조각 다형성을 제한 효

소 절편 다형성(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이라고 한

다. 개인별 SNP를 확인하는 실험 과정은 구강 상피 조직, 모근, 혈액 등

에서 DNA 시료를 추출한 후, SNP를 포함한 일부 DNA를 중합효소 연

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으로 대량 증폭한다. PCR로 증

폭한 DNA 시료에 SNP를 인식하는 제한 효소를 처리한 후에 젤 전기영

동으로 DNA 밴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SNP 확인 실험을 고등학교 분자생물학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학생

들은 일련의 연속적인 SNP 확인 실험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 과학자들

이 자신의 연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 기법으로 밝혀나가는

연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 분자생물학 분야의 과학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과서에서 학습한 DNA 관련

개념과 실험 기법을 학습할 수 있다. 하지만, SNP 중에는 유전적 질환

이나 발암 유전자인 것들이 있어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

움을 줄 수 있으므로 친숙한 학습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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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알코올 체내 대사 과정

ADH : Alcohol Dehydrogenase 알코올 탈수소효소

ALDH : Aldehyde Dehydrogenase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Aldehyde Dehydrogenase, ALDH)는

ALDH1과 ALDH2의 두 가지 이형단백질(isoform)을 가진다. 이 중 미

토콘드리아에서 작용하는 ALDH2에 대하여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에

게서 다형성을 나타낸다(김성곤 등, 2005; 신상문, 2007; 정인원, 김 헌,

홍주봉, 지경환, 이규영, 2002; Guo, et al., 2008; Xu et al., 2007).

ALDH는 알코올의 중간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아세트산으로

분해하는 탈수소 효소이다<그림 Ⅱ-1>.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간 세포막

을 손상시켜 알코올성 간질환의 원인이 되며, 체내 ALDH의 기능이 떨

어진 사람은 숙취에 시달리게 된다.

ALDH2는 51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504번 째 아

미노산인 글루탐산을 지정하는 코돈 GAA의 첫 번째 염기인 G(구아닌)

가 점돌연변이에 의해 A(아데닌)로 치환되면 리신으로 번역되어 효소의

활성을 잃게 된다.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 환자 대상 연구에 의하면(Lee

et al., 2001), ALDH2의 정상인 유전자를 A, 이상인 유전자를 a라고 하

였을 때, 치환된 유전자의 동형접합(aa)의 경우 숙취 현상이 잘 해소되

지 않아 생활 속에서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며 한국인의 약 8.6%가 이

에 해당된다고 한다. 대립 유전자 중 하나만 치환된 이형접합(Aa)의 경

우, 음주는 가능하나 숙취 해소가 쉽지 않으며 한국인의 약 43%가 해당

된다. 두 유전자 모두 정상인 AA인 경우 음주 후 숙취 해소가 쉬워 술

을 잘 마시게 되며, 한국인의 약 48.4%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AA의 경우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ALDH2의

활성으로 음주 후 숙취에 대한 부담이 없어 음주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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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김성곤 등, 2005; 신상문, 2007).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생명과학Ⅰ의 음주와 건강 단원에서 소개되고 있

어 학생들에게도 친숙한 물질이다. 학생들은 ALDH2의 SNP를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DNA의 구조와 성질, DNA와 유전자의 차이, 유전자의

기능,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유전자와 형질 발현, 대립 유전자 등 생

명과학Ⅱ의 유전자와 생명공학 단원에 소개되고 있는 유전자 중심설을

중심으로 하는 분자생물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 학생들은

DNA, 유전자, 단백질, 형질에 있어서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연관성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은주, 2001; 정영란, 김은주, 2002; Lewis & Kattmann, 2004;

Lewis & Wood-Robinson, 2000). 학생들은 ALDH2의 SNP를 확인하는

실험 과정에서 추상적인 분자생물학 개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LDH2의 SNP를 확인하는 실험은 학생들이 자신의 DNA를 실

험 재료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개인별 숙취 현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 학습 동기 유발이 쉽다. DNA 추출, 젤 전기영

동, PCR, 제한 효소 처리 등 일련의 실험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분자생

물학 분야의 탐구 능력도 향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SNP는 사람마다 일란성 쌍생아를 제외하고 DNA의 염기

서열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DNA 염기 서열의 차이에 의한 단백질

의 다형성과 형질의 차이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흥미로운 학습 소재이다.

SNP를 확인해 가는 실험 과정은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을 경험할 수 있어 교과서의 유전자와 생명공학 탐구 학습에

있어서 좋은 탐구 실험 소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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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그림 Ⅲ-1>과 같은 연구 절차로 진행하였다.

<그림 Ⅲ-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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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생물학 실험 경험이 없는 일반계 고등학생 대상의 분자생물학 탐

구 실험을 위한 교수․학습 접근 전략을 수립하였다. 교수․학습 접근

전략의 주안점을 탐색하기 위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나타난 분자생물

학 관련 내용 요소를 분석하고 현행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 과

학,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교과서에 수록된 분자생물학 관련 탐구 활동

유형을 분석하는 문헌 연구 1을 수행하였다.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수행

가능한 분자생물학 실험 내용 및 실험 기법을 탐색하기 위해, 국내외 분

자생물학 탐구 학습 프로그램과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에 관한 선행 연구

를 탐색하는 문헌 연구 2를 수행하였다. 또한, 현재 분자생물학 수업을

지도하고 있는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헌 연구와 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반

계 고등학교 교실에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을 수립하였다.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모형을 탐색하였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과 탐구 기반 학습(Inquiry-Based learning) 모델의 구성 요소와 분자생

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6단계의 분자생물학 탐구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였다. 분자생물학 탐구 교수․학습 모델의 각 단계별 구성

요소를 충족하는 6종류의 일련의 연속적인 실험으로 구성된 ALDH2 다

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을 개발하였다.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을 수업 목적과 대상에 따

라 재구성하여,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Ⅰ～Ⅲ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을 3학년 정규 교실, 1, 2학년 방과후 학교 교실, 1, 2학년 과학

동아리 교실에 각각 적용하여,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수행 가능한 탐구

활동인지,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에 적용 가능한 탐구 프로그램인지, 과학

분야 진로 탐색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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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

로그램은 수업 목적과 대상에 따라 3종류인 프로그램Ⅰ～Ⅲ으로 개발되

었다. 2010년～2012년에 3학년 정규 생물Ⅱ 교실, 1, 2학년 방과후 학교

교실, 1, 2학년 과학 동아리 교실에 각각 적용하였으며(표 Ⅲ-1), 연구

대상 학생들은 분자생물학 실험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표 Ⅲ-1> 적용 대상 및 적용 프로그램

적용 시기 적용 교실 적용 대상 적용 프로그램 수업 시수(일)

2010 정규 생물Ⅱ 고3 75명(남35, 여40) 프로그램Ⅰ 3차시(3일)

2011

방과후 학교 고1 12명(남6, 여6) 프로그램Ⅱ 15차시(5일)

방과후 학교 고2 12명(남6, 여6) 프로그램Ⅱ 15차시(5일)

과학동아리
고1 11명(남6, 여5)

고2 11명(남5, 여6)
프로그램Ⅲ 32차시(연간)

2012 과학동아리
고1 10명(남5, 여5)

고2 7명(남1, 여6)
프로그램Ⅲ 38차시(연간)

정규 생물Ⅱ 교실의 3학년은 자연계열 75명(남학생 1학급 35명, 여학

생 2학급 40명)으로서, 2010년 5월～7월에 생물Ⅱ 교과와 연계하여 프로

그램Ⅰ을 적용하였다.

방과후 학교 교실은 각각 12명의 1,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2011년 1월 연속 5일간 프로그램Ⅱ를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 학생들은

분자생물학 학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며, 선이수 과목은 1학년은 과학,

2학년은 생물Ⅰ이다.

과학 동아리 교실은 프로그램Ⅲ을 적용하였다. 과학 동아리는 1, 2학년

으로 구성되었으며, 2011년 22명 대상 32차시, 2012년 17명 대상 38차시

적용되었다. 2년간 연속 참여한 학생은 없었다. 2011년 2학년은 제7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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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에서 1학년 과학, 2학년 생물Ⅰ을 이수하였고, 이 외, 2011년 1학

년, 2012년 1학년과 2학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1학년 과학, 2학년

생명과학Ⅰ을 이수하였다.

3.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분자생

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 개발 방법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

로그램 개발을 위해 <그림 Ⅲ-2>와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의 분자

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 수립, 분자생물학 탐구 교수 학

습 모델 개발,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개발 과정을

수행하였다. 각 과정별 개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2>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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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계 고등학교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 수립 방법

분자생물학 실험 경험이 부족한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을 위한 접근 전략을 수립하

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분자생물학 내용 요

소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교과서에 나

타난 분자생물학 관련 탐구 활동 분석,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들의 분

자생물학 탐구 활동 인식 조사, 국내외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프로그램

및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 관련 선행 연구 분석 등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

였다.

<그림 Ⅲ-3>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 수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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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 수

집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3.1.1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분자생물학 내용 요소 분석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해와 관련된 분자생물학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 정보

센터(http://ncic.re.kr)의 교육과정 자료실에 탑재된 내용을 조사하고(국

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015), 한국생물교육학회 및 한국과학교육학회에

게재되거나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 검색된 분자생물학 관련 논문을 분석

하였다. 검색어는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 생명공학, 유전공학, 유전, 생물

정보학 등이다.

제1차 교육과정 시기 이전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까지의 과학,

과학Ⅰ상, 생물Ⅰ, 생물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과목의 내용 체계 및

영역별 내용 중 분자생물학 내용 요소를 유전자와 생명공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선행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분자생

물학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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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수록된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 유형

분석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의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

여, 현재 시행중인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학 7종, 생명과학Ⅰ 5

종, 생명과학Ⅱ 5종 총 17종 교과서에 나타난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을

분석하였다. 탐구 활동은 교과서의 분자생물학 관련 내용 요소가 포함된

단원에 포함된 것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교과서 목록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과목별 분자생

물학 관련 내용 요소는 <표 Ⅲ-2>, <표 Ⅲ-3>과 같다.

<표 Ⅲ-2> 연구 대상 교과서 목록

과목명 교과서 종류 출판사 저자

고등학교

과학

Sa (주)교학사 정완호 등 11인

Sb (주)금성출판사 안태인 등 11인

Sc (주)더 텍스트 곽영직 등 7인

Sd (주)미래앤 전동렬 등 13인

Se (주)상상아카데미 김희준 등 8인

Sf (주)천재교육 오필석 등 8인

Sg (주)천재교육 조현수 등 9인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L1a (주)교학사 권혁빈 등 5인

L1b (주)교학사 박희송 등 4인

L1c (주)비상교육 심규철 등 5인

L1d (주)상상아카데미 이길재 등 7인

L1e (주)천재교육 이준규 등 5인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L2a (주)교학사 권혁빈 등 5인

L2b (주)교학사 박희송 등 4인

L2c (주)비상교육 심규철 등 5인

L2d (주)상상아카데미 이길재 등 7인

L2e (주)천재교육 이준규 등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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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2009 개정 교육과정 분자생물학 관련 내용 요소

과목명 내용 영역(중단원명) 내용 요소

과학

생명의 진화 DNA, 단백질

생명의 연속성
유전자․염색체, 유전 암호, 유전자 복

제․분배

식량자원 식품 안전

첨단 과학과 질병 치료 암의 발생과 진단, 치료

생명과학

Ⅰ

생명 과학의 이해 생명의 특성(생명체의 구성 체제 포함)

세포와 세포 분열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유전자, 염색체

유전
멘델 법칙, 사람의 유전 형질, 유전 형질의 발

현(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

생명과학

Ⅱ

유전자와 형질 발현
유전정보의 특성, DNA의 복제, 유전 형

질의 발현, 유전자 발현의 조절

생명 공학 생명 공학 기술과 이용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학,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교과서에

수록된 분자생물학 관련 단원에 소개된 탐구 활동을 유형별로 분석하였

다. 교과서의 텍스트나 그림 자료 외에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구성된

것만 탐구 활동으로 간주하였다.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형태와 활용하는

탐구의 특성에 따라 탐구 활동의 유형을 실험관찰(EO), 모의활동(MA),

조사토의(ID), 자료해석(IM), 해보기(SA), 글쓰기읽기(RW)로 구분하였다

(표 Ⅲ-4). 탐구 활동 유형은 심규철(2006)에 의해 개발된 것을 참조하여

구분하였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교육에서 글쓰기와 읽기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어, 글쓰기읽기(RW)도 유형으로 추가하였다(교육

과학기술부, 2009). 박기석(2012)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생명과학Ⅱ 교과

서의 유전 관련 탐구 활동을 심규철(2006)의 분석틀에 따라 분류한 바

있다. <표 Ⅲ-10>으로 분류되지 않는 탐구 활동으로 교과서에 따라 동

영상 시청, 과학 진로 등이 있었으나, 그 내용을 조사하여 동영상 시청은

자료해석(IM)으로 과학 진로는 글쓰기읽기(RW)로 구분하였다. 탐구 활

동 중 실험관찰(EO), 모의활동(MA), 해보기(SA)는 학생들이 기구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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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사용하는 탐구 활동이므로 구체적인 조작 활동으로, 그 이외의 것

은 이론적인 탐구 활동으로 간주하였다.

<표 Ⅲ-4> 탐구 활동 유형(심규철, 2006)

유형 설명

실험 관찰

실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탐구 활동 또는 현미경

이나 오감을 이용하여 직접 관찰을 하고 관찰 내용이 활동의 결

과가 되는 탐구

모의 활동
구하기 어려운 실험 재료를 필요로 하거나 실제 과정을 구현하기 어

려운 경우 모형을 이용한 모의 실험이나 역할극 등을 통한 탐구

조사 토의
과학적인 원리나 지식을 알기 위해 탐구 활동 내용 외의 조사

활동을 한 것을 토대로 토의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탐구

자료 해석
표나 그래프 그리고 그림과 같은 주어진 재료를 토대로 해석을

통한 결과를 도출하는 탐구 활동

해보기
구체적인 실험 수행 절차 없이 간단한 도구나 실험 재료를 사용

하여 과학적 현상을 확인하는 탐구

실험 활동은 과학자의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 과학 교육에서 중

요하게 생각하는 탐구 활동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실험관찰(EO)을

Tofoya, Sunal, 와 Knect(1980)의 4단계 탐구 실험 수준으로 분석하여

탐구 개방도를 분석하였다. Tofoya 등(1980)은 Herron(1971)이 실험의

문제, 과정, 해답의 개방 정도에 따라 제안한 4가지 수준을 각각 확인 탐

구, 구조화된 탐구, 안내된 탐구, 자유 탐구로 나누었다(표 Ⅲ-5).

<표 Ⅲ-5> 실험 활동의 탐구 수준(Herron, 1971; Tofoya 등, 1980)

문제 방법 해답 Herron 탐구 수준 Tofoya 등 탐구 수준

제시 제시 제시 0 확인 탐구

제시 제시 개방 1 구조화된 탐구

제시 개방 개방 2 안내된 탐구

개방 개방 개방 3 자유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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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의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 인식 조사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현재 분자생물학 학습을 지도하고 있는 생명과학 교사들의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생물 전

공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부록 1).

설문지는 교사들의 개인적 특성 6문항을 포함하여,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분자생물학 수업에 대한 이해, 분자생물학 관련

의사 결정, 분자생물학 분야 진로 결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묻는 문

항으로서 리커르트 척도식 6문항과 선택지 3문항의 총 15개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표 Ⅲ-6). 설문지 내용과 구성은 과학교육 전문가 2인, 분자생

물학 박사과정 2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구한 후, 생명과학 교사 2인에

게 예비 적용하여 설문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2014년 1월～3월에 서

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생명과학 전공 교사 70명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회수된 48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회수율은 68.6%이다.

리커르트 척도식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코딩 하였다.

설문지의 응답은 SPSSWIN 16.0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표 Ⅲ-6>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 교사 인식 설문지 문항 구성

문항 번호 문항 내용 문항 유형

1～6 교사들의 개인적 특성 선택지

7 생명공학 수업 자료 선택지

8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이 힘든 이유 선택지

11 실험 기구, 수업 콘텐츠 구비시 실험 수업 의향 선택지

9-1, 2, 3 이론적인 탐구 활동에 의한 분자생물학 수업 효과 리커르트 척도

10-1, 2, 3 실험관찰 탐구 활동에 의한 분자생물학 수업 효과 리커르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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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 개발 방법

분자생물학 탐구 경험이 부족한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위한 분자생물

학 탐구 학습 모델을 개발하였다. BIE(2015)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모델

의 8가지 필수 요소와 Krajcik 등(1998), Stripling(2003)의 프로젝트 기

반 학습과 탐구 기반 학습과의 연관성 분석 연구 내용을 토대로, <그림

Ⅲ-4>와 같은 교육과정과 일상생활 연계, 학습 동기 유발, 탐구 경험, 지

식의 구조화, 반성, 효과의 6단계로 구성된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을

개발하였다. 각 단계별 구성 요소는 연구를 통하여 수립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분자

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의 구성 단계와 구성 요소에 대하여 과학 교육 전

문가 1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그림 Ⅲ-4>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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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개발 방법

일련의 실험 과정을 통하여 DNA, 유전자, 단백질을 통합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ALDH2의 단일

염기 다형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 추출, 젤 전기

영동에 의한 DNA 확인, PCR에 의한 ALDH2의 일부 유전자 DNA 증

폭, 젤 전기영동에 의한 유전자 DNA 확인, 제한 효소에 의한 ALDH2의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부위 절단, 젤 전기영동에 의한

ALDH2의 개인별 SNP 확인의 일련의 연속적인 6종류의 실험을 수업

모듈로 개발하였다(그림 Ⅲ-5). <그림 Ⅲ-4>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에 기반하여 탐구 실험을 수업 모듈화하였으며, ALDH2 다형성 확

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각각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하여 과학 교육 전문

가 1인과 분자생물학 박사과정 2인의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하였으며,

안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그림 Ⅲ-5>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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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Ⅰ～Ⅲ 개발 방법 및 적용 후 분석 방법

3.4.1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Ⅰ～Ⅲ 개발 방법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을 수업 목적과 대상에 따

라 재구성하여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Ⅰ～Ⅲ으로 구성하고, 정규 교실, 방과후 학교 교실,

과학 동아리 교실에 각각 적용하였다(그림 Ⅲ-6, 표 Ⅲ-7).

<그림 Ⅲ-6>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

<표 Ⅲ-7>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 구성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구성

프로그램

목적

적용

교실
구성 특징

프로그램Ⅰ
모듈 2, 모듈 4,

모듈 6

정규 교과

탐구 활동

정규

교실

생명과학Ⅱ

교과 연계

프로그램Ⅱ 모듈 1～6
분자생물학

탐구 경험

방과후

학교
단기간 적용

프로그램Ⅲ 모듈 1～6
분자생물학

분야 진로 체험

과학

동아리

장기간 적용

직업 현장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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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Ⅰ～Ⅲ 적용 과정

프로그램Ⅰ은 정규 교실의 유전자와 생명공학 단원의 탐구 활동 자료

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그림 Ⅲ-7), 2010년 5월～7월 생물Ⅱ

교실의 고등학교 3학년 75명에게 적용하였다. 학생들은 선수 단원인 세

포의 특성 단원에서 구강 상피 조직과 양파 표피 조직을 재료로 세포 관

찰 및 크기 측정과 염색체 관찰 실험, 유전자와 생명공학 단원에서

DNA 추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Ⅲ-7> 교과와 연계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Ⅰ

프로그램Ⅰ에 포함된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듈 2는 DNA와 유전자의 본질 수업 후에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DNA 시료는 교사가 사전에 학생들의 구강 상피 조직에서 추출하고 젤

전기영동에 필요한 아가로스 젤도 사전에 준비하였다. 학생들은 젤 전기

영동을 위한 DNA 시료 제작, DNA 시료 로딩, 젤 전기영동, 젤 투영기

에 의한 DNA 확인을 수행하였다. 젤 전기영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인터

넷의 애니메이션 자료(http://learn.genetics.utah.edu/)를 통하여 DNA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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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과정을 학습하였다.

교과서의 에이버리의 형질전환 실험 내용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추출한 물질이 DNA인지를 검증해 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즉, DNA 시료에 DNA 분해효소, RNA 분해효소, 단

백질 분해효소를 각각 처리하여 대조군인 DNA 시료와 비교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학생들은 가설 설정, 변인 통제, 대조 실험, 자료 해석, 결론

도출 등의 통합 탐구 기능을 학습할 수 있다.

학생들은 DNA 시료를 음극 쪽에 로딩하고 DNA가 양극으로 이동하

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면서, DNA가 음전하를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젤 투영기에 나타난 DNA 밴드를 확인하면서 DNA 염색

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다. 실험 시간은 전기영동 시료 제작 및 로딩 약

10분, 젤 전기영동 약 30분, 젤 투영기에 의한 DNA 밴드 확인 약 10분

이 소요되었다.

모듈 4는 DNA 복제와 유전자의 형질 발현 수업 후에 재구성하여 적

용하였다. 모듈 2와 유사한 젤 전기영동 실험이며, 학생들은 분자생물학

실험 기구와 실험 기법에 대하여 좀 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DNA

시료는 교사가 학생들의 DNA 중 ALDH2의 SNP 부분을 포함한 일부

DNA를 PCR로 증폭하여 준비하였다. 전기영동이 진행되는 동안, 애니메

이션 및 동영상 자료를 사용하여 PCR 및 DNA 복제 과정을 학습하였

다. 또한, 교사가 인터넷으로 NCBI에 접속하여, 표적 유전자가 암호화하

는 ALDH2의 입체 구조, 아미노산 서열, 뉴클레오타이드 서열, 프라이머

정보 등을 검색한 후 설명하였다. 학생들은 DNA 시료가 특정 유전자

부위를 증폭한 것이므로, 젤 투영기에 나타난 DNA 밴드가 유전자 DNA

임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써 유전자의 성분이 DNA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DNA 조각의 크기가 모듈 2와 다르다는 것을 확

인하면서 DNA와 유전자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다.

모듈 6은 생명공학 실험 기법 수업 후에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DNA

시료는 교사가 사전에 모듈 4의 DNA에 제한 효소를 처리하여 ALDH2

의 SNP를 절단한 것을 준비하였다. 실험 활동은 모듈 2, 모듈 4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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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을 거친다. 젤 전기영동이 진행되는 동안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으로 제한 효소, DNA 다형성, DNA 지문의 원리를 학습하였다. 학생들

은 젤 전기영동 결과 나타난 DNA 조각의 유형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을 해석하면서 대립 유전자의 개념을 학습 할 수 있다. 즉, 1조각

은 동형 접합 열성, 2조각은 동형 접합 우성, 3조각은 이형접합으로 해석

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모듈 6에서 학생들은 구강 상피 조직에서 추출한

DNA가 사람마다 염기 조성이 다르다는 DNA 다형성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유전자 DNA의 염기 조성의 차이에 의해 단백질 합성에 차

이가 있으며 이는 형질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DNA, 유전자, 단백

질과 형질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Ⅱ는 분자생물학 학습 경험이 없는 고등학교 1, 2학년들의 분

자생물학 탐구 학습을 위해, 방과후 학교 교실에서 단기간 적용할 수 있

도록 개발되었다. ALDH2 다형성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을 전부 적용하였

으나, 일부 모듈은 통합하였다. 모듈 1, 모듈 2, 모듈 3/4, 모듈 5/6으로

구성되었다(표 Ⅲ-8).

프로그램Ⅱ는 2011년 1월 방과후 학교 교실의 고등학교 1학년 12명,

고등학교 2학년 12명에게 적용하였다.

제1일은 DNA의 구조와 구성, 유전자 등의 실험 내용과 관련 있는 학

습 개념과 마이크로피펫, 원심분리기, 교반기 등 실험 기구 사용법을 학

습하였다.

<표 Ⅲ-8> 방과후 학교 교실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Ⅱ

일정 수업 내용 적용한 모듈

제1일 유전자에 대하여, 실험기구 사용법

제2일 인간의 구강 상피 조직 세포 유전체 DNA 추출 1

제3일 아가로스 젤 전기영동 2

제4일 PCR을 이용한 ALDH2 유전자 DNA 증폭 3, 4

제5일 제한 효소 처리와 ALDH2 유전자의 다형성 확인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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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은 DNA 추출 실험인 모듈 1을 적용하였으며, 학생들은 각자 자

신의 구강 상피 조직에서 DNA를 추출하였다. 학생들은 DNA를 추출하

기 위해 약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포 내 DNA 위치, DNA의 구조와

성질, 뉴클레오솜, 생체막 조성 등을 학습할 수 있다. 정규 교실에서 사

용한 것과 동일한 애니메이션 자료를 보조 자료로 제시하였다. 제3일은

구강 상피 조직에서 추출한 자신의 DNA를 젤 전기영동으로 확인하는

모듈 2를 수행하였다. 인터넷의 애니메이션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젤

전기영동 원리 및 실험 과정을 설명하였다. 학생들은 DNA의 성질,

DNA 염색의 원리 등의 학습 개념과 아가로스 젤 전기영동 실험 기법을

학습 할 수 있다. 제4일은 모듈 3과 4를 재구성하여 함께 수행하였다. 인

터넷의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DNA 복제 과정과 PCR

의 원리를 학습하였다. 학생들은 2인 1조로 PCR을 수행하고 증폭된

ALDH2 유전자 DNA를 젤 전기영동으로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PCR 반

응이 진행되는 동안 컴퓨터로 직접 NCBI에 접속하여 증폭할 표적 유전

자 및 ALDH2와 관련 데이터베이스 검색 활동을 수행하였다. 모듈 3/4

를 통하여 DNA 복제, DNA와 유전자, 단백질의 구조 등 학습 개념과

PCR 실험 기법, 생물정보학을 학습할 수 있다. 제5일은 수업 모듈 5와 6

을 재구성하여 함께 수행하였다. 인터넷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제한

효소 및 DNA 재조합 기술에 대해 학습하였다. 학생들은 PCR로 증폭된

ALDH2 유전자 DNA의 SNP 부위를 절단하는 제한 효소를 처리하고 젤

전기영동으로 자신의 ALDH2 SNP를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DNA 다형

성, 대립 유전자, DNA 염기의 차이에 따른 단백질 합성의 차이, 단백질

과 형질 등 DNA, 유전자, 단백질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Ⅲ은 직업 현장과 연계하여 진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Ⅲ에 포함된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모듈

은 하나의 주제로 일련의 연속적인 실험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이 분자생물학자의 연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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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Ⅲ은 분자생물학자의 과학적 탐구 과정 경험, 학교 축제나 교

외 축전 참가를 통한 학습한 내용의 피드백, 대학 실험실과 연계하여 구

체적인 진로 체험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과학 동아리에 적용하기 위해

재구성한 프로그램Ⅲ은 분자생물학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으므로

예비 과학자 체험 프로그램(Pre-Scientist Experience Program, PSEP)으

로 명명하였다(그림 Ⅲ-8).

<그림 Ⅲ-8> 분자생물학 PSEP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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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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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뉴클레오타이드,
아미노산 서열)

⇓

젤 전기영동 Ⅲ 제한 효소 처리 젤 전기영동Ⅱ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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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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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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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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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ALDH2
유전자 DNA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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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ALD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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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분자생물학 PSEP 탐구 실험 흐름도

분자생물학 PSEP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분자생물학자의 연구 경험

과학 동아리의 연간 일정에 맞게 ALDH2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을 재



- 53 -

구성하여 적용하였다(그림 Ⅲ-9). 분자생물학 실험 기기나 기법에 생소

한 1, 2학년 학생들을 위해 실험 기구 사용 및 실험 방법을 비롯하여 이

론과 실험을 병행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각 활동이 끝난 후 실험에 대한

소감을 서술하도록 하였다(부록 6). 학생들이 수시로 서로 의견을 교환

하고 토의․토론할 수 있도록 실험실을 수시 개방하였으며, 활동 내용이

나 실험 과정을 홈페이지(http://cafe.daum.net/CDmolecularbiology)에 탑

재하여 의사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발표 활동

1학기에 탐구 실험 활동으로 습득한 내용을 학교 축제나 교외 축전에

서 발표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 축제는

동아리 학생 전원이 참여하여 콩트 공연, 실험 기구 시연 및 시범 활동

을 하였고, 교외 축전에서 DNA 추출 실험, 젤 전기영동 실험을 설명하

고 안내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학교 축제에서 학생들이 자발적

으로 발표한 연극은 DNA 지문을 활용한 범죄수사학을 주제로 하였는

데, 시나리오 쓰기, 역할극 등 학생들이 각각 역할을 분배하여 협력하였

다. 학생들은 콩트를 준비하고 발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DNA

지문 원리와 활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직업 현장 체험

대학교 실험실과 연계하였다. 분자생물학 연구를 수행중인 연구원을

초청하여 ‘연구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직업인으로서의 과학자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실 탐방으로 학습한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분자생물학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는

지를 탐색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진로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

로그램Ⅰ～Ⅲ의 구성과 내용은 과학교육 전문가 1인, 고등학교 과학 교

사 2인. 진로 교육 교사 1인으로부터 안면 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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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

험 프로그램Ⅰ～Ⅲ 적용 결과 분석 방법

1) 프로그램Ⅰ 적용 결과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프로그램Ⅰ은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일부를 정규

교과와 연계하여 개발되었으며, 생물Ⅱ 정규 교실에 적용되었다. 프로그

램Ⅰ이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수행 가능한 실험 활동인지, 정규 교실의

탐구 활동 자료로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부록

2). 설문지는 학생들의 실험 수업에 대한 이해, 실험 기기 및 기구 사용

의 어려움, DNA, 유전자, 단백질의 관계 이해, 진로 및 적성 계발 등의

내용을 묻는 리커르트 척도식 10문항, 선택지 6문항, 서술형 5문항이 혼

합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Ⅲ-9). 설문지는 과학 교육 전문가 1인, 박

사과정 1인의 의견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에 처치하였으며, 설문 응답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게 제공되

었다.

<표 Ⅲ-9> 정규 교실 학생 대상 설문지 문항 구성

문항 번호 문항 내용 문항 유형

1～3 학생들의 개인 특성 선택지

4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리커르트 척도

5～7, 9
실험 기기 사용, 실험 도구, 실험 과정, 실험 수
행 어려움

선택지,
리커르트 척도

8 가장 흥미로운 실험 내용 선택지

8-1 가장 흥미로운 실험 선택 이유 서술형

10～12 실험 수업 모듈 이해 리커르트 척도

10-1,
11-1, 12-1

실험 수업 모듈이 이해하기 쉬웠던 이유 서술형

13 DNA, 유전자 단백질의 관계 이해 리커르트 척도

14 실생활 분자생물학 분야에 대한 관심, 흥미 향상 리커르트 척도

15 생물과목에 대한 관심 리커르트 척도

16 전공 및 진로 선택 영향 리커르트 척도

17 탐구 실험 수업에 대한 개선점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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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SPSSWIN 16.0을 사용하여 통계적으

로 처리하였다. 학생들의 탐구 실험 수업 모듈에 대한 이해와 생물Ⅱ 교

과 성적, 수능 선택 과목으로서 생물Ⅰ, 생물Ⅱ 선택 여부와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여 정규 교실의 유전자와 생명공학 단원의 탐구 활동 자료로서

활용 가능한지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2) 프로그램Ⅱ 적용 결과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프로그램Ⅱ는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전체를 단기

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프로그램으로서, 방과후 학교 교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프로그램Ⅱ가 분자생물학 학습 경험이 없

는 1, 2학년 학생들도 수행 가능한 실험 활동인지, 단기간 적용하였을

때, 분자생물학 분야의 탐구 활동 자료로서 활용 가능한 것인지를 조사

하기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였다(부록 3).

<표 Ⅲ-10> 방과후 학교 교실 학생 대상 설문지 문항 구성

문항 번호 문항 내용 문항 유형

1～3 학생들의 개인 특성 선택지

3-1 분자생물학 실험 수업 경험 서술형

4 수업에 대한 자발적 참가 리커르트 척도

5～7
실험 기기 사용, 실험 도구, 실험 과정, 실험 수
행 어려움

선택지,
리커르트 척도

8 가장 흥미로운 실험 내용 선택지

8-1 가장 흥미로운 실험 선택 이유 서술형

9～12 실험 수업 모듈 이해 리커르트 척도

9-1, 10-1,
11-1, 12-1

실험 수업 모듈이 이해하기 쉬웠던 이유 서술형

13 DNA, 유전자 단백질의 관계 이해 리커르트 척도

14 실생활 분자생물학 분야에 대한 관심, 흥미 향상 리커르트 척도

15 생물과목에 대한 관심 리커르트 척도

16 전공 및 진로 선택 영향 리커르트 척도

17 탐구 실험 수업에 대한 개선점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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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는 정규 교실에 적용한 것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리커

르트 척도식 10문항, 선택지 6문항, 서술형 7문항이 혼합된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표 Ⅲ-10). 설문지는 과학 교육 전문가 1인, 박사과정 1인의 의

견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에 처

치하였으며, 설문 응답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게 제공되었다.

설문지에 대한 모든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하였으나, 방과후 학교 교실

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모듈 3～6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1학년 학생 2명

의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SPSSWIN 16.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방과후 학교 교실의 1, 2학년 학생들의 탐구 실험 수업 모듈에

대한 이해와 과학, 생물Ⅰ 교과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정규 교

과의 탐구 활동 자료로서의 적절성, 모듈간의 체계성이 있는지를 분석하

였다. 프로그램Ⅱ는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전체를

재구성하였으므로, 방과후 교실과 같이 단기간에 적용하였을 때, 분자생

물학 탐구 학습 자료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그림 Ⅲ-4>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의 구성 요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3) 프로그램Ⅲ 적용 결과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프로그램Ⅲ은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전체를 과학

동아리와 같이 장기간 활동이 가능한 교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

여 개발되었다. 프로그램Ⅲ은 과학 분야의 진로 체험이 가능하도록 축제

나 축전 참가, 실험실 연계 활동을 추가되었으므로, 예비 과학자의 체험

이 가능한 분자생물학 PSEP(Pre-Scientist Experience Program)로 명명

하였다. 분자생물학 PSEP가 과학 동아리와 같이 장기간 적용될 수 있는

프로젝트 형태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자료로 적절한지, 과학 분야의

진로 교육 자료로 적절한지를 살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지, 유전

개념 검사지, 활동지 소감, 면담의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자료 수집

과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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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설문지

설문지는 생물Ⅱ 교실과 방과후 학교 교실에 사용한 것을 수정, 보완

하였으며, 학습 순서, 학습 과정을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부록 4). 리커

르트 척도식 11문항, 선택지 3문항, 서술형 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과학

교육 전문가 1인, 분자생물학 연구실 박사과정 1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

를 검토 받았다(표 Ⅲ-11). 설문지는 모든 활동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처치하였으며, 설문 응답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히 제공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SPSSWIN 16.0으로 통계 처리하고, 설문 응답 결

과를 바탕으로 <그림 Ⅲ-4>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의 구성 요소

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Ⅲ-11> 과학 동아리 교실 학생 대상 설문지 문항 구성

문항 번호 문항 내용 문항 유형

1～2 학생들의 개인 특성 선택지

2-1 분자생물학 실험 수업 경험 서술형

3 수업에 대한 자발적 참가 리커르트 척도

4 가장 흥미로운 실험 내용 선택지

4-1 가장 흥미로운 실험 선택 이유 서술형

5～9 실험 수업 모듈 이해 리커르트 척도

10 수업 목표 인식 리커르트 척도

11 학습 동기 및 흥미 유발 리커르트 척도

12 DNA, 유전자 단백질의 관계 이해 리커르트 척도

13 전공 및 진로 선택 영향 리커르트 척도

14 체계적인 학습 순서 리커르트 척도

15 협동적인 토론 활동 리커르트 척도

16 과학적 탐구 과정과 탐구 방법 리커르트 척도

17 실생활 분자생물학 분야에 대한 관심, 흥미 향상 리커르트 척도

18 생물 전공 및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 흥미 향상 리커르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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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전개념 검사지

프로그램Ⅲ(분자생물학 PSEP)이 DNA 관련 개념 학습에 효과적인 내

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전개념 사전․사후 검사지를

처치하였다(부록 5). 검사지는 Lewis와 Wood-Robinson(2000)이 개발한

것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유전개념 검사지는 4개의

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교육 전문가 1인, 분자생물학 연구실

박사과정 1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토 받았다(표 Ⅲ-12). 유전개념

검사지는 분자생물학 PSEP를 적용한 2011년, 2012년 과학 동아리 교실

에 프로그램 시작 직전, 직후에 각각 처치하였다.

학생들의 응답 결과는 SPSSWIN 16.0을 사용하여 대응 표본 t-검정으

로 분석하였으며, 학생들의 개념 변화가 유의미한지를 해석하였다.

<표 Ⅲ-12> 유전개념 검사지 문항

대문항 문항 목표 배점

1
세포 구조간 관계(세포, 염색체, 유전자, DNA, 개체, 핵)를 알

고 있는가?
1

2
생물마다 다른 세포수, 염색체 유무, 유전 정보 유무를 알고

있는가?
21

3 유전자, DNA, 핵, 염색체, 유전정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12

4 체세포와 생식세포의 유전 정보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가? 3

합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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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활동지 소감

과학 동아리 학생들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로서 분자생물학 학습

경험이 부족하므로 이론과 실험을 병행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각각의 활

동이 끝난 후, <수업에 대한 평가 및 반성>의 5개 문항에 활동에 대한

소감을 적도록 하였다(표 Ⅲ-13, 부록 6).

학생들의 서술한 내용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설문지, 유전개

념 검사지의 분석 결과를 보완하였다. 활동지 소감 내용을 분석하여 <그

림 Ⅲ-4>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이 구현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Ⅲ-13> 활동지 소감 문항

번호 내용

1 오늘 한 실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2 오늘 한 실험이 어떤 점에서 흥미로웠었는지 정리해보자.

3
실험하기 힘들거나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4 이 실험을 통하여 나의 어느 부분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5 실험 후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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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면담

고등학생들은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구체적인 진로 결정

이 이루어진다는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김흥태, 윤지현, 최호, 이동준, 김

재근, 2007), 2013년 9월～10월에 연구 대상 학생들이 3학년 2학기가 되

었을 때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문항은 학생들의 진로 결정 내용, 진로

선택 동기, 진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묻는 것으로 3개의 반구조화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Ⅲ-14). 면담 문항은 과학교육 전문가 1인으로

부터 안면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면담 당시 3학년 2학기가 된 연구 대상

학생 18명과 연구 대상 학생들의 면담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같은 학

교에 재학 중인 다른 과학 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6명도 면담을 실시하였

다. 또한, 2014년 2월 연구 대상 학생들 중 3학년 진입 직전인 2학년 학

생들의 면담 결과를 분석하여 3학년 학생들의 연구 결과를 보완하였다.

면담 시간은 학생 1인당 20～30분간 소요되었으며, 면담 직후 학생들의

의견을 바로 필사한 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면담에 대한 응답 내용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고등학생들의 진로 결

정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면담 응답 내용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그

림 Ⅲ-4>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이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으

며, 학생들의 과학 분야의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진

로 탐색 활동 자료로 활용 되었는지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Ⅲ-14> 진로 선택 면담 분석 문항

번호 내 용

1 자신이 결정한 진로는 무엇인가요?

2 진로를 결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3 동아리 활동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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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 수립

1.1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결과

1.1.1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교과서 분자생

물학 탐구 활동 유형 분석 결과

1) 과학 교과서 분석 결과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7종에 수록된 분자생물학

관련 탐구 활동 주제는 생명의 진화 2종류, 생명의 연속성 11종류, 식품

안전 3종류, 첨단과학과 질병 치료 3종류로서 총 19종류의 주제를 포함

하고 있었다. 탐구 활동 수는 생명의 진화 2건, 생명의 연속성 15건, 식

품 안전 11건, 첨단과학과 질병 치료 3건으로 모두 31건이었으며 교과서

별로 적게는 2건 많게는 8건으로 평균적으로 4.4건의 탐구 활동을 수록

하고 있었다(표 Ⅳ-1). 과학 교과서의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 유형은 글

쓰기읽기(RW)가 48.4%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조사

토의(ID) 29.0%, 자료해석(IM) 9.7%, 모의활동(MA) 9.7%, 실험관찰(EO)

3.2%, 해보기(SA) 0%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론적 탐구 활동이 87.1%로

서 탐구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Ⅳ-2).

이는 한화정 등(2012)이 분류한 2009 개정 고등학교 과학의 창의․인

성 교수 학습 활동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이것은 과학 교과가 현대

과학 기술 사회의 최소한의 과학 지식과 소양 함양을 목표로 하고, 글쓰

기, 토론, 독서 등을 권장하고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수도

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의 학생 4,05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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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인식 조사 연구에서, 학생들은 탐구 활동 중 과학 글쓰기와 토론

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과학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함양에도 효과적이

지 않다고 조사되어(송신철, 심규철, 2014), 교과서에 수록된 탐구 활동이

학습에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 과학 교과서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 유형

단원
연
번

교과서

탐구 활동 주제
Sa Sb Sc Sd Se Sf Sg

빈도
(수)

생명의

진화

1 RNA의 불안정성 RW 1

2
미토콘드리아, 인류의
기원, PCR

RW 1

소계 0 1 1 0 0 0 0 2

생명의

연속성

3 유전자 재조합 RW RW 2

4 DNA 복제 모의 실험 MA 1

5 DNA와 단백질 RW 1

6 DNA 구조의 발견 RW 1

7 DNA 모형 만들기 MA MA 2

8 식물DNA 추출및확인 EO 1

9 유전 암호의 발견 RW 1

10 생물정보학 RW RW 2

11
사람과 침팬지의 염기
서열 비교

RW 1

12
사람 유전자분석,
인간 유전체 사업

RW RW 2

13 개인 유전 정보 활용 ID 1

소계 1 1 2 6 1 1 3 15

식품

안전

14 식품 안전과 사회 문제 ID 1

15 유전자 재조합 기술 IM IM 2

16 유전자 변형 작물
ID,

RW
ID RW ID ID ID ID 8

소계 3 1 1 2 1 2 1 11

첨단

과학과

질병

치료

17 유전자 치료 RW 1

18 유전자 분석 ID 1

19 DNA 칩 IM 1

소계 0 0 2 0 0 1 0 3

계 4 3 6 8 2 4 4 31

EO : 실험관찰, MA : 모의활동, ID : 조사토의, IM : 자료해석, SA : 해보기, RW : 글쓰기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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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과학 교과서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 유형별 분포

과학 EO MA ID IM SA RM 계

빈도 1 3 9 3 0 15 31

백분율 3.2 9.7 29.0 9.7 0.0 48.4 100

EO : 실험관찰, MA : 모의활동, ID : 조사토의, IM : 자료해석, SA : 해보기, RW : 글쓰기읽기

교과서에 수록된 실험관찰(EO)에 대하여 Tofoya 등(1980)의 4단계 탐

구 수준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Tofoya 등은 Herron(1971)이 <표 Ⅲ-5>

와 같이 실험의 문제, 과정, 해답의 개방 정도에 따라 제안한 4가지 수준

을 확인 탐구, 구조화된 탐구, 안내된 탐구, 자유 탐구로 나누었다.

실험관찰(EO)은 Sd 교과서에만 수록되어 있었다. 실험 내용은 브로콜

리의 DNA를 에탄올로 침전시켜 추출한 후 아세트올세인 용액으로 확인

하는 것으로서, Tofoya 등(1980)의 탐구 수준으로 보았을 때 문제와 과

정을 교사가 제시하고 해답을 학생들이 탐구해가는 구조화된 탐구 수준

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교과서에 수록된 실험 과정으로 추출한 DNA

는 RNA, 단백질, 세포 찌꺼기 등이 혼합된 것으로 순수한 DNA를 추출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DNA 모형 만들기, DNA 복제 등 모의활동(MA)은 전체 교과서에서

총 3건으로 조사되었으나, 활동의 구성이 비즈나 종이를 이용하여 제시

한 순서에 따라 모형을 제작하는 것으로서, 미술 시간의 공작과 같은 단

순 조작 활동이므로 과학적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없는 내용으로 분석

되었다.

과학 교사들의 과학 과목 교수 활동의 어려움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하혜정 등, 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과 달리 생명과

학Ⅱ의 분자생물학 관련 일부 내용이 과학에 포함되면서 지도 수준이 모

호해 지고, 과학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진로가 결정되지 않는 10학년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적절한 탐구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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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과학Ⅰ 교과서 분석 결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생명과학Ⅰ 5종 교과서에 수록된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 주제는 생명 과학의 이해 4종류, 세포와 세포 분열 5종류, 유전 5종

류로서 모두 14종류로 분석되었다. 탐구 활동 수는 생명과학의 이해 4건,

세포와 세포 분열 9건, 유전 11건으로 총 24건이며, 교과서 별로 2건에서

6건으로 평균 4.8건의 탐구 활동을 수록하고 있었다(표 Ⅳ-3). 생명과학

Ⅰ 교과서의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 수는 과학과 생명과학Ⅱ에 비해 적은

편인데, 이는 생명과학Ⅰ 교과의 목적이 생명과학의 기초 소양 함양으로

인체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세포 수준 이상의 거시적 수준에서 다루게

된 것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표 Ⅳ-3> 생명과학Ⅰ 교과서의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 유형

단원
연
번

교과서
탐구 활동 주제

L1a L1b L1c L1d L1e
빈도
(수)

생명

과학

의

이해

1 과학사로 보는 생명 과학-유전학 RW 1

2 생명 과학의 탐구 사례 조사하기 ID 1

3 세 가지 색깔의 생명 공학 RW 1

4 생명과학자 RW 1

소계 0 1 2 1 0 4

세포

와

세포

분열

5 DNA 이중 나선 구조 발견 RW RW 2

6 생물정보학 RW RW RW RW 4

7 개인 유전 정보 RW 1

8 한국 생명 공학 연구원을 가다 RW 1

9 의생명과학과 SC 1

소계 2 1 2 3 1 9

유전

10 인간 유전체 사업 RW RW RW RW RW 5

11 유전자 치료 RW ID ID 3

12 미토콘드리아 DNA RW 1

13 유전자 조작 RW 1

14 유전자 분석관 RW 1

소계 2 4 2 2 1 11

계 4 6 6 6 2 24

EO : 실험관찰, MA : 모의활동, ID : 조사토의, IM : 자료해석, SA : 해보기, RW : 글쓰기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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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생명과학Ⅰ 교과서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 유형별 분포

생명과학Ⅰ EO MA ID IM SA RW 계

빈도 0 0 3 0 0 21 24

백분율 0.0 0.0 12.5 0.0 0.0 87.5 100

EO : 실험관찰, MA : 모의활동, ID : 조사토의, IM : 자료해석, SA : 해보기, RW : 글쓰기읽기

탐구 활동 중 실험관찰(EO)은 단 1건도 없으며 글쓰기읽기(RW)

97.5%, 조사토의(ID) 12.5%로서 100% 이론적인 탐구 활동을 통한 학습

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었다(표 Ⅳ-4).

생명과학Ⅰ 5종 교과서에는 현대 생물학의 주류가 되는 유전체 연구와

생물정보학 내용이 글쓰기읽기(RW) 형태로 소개되고 있었다. 5종 교과

서 모두 인간 유전체 사업을, 4종 교과서에서 생물정보학을 다루고 있었

다. 생물정보학은 2009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교육과학기술부, 2012)에서

탐구 활동의 예시로 구체적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유전체 연구

와 더불어 의료, 질병, 보건, 환경 등 개인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분

야로서 미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과학적 소양 지식으로 자

리 잡고 있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생물정보학 학습이 학생들

이 직접 경험하기 힘든 이론적 탐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생물정보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반면, 외국은 실험실습 활동 등 체험 위주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BSCS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ELSI(Ethical․Legal․Social Implication,

ELSI) 4단계를 개발하고, 대학교 주관으로 고등학생 대상 DNA 지문 분

석 실험 등 유전체 연구 관련 실험실습을 강화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국립생명공학교육센터(NCBE, 2002)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실

험 기구와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세계로 판매하고 있는 등 실험실습

활동을 통한 유전체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최경희․윤정로, 2002). 또한,

생물정보학을 수업에 적용한 사례 및 탐구 활동 자료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Amenkhienan & Smith, 2006; Boyle, 2004; Brame,

Pruitt, & Robinson, 2008; Centeno, Villa-Freisa, & Olivi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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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생물정보학 내용이 소개되고 있으며

(주희영, 동효관, 이길재, 2012), 최근 생물정보학의 도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므로(동효관, 주희영, 이길재, 2013), 시대적 요구와 과학

교육의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체험을 통한 탐구 활동 자료 개

발이 필요해 보인다.

3) 생명과학Ⅱ 교과서 분석 결과

생명과학Ⅱ 5종 교과서에 수록된 분자생물학 관련 탐구 활동 주제는

유전자와 형질 발현 32종류, 생명공학 23종류 총 55종류로서, 과학이나

생명과학Ⅰ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국의 BSCS 권고안이나

외국의 교과서들과 비교하여 볼 때 지도해야 할 필수 개념의 수가 많은

편이다(강연경, 송방호, 2008; 김은식, 1996; 정재훈, 윤정주, 손종경, 이태

상, 김영신, 2010; 조희형, 1985).

탐구 활동 수는 유전자와 형질 발현에서 56건, 생명공학에서 48건으로

총 104건이 수록되었으며, 교과서 별로 적게는 14건, 많게는 29건으로 평

균 20.8건의 탐구 활동이 수록되어 있었다<표 Ⅳ-5>. 생명과학Ⅱ 교과

서에 수록된 분자생물학 관련 탐구 활동 유형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글쓰기읽기(RW) 43.3%, 자료해석(IM) 27.9%, 모의활동(MA) 12.5%, 조

사토론(ID) 10.5%, 실험관찰(EO) 5.8%으로 조사되었다<표 Ⅳ-6>.

<표 Ⅳ-6> 생명과학Ⅱ 교과서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 유형별 분포

( ) : 백분율

교과서 EO MA IM ID SD RW 빈도(%)

L2a 2 2 9 3 0 13 29(27.9)

L2b 1 3 2 2 0 6 14(13.5)

L2c 1 3 4 2 0 11 21(20.2)

L2d 1 3 5 1 0 12 22(21.2)

L2e 1 2 9 3 0 3 18(17.3)

계 6(5.8) 13(12.5) 29(27.9) 11(10.5) 0(0.0) 45(43.3) 104(100.0)

EO : 실험관찰, MA : 모의활동, ID : 조사토의, IM : 자료해석, SA : 해보기, RW : 글쓰기읽기



- 67 -

단
원
연
번

교과서
탐구 활동 주제

L2a L2b L2c L2d L2e 빈도
(수)

유

전

자

와

형

질

발

현

1 그리피스와 에이버리 형질 전환 실험 IM IM IM IM 4

2 DNA 속의 염기 조성 IM 1

3 DNA 모형 만들기 MA MA MA MA MA 5

4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질병 RW 1

5 DNA 구조의 발견 RW 1

6 과학사로 보는 생명 과학_유전학과 생명공학 RW 1

7 여성 과학자 프랭클린 RW RW IM 3

8 DNA 반보존적 복제 증명(메셀슨, 스탈 실험) IM IM IM 3

9 DNA 중합 효소의 놀라운 정확성 RW 1

10 DNA 복제의 시작과 불연속적 복제 RW 1

11 텔로미어의 길이는 왜 중요한가? RW 1

12 DNA 추출 실험 EO EO EO EO EO 5

13 전기영동법 RW 1

14 DNA 손상과 수선 RW 1

15 DNA와 유전자 RW 1

16 역전사와 AIDS 치료 RW 1

17 유전 암호의 해독 IM IM IM 3

18 mRNA의 가공 RW RW 2

19 쪼개진 유전자는 어떻게 다시 붙을까? RW 1

20 비들과 테이텀의 붉은빵곰팡이 실험 IM IM IM 3

21 분화된 세포의 유전자(핵이식, 조직 배양) IM 1

22 단백질 합성 모의활동하기 MA 1

23 알부민 유전자, 크리스탈린 유전자 발현 조절 IM 1

24 근육세포 분화와 마이오디 유전자 발현 조절 IM 1

25 유전자 발현과 초파리의 발생 IM 1

26 젖당 오페론의 발현 조절 IM 1

27 유전자 발현 과정 모의 실험 MA MA MA MA 4

28 복제양 돌리의 탄생 IM 1

29 트립토판 오페론 RW 1

30 개화 조절 유전자 ID IM 2

31 시계 유전자 RW 1

32 SNP에 의한 유전 형질 차이 RW 1

소계 16 5 12 12 11 56

<표 Ⅳ-5> 생명과학Ⅱ 교과서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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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
연
번

교과서
탐구 활동 주제 L2a L2b L2c L2d L2e

빈도
(수)

생

명

공

학

33
재조합 DNA(DNA 이중 나선의 분리와 재

결합)
RW MA RW

MA
MA RW 6

34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가진 세균 선별하기 RW RW RW 3

35
제한 효소를 이용한 파지 DNA 절단, 전기

영동
EO 1

36 PCR RW 1

37 염기 서열 분석 방법 RW RW RW RW 4

38 단일 클론 항체 IM IM 2

39 녹색 형광 단백질 RW RW 2

40 잡종 식물 RW 1

41 조직 배양 IM RW IM 3

42 핵 이식 IM 1

43 DNA 지문 분석 IM RW RW RW 4

44 배아 줄기 세포 IM 1

45 역분화 줄기 세포 RW 1

46 난자 공여와 생명 윤리 RW ID RW ID 4

47 인간 유전체 사업 이후 유전체 기능 연구 RW 1

48 유전자 변형 식품 ID ID 2

49 인간 배아 복제 연구 ID RW 2

50 인공 세포의 탄생과 그 의미 RW 1

51 생명 공학의 가능성 전망하기 ID ID ID ID 4

52 바이오 산업 RW 1

53 DNA 마이크로칩 RW 1

54 개인의 유전자 정보 열람에 대한 모의재판 ID 1

55 맞춤형 아기 탄생 RW 1

소계 13 9 10 9 7 48

계 29 14 22 21 18 104

EO : 실험관찰, MA : 모의활동, ID : 조사토의, IM : 자료해석, SA : 해보기, RW : 글쓰기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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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관찰(EO)과 모의활동(MA)이 과학이나 생명과학Ⅰ에 비해서 증가

하였다고는 하나 극히 적은 분량이며, 주로 글쓰기읽기(RW), 자료해석(IM),

조사토의(ID) 등 이론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다(강연경․송방호, 2008; 이종기․박경화, 2007). 생명과학Ⅱ 교과서에

수록된 글쓰기읽기(RW), 자료해석(IM), 조사토의(ID)는 이종기와 박경화

(2007)가 연구에 사용한 허명의 과학 탐구 평가표로 볼 때 낮은 수준에

해당하며,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가설 설정 및 실험 설계에 해당하는 실

험관찰(EO)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

실험관찰(EO)의 탐구 내용을 살펴보면, 5종 교과서 모두 DNA 추출

실험을 다루고 있었다. L2a, L2b는 사람의 구강 상피 조직에서, L2c,

L2e는 브로콜리에서, L2d는 양파에서 DNA를 추출하여 에탄올로 침전하

는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안내하고 있었다. DNA 추출 실험을 Tofoya

둥(1980)의 탐구 수준으로 분류하여 보았을 때, 문제, 과정을 교사가 제

시하고 학생들이 해답을 탐구하는 구조화된 탐구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DNA 추출 실험의 각 단계에 처리하는 세제, 에탄올 등의 약품의 용도

를 탐구 과정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L2a는 본문, L2b는 창의력 키

우기, L2c는 읽기 자료, L2e는 정리 단계에서 순수한 DNA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이나 DNA를 젤 전기영동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더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과서에 수록된 실험 과정으로 추출

한 DNA에는 순수한 DNA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공계 진로

를 선택한 ‘생명과학Ⅱ’ 교실의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비교적 간단한 실험

이다. 시중에는 DNA 추출 확률이 매우 높은 DNA 추출 키트가 시판되

고 있으므로, 마이크로피펫, 원심분리기 등 분자생물학 실험 기구를 사용

하여 순수 DNA를 추출해 보는 것이 이공계 진로 분야 기초 소양을 위

한 탐구 기능 학습으로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추출한 순수 DNA를 실

험 재료로 하여 다음 과제인 젤 전기영동, PCR 등의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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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실험관찰(EO)은 L2a의 경우 람다 파지 DNA를 제한 효소로 처

리한 후 아가로스 젤 전기영동으로 확인하는 실험을 Tofoya 등(1980)의

구조화된 탐구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었으며,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할

수 있도록 실험 과정을 제안하고 있어 과학적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

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DNA 염색약으로서 생식선 특이적인 암 유발원

인 EtBr(Ethidium Bromide)을 제시하고 있는 등 안전하지 않은 약품을

포함하고 있어 교실 수업에 적정화된 탐구 실험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종이를 사용한 모의활동(MA)이 3종류로 분석되었다. 5종 교과서 모두

DNA 모형 제작 활동을, L2e를 제외한 4종 교과서에서 유전자 발현 과

정을, L2e에서 단백질 합성 과정을 다루고 있었다. 모든 활동이 종이로

모의활동(MA)을 수행한 후 결과 및 정리 과정에서 샤가프의 법칙, 코돈,

안티코돈 등의 개념을 확인하고 있었다. 모의활동(MA)은 실제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나,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직접

조작해 봄으로써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분자

생물학 분야의 과학적 탐구 과정을 경험하고 탐구 능력을 배양하기에는

부족한 활동으로 보여 진다.

생명과학Ⅱ 교과서에 수록된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을 유형별로 분석하

였을 때, 내용면으로는 현대 분자생물학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는 하나

학생들의 과학적 창의성과 탐구력 향상을 위한 탐구 활동 자료로서는 부

족해 보인다. 탐구 기능을 익히거나 과학자의 연구 과정을 재현한 탐구

실험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교과서에 자료해석(IM) 등으

로 소개되고 있는 젤 전기영동, PCR 실험 등은 DNA 구조와 성질,

DNA 복제 등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수행 가능한 기본적인 실험 기법이

므로, 이를 활용한 탐구 실험이 이루어지면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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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의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 인식 조사 연구

결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분자생물학을 지도하는 생명과학 교사 대상으

로 교과서에 수록된 탐구 활동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 중 70명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율은 68.6%로서 48명이 응답하였다. 교과서

에 소개되고 있는 분자생물학 내용 중 생명공학 영역이 탐구 실험과 기

법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생명공학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의 유형 분포

설문지에 응답한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들의 분포는 <표 Ⅳ-7>과 같

다. 성별은 남, 여 각각 26명(54.2%), 22명(45.8%)이며 근무 학교의 ‘학교

설립’ 형태는 국공립 27명(56.3%), 사립 21명(43.8%)으로 비교적 균일하

게 분포하였다. 교사들의 ‘교직경력’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37명(76.1%),

10년 미만인 경우가 13명(22.9%)으로 분포하였다. 또한, 근무 학교의 ‘학

교형태’는 일반계 고등학교 38명(79.2%), 과학고(혹은 영재고) 5명(10.3%),

특성화고 등 5명(10.5%)이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과학실수’는 4

개가 23명(47.9%)으로 가장 많고 2개 또는 3개가 각각 11명(22.9%), 1개

인 학교가 3명(6.3%)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생명과학 교사들의 분포로

보아 교직 경력이 10년 이상, 일반계 고등학교 근무, 근무하는 학교의 과

학실 수는 4개인 교사들이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들이 실제 생명과학Ⅱ의 분자생물학 수업을 진

행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수업자료’에 대한 설문에서 교과서에 제시

된 자료를 이론 수업의 형태로 진행한다는 의견이 31.2%, 별도 동영상을

준비한다 25.0%, 별도 자료 해석 자료를 준비한다 29.2%, 탐구 실험

12.5%, 기타 2.1%로 응답하였다. 탐구 실험을 통한 수업 활동의 분포가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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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 설문지 응답 분포

구분 빈도(백분율)

성별
남 26(54.2)

여 22(45.8)

교직경력

5년 미만 4( 8.3)

5년 이상 10면 미만 7(14.6)

10년 이상 20년 미만 15(31.3)

20년 이상 22(45.8)

학교설립
국공립 27(56.3)

사립 21(43.8)

학교형태

일반계 38(79.2)

과학고(영재고) 5(10.4)

특성화고(공업, 상업) 3( 6.3)

기타 2( 4.2)

과학실수

1개 3( 6.3)

2개 11(22.9)

3개 11(22.9)

4개 23(47.9)

분자생물학

수업자료

교과서에 나온 자료를 이론 수업으로 15(31.2)

별도 동영상 자료 준비 12(25.0)

별도 자료 해석 준비 14(29.2)

탐구 실험 6(12.5)

기타 1( 2.1)

합계 4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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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의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 인식 조사 결과

이론적인 탐구 활동이나 실험관찰 탐구 활동이 학생들의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의 이해, 분자생물학 관련 개인의 의사 결정, 분자생물학 관련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설문지 응답 결과를 분

석하였다. 리커르트 척도식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코딩 하였다.

교사들은 이론적인 탐구 활동이 학생들의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의 이

해, 분자생물학 관련 개인의 의사 결정, 분자생물학 관련 진로 결정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까에 대하여 각각 2.12, 2.71, 2.54의 낮은 응답

을 보이고 있었다(표 Ⅳ-8).

교사들의 낮은 응답 결과는, 생명공학 실험 기법이나 기술 등을 포함

하고 있는 생명공학 단원 학습에 있어서 이론적인 탐구 활동만으로는 지

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등학생들의 생명공학 분야 인식

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도(이충현, 김영수, 2010),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탐구 경험을 하지 않고 생명공학 실험 기법이나 기술을 소개하는 것이

학생들의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유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젤 전기영동, PCR 등을 활용

한 탐구 활동을 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어, 고등학생들도 수행 가능한

분자생물학 실험 기구와 기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조작 활동 중심의 탐

구 활동 자료의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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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이론적인 탐구 활동에 의한 분자생물학 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결과

Q1 Q2 Q3

구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2.12( .71) 2.62( .80) 2.38(1.02)

여자 2.14( .64) 2.82( .85) 2.73( .83)

교직

경력

～4년 1.75( .50) 2.00( .82) 2.50(1.73)

5～9년 2.00( .58) 2.43( .98) 2.00( .58)

10～19년 2.29( .83) 2.71( .83) 2.79( .80)

20년 이상 2.13( .63) 2.91( .73) 2.57( .95)

학교

설립

국공립 2.07( .62) 2.96( .81) 2.67(1.00)

사립 2.19( .75) 2.38( .74) 2.38( .87)

학교

형태

일반계 2.24( .63) 2.79( .70) 2.61( .92)

과학고 1.60( .55) 2.20( .84) 2.20(1.10)

특성화고 2.00(1.00) 3.00(2.00) 2.00(1.00)

기타 1.50( .71) 2.00( .00) 3.00(1.41)

학교

과학

실수

1개 1.67( .58) 2.00(1.00) 1.33( .58)

2개 2.00( .89) 2.45(1.04) 2.36(1.12)

3개 2.18( .60) 3.09( .54) 2.82( .87)

4개 2.22( .60) 2.74( .75) 2.65( .83)

분자

생물

학

수업

자료

교과서 자료만 2.33( .62) 2.87( .74) 2.67( .82)

별도 동영상 2.00( .43) 2.75( .62) 2.67(1.07)

별도 자료해석 2.21( .80) 2.64( .75) 2.57( .85)

탐구 실험 1.83( .75) 2.67(1.37) 2.17(1.17)

기타 1.00( .00) 1.00( .00) 1.00( .00)

합계 2.12( .67) 2.71( .83) 2.54( .94)

Q1: 이론적인 탐구 활동으로 학생들의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2: 이론적인 탐구 활동으로 학생들의 분자생물학 관련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3: 이론적인 탐구 활동으로 학생들의 분자생물학 관련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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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들은 실험관찰 활동을 통한 수업이 학생들의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의 이해, 분자생물학 관련 개인의 의사 결정, 분자

생물학 관련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까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각각 4.33, 4.02, 4.27의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었다(표 Ⅳ-9).

<표 Ⅳ-9> 실험관찰 탐구 활동에 의한 분자생물학 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결과

Q4 Q5 Q6

구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 4.46( .58) 4.12( .71) 4.35( .63)

여자 4.18( .73) 3.91( .75) 4.18( .73)

교직

경력

～4년 4.50( .58) 4.50( .58) 5.00( .00)

5～9년 4.00( .58) 3.57( .54) 3.86( .69)

10～19년 4.43( .85) 4.14( .77) 4.21( .80)

20년 이상 4.35( .57) 4.00( .74) 4.30( .56)

학교

설립

국공립 4.41( .69) 4.04( .76) 4.22( .70)

사립 4.24( .63) 4.00( .71) 4.33( .66)

학교

형태

일반계 4.26( .69) 3.95( .77) 4,26( .69)

과학고 4.20( .45) 4.00( .00) 4.20( .45)

특성화고 5.00( .00) 4.67( .58) 4.33(1.16)

기타 5.00( .00) 4.50( .71) 4.50( .71)

학교

과학실

1개 5.00( .00) 4.67( .58) 4.33(1.16)

2개 4.64( .67) 4.55( .82) 4.73( .65)

3개 4.27( .47) 3.82( .60) 4.18( .41)

4개 4.13( .69) 3.78( .60) 4.09( .67)

분자

생물학

수업

자료

교과서자료만 4.33( .62) 4.00( .66) 4.27( .59)

별도 동영상 4.08( .90) 3.83( .84) 4.17( .94)

별도 자료해석 4.43( .51) 4.00( .78) 4.21( .58)

탐구 실험 4.50( .55) 4.33( .52) 4.50( .55)

기타 5.00( .00) 5.00( .00) 5.00( .00)

합계 4.33( .66) 4.02( .73) 4.27( .68)

Q4: 실험관찰 탐구 활동이 학생들의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5: 실험관찰 탐구 활동이 학생들의 분자생물학 관련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6: 실험관찰 탐구 활동이 학생들의 분자생물학 관련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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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표 Ⅳ-9>의 응답 결과로 볼 때,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

들은 이론적인 탐구 활동만으로는 분자생물학 수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실험관찰 탐구 활동을 통한 수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들에게 학교에서 실험관찰 탐구 활동이 수행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실험관찰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 실험기

기나 기구가 없어서 77.1%, 진도가 바빠서 10.4%, 교사가 실험 기법을

몰라서 4.2%, 실험 콘텐츠가 없어서 4.2%로 응답하였다(표 Ⅳ-10).

교사들의 응답 결과로 볼 때, 생명과학 교사들은 고등학교 교실에서도

분자생물학 실험 기기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실험 기기나 기구가 갖추어지면 실험 수업을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95.8%(46명)의 거의 모든 교사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

하고 있었다. 생명과학 교사들의 응답 결과로 볼 때, 현대 생물학을 반영

하고 있는 생명과학Ⅱ의 분자생물학 단원에서 실험관찰을 통한 탐구 활

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험 수업에 필요한 마이크로피펫, 원심분리

기, 젤 전기영동 장치, PCR 등 실험 기기 및 기구가 고등학교에 갖추어

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Ⅳ-10> 분자생물학 실험관찰이 가능하지 않는 이유

생명공학 탐구 실험 수업이 가능하지 않는 이유 명(%)

진도가 바빠서 5(10.4)

실험기기 기구가 부족해서 38(79.2)

교사가 실험 기법을 몰라서 3(6.2)

실험 콘텐츠가 부족해서 2(4.2)

합계 4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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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

우리나라 교육과정 분석 연구, 교과서 탐구 활동 유형 분석 연구, 고등

학교 생명과학 교사들의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에 대한 인식 연구, 분자

생물학 탐구 학습 프로그램 및 탐구 실험 기법 선행 연구 분석 연구 결

과를 토대로,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의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수업이 효

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교수․학습 접근 전략의 주안점을 수립하였다

(표 Ⅳ-11).

<표 Ⅳ-11>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 주안점

수립 배경

교수․학습 접근 전략 수립을 위한

분석 배경

교수․학습 접근 전략

주안점 수립

우리나라 교육과정

분석 연구

분자생물학 관련

내용 요소 분석

교육과정 연계

분자생물학 학습 개념

교과서 탐구 활동

유형 분석 연구

탐구 활동 유형 및

내용 분석

탐구 기능, 탐구 능력, 다양한

활동을 강조한 탐구 경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프로그램

선행 연구 분석

실험 주제, 실험 재료,

실험 과정, 실험 기구,

실험 시간

적절성, 안전성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기법 탐색

고등학생이 수행

가능한 실험 기법 탐색
실험 기구 및 실험 기법

기타

학습 효과

학습 동기, 참여,

진로 탐색 등

학습 주제 및 실험 재료 선정,

학습 동기 유발, 주도적 참여,

학습 의욕 고취, 진로 탐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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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접근 전략 주안점에 근거하여 <표 Ⅳ-12>와 같은 분자생

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생물교육 전공

교수 1인, 분자생물학 전공 교수 1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분자생물학 실험 경험이 부족한 일반계 고등학생들 대상의 분자생물학

개념 향상 및 탐구 능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표 Ⅳ-12>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

교수․학습

접근 전략

주안점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

교육과정 연계

분자생물학

학습 개념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개념을 다룬다.

탐구 기능, 탐구

능력, 다양한

활동을 강조한

탐구 경험

•과학적 탐구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자들의 연구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실험들 간에는 연계되어 프로젝트 형태의 연속적인

실험이 되도록 한다.

•실험, 조사, 검색, 토론,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학습 주제와 연관 지을 수 있도

록 한다.

적절성, 안전성

•일반계 고등학교 실험실에서 적용 가능한 실험 기법을

다룬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험 시간과

실험 과정을 적정화한다.

실험 기구 및

실험 기법

•고등학생들이 수행 가능한 실험 기법과 기기를 다룬다.

•한 가지 주제로 다양한 실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학습 주제 및

실험 재료 선정

학습 동기 유발

주도적 참여

학습 의욕 고취

진로 탐색 등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주제를 선정한다.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실험 재료를 택한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발표 활동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 과학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분자생물학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분자생물학 분야의 전공과 직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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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 개발

분자생물학 실험이 다른 생명과학 분야의 탐구 실험과 다른 특성인 긴

실험 시간, 복잡하고 다양한 실험 기법, 시약 구입의 어려움과 안전성,

복잡하고 정밀한 실험 기구, 실험 결과 해석 등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

수업에 적용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에 적용하기

위한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을 개발하였다.

BIE(2015)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모델의 8가지 필수 요소, Krajcik 등

(1998)의 프로젝트 탐구 과정 분석 면담 문항표, Stripling(2003)의 프로

젝트 기반 학습에서의 탐구 과정 분석 연구 내용 등과 <표 Ⅳ-12>의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교수․학습 접근 전략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교육과정과 일상생활 연계, 학습 동기 유발, 탐구

경험, 지식의 구조화, 반성, 효과의 6단계로 구성된 분자생물학 탐구 학

습 모델을 개발하였다.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의 단계별 구성 요소

는 <표 Ⅳ-13>과 같다.

<표 Ⅳ-13>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 단계별 구성 요소

단 계 구성 요소

교육과정과 일상생활 연계

Connection
교육과정 연계 개념, 일상생활 연계

학습동기 유발

Provoking motivation

실생활 학습 주제 선정, 친숙한 실험 재료

선정

탐구 경험

Inquiry experience

과학적 탐구 과정 경험, 과학적 탐구 기능

습득, 탐구 기술 습득, 프로젝트 탐구, 주도

적 참여, 실험, 관찰, 조사, 토론 등 다양한

탐구 활동, 첨단 과학 경험

지식의 구조화

Constructing knowledge
과학적 개념 습득

반성

Reflection

소감 쓰기, 발표, 시범․시연을 통한 피드백,

추가 의문 발생

효과

Effect

학습 의욕 고취, 과학적 소양 함양, 전공 분

야 기초 소양, 진로 흥미 유발, 진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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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개발

3.1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의 구성

분자생물학 실험 경험이 부족한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안한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은 교육과정과 일상생활 연계, 학습 동기 유

발, 탐구 경험, 지식의 구조화, 반성, 효과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표

Ⅳ-13).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에 기반하여, 분자생물학의 기본 개념

과 실험 기법을 활용하여 분자생물학 분야의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을 개발하였다(부록 7). 개발한 탐구 실험 수업 모듈

은 개인별 숙취 현상의 차이의 원인이 되는 ALDH2의 단일 염기 다형

성을 확인하는 일련의 실험 과정을 포함하였으므로, ALDH2 다형성 확

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이라고 명명하였다.

탐구 실험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숙취 현상을

분자생물학 수준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ALDH2의 개인별 SNP를 확인

하는 것을 학습 주제로 선정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였다. 또한, 실험 재

료 DNA를 현미경 실험으로 친숙한 구강 상피 조직에서 추출하였다. 학

생들이 직접 자신의 DNA를 실험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학습 동기가 유

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추출한 DNA는 분자

생물학 실험 재료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오현선, 이준

규, 2011; 채윤경. 조원호, 이준규, 2007, 우정임, 조원호, 이준규, 2011).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을 수행한 후, 각 실험에

대한 소감 쓰기를 통하여 학습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 등 반성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하나의 학습 주제로 일련의 연속적인 실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분자생물학 분야의 진로를 체험할 수 있다.

6종류의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은 모듈화하여 수업 목

적과 대상에 따라 각각, 일부, 전체 적용 등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ALDH2 다형성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을 구성하는 각 모듈의 내

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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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구성

학생들은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명과학Ⅱ 교과

의 유전자와 생명공학 단원의 DNA를 중심으로 하는 분자생물학 개념을

확인하고, 분자생물학 실험 기구 및 기법과 탐구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림 Ⅳ-1). 학생들은 일련의 연속적인 실험 과정을 통하여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DNA의 구조와 기능, DNA 복제, DNA와 유전자, 유전자

의 형질 발현, 유전자와 형질 등 DNA, 유전자, 단백질을 통합적으로 학

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마이크로피펫, 원심분리기, 젤 전기영동, PCR

등 분자생물학 실험 기구나 기법을 활용하여 분자생물학 분야의 탐구 과

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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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의 전체를 프로젝트 형태로

적용하였을 때,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의 단계별 구성 요소와 모듈

의 내용을 비교하면 <표 Ⅳ-14>와 같다.

<표 Ⅳ-14>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의 구성 요소를 포함한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내용

단계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 구성 요소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내용

연계
․일상생활 연계

․교육과정 연계 개념

․숙취 현상

․생명과학Ⅱ 유전자와 생명공학

학습동

기유발

․실생활 학습 주제 선정

․친숙한 실험 재료 선정

․숙취의 개인별 차이

․학생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 추출

탐구

경험

․과학적 탐구 과정 경험

․기초 탐구 기능

․통합 탐구 기능

․탐구 기술 습득

․주도적 참여

․프로젝트 탐구

․첨단 과학 경험

․다양한 탐구 활동

․분자생물학자와 유사한 탐구 경험

․DNA 밴드 관찰 및 해석, 젤 전기영동

결과 예상, 분류, 추리, 의사소통, 협력

․구강 상피 조직에서 추출한 물질의 검

증을 위한 가설설정, 변인통제, 결과해

석, 결론도출, NCBI 데이터베이스 자료

변환, DNA 다형성 해석, 결론도출, 일

반화

․마이크로피펫, 원심분리기, 젤 전기영

동, PCR 등 실험 기기 및 기법 활용

․개인별 DNA 추출 및 조별 활동

․ALDH2 SNP 확인의 연간 활동

․생명공학 기술, 생물정보학 체험

․실험, 관찰, 조사, 토론 등 탐구 활동

지식의

구조화
․과학적 개념 습득

․DNA 구조와 성질, DNA 염색 원리,

DNA 복제 및 PCR 원리, 유전자의

형질 발현, DNA 다형성, DNA, 유전

자, 단백질 관계 이해

반성
․학습한 내용 피드백

․추가 의문 발생

․소감 쓰기, 연극 발표, 실험 기구 시

연을 통한 학습 내용 피드백

․심화, 보충 의문 발생

효과

․학습 의욕 고취

․과학적 소양 함양

․전공 분야 기초 소양

․진로 탐색

․분자생물학 분야 관련 학습 동기 유발

․DNA 지문 등 생명공학 지식 습득

․분자생물학 분야 실험 기법 습득

․분자생물학 분야 전공 및 직업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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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LDH2 다형성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의 내용

3.2.1 모듈 1

모듈 1은 실험 재료로 사용하게 될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를 추

출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학생들이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를 실패

없이 추출하기 위해서 시판되고 있는 DNA 추출 키트(Nucleospin Tissue

XS, MACHERY NAGEL사)를 사용하였다. 여러 번의 예비 실험으로 각

단계에 사용하는 시약의 양을 최적화하였고, DNA 추출이 언제나 손쉽

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모듈 1의 내용을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

의 구성 요소로 분석하면 <표 Ⅳ-15>와 같다.

모듈 1은 ALDH2의 다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의 구강 상피 조

직에서 실험 재료인 DNA를 추출하는 실험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과정

의 생명과학Ⅱ 유전자와 생명공학 단원의 유전 물질, 핵산의 성분 등을

학습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DNA를 추출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개인별 숙취 현상의 원인 물질을 다루고 있어 학습 동기

가 유발될 수 있다. 학생들은 DNA를 추출하는 실험 과정에서 마이크로

피펫, 원심분리기, 교반기 등을 사용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마이

크로 수준의 미세한 양을 다루는 실험 기구를 다룰 수 있게 된다. 학생

들은 개인별로 각자의 DNA를 추출하므로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험 기구와 실험 시약을 같이 사용하면서 실험에 대하여 조별 토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들은 세포막을 용해하고, 단백질 분해, 2

가 양이온 처리, RNA 분해 효소 등이 포함된 시약을 순서대로 처리하면

서, 생체막 구조, 뉴클레오솜, DNA의 성질, 진핵세포 내 DNA의 위치

등의 개념을 학습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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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을 적용한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1

단 계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 구성 요소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1

연계
․교육과정 연계 개념

․일상생활 연계

․유전 물질, 핵산의 성분

학습동기

유발

․실생활 학습 주제 선정

․친숙한 실험 재료 선정

․개인별 숙취 현상 차이의 원인

․학생들의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 추출

탐구

경험

․기초/통합 탐구 기능

․탐구 기술 습득

․주도적 참여

․다양한 탐구 활동

․프로젝트 탐구

․첨단 과학 경험

․예상, 추론

․마이크로피펫, 원심분리기, 교반기 사

용법

․개인별 DNA 추출 실험 및 조별 실험

․유전체 DNA 추출 실험 과정, 토론

지식의

구조화

․과학적 개념 습득 ․DNA 구조와 성질, 세포 내 DNA

위치, 생체막 성분, 뉴클레오솜

반성

․학습한 내용 피드백

․추가 의문 발생

․소감 쓰기를 통한 반성

․구강 상피 조직에서 추출한 물질의

성분에 대한 의문 발생

효과

․학습 의욕 고취

․과학적 소양 함양

․과학 분야 진로 탐색

․분자생물학 분야 관련 학습 동기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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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모듈 2

모듈 2는 모듈 1에서 DNA를 추출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 DNA인지

를 검증하는 실험을 포함하고 있다. 모듈 2의 내용을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의 구성 요소로 분석하면 <표 Ⅳ-16>과 같다.

<표 Ⅳ-16>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을 적용한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2

단 계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 구성 요소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2

연계
․교육과정 연계 개념

․일상생활 연계

․DNA 구조와 성질, 젤 전기영동

학습동기

유발

․실생활 학습 주제 선정

․친숙한 실험 재료 선정 ․학생들 자신 DNA의 가시적 확인

탐구

경험

․기초/통합 탐구 기능

․탐구 기술 습득

․주도적 참여

․다양한 탐구 활동

․프로젝트 탐구

․첨단 과학 경험

․가설설정, 변인통제, 대조실험, 결과해

석, 결론도출, 일반화

․DNA 크기에 따른 아가로스 젤 제작

기술

․개인별 DNA 시료 로딩으로 적극적

참여

․젤 전기영동 실험, 토론, 협동 학습

지식의

구조화

․과학적 개념 습득 ․DNA의 성질, DNA 염색, 에이버리

실험 설계 이해

반성

․학습한 내용 피드백

․추가 의문 발생

․소감 쓰기를 통한 반성

․DNA를 재료로 하는 다양한 분자생

물학 실험

효과

․학습 의욕 고취

․과학적 소양 함양

․과학 분야 진로 탐색

․분자생물학 분야 관련 학습 동기 유발

․분자생물학 분야 진로에 대한 흥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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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 젤 전기영동 시료 제작

대조군 실험군1 실험군2 실험군3

DNA 샘플 4 μL 4 μL 4 μL 4 μL

분해효소
증류수

3 μL

DNA 분해효소

3 μL

RNA 분해효소

3 μL

단백질 분해효소

3 μL

로딩 염색약 1 μL 1 μL 1 μL 1 μL

합 8 μL 8 μL 8 μL 8 μL

모듈 2는 아가로스 젤을 제작하고 전기영동하는 실험으로 구성된다.

젤에 시료를 로딩하는 계획은 과학 교과서와 생명과학Ⅱ 교과서에 소개

되고 있는 DNA가 유전물질임을 밝힌 에이버리 등의 실험 내용을 활용

하였다(표 Ⅳ-17). 학생들은 각자의 DNA에 증류수, DNA 분해효소,

RNA 분해효소, 단백질 분해효소를 처리한 후, 젤 전기영동으로 나타난

밴드를 젤 투영기로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한다.

모듈 2는 학생들이 구강 상피 조직에서 추출한 물질이 무엇인지 검증

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설설정, 변인통제, 대

조실험, 결과해석, 결론도출, 일반화의 통합적 탐구 기능을 학습할 수 있

다. DNA 조각의 크기에 따라 아가로스 젤의 농도를 달리하여 제작하고

형광 염색약을 처리하면서 젤 전기영동에 필요한 탐구 기술을 익힐 수

있다. 학생들은 DNA 시료를 음극 쪽에 로딩하거나 전류를 흘렸을 때

양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DNA가 음전하를 띠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학습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한 DNA 분해효소는 10U/μL, RNA 분해효소는 10μg/mL,

단백질 분해효소는 20μg/mL인 것을 사용하였다. 전기영동에 사용한 젤

은 0.6%이며, 100V에서 약 20～25분간 전기영동하였다. 염색약은

GelRedTM를 사용하였으며, 젤 틀에 붓기 전에 미리 첨가하여 굳혔다

(0.5μL/20mL). GelRedTM는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EtBr(Ethidium

Bromide)과 동일한 기능이나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염기 사

이에 끼어 들어가 UV를 쬐면 형광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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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 전기영동 결과 나타난 밴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추출한 것이 DNA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Ⅳ-2). DNA 분해효소를 처리한 경우에만 DNA 밴드가 나타나지 않고,

RNA 분해효소나 단백질 분해효소를 처리한 경우에는 10kb 이상 크기의

DNA 밴드가 나타난다.

<그림 Ⅳ-2>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 젤 전기영동 결과

1,1kb DNA 마커; 2, 대조군; 3, DNA 분해효소 처리; 4, RNA 분해효소 처리; 5, 단백질 분해효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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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모듈 3

모듈 3은 특정 유전자의 일부 DNA를 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으로 증폭하는 실험을 포함하고 있다. PCR은

DNA 복제 원리를 활용한 실험 기법으로서 DNA 변성, 프라이머 부착,

DNA 중합 과정의 세 온도가 연속적으로 주어지면 DNA가 계속적으로

복제되어 대량으로 증폭되는 기술이다.

모듈 3의 내용을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의 구성 요소로 분석하면

<표 Ⅳ-18>과 같다.

<표 Ⅳ-18>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을 적용한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3

단 계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 구성 요소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3

연계

․교육과정 연계 개념

․일상생활 연계

․DNA 복제, DNA와 유전자, 유전 정

보의 전달, 단백질 합성

․숙취 원인 물질

학습동기

유발

․실생활 학습 주제 선정

․친숙한 실험 재료 선정

․개인별 숙취 현상의 차이

․자신의 음주 후 숙취 상태 예상

탐구

경험

․기초/통합 탐구 기능

․탐구 기술 습득

․주도적 참여

․다양한 탐구 활동

․프로젝트 탐구

․첨단 과학 경험

․개인별 ALDH2 유전자 PCR, 협력

활동

․PCR 실험 과정, 자료검색, 자료변환

․개인별 ALDH2 유전자 DNA PCR 시
료 제작

․생물정보학 분야 체험

지식의

구조화

․과학적 개념 습득
․DNA 반보존적 복제, DNA 변성, 프

라이머, DNA 중합효소 기능, 인간

유전체 사업, 맞춤 의학

반성
․학습한 내용 피드백

․추가 의문 발생

․소감 쓰기를 통한 반성

․비암호화 부위 DNA의 기능

효과

․학습 의욕 고취

․과학적 소양 함양

․과학 분야 진로 탐색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에 대한 학습 의

욕 고취

․일상생활의 분자생물학 현상에 대한

관심

․첨단 생물학 분야 진로 흥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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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3에서 PCR은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사용하여

ALDH2의 SNP를 포함하여 430bp가 증폭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PCR

증폭에 필요한 2개의 DNA 프라이머는 제작 회사에 의뢰해서 미리 주문

해 둔다(Bioneer사)(그림 Ⅳ-3).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추출한

DNA 농도는 약 100 ng/μL이며, PCR에는 6μL의 DNA 용액을 사용하였

다. DNA 중합효소는 1μL(5U)를 사용하였으며, PCR 후 결과물은 -20℃

에서 보관한다. PCR 반응을 위한 시료의 혼합 및 반응 주기는 <표 Ⅳ

-19>와 같다(Hayashida, Iwao-Koizumi, Murata, Yokoyama, & Kinoshita,

2010).

DNA 프라이머 1: 5'-TCAAATTACAGGGTCAACTGCT-3'

DNA 프라이머 2: 5'-GGCTGGGTCTTTACCCTCTC-3'

<그림 Ⅳ-3> 모듈 3의 DNA 프라이머 염기 서열 정보

<표 Ⅳ-19> PCR 반응 주기(좌)와 PCR 시료 혼합 순서(우)

PCR 반응 주기 온도 시간

1. 개시 95℃ 5분

2. DNA 변성 98℃ 10초

3. 프라이머 부착 60℃ 30초

4. DNA 중합 72℃ 1분

2~4번 과정을 40회 반복

5. 마지막 중합 72℃ 2분

6. 정지 4℃ 5분

혼합
순서

재료 및 약품 양

1 증류수 31 μL

2 DNA 중합효소 완충용액 5 μL

3 디옥시리보오스 삼인산 5 μL

4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 6 μL

5 DNA 프라이머1 1 μL

6 DNA 프라이머2 1 μL

7 DNA 중합효소 1 μL

합 50 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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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DNA 복제를 학습할 때, DNA 반보존적 복제, RNA 프라이

머, DNA 중합효소애 대하여 추상적인 개념을 가진다. 자신의 DNA를

PCR을 하기 위해 시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머나 DNA 중합효

소 등을 직접 다루게 되면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하여 개념을 확인하게

된다.

모듈 3은 PCR 실험뿐만 아니라, PCR에 필요한 표적 DNA에 대한 정

보를 검색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NCBI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

(http://www.ncbi.nlm.nih.gov/)에서 운영하는 생물정보학 사이트로서, 인

터넷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과학자들이 연

구를 위해 NCBI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듯이, 학생들도 ALDH2에 대한

정보 즉, 뉴클레오타이드 서열, 아미노산 서열, 단백질 입체 구조, 프라이

머 정보 등의 검색 활동을 수행하면서 과학자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

다. 특히, 학생들은 인간 유전체 사업 이후 발전한 생물정보학에 대한 체

험을 통하여 컴퓨터와 접목한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체험과 개인의 유전

체 정보 관련 생명 윤리, 맞춤 의학 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우정임,

정보현, 이준규(2009)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에서의 NCBI 데이터베이

스와 프로그램 활용에 어려움이 없음을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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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모듈 4

모듈 4는 모듈 3에서 증폭한 ALDH2 유전자의 일부 DNA를 젤 전기

영동으로 확인하는 실험 내용을 담고 있다. 아가로스 젤은 1.2%를 사용

하였으며, PCR로 얻은 결과물 중 9μL의 DNA를 전기영동으로 확인하였

다. 모듈 4의 내용을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의 구성 요소로 분석하

면 <표 Ⅳ-20>과 같다.

<표 Ⅳ-20>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을 적용한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4

단 계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 구성 요소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4

연계
․교육과정 연계 개념

․일상생활 연계

․DNA와 유전자, DNA의 기능

학습동기

유발

․실생활 학습 주제 선정

․친숙한 실험 재료 선정

․유전자 DNA의 가시적 확인

탐구

경험

․기초/통합 탐구 기능

․탐구 기술 습득

․주도적 참여

․다양한 탐구 활동

․프로젝트 탐구

․첨단 과학 경험

․젤 전기영동 후 나타난 DNA 밴드

해석

․DNA 크기에 따른 아가로스 젤 제작

․개인별 ALDH2 일부 유전자 DNA

시료 로딩 및 조별 활동

․젤 전기영동 실험, 토론

지식의

구조화

․과학적 개념 습득 ․유전자의 성분, DNA와 유전자의

관계, 유전자 DNA의 기능

반성

․학습한 내용 피드백

․추가 의문 발생

․소감 쓰기를 통한 반성

․비암호화 부위 DNA의 기능에 대한

관심

효과

․학습 의욕 고취

․과학적 소양 함양

․과학 분야 진로 탐색

․분자생물학 분야 관련 학습 동기

유발

․분자생물학 분야 진로에 대한 흥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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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DNA, 유전자, 염색체의 관계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어

려워하는데(김은주, 2001; 민진선, 2003; Lewis & Kattmann, 2004;

Lewis & Wood-Robinson, 2000), 모듈 6을 통해서 DNA와 유전자의 관

계를 학습할 수 있다. 학생들은 모듈 2의 유전체 전체 DNA를 젤 전기

영동한 결과와 모듈 4의 일부 유전자 DNA를 젤 전기영동 하였을 때 나

타난 DNA 밴드를 해석하면서 DNA와 유전자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그림 Ⅳ-4).

<그림 Ⅳ-4> ALDH2 유전자 DNA 젤 전기영동 결과

1, 100bp DNA마커; 2～4, 430bp DNA (ALDH2의 SNP 부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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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모듈 5

모듈 5는 PCR로 증폭한 ALDH2의 유전자 DNA에 제한 효소를 처리

하는 실험을 포함하고 있다. 제한 효소는 세균들이 자신의 DNA를 방어

할 목적으로 외래 DNA를 절단하기 위해 만든 효소로서, DNA 재조합

기술에 널리 사용된다.

모듈 5의 내용을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의 구성 요소로 분석하면

<표 Ⅳ-21>과 같다.

<표 Ⅳ-21>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을 적용한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5

단 계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 구성 요소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5

연계
․교육과정 연계 개념

․일상생활 연계

․제한 효소, DNA 재조합 기술, 생명

공학 기술의 응용, 생명 윤리

학습동기

유발

․실생활 학습 주제 선정

․친숙한 실험 재료 선정

․DNA 지문, 질병 진단 등에 활용되

는 제한 효소의 기능

․자신의 유전자 DNA에 대한 제한

효소 처리

탐구

경험

․기초/통합 탐구 기능

․탐구 기술 습득

․주도적 참여

․다양한 탐구 활동

․프로젝트 탐구

․첨단 과학 경험

․개인별 ALDH2 유전자 DNA에 제

한 효소 처리 실험, 토론

지식의

구조화

․과학적 개념 습득
․제한 효소의 기능 및 작용, 핵산 분

해효소의 기능, 생명공학 기술, 완충

용액

반성
․학습한 내용 피드백

․추가 의문 발생

․소감 쓰기를 통한 반성

효과

․학습 의욕 고취

․과학적 소양 함양

․과학 분야 진로 탐색

․분자생물학 분야 관련 학습 동기 유발

․일상생활의 분자생물학 분야에 대한

관심

․분자생물학 분야 진로 흥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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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재조합 기술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분자생물학이 반영된 이후

현재까지 교과서에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주로 그림 자료나

읽기 자료로 소개되고 있어 학생들은 제한 효소를 가위와 같이 DNA를

절단하는 효소라고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학생들은 직접 제한 효소

를 처리하는 실험을 통하여 제한 효소가 특정 DNA 부위를 인식하여 절

단하는 효소임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은 모듈 4의 DNA

에 제한 효소를 처리한 후 젤 전기영동으로 확인하였을 때, 제한 효소의

작용으로 DNA가 절단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한 효소는 ALDH2의 SNP 부위 즉, 표적 DNA의 5′-CTGAAG-

3′를 절단하는 AcuⅠ(BioLabs사)(Hayashida et al., 2010)을 사용하였

다. 시판되는 AcuⅠ 제품에는 반응에 필요한 첨가물과 완충용액이 함께

포장되어 있다. 교사는 사전에 이들을 혼합하여 완충용액을 준비해둔다

(800X S-adenosylmethione (SAM) 1μL + 10X NEBuffer4 80μL + 증류

수 319μL). 증폭한 DNA 5μL에 AcuⅠ반응용액 6μL와 AcuⅠ1μL(5U)을

혼합한 후, 37℃ 항온수조에서 30분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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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모듈 6

모듈 6은 사람마다 DNA의 구성이 다르다는 DNA 다형성 개념을 학

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실험 소재로 쓰인 ALDH2는 아세트알데하

이드 분해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로서 한국인에 있어서 다형성을 보인다.

모듈 6의 내용을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의 구성 요소로 분석하면

<표 Ⅳ-22>와 같다.

<표 Ⅳ-22>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을 적용한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6

단 계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 구성 요소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6

연계
․교육과정 연계 개념

․일상생활 연계

․유전자와 단백질, 유전자의 형질 발

현, 생명공학 기술의 응용, 생명 윤리

학습동기

유발

․실생활 학습 주제 선정

․친숙한 실험 재료 선정

․개인별 ALDH2의 SNP 확인으로

음주 후 숙취 예상

탐구

경험

․기초/통합 탐구 기능

․탐구 기술 습득

․주도적 참여

․다양한 탐구 활동

․프로젝트 탐구

․첨단 과학 경험

․추리, 예상

․DNA 크기에 따른 아가로스 젤 제작

․개인별 제한 효소를 처리한 DNA

시료 로딩, 조별 협력

․젤 전기영동 실험, 토론

지식의

구조화

․과학적 개념 습득
․DNA 다형성, 단백질과 형질 발현,

점돌연변이, 단일염기다형성에 의한

약물 민감도 등 개인별 형질 차이,

대립 유전자, 단백질 합성, DNA 지

문, 개인 유전정보 보호

반성
․학습한 내용 피드백

․추가 의문 발생

․소감 쓰기를 통한 반성

․SNP 분석 응용 분야

효과

․학습 의욕 고취

․과학적 소양 함양

․과학 분야 진로 탐색

․분자생물학 분야 관련 학습 동기

유발

․DNA 지문 등 생명공학 기술에 대

한 지식 함양

․분자생물학 분야에 대한 진로 흥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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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PCR로 증폭한 ALDH2 유전자 DNA의

AcuⅠ에 의한 SNP 부위 절단 결과

모듈 4의 PCR 실험은 ALDH2 유전자 DNA를 430bp의 크기로 증폭하

였으며, ALDH2의 SNP를 인식하는 AcuⅠ를 처리하면 <그림 Ⅳ-5>와

같은 296bp, 134bp의 DNA 조각이 생긴다.

모듈 6은 생명과학Ⅱ 유전자와 생명공학 단원에 나타난 유전자 중심설

의 핵심 개념인 유전자의 형질 발현과 연계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론적

으로 학습하였던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대립 유전자, 점돌연변이, 단

백질 합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학생들은 대립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표현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

하는데, 젤 전기영동 결과 나타난 DNA 밴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립

유전자, 대립 형질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젤 전기영동 결과 2개

의 DNA 밴드(296bp, 134bp)가 나타나면, 두 대립유전자가 제한 효소에

의해 모두 절단된 정상(AA)으로 해석된다. 만약 3개의 밴드(430bp,

296bp, 134bp)가 나타나면 1개만 절단된 이형접합(Aa)으로 해석된다.

DNA 밴드가 1개(430bp)만 나타나면 두 유전자 모두 절단되지 않은 동

형접합(aa)으로 해석된다(그림 Ⅳ-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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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젤 전기영동에 의한 ALDH2의 단일 염기 다형성 확인

1, 제한 효소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430bp; 2～4, AcuⅠ 인식부위인 CTGAAG가 염기 치환에 의

해 CTAAAG로 바뀌어 있으면 절단되지 않아 430bp로 나타남). 2. 정상(AA, 296bp, 134bp); 3, 동

형접합(aa, 430bp); 4, 이형접합(Aa, 430bp, 296bp, 134bp)

학생들은 자신의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를 실험 재료로 사용하였

으므로, 본인의 ALDH2 SNP를 확인할 수 있어 학습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것과 자신의 결과를 비교하며 사람마다 DNA 염기

서열이 다르다는 DNA 다형성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

DNA 다형성 개념은 맞춤 의학, DNA 지문,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질병 진단, 유전자 치료 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다. 학생들은 일

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자생물학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

한 과학적 소양 지식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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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분자생물

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Ⅰ～Ⅲ의 적용 결과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

로그램Ⅰ～Ⅲ을 일반계 고등학교 정규 교실, 방과후 학교 교실, 과학 동

아리 교실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수행 가능한 분자

생물학 탐구 프로그램인지, 탐구 활동 자료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

인지,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 자료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검

증하였다. 학교에 비치된 마이크로피펫 6세트, 전기영동장치 3대, 탁상용

원심분리기 3대, 교반기 3대, PCR 1대, 항온 수조 1개 등 실험에 필요한

실험 기구를 충분히 사용하였다.

4.1 정규 교실의 프로그램Ⅰ 적용 결과

프로그램Ⅰ은 ALDH2 다형성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의 일부인 모듈 2,

모듈 4, 모듈 6을 이공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는 생명과학Ⅱ 교과의 유전

자와 생명공학 단원과 연계하여 개발한 것이다. 2010년 적용 당시 제7차

교육과정인 생물Ⅱ 정규 교실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였다.

프로그램Ⅰ 수행 직후 설문지를 처리하여, 분자생물학 실험 경험이 없는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수행 가능한지, 탐구 활동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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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수행 가능성 분석 결과

생물Ⅱ 교실의 고3 학생들이 프로그램Ⅰ의 ALDH2 다형성 탐구 실

험 수업 모듈 2, 4, 6을 이해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학생들은 모듈 2,

모듈 4, 모듈 6에 대하여 ‘보통이다’ 이상으로 이해하기 쉬웠다는 응답이

각각 86.7%, 84.0%, 89.3%로 나타났다(표 Ⅳ-23). 그동안, 분자생물학 실

험이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행하기 힘든 이유로서 제한된 수업시간이 지

적되어 왔다(김미경, 2008). 고3 학생들의 응답 결과로 보아 50분 수업

시간에 실험을 수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으며, 프로그램Ⅰ이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에 탐구 활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 수업 모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였

다. ‘그렇다 이상’으로 이해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을 범주화한 결과 <표 Ⅳ-24>와 같이 분석되었다.

탐구 실험 수업 모듈에 대해 이해가 높다고 서술한 학생들은 자신의

DNA를 직접 눈으로 관찰한 점,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젤 전기영동

기법에 대한 관심과 반복된 실험을 통한 숙련된 결과, 생물정보학에 대

한 흥미 등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선생님의 설명 덕

분이라는 의견이 각각 18.1%, 22.2%, 24.2%로 나타나서 교사의 적절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Ⅳ-23> 생물Ⅱ 정규 교실 탐구 실험 수업 모듈 이해

명(%)

모듈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합

2 0(0.0) 10(13.3) 36(48.0) 23(30.7) 6( 8.0) 3.3 75(100.0)

4 1(1.3) 11(14.7) 44(58.7) 16(21.3) 4( 4.0) 3.0 75(100.0)

6 0(0.0) 8(10.7) 34(45.3) 23(30.7) 10(33.3) 3.5 75(100.0)

모듈 2: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 확인, 모듈 4: ALDH2 유전자 확인, 모듈 6: ALDH2 다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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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4> 생물Ⅱ 정규 교실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이 긍정적인 이유

명(%)

모듈 내용 학생수 합

2

DNA를 직접 볼 수 있어서 7(31.8)

22

선생님의 설명 덕분에 5(22.7)

전기영동 장치의 원리를 이해하여서 4(18.1)

실험이 생각보다 간단해서 3(13.7)

기타 3(13.7)

4

NCBI의 사이트가 도움이 되어서 8(44.4)

18
선생님의 설명이 쉬워서 4(22.2)

직접 관찰할 수 있어서 3(16.7)

기타 3(16.7)

6

선생님의 설명 덕분에 8(24.2)

33

전기영동 실험이 반복되어서 8(24.2)

잘려진 DNA 관찰이 흥미로워서 6(18.2)

의외로 쉽고 재미있어서 5(15.2)

실험 결과가 잘 나와서 4(12.1)

기타 2( 6.1)

모듈 4는 NCBI의 사이트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학생들의 응

답 중 NCBI 사이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44.4%인 것으로 나타나 첨

단 생물학인 생물정보학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 진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NCBI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검색하지 않고 교사가 검

색한 후 설명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생물정보학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해석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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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5> 생물Ⅱ 정규 교실 실험 기구 사용

명(%)

학년
매우

쉽지 않다
쉽지않다 보통이다 쉽다

매우

쉽다
합

3 3(4.0) 3(4.0) 20(26.7) 38(50.7) 11(14.7) 75(100.0)

<표 Ⅳ-26> 생물Ⅱ 정규 교실 다루기 힘들었던 실험 도구

명(%)

마이크로

피펫
교반기 원심분리기 작은튜브

전기영동

장치
없다 합

11(14.7) 3(4.0) 0(0.0) 3(4.0) 23(30.7) 35(46.6) 75(100)

학생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다루어보지 실험 기구를 활용할 수 있었는

지, 실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실험 기구는 전반적으로 사용하기 쉬웠나요?’에 대하여, 65.4% 이상의

학생이 ‘보통이다’ 이상으로 쉬웠다라고 응답하였다(표 Ⅳ-25). 학생들이

기장 다루기 힘들었던 실험 기구를 선택하게 하였을 때, ‘없다’가 46.6%

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전기영동 장치가

30.7%로 나타났다(표 Ⅳ-26).

학생들의 응답 결과로 보아, 분자생물학 실험 경험이 부족한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분자생물학 실험 기구의 사용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분자생물학을 지도하고 있는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들의 인

식을 조사 연구에서 보여진 것처럼,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에도 분자생물

학 실험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젤 전기영동, 마이크로피펫, 원심분리기

등의 실험 기구가 갖추어지면 실험을 통한 분자생물학 수업이 가능할 것

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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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정규 교실 탐구 활동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 분석 결과

유전자와 생명공학 단원과 연계하여 개발한 프로그램Ⅰ이 생물Ⅱ 정규

교실의 구체적인 탐구 활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설문지를 통하여 DNA, 유전자, 단백질의 관계 이해, 분자생물학 분야

과학적 소양 함양, 교과와 진로 분야에 대한 흥미 향상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생물Ⅱ 정규 교실 학생들의 ALDH2 다형성 탐구 실험 수업 모

듈에 대한 이해와 생물Ⅱ 교과의 1학기말 성적, 수능 선택 과목 즉, 생물

Ⅰ, 생물Ⅱ 선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DNA, 유전자, 단백질의 관계를 이해하기 쉬웠나요?’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의 94.7%는 ‘보통이다’ 이상으로 쉬웠다로 응

답하였다(표 Ⅳ-27).

생물Ⅱ 교실 학생들은 유전자와 형질 발현을 학습하면서 DNA, 유전

자, 단백질의 관계에 대하여 학습하였지만, 세 물질의 관계에 대해 추상

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김은주, 2001; 정영란, 김은주,

2002; Lewis & Kattmann, 2004; Lewis & Wood-Robinson, 2000). 학생

들이 모듈 2로 자신의 구강 상피 조직에서 추출한 DNA를, 모듈 4로

ALDH2의 일부 유전자 DNA를 가시적으로 확인하였고, 젤 전기영동 결

과 나타난 DNA 밴드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DNA와 유전자의 관계를 구

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모듈 6에서 ALDH2의 유전자 DNA에 제한

효소를 처리한 DNA를 젤 전기영동 하였을 때 나타난 DNA 밴드가 사

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DNA의 염기 조성이 사람마다 다르

다는 DNA 다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NCBI의 ALDH2

의 입체 구조와 비교하면서 유전자 DNA의 차이가 단백질의 차이를 가

져오며, 그로 인해 형질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

다. 즉, 교과 내용의 전개 순서에 따라 적용한 프로그램Ⅰ이 DNA, 유전

자, 단백질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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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7> 생물Ⅱ 정규 교실 DNA, 유전자, 단백질 관계 이해

명(%)

학년
매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보통이다 쉽다

매우

쉽다
합

3 0(0.0) 4(5.3) 20(26.7) 43(57.3) 8(10.7) 75(100.0)

<표 Ⅳ-28> 생물Ⅱ 교실 실생활 분자생물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 향상 명(%)

학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

3 2(2.7) 13(17.3) 21(28.0) 28(37.3) 11(14.7) 75(100.0)

생물Ⅱ 교실 학생들이 프로그램Ⅰ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분자생물학 내

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TV, 인터넷, 신문 등에 나타난 분자생물학 관련 내용에 대하여 흥미

와 관심이 높아졌나요?’에 대하여 80.0% 이상이 ‘보통이다’ 이상으로 그

렇다라고 응답하였다(표 Ⅳ-28).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DNA를 재료로 하여 젤 전기영동으로 확인하는

프로그램Ⅰ의 구체적인 탐구 활동을 통하여 DNA를 중심으로 하는 분자

생물학 분야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보아, 프로그램Ⅰ이 분자생물학 분야의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동기 유발 학습 자료로 효과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생물Ⅱ 정규 교실 학생들이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을 수행하면서 생물

관련 전공 및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하였다.

‘생물 관련 전공 및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나요?’에 대하여 82.7%의

학생들이 ‘보통이다’ 이상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표 Ⅳ-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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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9> 생물Ⅱ 정규 교실 생물 관련 전공 및 진로 선택 영향

명(%)

학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

3 2(2.6) 11(14.7) 26(34.7) 26(34.7) 10(13.3) 75(100.0)

학교에서 과학 분야의 진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간은 진로와

직업 교과, 과학 교과, 방과후 학교, 과학 동아리 시간이다. 과학 교과 시

간에는 학습 내용과 관련 있는 과학자 소개, 진로 분야 소개 등을 통하

여 주로 읽기 자료에 의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진로

탐색이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점이 많다. 분자생물학 관련 진로

분야는 분자생물학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

한 분야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생물Ⅱ 교실 학생들의

응답 결과로 보아, 마이크로피펫, 젤 전기영동 등 분자생물학 실험 기기

를 직접 다루고 DNA를 직접 처리하는 활동을 통하여, 생물 관련 전공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보아, 프로그램Ⅰ이 일반

계 고등학교 교실의 과학 분야 진로 탐색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Ⅰ이 생명과학Ⅱ의 유전자와 생명공학 단원의 탐구 활동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생물Ⅱ 교실의 고3 학생들의 탐구

실험 수업 모듈 2, 4, 6에 대한 이해와 생물Ⅱ 교과 1학기말 성적, 수능

선택 과목 생물Ⅰ, 생물Ⅱ 선택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Ⅳ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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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0> 생물Ⅱ 정규 교실 탐구 실험 수업 모듈에 대한 이해와

생물Ⅱ 교과 성적, 수능 선택과목 상관관계 분석

N: 75명

1학기말생물Ⅱ성적 생물Ⅰ선택 생물Ⅱ선택 모듈 2 모듈 4 모듈 6

모듈 2 .204 -.115 .147 1 .451** .478**

모듈 4 .194 .072 .257* .451** 1 .525**

모듈 6 .360** .058 .281* .478** .525** 1

** p<.01, * p<.05

상관관계 분석 결과, 탐구 실험 수업 모듈 6에 대한 이해와 1학기말

생물Ⅱ 성적, 수능 과목 생물Ⅱ 선택과의 상관계수가 각각 0.360(p<.01),

0.281(p<.05)로서 보통 수준의 상관관계를 분석되었다. 또한, 모듈 4에

대한 이해와 수능에서의 생물Ⅱ 선택과의 상관계수도 0.257(p<.05)로서

상관관계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모두 0.20 이상, 0.40 미

만의 값으로 사회 과학 분야인 교육 분야에서 유의미한 비례관계로 분석

할 수 있다(우수명, 2002; Rea & Parker, 2005). 이로 보아, 학생들은

DNA와 유전자의 관계 등을 확인한 모듈 4와 DNA, 유전자, 단백질의

관계, 대립 유전자 등의 개념을 확인한 모듈 6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생물Ⅱ 성적이 높고, 수능 과목으로서도 생물Ⅱ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듈 4와 모듈 6이 생물Ⅱ 정규 교실의 유전자와

생명공학 단원 탐구 활동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프로그램Ⅰ을 구성하는 모듈 2와 모듈 4, 모듈 4와 모듈 6, 모듈 2와

모듈 6의 상관계수는 각각 0.451, 0.525, 0.478로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로 보아,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

험 수업 모듈의 일부를 적용하였지만, 프로그램Ⅰ의 각 실험 수업 모듈

간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전체 모듈을 모두 적용하였을 때

프로젝트 형태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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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방과후 학교 교실의 프로그램Ⅱ 적용 결과

교과와 연계한 프로그램Ⅰ은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

듈의 일부를 활용하였으므로, 전체 모듈을 모두 적용하였을 때 분자생물

학 탐구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프로그램Ⅱ는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전체를 단기

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으며, 실험과 관련된 이론 학습이 병

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분자생물학 학습 경험이 없는 고등학교 1, 2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 방과후 학교 교실에 학년별로 적용하였

다. 설문지를 통하여 분자생물학 학습 경험이 없는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수행 가능한지, 프로젝트 형태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자료로 활용 가

능한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2.1 분자생물학 학습 경험이 없는 고등학생들의 수행 가능성 분석 결과

분자생물학 학습 경험이 없는 방과후 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프로그

램Ⅱ의 탐구 실험 수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1, 2학년 학생들은 ‘보통이다’ 이상으로 이해하였다의 응답으로, 모듈 1

은 1, 2학년 모두 100.0%, 모듈 2는 각 80.0%, 100.0%, 모듈 3/4는 각

90.0%, 100.0%, 모듈 5/6은 각 90.0%, 100.0%로 응답하였다(표 Ⅳ-31).

이러한 높은 응답 결과는 일부 모듈을 적용한 생물Ⅱ 정규 교실과 유사

한 결과로서,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전체를 재구성

한 프로그램Ⅱ가 분자생물학 학습 경험이 없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들도 수행할 수 있는 실험 활동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는 주로 교실에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거나

수능 대비 문제풀이의 설명 위주의 학습으로 구성된다. 방과후 학교 학

생들의 높은 응답 결과로 보아, 프로그램Ⅰ이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

램으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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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1> 방과후 학교 교실 탐구 실험 수업 이해

명(%)

모듈 학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합

1
1 0(0.0) 0( 0.0) 1(10.0) 5(50.0) 4(40.0) 4.3 10(100.0)

2 0(0.0) 0( 0.0) 0( 0.0) 8(66.7) 4(33.3) 4.2 12(100.0)

2
1 0(0.0) 2(20.0) 2(20.0) 3(30.0) 3(30.0) 3.7 10(100.0)

2 0(0.0) 0( 0.0) 6(50.0) 5(41.7) 1( 8.3) 3.6 12(100.0)

3/4
1 0(0.0) 1(10.0) 2(20.0) 6(60.0) 1(10.0) 3.7 10(100.0)

2 0(0.0) 0( 0.0) 4(33.3) 7(58.4) 1( 8.3) 3.8 12(100.0)

5/6
1 0(0.0) 1(10.0) 2(20.0) 6(60.0) 1(10.0) 3.7 10(100.0)

2 0(0.0) 0( 0.0) 2(16.7) 8(66.6) 2(16.7) 4.0 12(100.0)

모듈 1: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 추출, 모듈 2: 구강 상피 조직 DNA 확인, 모듈 3/4: ALDH2

유전자 증폭 및 확인, 모듈 5/6: 제한 효소 처리 및 ALDH2 DNA 다형성 확인

<표 Ⅳ-32> 방과후 학교 교실 다루기 힘들었던 실험 기구

명(%)

학년
마이크

로피펫

교반

기

원심

분리기

작은

튜브

PCR

기기

전기영

동장치

전자

저울

항온

수조
없다 합

1
1

(10.0)

0

(0.0)

0

(0.0)

0

(0.0)

2

(20.0)

1

(10.0)

2

(20.0)

0

(0.0)

4

(40.0)

10

(100)

2
1

(8.3)

0

(0.0)

0

(0.0)

0

(0.0)

3

(25.0)

1

(8.3)

0

(0.0)

0

(0.0)

7

(58.4)

12

(100)

방과후 학교 교실의 1, 2학년 학생들은 분자생물학 실험 경험이 없으

므로 실험 기구의 사용, 실험 과정에 대하여 수행하기 힘들었는지를 살

펴보았다.

학생들은 가장 다루기 힘든 실험 기구에 대해서 1, 2학년 모두 ‘없다’

라고 하는 응답이 각각 40.0%, 58.4%로 많이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어

려운 것이 1학년은 PCR과 전자저울을, 2학년은 PCR이 각각 20.0%,

25.0%, 30.7%로 나타났다<표 Ⅳ-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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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학년 학생들이 두 번쨰로 어렵다고 한 PCR 기구는 DNA 변성, 프

라이머 부착, DNA 중합 반응에 적합한 온도를 지정한 후 스위치만 작

동하면 자동으로 온도가 반복되어 시료 DNA가 대량으로 증폭되는 간단

한 실험 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학년 학생들이 PCR 기구가 어

렵다고 한 것은, 실험 기구에 대한 어려움이라기보다 PCR의 원리인 DNA

복제에 대한 어려움과 1μL 수준의 양으로 정밀하게 다루어야 하는 PCR

시료 제작 과정이 어려워서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방과후 학교 교실의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워한 실험 과정에 대하여 서

술하게 하였을 때, 1학년은 PCR 과정 30.0%, 2학년은 젤에 시료를 로딩

하는 과정 41.7%로 나타났다(표 Ⅳ-33).

1학년 학생들이 PCR 과정에 대한 어려움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된다. 2학년 학생들이 젤에 시료를 로딩하는 과정이 어려

운 것은, 완충 용액 내의 투명하고 약한 아가로스 젤의 작은 홈에 시료

를 채우는 과정이 세밀한 활동이 필요하므로 수행하기 힘들었을 것이라

고 예상된다. 하지만, 아가로스 젤의 홈을 크게 제작하면 개선될 것이라

고 예상된다.

<표 Ⅳ-33> 방과후 학교 교실 수행하기 힘들었던 실험 과정

명(%)

학년
아가로스

젤 제작

시료

혼합

젤에

시료 로딩

DNA 밴드

관찰, 해석
PCR

제한 효소

처리
없음 합

1
2

(20.0)

0

(0.0)

2

(20.0)

1

(10.0)

3

(30.0)

0

(0.0)

2

(20.0)

10

(100)

2
1

(8.3)

0

(0.0)

5

(41.7)

3

(25.0)

1

8.3

0

(0.0)

2

(16.7)

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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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프로젝트 형태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자료 활용 가능성 분석

결과

방과후 학교 교실에 적용한 프로그램Ⅱ는 <표 Ⅳ-13>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에 기반하여,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전체를 재구성하여 개발되었다. 프로그램Ⅱ가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 분

자생물학 탐구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Ⅳ-13>의 단계별 구성 요소가 포

함되어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학습 자료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

다고 해석하였다.

<표 Ⅳ-13>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의 ‘학습 동기 유발’ 단계와

‘탐구 경험’ 단계의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방과후 학교 교실의 1, 2학년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워한 수업 모듈을

조사한 결과 1학년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PCR 과정이 포함된

모듈 3/4가 50.0%, 2학년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한 젤에 시료를 로딩

하는 첫 번째 모듈인 모듈 2가 41.7%로 나타났다(표 Ⅳ-34). 학생들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실험 과정이 포함된 모듈을 가장 흥미로워 하고

있었으며, 이는 어려운 실험 과정을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적 성취감

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설문지에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웠던 실험 모듈과 선택한 이유에 대하

여 서술한 내용을 조사하였다(표 Ⅳ-35).

<표 Ⅳ-34> 방과후 학교 교실 가장 흥미로웠던 수업 모듈

명(%)

학년 모듈 1 모듈 2 모듈3/모듈4 모듈5/모듈6 합

1 1(10.0) 4(40.0) 5(50.0) 0(0.0) 10(100)

2 3(25.0) 5(41.7) 0(0.0) 4(33.3) 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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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5>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웠던 모듈 선택 이유

모듈 가장 흥미로웠던 모듈 선택 이유

1

․실제로 구강 상피 조직 세포를 통해 내 DNA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일반 실험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DNA 밴드를 볼 수 있어서 매우
참신했다

․가장 하기 쉬웠다.

2

․일단 내가 뽑은 것이 진짜 DNA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젤을 만들고 젤 전기영동을 하는 과정이 흥미로웠고 UV투영기로 직접
DNA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의 결과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DNA 젤 전기영동기에 잘 넣어서

․DNA가 내려와 밴드처럼 나온 것이 흥미로웠다

․진짜로 DNA를 볼 수 있어서

․DNA가 음전하를 띤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3/4

․Theory와 Experiment의 조화

․DNA 밴드가 나타난 모습이 예뻐서

․참신하고 다른 실험에 비해서 재미있었다

․젤에 나타나는 것이 신기했다.

5/6
․사람마다 DNA가 다 다르다는 얘기를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결과가 잘 나왔다.

설문지에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직접 자신의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DNA를 추출함으로써 학습 동기가 유발되고, DNA 추출,

젤 전기영동 등의 분자생물학 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탐구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실에서 학습한 DNA 관련 개념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분자생물학 개념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론

할 수 있다. <표 Ⅳ-13>의 ‘학습 동기 유발’ 단계의 친숙한 실험 소재

선정과 ‘탐구 경험’ 단계의 과학 탐구 기능 습득, ‘지식의 구조화’ 단계의

과학적 개념 습득 요소가 포함되고, 효과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하였

다. 이로 보아, 프로그램Ⅱ가 분자생물학 실험 경험이 없는 1, 2학년 학

생들 대상으로 프로젝트 형태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자료로 활용될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111 -

프로그램Ⅱ이 <표 Ⅳ-13>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의 단계별 구

성 요소를 긍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DNA, 유전자, 단백질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쉬워졌나요?’에 대하여 1,

2학년 모두 보통이다 이상 응답이 100%로 나타났다(표 Ⅳ-36).

방과후 학교 교실 학생들은 프로그램Ⅱ를 통하여 DNA, 유전자, 단백

질의 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로 보아, 프로

그램Ⅱ가 <표 Ⅳ-13>의 ‘교육과정과 일상생활 연계’ 단계와 ‘지식의 구

조화’ 단계의 과학적 개념 습득의 구성 요소를 충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TV, 인터넷, 신문 등에 나타난 분자생물학 관련 내용에 대하여 흥미

와 관심이 높아졌나요?’에 대하여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1

학년 90.0%, 2학년 75.0%로 분석되었다(표 Ⅳ-37). 이러한 응답 결과는

생물Ⅱ 정규 교실에 적용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프로그램Ⅲ이 1, 2학

년 학생들의 분자생물학 분야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학습 자료로 적

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Ⅳ-36> 방과후 학교 교실 DNA, 유전자, 단백질의 관계 이해

명(%)

학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

1 0(0.0) 0(0.0) 1(10.0) 6(60.0) 3(30.0) 10(100.0)

2 0(0.0) 0(0.0) 2(16.7) 9(75.0) 1( 8.3) 12(100.0)

<표 Ⅳ-37> 방과후 학교 교실 실생활 분자생물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 향상 명(%)

학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

1 0(0.0) 0(0.0) 1(10.0) 6(60.0) 3(30.0) 10(100.0)

2 0(0.0) 2(16.7) 1(8.3) 5(41.7) 4(33.3)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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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8> 방과후 학교 생물 관련 전공 및 진로 선택 영향

명(%)

학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

1 0(0.0) 0(0.0) 1(10.0) 6(60.0) 3(30.0) 10(100.0)

2 0(0.0) 0(0.0) 0(0.0) 3(25.0) 9(75.0) 12(100.0)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분자 수준의 생명현상은 분자생물학 지식을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문제 해

결과 의사 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지식을 함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자신의 DNA를 실험 재료로 하여 젤 전기영동, PCR 등 다양한 실험

기법으로 구체적으로 활동한 탐구 경험이 분자생물학의 기본 개념을 구

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분자생물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향상된 것으로 해석된다.

‘생물 관련 전공 및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나요?’에 대하여 1, 2학년

학생들은 각각 100%, 90%의 이상에서 ‘그렇다’ 이상으로 나타났으며(표

Ⅳ-38), 이는 생물Ⅱ 정규 교실에 적용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분자생물학 학습 경험이 없는 방과후 학교 교실의 1, 2학년 학생들에

게 있어서 프로그램Ⅱ와 같은 구체적인 탐구 활동이 과학 교과와 과학

분야의 진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학생들의 응답 결과로 보아, 프로그램Ⅲ이 <표 Ⅳ-13>의 ‘효과’ 단계

의 과학적 소양 함양과 진로 흥미 유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긍정적

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프로그램Ⅱ의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에 대한 이해

와 방과후 학교 교실 학생들의 교과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탐

구 활동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교과 성적 변인은 1학년 학

생들은 1학년 1, 2학기 과학 성적 평균, 2학년 학생들은 2학년 1, 2학기

생물Ⅰ 성적 평균으로 SPSSWIN 16.0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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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9> 방과후 학교 교실 수업 모듈 이해와 교과 성적 상관관계

N : 22명

성적 모듈 1 모듈 2 모듈 3/4 모듈 5/6

성적 1 .091 -.216 -.111 -.176

모듈 1 .091 1 .239 .262 .402

모듈 2 -.216 .239 1 .540** .594**

모듈 3/4 -.111 .262 .540** 1 .431*

모듈 5/6 -.010 .402 .594** .431* 1

** p<.01, * p<.05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생물Ⅱ 교실의 연구 결과와 달리 교과 성적과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표 Ⅳ-39). 이러

한 결과는, 학생들이 교과를 통한 분자생물학 학습 경험이 없음을 시사

해주는 결과로서 방과후 학교 교실의 1, 2학년 학생들은 탐구 실험 모듈

학습과 관련된 분자생물학 개념을 교과 시간에 학습하지 않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모듈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DNA 추출 실험 과정이 포함된 모듈 1

을 제외하고 각 모듈 간의 상관 계수는 모듈 2와 모듈 3/4가 .540, 모듈

3/4와 모듈 5/6은 .431, 모듈 2와 모듈 5/6은 .594로 분석되었다(p<.01,

p<.05). 각각의 상관 계수는 0.40 이상, 0.60 이하의 범위로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우수명, 2002; Rea & Parker, 2005). 이러한 결

과는 프로그램Ⅱ에 포함된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들

의 구성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며,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자료로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석된다.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은 ALDH2 SNP 확인이라

는 한 가지 주제로 젤 전기영동, PCR, 제한 효소 처리 등 다양한 실험으

로 검증해가는 프로젝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과학자들

이 하나의 주제로 장기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활동과 유사하여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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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방과후 학교에 참가한 1학

년 학생이 프로그램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었다.

(전략)

이런 실험이 더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왜냐하면, 이번 실험은 방학 중 5

일간만 이루어진 단기 실험 수업이기 때문이다. 이과생으로 공대를 목표로 하는 사

람으로서 실험을 자주 하는 것이 이과적 성향을 키워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번 분자생물학 실험을 통해 내가 전공으로 하고 싶은 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

를 가져 보게 되었다. 나는 나중에 분자생물학, 분자유전학을 전공으로 하고 싶다. 

물론, 이런 과들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생물, 생명에 관련된 과이므로 깊이로 

따지면 다른 과보다 훨씬 깊고 조심에 조심을 요함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오

히려 나의 호기심을 더 자극한다.

(후략)

이로 보아, 분자생물학 실험 경험이 없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

게 분자생물학 분야의 다양한 실험들을 연속적으로 구성한 프로그램Ⅱ가

과학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 경험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되며, 과학

분야에 대한 진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말해 준

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로 볼 때,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전체를 재구성하여 개발한 프로그램Ⅱ가 분자생물학 학습 경험이

없는 1, 2학년 고등학생들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프로그램Ⅱ는 5일 동안 단기간에 적용하였

으며 <표 Ⅳ-13>의 ‘반성’ 단계와 ‘효과’ 단계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활

동이 부족하였으므로, 과학 동아리와 같은 연간 운영되는 교실에 적용하

여 프로젝트 형태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자료로서의 적절한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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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과학 동아리 교실의 프로그램Ⅲ 적용 결과

교과와 연계하여 개발한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Ⅰ을 3학년 생물Ⅱ 정규 교실에 적용한

결과, 유전자와 생명공학 단원의 탐구 활동 자료로서의 가능성뿐만 아니

라 모듈 간의 연계성이 있어 프로젝트 형태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자

료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프로젝트 형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

발한 프로그램Ⅱ를 방과후 학교 교실 1, 2학년 학생들에게 5일간 적용한

결과, 분자생물학 학습 경험이 없는 고등학생들도 수행 가능한 탐구 활

동 자료일 뿐만 아니라, 진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가

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방과후 학교 교실에 단기간 적용한

것으로는 프로젝트 형태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자료의 효과를 분석하

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과학 분야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과학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Ⅲ을 개발

하였다. 프로그램Ⅲ은 분자생물학자 진로 분야를 체험할 수 있으므로 예

비 과학자 체험 프로그램(Pre-Scientist Experience Program)으로 명명

하였다. 프로그램Ⅲ인 분자생물학 PSEP는 2011년 22명, 2012년 17명을

대상으로 각각 32차시, 38차시 적용되었다.

체험 활동 중심의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 준비 행동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처럼(조성심, 주석진, 2010), 분자생물학

PSEP가 과학 분야의 진로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

였다. 설문지, 유전개념 검사지, 활동지 소감, 면담 응답 결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분자생물학 PSEP가 프로젝트 형태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 되었는지, 과학 분야의 구체적인 진

로 탐색 자료로 활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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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과학 동아리 교실 연간 적용 내용

프로그램Ⅲ은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모듈 전체를 재구성하

였으며, 분자생물학 학습 경험이 부족한 1, 2학년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고려하여 1학기에 집중 적용하였다. 2학기에는 1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하기 위하여 학교 축제나 교외 축전에 참가하여, 범

죄수사학 관련 연극, 실험 기기 시연, 시범 활동을 수행하였다. 대학 실

험실과 연계하여 현재 연구 중인 과학자의 초청 강연, 분자생물학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실을 탐방하여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이 직업 현

장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2012년에 적용한 과학 동아리의 연간 일정은 <표 Ⅳ-40>과 같다.

<표 Ⅳ-40> 분자생물학 PSEP 적용 동아리 연간 운영 일정(2012년)

월 일 활 동 주 제 실시시간 시간누계

1

학

기

3
07 동아리활동 부서 안내, 개인별 희망 조사 2 2

14 분자생물학 실험 기기 사용법 및 기구 2 4

4
04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 추출 2 6

18 아가로스 젤 제작 2 8

5
09 젤 전기영동에 의한 구강상피세포 DNA 확인 2 10

23 생물정보학 2 12

6
13 ALDH2의 일부 유전자를 PCR로 증폭 2 14

20 젤 전기영동에 의한 유전자 확인 2 16

7
11 제한 효소 처리 2 18

18 젤 전기영동에 의한 ALDH2의 SNP 확인 2 20

2

학

기

8
22 축제 준비 2 22

24 학교 축제 6 28

9

05 DNA 지문의 이용, 범죄수사학 2 30

12 동아리활동 평가 2 32

19 동아리별 진로 활동(진로 관련 강의) 2 34

26 동아리별 봉사활동(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2 36

10 24 동아리별 진로 활동(진로 관련 탐방 실시) 2 38

동아리 활동 총 이수 시간 3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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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적용 가능성 분석

연구 대상 과학 동아리 학생 중 2011년 2학년 학생들은 제7차 교육과

정 대상자로서, 동아리 활동 당시 ‘생물Ⅰ’의 분자생물학 관련 내용인 유

전물질로서의 DNA를 학습한 바 있다. 2011년 1학년, 2012년 1, 2학년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대상자로서, 동아리 활동 당시 1학년은 과학을 이수

하거나 이수 중이었고 2학년은 ‘생명과학Ⅰ’을 이수 중이었다. 과학 동아

리 학생들도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을 적용한 방과후 학교 교실의 1, 2학

년 학생들처럼 분자생물학 실험 경험이 없으며, 생명과학Ⅱ의 유전자와

생명공학 단원을 체계적으로 학습 한 바 없다.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과 직업 체험을 연계하여

구성한 분자생물학 PSEP를 과학 동아리 교실에 연간 적용하였을 때,

<표 Ⅳ-13>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의 각 단계별 구성 요소를 모

두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분자생물학 탐구 수업 모델은

교육과정과 일상생활의 연계, 학습 동기 유발, 탐구 경험, 지식의 구조화,

반성, 효과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 유전개념 검사지, 활동지 소감, 면담 응답 결과를 조사하여, 분

자생물학 PSEP가 <표 Ⅳ-13>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하

였다. 학생들의 응답 내용이 각 단계의 요소를 포함하고 긍정적인 결과

를 나타내면, 분자생물학 PSEP가 프로젝트 형태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

습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설문지는 매우

그렇다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각 등급간 1점으로 코딩 하였으

며, 활동지 소감과 면담은 학생들의 응답 내용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과학 동아리 학생들은 ‘DNA 추출 실험’(Q1), ‘젤 전기영동에 의한 추

출한 DNA 확인 실험’(Q2), ‘생물정보학 사이트 검색 활동’(Q3), ‘PCR 실

험’(Q4), ‘DNA 다형성 확인 실험’(Q5)을 수행하기가 쉬웠는가에 대하여

각각 91.2%, 92.5%, 70.3%, 92.5%, 92.5%로 ‘보통이다’ 이상으로 수행하

기가 쉬웠다고 응답하였다(표 Ⅳ-41). 이는, 생물Ⅱ 정규 교실, 방과후

학교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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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1> 과학 동아리 교실 탐구 실험 수업 모듈 수행

문항 연도 N
학생들의 응답(%)a

M±S.D.
1 2 3 4 5

Q1

2011 22 0.0 0.0 31.8 50.0 18.2 3.86± .71

2012 17 0.0 17.6 35.3 41.2 5.9 3.35± .86

합 39 0.0 8.8 33.6 45.6 12.0 3.64± .81

Q2

2011 22 0.0 9.1 31.8 45.5 13.6 3.68± .84

2012 17 0.0 5.9 17.6 76.5 0.0 3.70± .58

합 39 0.0 7.5 24.7 61.0 6.8 3.69± .73

Q3

2011 22 4.5 13.7 31.8 22.7 27.3 3.64±1.14

2012 17 5.9 35.3 35.3 11.8 11.8 2.88±1.11

합 39 5.2 24.5 33.6 17.2 19.5 3.31±1.17

Q4

2011 22 4.5 4.5 31.8 50.0 9.1 3.45± .91

2012 17 0.0 5.9 35.3 58.8 0.0 3.64± .49

합 39 2.3 5.2 33.6 54.4 4.5 3.54± .76

Q5

2011 22 4.5 4.5 27.3 54.6 9.1 3.59± .91

2012 17 0.0 5.9 17.6 76.5 0.0 3.71± .58

합 39 2.3 5.2 22.5 65.5 4.5 3.64± .78

Q1: 구강상피세포에서 DNA를 추출하는 실험은 수행하기가 쉬웠나요?

Q2: 구강상피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젤 전기영동으로 확인하는 실험은 수행하기가 쉬웠나요?

Q3: NCBI 사이트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검색하는 활동은 수행하기가 쉬웠나요?

Q4: ALDH2 일부 유전자의 PCR 증폭 후 젤 전기영동으로 확인하는 실험은 수행하기가 쉬웠나요?

Q5: 제한 효소 처리 후 젤 전기영동으로 ALDH2의 SNP를 확인하는 실험은 수행하기가 쉬웠나요?
a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하지만, 2012년도 학생들의 ‘생물정보학 사이트 검색 활동(Q3)’의 응답

결과가 다른 항목에 비해 2.88로서 낮게 나타났는데, 학생들의 응답 결과

가 낮은 이유를 찾기 위해 활동지 소감에 서술한 내용을 범주화하여 분

석해 보았다(표 Ⅳ-42). 활동지 소감에 총 23명의 학생들이 NCBI 활동

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서술하고 있었으며, 그 중 65.2%의 학생들이 2012

년도 학생들이었다.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서 영어로 되어 있어서(56.5%),

생소해서(21.7%), BLAST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13.0%), 수시로 업데이

트 되어서(8.7%)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도 학생들의 경우 영어로 되어

있어서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9명(64.3%)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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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2> 과학 동아리 교실 NCBI 검색 어려움

명(%)

NCBI 검색 어려움 원인
학생 응답수(%)

2011 2012 합

영어로 되어 있어서 4(17.4) 9(39.1) 13(56.5)

생소해서 2(8.7) 3(13.0) 5(21.7)

BLAST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2(8.7) 1(4.3) 3(13.0)

수시로 업데이트 되어서 0(0.0) 2(8.7) 2(8.7)

합 8(34.8) 15(65.2) 23(100.0)

우정임 등(2009)의 NCBI 데이터베이스 활용 수업 자료 개발 연구에서,

학생들이 영어로 된 사이트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며 자세한 안내지가 필

요하다고 한 바 있어 생물정보학 학습 환경을 구성할 때 안내 자료 제작

과 수업 시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는 등 교사의 세심한 지도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89.7%의 학생들이 입체 모형 관찰이 매우 흥미롭다고

서술하고 있고 면담에서 생물정보학에 대하여 좀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

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어, 탐구 실험 수업 모듈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

다고 생각된다.

설문지와 활동지 소감, 면담 응답 결과로 보아, 분자생물학 PSEP는 1,

2학년으로 구성된 과학 동아리 교실에도 적용 가능한 학습 자료이며, 다

음과 같이 <표 Ⅳ-13>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의 각 단계별 구성

요소 또한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프로젝트 형태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자료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교육과정과 일상생활 연계’ 단계 : 탐구 실험 수업 모듈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소개되고 있는 유전자와 생명공학과 연계되어 있음

• ‘학습 동기 유발’ 단계 :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의 주제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친숙한 내용인 숙취 현상이고 학생들이 자신의 구강 상피

조직에서 직접 추출한 DNA를 실험 재료로 하였음

• ‘탐구 경험’ 단계 :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이 마이크로피펫, 원심분리기 등의

분자생물학 기기와 젤 전기영동, PCR 등의 실험 기구 및 실험 기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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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정보학 데이터베이스 검색 활동, 실험, 토의, 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과

학 탐구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 ‘지식의 구조화’ 단계 :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이 ALDH2의 다형성 확인 과정

을 다루고 있으며, DNA의 구조와 기능, DNA 복제, 유전자의 형질 발현, 생

명공학 기술 관련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

• ‘반성’ 단계 : 1학기 과학자의 연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탐구 실험 활동을

수행한 후, 2학기에 축제 혹은 축전 참가 활동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타인

과 공유할 수 있음

• ‘효과’ 단계 : DNA 지문의 원리를 활용한 다형성 학습 내용을 다루고 있어

과학적 소양 함양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분자생물학 실험 활동, 실험실

연계 활동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진로 탐색이 가능함

설문지를 통하여, 탐구 실험 모듈이 <표 Ⅳ-13>의 탐구 학습 모델의

‘학습 동기 유발’과 ‘탐구 경험’ 단계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분

석하였다(표 Ⅳ-43).

과학 동아리 학생들은 Q6～Q11 설문에 대하여 ‘보통이다’ 이상으로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탐구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었습니까? (Q6)’

100.0%,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습목표를 잘 인식할 수 있었나요?

(Q7)’ 97.4%, ‘학습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이었나요? (Q8)’

100.0%, ‘프로그램의 전개상 학습 순서가 체계적이었나요? (Q9)’ 100.0%,

‘지식을 얻기까지의 탐구 과정과 탐구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Q10)’ 100.0%, ‘조별과정에서 조원들 간의 협동적인 토론 활동을 활발히

하였나요? (Q11)’ 94.9%로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 결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표 Ⅳ-13>의 분

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의 ‘학습 동기 유발’과 ‘탐구 경험’ 단계의 구성

요소가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 분자생물학 PSEP가 학습 동기 및 흥미가 유발되는 프로그램이라고 긍정적

인 응답을 하였으므로, ‘학습 동기 유발’의 요소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 분자생물학 PSEP가 자발적으로 탐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긍정

적인 응답을 하였으므로, ‘탐구 경험’ 단계의 주도적 참여 요소가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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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였다.

• 분자생물학 PSEP가 지식을 얻기까지 탐구 과정과 탐구 방법을 배울 수 있

는데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므로, ‘탐구 경험’ 단계의 과학적 탐구

과정 경험과 탐구 기능 습득 요소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 분자생물학 PSEP가 조별과정에서 조원들과 협동적인 토론 활동이 이루어진

것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므로, ‘탐구 경험’ 단계의 다양한 과학 탐구 활

동 요소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표 Ⅳ-43> 과학 동아리 교실 탐구 실험 수업 모듈 인식

문항 연도 N
학생 응답율(%)a

M±S.D.
1 2 3 4 5

Q6

2011 22 0.0 0.0 4.5 27.3 68.2 4.64± .58

2012 17 0.0 0.0 23.5 47.1 29.4 4.05± .74

합 39 0.0 0.0 12.8 35.9 51.3 4.38± .71

Q7

2011 22 0.0 0.0 4.6 72.7 22.7 4.18± .50

2012 17 0.0 5.9 5.9 70.6 17.6 4.00± .71

합 39 0.0 2.6 5.1 71.8 20.5 4.10± .60

Q8

2011 22 0.0 0.0 0.0 31.8 68.2 4.68± .48

2012 17 0.0 0.0 0.0 41.2 58.8 4.58± .51

합 39 0.0 0.0 0.0 36.5 63.5 4.64± .49

Q9

2011 22 0.0 0.0 4.5 27.3 68.2 4.64± .58

2012 17 0.0 0.0 0.0 47.1 52.9 4.53± .51

합 39 0.0 0.0 2.6 35.8 61.6 4.59± .55

Q10

2011 22 0.0 0.0 13.6 72.8 13.6 4.00± .54

2012 17 0.0 0.0 5.9 76.5 17.6 4.12± .49

합 39 0.0 0.0 10.3 74.4 15.4 4.05± .51

Q11

2011 22 0.0 0.0 22.7 45.5 31.8 4.09± .75

2012 17 0.0 11.8 41.2 47.2 0.0 3.35± .70

합 39 0.0 5.1 30.8 46.1 18.0 3.77± .81

Q6.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탐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었나요?

Q7.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업 목표를 잘 인식할 수 있었나요?

Q8. 학습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가요?

Q9. 프로그램의 전개상 학습 순서가 체계적이었나요?

Q10. 지식을 얻기까지의 탐구 과정과 탐구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Q11. 조원들간의 협동적인 토론 활동을 활발히 하였나요?

a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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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4> 과학 동아리 가장 흥미로운 실험

연도 N
학생 응답률(%)

합
E1 E2 E3 E4 E5

2011 22 4.6 13.6 13.6 0.0 68.2 100

2012 17 0.0 11.8 5.9 0.0 82.4 100

합 39 2.6 12.8 10.2 0.0 74.4 100

E1: DNA 추출 실험, E2: 젤 전기영동에 의한 DNA 확인, E3: NCBI 데이터베이스 검색, E4: PCR, E5: 젤 전기영

동에 의한 SNP 확인

<표 Ⅳ-13>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의 ‘탐구 경험’ 단계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였는지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웠던 실험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서 연구 대

상 학생의 74.4%가 마지막 실험이라고 응답하고 있었다(표 Ⅳ-44).

마지막 실험이 가장 흥미로운 이유를 설문지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었는데, 서술 내용으로 보아, ‘학습 동기 유발’ 단계의 실생활 학습 주

제 요소, ‘효과’ 단계의 과학적 소양 함양 요소가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

으로 해석된다.

-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술을 잘 마시는지 

못 마시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에 결

과를 확인했을 때가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다(2012, 고2, 여) --- 친숙한 학습 

주제, 과학적 소양 함양 

또한, 활동지 소감에 마지막 실험이 가장 흥미로운 이유를 다음과 같

이 서술하고 있었는데, 서술 내용으로 보아 ‘탐구 경험’ 단계의 프로젝트

활동 요소가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 지금까지의 실험 중에서 제일 즐거웠던 실험이었다. 뭔가 진정한 결과를 얻

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드디어 진정한..! 밴드를 확인하는 순간은 정말 즐거

웠다. DNA가 부족해서 남아서 실험하고 했지만 제일 재미있었던 시기였다

(2011년, 고1, 여) --- 프로젝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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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해왔던 실험의 마지막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처음 실험 때 실수하

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끝나다니.. 일 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또 이번 실험을 잘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많은 실험을 할 때에 

쓰일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2011년, 고1, 여) --- 프로젝트 활동

마지막 실험은 각자의 ALDH2의 SNP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선행된

연속적인 실험을 완수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최종 목표에 해당하

는 실험이다. 학생들이 마지막 실험에 대해 가장 흥미롭게 여겼다는 것

은 실험이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과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느끼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실제 체험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이 ‘탐구 경험’ 단계의 과학자의

연구 경험, 주도적 참가, 장기간 프로젝트의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분석

되며,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이 고등학교 프로젝트 형태의 탐구 학습 자료

로 활용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 활동지 소감에 나타난 다음의 서술 내용은 ‘탐구 경험’ 단계의 구

성 요소가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로 보아 분

자생물학 PSEP가 프로젝트 형태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자료로 적절

하게 활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 DNA가 순수한 DNA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을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간단한 방법이 있어 신기했다. 또한, 자외선을 쬘 때에만 확인되는 

것도 신기했다(2011, 고1, 남) --- 실험 기법 사용

- 매번 그렇듯 실험을 하면 할수록 조심스러워지고 섬세해진다. 이제는 선생님

보다 먼저 과정을 확인하고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다. 실험 기구, 예를 들어 

마이크로피펫이나 젤 등을 다루는 게 익숙해졌다(2012년, 고2, 여) --- 실험 

기구 사용

- DNA 지문, 단일염기다형성 개념을 알게 되고, 왜, AA, Aa, aa에서 각각 2

줄, 3줄, 1줄이  나오는지도 알았다(2012년, 고2, 여) --- 자료 해석

- 친구들과 서로 알려주며 도울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협동 능력이 향상

될 것 같고, 물론, 과학실험 부분, 생물 실험 능력이 향상될 것 같다(2012년, 

고1, 여) --- 다양한 과학 탐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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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보았다. 아미노산 수, 정보도 나오고 3D로 모양도 관

찰할 수 있고 보고 싶은 것만 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실험만으로는 커버될 

수 없는 내용들, 염기서열이라던가 그런 것이 나와 있어서 좋았다(2011년 고

1, 여) --- 첨단 과학 경험 

<표 Ⅳ-13>의 탐구 학습 모델의 ‘지식의 구조화’ 단계의 구성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분석하였다. DNA, 유전자, 단백질과 같은 분자 수준의 물

질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추상적인 것으로서(민진선, 2003), 고등학

생들이 설명 위주의 이론적인 수업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유전개념 검사지, 설문지, 활동지를 분석하여 분자생물학 분야 과학 지식

의 구조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하였다.

설문지의 ‘DNA, 유전자, 단백질의 연관성을 이해하기가 쉬워졌나요?’

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 평균이 4.31로서 높게 나타

났다(표 Ⅳ-45). 이는, 생물Ⅱ 정규 교실, 방과후 학교 교실과 유사한 결

과이다.

유전개념 검사지는 분자생물학 분야의 기본적인 개념인 DNA, 유전자,

염색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전개념 검사지의 사전․사후

응답을 대응 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5)(표 Ⅳ-46).

<표 Ⅳ-45> 과학 동아리 교실 DNA, 유전자, 단백질 관계 이해

연도 N
학생 응답률(%)a

M±S.D.
1 2 3 4 5

2011 22 0.0 0.0 0.0 59.1 40.9 4.41± .50

2012 17 0.0 0.0 17.6 47.1 35.3 4.18± .73

합 39 0.0 0.0 8.8 53.1 38.1 4.31± .61

a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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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6> 과학 동아리 교실 유전개념 검사지 사전․사후 결과 분석

검사지 N M S,D, t p

사전 39 25.5 5.2
-5.759 .000*

사후 39 29.5 3.7

*p<.05

또한, 활동지 소감의 서술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학생들의

DNA 관련 개념들이 구체적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어, 유전개념 검사

지, 설문지의 응답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우리는 이 실험에 바탕이 되는 과학적인 개념들을 얼마 전에 배웠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개념들을 그것도 실험에 직접 응용할 수 있었던 것, 새로운 

도구들을 이용한 실험에 실험 내용들이 쏙쏙 잘 들어 왔다. DNA라는 것이 

마냥 어렵고 복잡할 것이라 생각했었던 것에 비해 DNA 추출이 의외로 간단

하다는 게 흥미로웠다(2011년, 고1, 남) --- 과학적 개념 습득

- DNA의 인산기가 음전하를 띠어 (-)극을 피해 (+)극으로 움직인다(2011년, 

고1, 남) --- 과학적 개념 습득

- 수업 시간에 배웠던 유전자, DNA, 염색체.... 보이진 않지만 교과서에서 추상

적인 형체를 보고 그 존재를 깨닫고 특성을 알게 되었지만 크게 와 닿지 않

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1년 동안 내 DNA를 뽑아서 존재를 확인하고 

다형성까지 확인을 했고 이제는 더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다(2011년, 고1, 여) 

--- 과학적 개념 습득

설문지, 유전개념 검사지, 활동지 소감의 응답 결과로 보아, <표 Ⅳ

-13>의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의 ‘지식의 구조화’ 단계의 과학적 개

념 습득 요소가 효과적으로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

자생물학 PSEP가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추상적인 분자생물학 개념 학습

에 효과적이며,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프로그램으로 활용되었을 때 긍정

적인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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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소감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표 Ⅳ-13>의 ‘반성’ 단계의 구

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자생물학 PSEP는 학교 축

제나 교외 축전에 참가하여 발표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발표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었다.

- 축전은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실험을 구성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미숙했지만 남을 이해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능력이 향상된 

것 같고 자신감이 생겼어요(2012년, 고1, 남) --- 발표

- 대본을 짜고 그를 토대로 연극에 쓸 PPT를 만들고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하

지 지도하였다(2012년, 고2,남) --- 발표

- 활동을 통해 배우고 경험한 것을 또 남에게 전달함으로써 한 번 더 나의 지

식을 재검하며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2011년, 고1, 남)--- 발표

서술 내용으로 보아, 학생들은 1학기에 연속적으로 수행한 ALDH2 다

형성 확인 실험으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연극, 시범, 시연, 프레젠테

이션 등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발표 경험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

들은 학교 축제나 교외 축전에서 발표하는 경험을 통하여 분자생물학 분

야의 과학적 개념을 더욱 구조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며, ‘발표’

단계의 구성 요소가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내용을 학회에 발표하는 등 공유하는 활동을 수

행한다. 학생들의 탐구 활동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학습한 내용의

확인 및 가치 발견을 위해서도 발표 활동이 포함되는 것이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설문지, 활동지, 면담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표 Ⅳ-13>의 ‘효과’ 단

계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설문지의 ‘인터넷, 잡지 신문 등에 나타난 분자생물학 분야에 대한 흥

미와 관심이 생겼나요?’에 대하여 2011년, 2012년 응답 평균이 4.41, 3.94

로 높게 나타났다(표 Ⅳ-47). 이는 생물Ⅱ 정규 교실, 방과후 학교 교실

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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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7> 과학 동아리 교실 실생활 분자생물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 향상

연도 N
학생 응답률(%)a

M±S.D.
1 2 3 4 5

2011 22 0.0 0.0 9.1 40.9 50.0 4.41± .79

2012 17 5.9 0.0 11.8 58.8 23.5 3.94± .75

합 39 2.9 0.0 10.4 50.0 36.7 4.18± .77

a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활동지 소감에도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었다.

- DNA, 효소 이러한 용어들은 티비에서만 보던 거창한 실험이 생각나서 멀게

만 느껴졌었는데 실험을 하다 보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 일상생활

과도 관련이 깊다(2012년, 고2, 여) --- 과학적 소양

이로 보아, 과학 동아리 학생들은 분자생물학 PSEP 활동을 통하여 일

상생활의 분자생물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

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분자 수준

생명 현상과 관련 있는 실생활의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에 필요한 과학

적 소양 함양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Ⅳ-13>의

‘효과’ 단계의 과학적 소양 함양 요소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설문지의 ‘생물 관련 전공 및 직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향상되었나

요?’에 대하여, 2011년, 2012년 응답 평균이 4.36, 3.76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48). 이는, 생물Ⅱ 정규 교실, 방과후 학교 교실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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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8> 과학 동아리 교실 생물 관련 전공 및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 향상

연도 N
학생 응답률(%)a

M±S.D.
1 2 3 4 5

2011 22 0.0 0.0 18.2 27.3 54.5 4.36± .79

2012 17 5.9 5.9 11.7 58.9 17.6 3.76± .75

합 39 2.9 2.9 15.0 43.1 36.1 4.06± .77

a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활동지 소감, 면담에서도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 아가로스 젤을 만들고, 전기영동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이번 실험을 계기로 분자생물학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으

며, 앞으로 커서도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2011년, 고2, 여) --- 분자생물학 분야에 대한 관심

- 특정 주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실험하고 대학 탐방과 과학자 강연이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었어요(2011년, 고1, 남) --- 진로 결정

- 동아리에서의 실험, 실험실 탐방 경험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다. 막연한 

진로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2011년, 고1, 여) --- 진로 탐색 

- 과학자와의 만남으로 연구자로서의 적성을 발견했어요(2011년 고1, 남) --- 

진로에 대한 적성 발견

설문지, 활동지 소감, 면담의 응답 결과로 볼 때, <표 Ⅳ-13>의 ‘효과’

단계의 진로 흥미 유발 및 진로 탐색 요소가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분자생물학 PSEP에 재구성하여 적용한 ALDH2

다형성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은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의 실험

콘텐츠로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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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생물학 PSEP는 과학자의 연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ALDH2

탐구 실험 수업 모듈과 직업 현장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설문지, 활동지 소감, 면담의 응답 분석 결과로

보아, 과학 동아리 학생들은 하나의 주제로 일련의 연속적인 실험 활동

을 통하여 과학자의 연구 경험을 체험하면서 분자생물학 분야에 대한 관

심이 생기고, 연구원 강연, 실험실 탐방 등 직업 현장 체험을 통하여 구

체적인 진로 탐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졸업 후 대학의 전공이

나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4.3.3 과학 분야 진로 탐색 자료 활용 가능성 분석

김흥태 등(2007)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진로 결정이 주로 3학년에 이

루어진다고 한다. 분자생물학 PSEP를 1, 2학년 과정에서 수행한 과학

동아리 연구 대상 학생들이 3학년이 되었을 때 면담을 실시하여, 분자생

물학 PSEP의 과학 분야 진로 탐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자생물학

PSEP가 과학자의 연구 활동을 경험하고 과학자 강연, 실험실 탐방 등

체험 중심으로 구성 되었으므로,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과학 분야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탐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면담은 2014년 9월～10월에 2011년, 2012년 과학 동아리 연구 대상 학

생 39명 중 3학년 2학기가 된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다른 과학

동아리 활동을 수행한 6명도 면담 결과도 연구 대상 학생들의 응답 결과

와 비교하였다. 2011년, 2012년도 연구 대상 고등학교의 과학 동아리는

화학(과학)탐구반, 자연사랑반, 과학독서반, 과학영화반, 프라모델조립반

이며, 이 중 탐구 실험이 이루어진 동아리는 화학(과학)탐구반, 자연사랑

반이다. 다른 과학 동아리의 실험은 매번 주제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

다. 또한, 연구 대상 3학년 학생들의 진로 결정과 비교하기 위하여 2012

년도에 1학년이던 연구 대상 학생들 중 3학년 진입 직전인 2014년 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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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에 재학 중인 8명도 면담하였다. 면담은 1인당 20～30분 정도 소요

되었으며, 면담 직후 필사하여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이 무

엇인지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열거한 요인을 모두 응답수로

산정하였으며, 연구 대상 학생 18명은 총 37건, 다른 과학 동아리 학생 6

명은 총 11건을 나열하였다.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목록화한 결과, 가족(부모, 누나, 동생)의 영향 12.5%, 학교 프로그램 영

향 68.7%로 분석되었다(표 Ⅳ-49).

<표 Ⅳ-49> 고등학생 진로 결정 요인

진로 결정 요인
학생 응답수(%)

연구 대상 학생 다른 과학 동아리 합

가족 5(13.5) 1(9.1) 6(12.5)

과학 동아리 13(35.1) 1(9.1) 14(29.1)

교과 이론 2(5.4) 2(18.2) 4(8.3)

교과 실험 4(10.8) 1(9.1) 5(10.4)

과학 행사 6(16.2) 2(18.2) 8(16.7)

봉사 활동 1(2.7) 0(0.0) 1(2.1)

직업 체험 1(2.7) 0(0.0) 1(2.1)

어릴 적 꿈 2(5.4) 0(0.0) 2(4.2)

적성 혹은 흥미 1(2.8) 2(18.2) 3(6.2)

TV, 인터넷 0(0.0) 2(18.1) 2(4.2)

기타 2(5.4) 0(0.0) 2(4.2)

합 37(100.0) 11(100.0) 4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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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결과로 보아, 고등학생들은 가족과 학교 활동에 의해 진로를 결

정하고 학교 프로그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영배

(2013)와 윤진(2007)도 청소년들의 진로 발달 시기에 영향을 주는 진로

결정이 가족과 학교의 영향이라고 한 바 있으며, 최원호, 우규환, 박현주

(2004)는 과학 동아리 활동 경험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고 사례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학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

로 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과학 프로

그램의 구성과 내용 선정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학생들이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학교 활동에 대하여 조사하

였다. 분자생물학 PSEP를 수행한 연구 대상 학생들의 응답 중 가장 많

은 내용이 과학 동아리 활동으로 35.1%로 나타났다. 다른 과학 동아리

학생들은 9.1%가 과학 동아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

답 결과는 분자생물학 분야의 연구 경험과 직업 현장 체험으로 구성된

분자생물학 PSEP와 같은 활동이 과학 분야의 구체적인 진로 탐색에 의

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으며, 단순히 탐구 실험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는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고등학생들의 과학 분야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학교

과학 활동이 어떠한 구성을 갖추어야 할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은

분자생물학 PSEP 수행 학생(학생1)과 다른 과학 동아리 학생(학생2)의

면담 내용이며, 분자생물학 PSEP를 수행한 다른 학생들도 학생1과, 다

른 과학 동아리 학생들은 학생2와 유사한 응답을 하였다.

교사  :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1 : 동아리 활동, 과학 특강, 교내과학학술대회 등이 있어요.

교사  : 동아리 활동이 진로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나요?

학생1 : 동아리에서의 실험, 실험실 탐방, 강연을 들었던 경험으로 진로를 결

정하게 되었어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실수업만 했으면 진로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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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요. 이론만 배우면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요. 

교사  :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2 : 고2때 생물 수업을 듣고 유전 단원이 재미있고, 미토콘드리아 구조를 

배우는 게 재미있었어요. 또, 1학년 때 했던 비교과체험 활동 중에서 

생물 실험이 재미있었어요. 돼지 심장 해부나 물벼룩 관찰한 거..

교사  : 동아리 활동이 진로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나요?

학생2 : 아니오, 과학탐구반 활동은 실험이 재미있어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진로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두 학생의 면담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면, 연구 대상 학생은 동아리

활동이 진로 선택의 계기가 되었으나, 다른 과학 동아리 학생은 동아리

활동이 진로와 연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다른 과학 동아리

학생들 중에는 동아리에서 수행한 실험이 흥미롭고 신기했으나 진로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거나, 실험 내용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어 흥미

롭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일회적인 탐구 실험을 통한 과학 활동은 과학

에 대한 흥미 유발은 할 수 있으나 과학 분야 진로 탐색으로는 부족한

활동이며, 분자생물학 PSEP와 같이 특정 과학 분야의 기본적인 탐구 실

험을 수행하고 현장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즉, 과학 분야 진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구체적인 체험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생들이 과학 교과에 대한 흥미를 잃고 학습 내용에 대하여 어려

움을 가지게 되면, 이공계 진로를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된다(이현숙 등,

2006; 진미석, 윤형한, 2002). 과학 분야의 추상적인 개념들을 설명 위주

의 이론식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

선하기 위해 다양한 탐구 활동이 권장되고 있다. 하지만, 대입 준비, 학

습 진도, 실험실 환경 등으로 교과 시간에 탐구 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다. 과학 동아리나 방과후 학교 등의 과학 활동이 정규 교과

시간과 연동하는 내용을 포함하면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분자생물학 PSEP가 연구 대상 학생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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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교실 수업에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 학생들의 83.3%

가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수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과학 동아리 학생들은 16.7%가 화학Ⅰ 수업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

였다. 연구 대상 학생들 대부분은 학생3과 동일한 내용으로 응답하고 있

었다.

교사  : 동아리 활동이 교과 시간에 도움을 주었나요?

학생3 : 예

교사  : 어떤 교과, 어떤 단원에 도움이 되었나요?

학생3 : 3학년 생명과학Ⅱ 분자생물학 단원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PCR, 전기영동, 제한 효소, DNA 복제 같은 어려운 단원에서 거부감

을 가지지 않고 수업할 수 있었고 성적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업

할 때 실험 경험이 기억나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담 내용으로 볼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개발한 분자생물

학 PSEP를 적용한 과학 동아리 활동과 정규 교실에서의 학습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과학 동아리 시간에 교육과

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과학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정규 교과 시간의 학

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과학 분야 진로 선택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진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

보가 없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분자생물학 PSEP가 과학 분야 진로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진로 체험 활동

이 되었는지를 연구 대상 18명의 진로 결정의 변화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학생들의 진로는 분자생물학 PSEP 활동을 하기 이전의 진로 결정

분야는 의사(7명), 과학자 또는 연구원(3명), 약사(1명), 교수(1명), 회사

원(1명), 응급치료(1명), 미결정(4명)으로 진로가 상세하고 구체적이지 않

았다. 하지만, 1, 2학년에서 과학 동아리 활동을 수행한 후에 면담이 이

루어진 3학년에서 결정한 진로 결정 분야는 연구하는 의사, 기초과학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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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의사, 생명과학 연구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명과학자, 기초약물연구

원 등 좀 더 세분화된 직업 분야를 언급하였고, 진로 미결정인 학생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자생물학 PSEP가 연구 대상 학생들의 진로 결

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며, 분자생물학 PSEP 활동이 과학 분야

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로 탐색이 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기초의학

약물연구원’으로 구체적으로 진로가 변한 학생(2011년, 고1, 여)의 다음과

같은 면담 내용을 보면 체험 중심의 분자생물학 PSEP 활동이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교사  : 어른이 되어서 어떤 진로를 가지고 싶나요? 

학생3 : 기초의학 약물연구원이 되고 싶어요.

교사  : 원래부터 꿈이었나요?

학생3 : 아니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의사보다 근본적인 질병 

치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어요. 1학년 

활동하고 2년이 지났는데, 그 때는 힘들었지만 경험이 축적되어 진

로에 대하여 결정적인 의미를 찾았어요. 만약, 동아리가 아니었다면 

대충 맞추어서 진학했을 거예요. ○○고에서 영재수업도 받았었는데, 

일회적인 수업이 많아서 진로 선택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못

했어요. 

3학년 학생들의 연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2년도의 연구 대상

1학년 학생 10명 중에서 3학년 진입 직전 월인 2014년 2월에 학교에 재

학 중인 8명을 면담하였다. 8명 모두 동아리 활동이 자신의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 분자생물학 PSEP가 구체적인

진로 탐색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학생(학생5)의 면담 내용

은 다음과 같다.

교사  : 어른이 되어서 어떤 진로를 가지고 싶나요? 

학생5 :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사  : 원래부터 꿈이 의사였나요?

학생5 : 예. 하지만 동아리 활동으로 의사도 하고 싶지만 분자생물학 교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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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과시간 학습은 성적이 우선이고 진로

는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 교과서에 나온 실험도 잘하지 않아요. 하지

만, 동아리 활동은 한 분야를 정하고 심도 있게 1년간 커리큘럼대로 

하고 마지막 결과물이 있어서 좋았어요.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분야 같고 나도 진로를 잡아서 평생 이런 쪽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직업에 대한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교사  : 동아리 활동이 학교생활이나 교과에 영향을 주었나요?

학생5 : 생명과학Ⅰ 수업 때 DNA의 구조와 기능에 매우 도움이 되었구요. 생

명과학Ⅱ 예습할 때 PCR이나 프라이머, dNTP가 쉽게 이해되어 학습

속도가 빨라졌어요. 축제 때 1학년 부장하면서 통솔력이 생기고 의사

소통에 있어서 노력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대 탐방에서 원심

분리기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았는데 대학에 가서 어떤 기기 또는 공

부할지에 대하여 머리에 잡혔어요. 비전이 뚜렷해졌어요. 실험만 잘하

고 결과만 보면 되지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동아리 활동하면서 실험 

철칙이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준비와 정리가 중요하죠.

설문지, 활동지 소감, 면담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현장과 연

계한 체험 중심의 진로 활동이 고등학생들의 과학 분야 진로 탐색에 효

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향후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학 분야 진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특정 과학 분야에 대한 프로젝

트 형태의 실험 활동, 실험실 탐방과 같은 과학자 체험 중심 활동을 포

함하면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며, 분자생물학 PSEP가 그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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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열 진로를 선택한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전공 분

야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탐구 실험 프로그램은 현대 분자생물학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

되고 있는 DNA, 유전자, 단백질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과 연계된 분자생물학 개념을 확인하고 분자생물학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험 기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분자생물학 관련 내용 요소 및 탐구 활동

조사,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들의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 인식 조사, 국

내외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프로그램 및 실험 기법 분석 등 문헌 연구와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분자생물학 실험 경험이 부족한 일

반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수업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습 개념, 분자생물학 탐구 능력 향상, 고등학생들이 수행 가능한 적절

하고 안전한 실험 과정, 분자생물학과 과학 분야 진로에 대한 흥미 유발

등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학습 접근 전략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둘째,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탐구 기반 학습 모형의 속성을 분석하여,

분자생물학 실험 경험이 부족한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위한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을 개발하였다.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은 교육과정과

일상생활 연계, 학습 동기 유발, 탐구 경험, 지식의 구조화, 반성, 효과의

6단계로 구성되었으며,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수업 자료를 개발할 때 효

과적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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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대 분자생물학 분야의 생물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DNA, 유

전자, 단백질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험 수업 자료를 개발하였

다. ALDH2 다형성을 확인하기 위한 DNA 추출, 젤 전기영동에 의한

DNA 확인, PCR에 의한 일부 유전자 DNA 증폭, 젤 전기영동에 의한

유전자 DNA 확인, 제한 효소 처리, 단일 염기 다형성 확인의 연속적인

실험을 6종류로 수업 모듈화 하였다.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

업 모듈은 일반계 고등학교 교실에 적용 가능한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넷째,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의 일부 혹은 전체를 재구성하여 개발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Ⅰ～Ⅲ을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규 교실,

방과후 학교 교실, 과학 동아리 교실에 각각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 일

반계 고등학생들도 수행 가능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수업 자료이며,

정규 교과의 탐구 활동 자료, 프로젝트 형태의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활

동 자료, 과학 분야의 구체적인 진로 체험 자료로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프로그램은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분자생물학의 기본적인 학습 개념

을 학습하고 분자생물학 탐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구현하기 힘들다고 생각되

어 온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수업 방법을 제안하고, 이공계 진로를 선택

한 학생들의 과학 분야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수업 자료를

개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

하여 시민의 과학적 소양이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고 있고 과학 분야의

진로가 점점 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탐구 활동을 통하여

첨단 과학 내용을 경험하고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향후

관련 분야 수업 자료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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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김미경(2008)이 연구에서 추론한 것처럼 분자생물학 실험 기기와 기법

들은 마이크로 수준을 다루는 등 정밀한 기기들이 많아서 고등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제한된 수업 시간에 학습 목표

를 달성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교실에서 주로 수

행되고 있는 이론적인 탐구 활동만으로는 분자 수준을 다루는 분자생물

학 학습이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여져, 학습에 대한 흥미를 떨어트리고 이

공계 진로 선택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의 목표와

사회적 흐름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고등학교 교실에서의 분자생물학

학습은 탐구 실험 활동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와 같이 교과서의 분자생물학 개념을 확인하고 분자

생물학 탐구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자생물학 실험 수업 자료의 개

발이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은 학생들이 자신의 ALDH2 다형성을 확인하는 과

정에서 DNA, 유전자, 단백질의 통합적 이해 등 분자생물학 개념 학습과

젤 전기영동, PCR, 제한 효소 처리 등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개인별 SNP를 확인하는 학습 주제에서 더 나아

가 한 교실의 학생들의 개인별 다형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집단 유전

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면, DNA를 중심으로 하는 분자생

물학 분야와 유전학을 연계한 분자유전학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라 기대된다.

둘째, 중등 교육 현장에서도 첨단 과학의 발전 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

록, 교실 환경과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탐구 활동 자료가 개발되

기를 제언한다. 이를 통하여, 과학 분야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과학 분야의 진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

한다. 최근 중등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스템에 맞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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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과학 분야의 진로 교육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셋째, 중등학교 실험실 환경이 현대 과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선되

기를 제언한다. 분자생물학 실험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실험 기기인 마

이크로피펫, 젤 전기영동, 원심분리기 등이 다른 생물 분야의 실험 기기

에 비해 다소 고가이긴 하나, 중등학교 현장에서도 실험실 환경 개선을

위해 점차 구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분자생

물학 관련 실험 기기들이 실험실 필수 품목으로 지정되고 있는 추세이므

로, 연차적인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 현대 생물학을 경험할 수 있는 실험

실 환경을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실험 기기나

기구가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실험 수업에서 학

습 목표를 달성하고 제한된 수업 시간에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다

양한 실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분자생물학 실험에 사용하는 대부분

의 약품들이 극소량으로도 실험의 오차가 생기거나 일부 약품은 인체에

해로우므로, 교실 수업에 적정화된 안전한 시약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140 -

Ⅵ. 참고문헌

강순자(1980). 전기영동법. 한국생물교육학회지, 8(2), 21-24.

강영배(2013). 청소년 진로교육 및 상담론. 서울: 양서원.

강연경, 송방호(2008). 중등과학 유전 관련 내용의 학교․학년급간 연계

성 분석.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6(4), 429-443.

곽영직, 박정일, 김석철, 우문숙, 김재우, 노기종, 박미아, 박기정(2011).

고등학교 과학. 서울: 더텍스트.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교육과학기술부(2011). 과학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9].

교육과학기술부(201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따른 고교

과학과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부(2007). 과학과 교육 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 – 15호.

교육부(2013).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 2013 – 7호.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 - 79호 [별책 9].

구수정, 김영신, 김병석, 이성조, 정완호(2000). 생물학적 소양의 함양을

위한 BSCS 통합 권고안과 6, 7차 교육과정의 비교. 한국과학교육

학회지, 20(3), 396-410.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2015).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http://ncic.re.kr

/mobile.mobile.dwn.ogf.inventoryList.do). 접속일자 : 2015년 7월 15일.

권혁빈, 권오택, 손희도, 김승수, 우문숙, 조현재(2011a). 고등학교 과학.

서울: (주)교학사.

권혁빈, 권오택, 손희도, 김승수, 우문숙, 조현재(2011b). 고등학교 생명과

학Ⅱ. 서울: (주)교학사.

김동렬(2008). 생물Ⅱ ‘단백질 합성’ 단원에서 비유를 활용한 수업이 고등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생물교육학회

지, 36(1), 11-25.



- 141 -

김미경(2008). 개방적 참탐구 활동에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이해.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성곤, 김철민, 이덕기, 황인복, 이현숙, 김성연, 전은숙, 송영상, 박제민,

최병무, 김명정(2005). 한국인 알코올 의존 환자에서 알코올 대사

유전자형 빈도의 남녀 차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4(2), 221-231.

김수원(2007). 과학영재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CPS 기반 생물정

보학 활용 수업모듈의 적용.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2011). 분자 생물학 실험서. 서울: 월드사이언스.

김윤희, 조은희(2002). 생물수업을 위한 신문자료 활용 방안. 한국생물교

육학회지, 30(1), 66-75.

김은식(1996). 미국, 일본, 한국의 고등학교 과학 교육과정 비교(생물학을

중심으로). 과학교육연구 27호 1-9.

김은주(2001). 염색체, 유전자, 유전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와 오개

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호진, 곽대오(2009). 한국과 미국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의 분자 유전학

내용 비교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13(1), 113-132.

김흥태, 윤지현, 최호, 이동준, 김재근(2007). 예비 생물 교사 및 과학교육

계열 대학생들의 진학 및 진로 선택에 대한 연구-서울대학교 재학

생을 대상으로-.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5(3), 475-494.

김희준, 강지훈, 권영식, 김경렬, 김선기, 이명균, 이용구, 이진승, 전병희

(2011). 고등학교 과학. 서울: (주)상상아카데미.

동효관, 주희영, 이길재(2013). 생물교육에 생물정보학 도입에 대한 교사와

예비교사, 교수의 인식 조사. 한국생물교육학회지, 41(4), 601-617.

류면옥(1999). 공통과학 중 생물 분야의 탐구활동 분석. 한국생물교육학

회지, 27(2), 109-117.

문경원, 김영수 (2003). 제7차 교육과정 7～12학년 과학 및 생물 교과서

내의 생물 윤리 주제와 교수-학습 방법의 유형 분석. 한국생물교

육학회지, 31(3), 257-164.

민진선(2003). 유전과 진화에 대한 학생들의 대안 개념 분석. 서울대학교



- 142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기석(2012). 초파리 spinster 유전자 기능 연구 및 초파리를 이용한 유

전자 발현 조절에 관한 탐구 활동의 개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박상익, 윤의수, 김종균(1995). 고등학교 생물의 유전 공학 개념 도입을

위한 실험 model. Report of Science Education, 26, 55-76.

박원혁, 황승아(1997).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생물Ⅰ 교과서의 분석 -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생물교육학회지, 25(1), 51-65.

박인옥, 박지영, 조은희, 소경희, 김희백(2005). 생명윤리와 생명윤리교육

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조사.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3(4), 491-504.

박종석, 조희형 (1986). 고등학생들의 유전에 대한 오인의 확인 및 지도

방향. 한국과학교육학회지, 6(2), 35-41.

박희송, 이흥우, 김학현, 이용철, 정효철(2011a).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서

울: (주)교학사.

박희송, 이흥우, 김학현, 이용철, 정효철(2011b).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서

울: (주)교학사.

분자생물학실험반(2015). 청담고분자생물학실험반. (http://cafe.daum.net/

CDmolecularbiology). 접속일자 : 2015년 7월 15일.

송신철, 심규철(2014). 2009 개정 고등학교 과학 과목에 대한 고등학생들

의 인식 조사 연구. 한국생물교육학회지, 42(4), 467-477.

신동훈, 정지이, 조은희(2009). 시민합의회의 기반 토론 수업 모형 개발-

동물 장기이식을 중심으로-.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7(4), 619-630.

신상문(2007). 한국 노인에서 알코올 의존과 일부 유전자 다형성과의 연

관성.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영준, 정완호(1995). 고등학교 문과 학생들의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에

대한 지식과 태도조사. 한국생물교육학회지, 23(2), 201-212.

심규철(2006).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과학과 생명영역 생식과 발생 단원

의 탐구 활동 분석.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4(3), 321-329.



- 143 -

심규철, 여성희, 김용진, 황의욱, 안필헌, 이일규(2011a). 고등학교 생명과

학Ⅰ. 서울: 비상교육.

심규철, 여성희, 김용진, 황의욱, 안필헌, 이일규(2011b). 고등학교 생명과

학Ⅱ. 서울: 비상교육.

심재호, 정은영, 김주훈(2006). 제7차 생물Ⅰ과 생물Ⅱ 교육과정 개정 방

안 연구.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4(4), 508-519.

안태인, 안정선, 한인섭, 김대준, 이문원, 권석민, 신석주, 채광표, 이세연, 김

명하, 하윤경, 김영호(2011). 고등학교 과학. 서울: (주)금성출판사.

오영지(2007). 각 국의 고등 생물 교과서에 등장하는 생명 공학 교육 내

용의 비교 분석-한국, 미국, 북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필석. 유지욱, 이석영, 배미정, 손정우, 소명우, 이봉우, 최선영, 최승규

(2011). 고등학교 과학. 서울: 천재교육.

오현선, 이준규(2011). 인간의 구강상피세포를 사용한 뉴클레오솜 DNA

사다리 관찰 실험의 개발. 현장과학교육, 5(2), 84-91.

우수명(2002). 마우스로 잡는 SPSS 10.0. 서울: 인간과복지.

우정임, 정보현, 이준규(2009). 효소의 구조와 활성화 개념 학습을 위한

고등학교 생물 수업 모듈의 개발 및 적용-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데이터베이스 활

용을 중심으로.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7(4), 473-494.

우정임, 조원호, 이준규(2011).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를 사용한 고등

학교 분자생물학 실험 수업 모듈의 개발.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9(3), 439-455.

유미정, 황성진, 조은희(2005).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 기술된 분자생물

학 내용 분석.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3(4), 475-490.

유준희, 김학현(2004). 과학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DNA 재조합

기술 적용의 탐색.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2(4), 370-380.

유준희, 정구흥(1993). 재조합 DNA 기술에 관한 실험교재의 개발과 적

용. 한국생물교육학회지, 21(2), 163-174.



- 144 -

유준희, 정구흥(1994). 과학 영재아를 대상으로 한 DNA 재조합 기술 적

용의 탐색. 한국생물교육학회지, 22(2), 137-145.

윤진(2007). 학생들의 과학진로 선택 과정에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

계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7(7), 570-582.

이길재, 권영식, 김영신, 백승용, 신동훈, 윤용근, 장윤정, 조민호(2011).

고등학교 생명과학Ⅰ. 서울: (주)상상아카데미.

이길재, 권영식, 김영신, 백승용, 신동훈, 윤용근, 조민호, 주대현(2011).

고등학교 생명과학Ⅱ. 서울: (주)상상아카데미.

이민재(1970). 현대생물학의 방향. 한국생물교육학회지, 4(1), 1.

이상인, 신영준, 동효관, 백승용(2009). 고등학교 생물Ⅱ. 서울: (주)지학사.

이종기, 문수연, 박경화, 안병준(2007). 첨단과학기술 지향 교사 연수 프

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생물 분야의 BT, BIT, NBT를 중심으로-.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5(3), 425-451.

이종기, 박경화(2007).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과학의 생명 공학

관련 기술 및 탐구 활동 비교 분석-생활과 과학, 과학, 생물Ⅰ, 생물Ⅱ,

고급 생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5(2). 302-319.

이준규, 이범룡, 구향모, 오현선, 유해미, 강희정(2011a). 고등학교 생명과

학Ⅰ. 서울: 천재교육.

이준규, 이범룡, 구향모, 오현선, 유해미, 강희정(2011b). 고등학교 생명과

학Ⅱ. 서울: 천재교육.

이지윤, 한인섭(2005). 공통 과학 교과서 및 신문 기사, 서적 속에 인용된

20세기 과학 발견에 대한 내용 분석,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3권 3

호, 249-257.

이충현, 김영수(2010).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생물Ⅰ과 생물Ⅱ 교

과서의 분자생물학 내용 분석.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8(3), 423-436.

이충현, 김영수(2011). 생명공학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조사. 한국생

물교육학회지, 39(1), 152-165.

이현숙, 소금현, 여성희(2005). 일반계 고등학생의 과학 심화 선택 과목 선

정과 진로 선택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3(2), 209-222.



- 145 -

이형환(1980). 분자생물학의 최근 동향. 한국생물교육학회지, 8(1). 23-24.

이혜정, 이진경, 민윤숙, 최진영, 심규철(2010). 유전자 조작 생물(GMO)

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인식 조사.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8(1), 52-62.

장혜정(2006). Vee Diagram을 이용한 검인정 생물Ⅱ와 과학고 생물 실

험 교과서의 비교․분석-세포의 특성과 생명의 연속성 단원을 중심

으로-중앙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동렬, 홍훈기, 전상학, 박영동, 김호련, 유영선, 오소라, 김규태, 권오성,

심정규, 문우현, 김호성, 김현정, 김현희(2011). 고등학교 과학. 서

울: (주)미래엔.

정영란, 계보아(1998). 생명공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고등학생의 이해도

조사 및 개념 분석. 한국생물교육학회지, 18(4), 463-472.

정영란, 김은주(2002). 염색체, 유전자, 유전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

연구.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0(4), 316-324.

정완호(1977). 현교육과정에 대한 소고. 한국생물교육학회지, 5(2), 27-28.

정완호(1985). 생물과 교육과정 개요. 한국생물교육학회지, 13(1), 43-49.

정완호, 고현덕, 권혁빈, 김낙현, 김영준, 김웅태, 김희동, 박종석, 송현미,

신미영, 윤 용, 임태훈(2011). 고등학교 과학. 서울: (주)교학사.

정용재, 강문주(1980). 고교생물교과서의 유전지도내용에 대한 분석적 연

구. 한국생물교육학회지, 8(2), 4-13.

정용재, 노재영(1977). BSCS 교과서에 대한 분석적 연구. 한국생물교육

학회지, 15(2), 19-26.

정용재, 정민혜(1982). 미국 BSCS 생물학 제4판에 대한 분석적 연구. 한

국생물교육학회지, 10(2). 3-15.

정용재, 안수연(1984). 새 교육과정에 의한 우리나라 고등학교 생물교과

서의 분석적 연구 제1보 교과서 내용의 검토. 한국생물교육학회지,

12(1), 1-13.

정은영, 심재호(2007). 우리나라 제7차 생물Ⅰ, Ⅱ 교육과정과 외국의 생

물 선택 교육과정 비교 분석- 일본, 호주,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 146 -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5(4), 552-566.

정인원, 김 헌, 홍주봉, 지경환, 이규영(2002). 알코올의존과 후보유전자들

간의 연관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41(6), 981-990.

정재훈, 윤정주, 손종경, 이태상, 김영신(2010). 초․중등학교의 세포, 유

전 영역에서 지도해야 할 개념에 대한 중등 생물 교사의 인식 조

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0(5), 636-646.

조성심, 주석진(2010). 체험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프로그램이 고등학생

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진로교육연구, 23(3), 47-64.

조은경(2010). 고등학교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생물 교과의 생명공학

관련 단원 분석.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주인, 정미선, 박원혁(2005). 생명윤리 주제를 활용한 토의 수업의 효

과.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3(4), 381-390.

조현수, 강대훈, 강태욱, 김민수, 김연귀, 김희수, 문태주, 이용철, 이정은,

조영우(2011). 고등학교 과학. 서울: 천재교육.

조희형(1985). 고등학교 생물의 기본개념의 확인 및 결정. 한국과학교육

학회지, 5(1), 11-17.

주희영, 동효관, 이길재(2012).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와 교육과정

속의 생명공학과 생물정보학 내용 분석.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6(2),

186-197.

진미석, 윤형한(2002). 이공계 기피 현상과 고등학생 진로지도. 한국진로

교육학회지, 15(2), 1-21.

최경희, 윤정로(2002). 인간 유전체 연구의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

에 대한 외국의 학교 교육 실태 -미국, 유럽 및 일본의 사례를 중

심으로-.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0(2), 166-179.

최기선(1968). DNA와 RNA. 한국생물교육학회지, 권1호, 4-7.

최원호, 우규환, 박현주(2004). 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활동 경험이 학생

들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사례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4(6).

1070-1081.

최지영, 안태인(1994).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단일 클론 항체 형성에 관



- 147 -

한 학습 비디오 자료의 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생물교육학회

지, 22(1), 49-57.

채윤경, 조원호, 이준규(2007). 인간 구강 상피 조직 세포를 활용한 카탈

라아제 활성 조사 실험. 현장과학교육 1(2), 65-70.

하두봉(1979). 분자생물학의 오늘과 내일-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한국

생물교육학회지, 7(1), 13-1.

하윤홍(2006). 인간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유전 교수․학습 모듈 개발 및

적용.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혜정, 박현주, 김종희, 손정우, 김용진(2012). 고등학교 융합형 ‘과학’의

교수 활동에 대한 생물 교사들의 어려움. 한국생물교육학회, 40(2),

267-277.

한화정, 김남희, 홍보라, 심규철(2012). 2009 개정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에 제시된 생명과학 관련 창의․인성 교수 학습 활동 분석. 한국생

물교육학회지, 40(1), 158-166.

홍정림, 김미경, 장남기(2001). 생명공학 영역의 STS(과학-기술-사회)수

업이 학생의 양면가치태도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생물

교육학회지, 29(2), 128-137.

홍정수, 여성희, 장남기(1991). 제 5차 고등학교 생물과 교과서의 편제,

내용, 구성, 용어 및 학습량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11(2), 103-117.

황수연, 이진성(2000). 인간복제의 개념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에 관한

고찰. 한국생물교육학회지, 28(1), 23-30.

Amenkhienan, E. & Smith, E. (2006). A web-based genetic polymorphism

learning approach for high school students and science teachers.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Education, 34(1), 30-33.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93).

Benchmarks for science literacy. / 김중복 역(2013). 미래세대 과학

교육 총서 2 과학소양을 위한 단계별 기준. 서울: 한국과학창의재단.

Aronson B. & Silveira, L. (2009). From genes to proteins to behavior:



- 148 -

A laboratory project that enhances student understanding in cell

and molecular biology. CBE-Life Science Education, vol 8, 291-308.

Boyle, J. A. (2004). Bioinformatics in undergraduate education.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Education, 32(4), 236-238.

Brame, C. J., Pruitt, W. M., & Robinson, L. C. (2008). A molecular

genetics laboratory course applying bioinformatics and cell biology

in the context of original research. CBE-Life Science Education,

Vol. 7, 410-421.

Buck Institute for Education (2003). Project Based Learning handbook

(2nd Ed.) / 노선숙, 김민경, 임해미 역 (2006). 프로젝트 기반학습

입문서 중등교사를 위한 기준중심 프로젝트기반학습 안내서. 서울:

교육과학사.

Centeno, N. B., Villa-Freisa, J., & Oliva, B. (2003). Teaching structural

bioinformatics at the undergraduate level.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Education, 31(6), 386-391.

Duncan, R. G. & Reiser, B. J. (2007). Reasoning across ontologically

distinct levels: Students' understandings of molecular genetic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4(7), 938-959.

Guo, Y., Wang, Q., Liu, Y., Chen, H., Qi, Z., & Guo, Q. (2008). Genetic

polymorphisms in cytochromeP4502E1, alcohol and aldehyde

dehydrogenase and the risk of esophageal squamous cell carcinoma

in Gansu Chinese males. World Journal of Gastroenterology, 14(9),

1444-1449.

Hayashida, M., Iwao-Koizumi, K., Murata, S., Yokoyama, A., & Kinoshita,

K. (2010). Genotyping of polymorphisms in alcohol and aldehyde

dehydrogenase genes by direct application of PCR-RFLP on

dried blood without DNA extraction. Analytical Sciences, 26(4),

503-506.

Herron, M. D. (1971). The nature of scientific inquiry. School Review,



- 149 -

79(2), 171-212.

James D. Watson & Andrew Berry (2003). DNA : The Secret of Life.

/ 이한음 역(2014). DNA : 생명의 비밀. 서울: 까치글방.

John Farndon(2007). From DNA to GM wheat: Discovering genetic

modification of food. Capston Global Library Ltd., London. / 김

해영 역(2013). DNA 발견에서 유전자 변형까지. 서울: 다섯수레.

Katz, L. G. & Chard, S. C. (1989). Engaging Children's M inds: The

Project Approach. Norwood, NJ: Ablex.

Elkins, K. M. (2014). Curriculum and course materials for a forensic

DNA biology course.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education,

42(1), 15-28.

Krajcik, J., Blumenfeld, P. C., Marx R. W., Bass, K. M., & Fredricks,

J., (1998). Inquiry in project-based science classrooms: Initial

attempts by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 7(3&4), 313-350.

Larmer, J. & Mergendoller, J. (2015). Why we changed our model of

the “8 Essential Elements of PBL”. Retrieved July 5, 2015. from

http://bie.org/object/document/why_we_changed_our_model_of_the_8_

essential_elements_of_pbl#.

Learn. Genetics (2015). Science Tools. (http://learn.genetics.utah.edu/).

Accessed : July 15 2015.

Lee H. C.,, Lee, H., Jung, S., Yi, S. Y., Jung H. K., Yoon, J., & Kim C. Y.

(2001). Association between polymorphisms of Ethanol-metabolizing

enzymes and susceptibility to alcoholic cirrhosis in a Korean male

population. Journal Korean Medical Science, 16, 745-50.

Lewin J., Leach, Z., & Wood-Robinson, C. (2000). All in the genes? -

young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genes. Journal of

Biological Education, 34(2), 74-79.

Lewis J. & Kattmann, U. (2004). Traits, genes, particles and information:



- 150 -

re-visiting students’ understandings of gene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6(2), 195-206.

Lewis J. & Wood-Robinson C. (2000). Genes, chromosomes, cell division

and inheritance - do students see any relatio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2(2), 177-195.

Miller, M. B. (1994). Practical DNA technology in school. Journal of

Biological Education, 28(3), 203-211.

Morange, M. (1994). Histoire de la biologie moleculaire. / 강광일, 이

정희, 이병훈 역 (2002). 실험과 사유의 역사 분자생물학 서울: 몸

과마음.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1996). 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 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y Press.

NCBE (2002). History of the NCBE. Retrieved July 5, 2015. from

http://www.ncbe.reading.ac.uk/NCBE/NCBE/history.html.

Palladino, M. A. & Cosentino, E. (2001). A DNA fingerprinting simulation

laboratory for biology students. The American Biology Teacher,

63(8). 596-605.

Rea, L. M., & Parker, R.A. (2005). Designing & Conducting Survey

Research A Comprehensive Guide (3rd Edi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Roseman, J. E., Caldwell, A., Gogos, A., & Kurth, L. (2006). Mapping a

coherent learning progression for the molecular basis of heredity.

paper presented at the Nait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Annual meeting. San Francisco, 1-7.

Smith, M. K., Wood, W. B., & Knight, J. K. (2008). The genetics concept

assessment: A new concept inventory for gauging student

understanding of genetics. CBE Life Science Education, 7(4),

422-430.

Stripling, B. (2003). “Inquiry-Based Learning” in B. Stripling & S. H.



- 151 -

Hassell(Ed.). Curriculum Connections through the Library.

Westport: Libraries Unlimited.

Tofoya, E., Sunal, D. W., & Knecht, P. (1980). Assessing inquiry

potential: a tool for curriculum decision makers. School Science

& Mathematics, 89(1), 43-48.

Thomas, J. W., Mergendoller, J. R., & Michaelson, A. (1999). Project

-Based Learning: A Handbook for M 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Novate. CA: The Buck Institute for Education.

Xu, F., Chen, Y., Geng, Y., Zhang, H., Jiang, C., Sun, Y., Li, R., Sagar, M.

B., Xue, L., & Zhang, Y. (2007). The polymorphism in acetaldehyde

dehydrogenase2 gene, causing a substitution of Glu>Lys504, is not

associated with coronary atherosclerosis severity in Han Chinese.

Tohoku Journal of Experimental Medicine, 213(7), 215-220.

Zhang B., Wang, Y. Xu X., Guan X., & Bai, Y. (2013). Using PCR

-RFLP technology to teach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for

undergraduates. Biochemistry and Molecular Education, 262- 266.



- 152 -

부 록

부록 1.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에 대한 교사 인식 설문지···· 153

부록 2. 생물Ⅱ 정규 교실 설문지 ··········································155

부록 3. 방과후 학교 교실 설문지 ··········································158

부록 4. 과학 동아리 교실 설문지 ··········································161

부록 5. 유전개념 검사지 ··························································163

부록 6. 활동지 소감 문항 ························································165

부록 7.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활동지/

교사용 안내 자료 ························································166



- 153 -

<부록 1> 분자생물학 탐구 활동에 대한 교사 인식 설문지

본 설문지는 생명과학Ⅱ 과목 생명공학 단원 탐구 활동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얻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설문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다

음 각 설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읽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의 일반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선생님의 교사 경력은 얼마입니까?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 20년 미만 ④ 20년 이상

3.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의 설립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국공립 ② 사립

4.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인문계 고교 ② 과학(영재)고교 ③ 특성화 고교(공업,상업 등)

5.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의 과학실은 몇 개입니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이상

6. 선생님의 주요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물리 ② 화학 ③ 생물 ④ 지구과학 ⑤ 공통과학 ⑥ 기타( )

※ 생명과학Ⅱ 생명공학 단원 학습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7. 생명공학 단원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요?

① 교과서에 나온 자료로만 ② 별도 동영상 준비

③ 별도 해석 자료 준비 ④ 탐구 실험 ⑤ 기타( )

8. 젤 전기영동, PCR 등의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

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수업 진도가 바빠서 ② 실험 기기, 기구가 부족해서

③ 교사가 실험 기법을 몰라서 ④ 실험 수업 콘텐츠가 없어서

⑤ 기타( )



- 154 -

9. 읽기자료, 그림, 자료해석, 토론 등 이론적인 탐구 활동으로 다음의 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1)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에 대한 이해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2) 분자생물학 관련 개인의 의사 결정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3) 분자생물학 관련 분야 진로 결정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젤 전기영동, PCR 등 실험관찰 탐구 활동이 다음의 부분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1) 분자생물학 실험 기법에 대한 이해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2) 분자생물학 관련 개인의 의사 결정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3) 분자생물학 관련 분야 진로 결정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만약, 실험 기구, 수업 콘텐츠 등이 확보되면 젤 전기영동, PCR 등의 실

험 수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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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생물Ⅱ 정규 교실 설문지

차시 실험명

1차시 전기영동으로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추출한 DNA 확인 실험

2차시 전기영동으로 유전자 DNA (아세트알데히드 분해효소) 확인하기

3차시 전기영동으로 단일염기다형성 확인하기(아세트알데히드 분해효소)

본 설문지는 고등학교 생물Ⅱ 과목의 ‘유전자와 형질 발현’ 단원의 개념 학습을 위하여 개발된 탐구 실

험활동에 관한 의견을 들어 보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 설문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생물 탐구 실험

개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설문지의 응답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 각 설

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읽고 자신의 생각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일반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세요.

1. 지금 본인이 학교에서 선택하여 수강하고 있는 과학 심화과목은 무엇입니까?

① 물리Ⅱ, 화학Ⅱ ② 화학Ⅱ, 생물Ⅱ

2. 수능에서 선택한 과학Ⅰ과목은 무엇입니까?(1개 선택)

① 물리Ⅰ ② 화학Ⅰ ③ 생물Ⅰ ④ 지구과학Ⅰ

3. 수능에서 선택할 과학Ⅱ 과목은 무엇입니까?(1개 선택)

① 물리Ⅱ ② 화학Ⅱ ③ 생물Ⅱ ④ 지구과학Ⅱ ⑤ 없음

※ 다음은 유전자와 형질 발현 단원 학습을 위해 실시하였던 3차시 동안의 전기

영동 실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4.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탐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탐구활동에 사용한 실험 기기의 사용은 쉬웠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가장 다루기 힘들었던 실험 도구는 무엇인가요?

① 마이크로피펫 ② 교반기 ③ 원심분리기

④ 작은 튜브 ⑤ PCR 기기 ⑥ 전기영동장치

⑦ 전자 저울 ⑧ 항온 수조 ⑨ 없다

7. 가장 힘들었던 실험 과정은 무엇인가요?

① 아가로스 젤 만들기 ② 시료 혼합하기 ③ 젤에 시료 로딩하기

④ DNA 밴드 관찰 및 해석 ⑤ PCR 실험 ⑥ 제한 효소 처리

⑦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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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험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어느 것입니까?(1가지만 선택)

① 1차시 실험 ② 2차시 실험 ③ 3차시 실험

8-1. 위 8번에서 선택한 실험이 가장 흥미로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9. 3차시 간 전기영동 장치를 활용한 실험 수업을 하면서 DNA 전기영동 실험을 수

행하는 것이 점점 쉬워졌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1차시의 입안에서 구강상피 세포를 추출하여 전기영동 장치로 DNA 밴드를 확인

하는 실험의 수업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1. 위 10번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하였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

인가요?

11. 2차시의 아세트알데히드분해효소의 아미노산 수와 유전자를 인터넷의 NCBI 사

이트에서 확인하고 일부 유전자를 증폭한 DNA 조각을 전기영동장치로 확인한 실험

수업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1. 위 11번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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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차시의 아세트알데히드분해효소의 단일염기다형성 확인을 위하여 PCR로 증폭

한 일부 DNA를 제한효소로 처리한 다음에 얻은 DNA 조각을 전기영동장치로 확인

한 실험 수업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1. 위 12번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

가요?

13. 이 실험을 통하여 DNA, 유전자, 단백질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쉬워졌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이 실험들을 통하여 TV, 인터넷, 잡지, 신문 등에 나타난 분자생물학적 내용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이 생겼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이 실험들을 통하여 생물과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이 실험들을 통하여 생물 관련 전공 및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3차시의 분자생물학 탐구 실험 활동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

게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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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방과후 학교 교실 사후 설문지

차시 실험 내용

실험1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DNA를 추출하는 실험

실험2 전기영동으로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를 확인하는 실험

실험3/4 일부 DNA를 PCR로 증폭한 후 전기영동으로 확인하는 실험

실험5/6 PCR로 증폭한 DNA에 제한 효소 처리 후 전기영동으로 확인하는 실험

본 설문지는 분자생물학 실험 수업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얻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 설문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생물 교육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설문지의 응

답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 각 설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읽고 자신의

생각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일반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세요.

1.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가장 흥미로운 과학 과목은 무엇입니까?(1개 선택)

① 물리 ② 화학 ③ 생물 ④ 지구과학

3. 이전에 분자생물학 실험을 해 본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3-1. 위 3번에서 있다면, 어떤 수업이었는지 답해 주세요.

※ 다음은 분자생물학 실험 수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물음에 대햐여 가장

적절한 곳에 ∨ 표시해 주세요.

4.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탐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탐구활동에 사용한 실험 기기의 사용은 쉬웠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159 -

6. 가장 다루기 힘들었던 실험 도구는 무엇인가요?

① 마이크로피펫 ② 교반기 ③ 원심분리기

④ 작은 튜브 ⑤ PCR 기기 ⑥ 전기영동장치

⑦ 전자 저울 ⑧ 항온 수조 ⑨ 없다

7. 가장 힘들었던 실험 과정은 무엇인가요?

① 아가로스 젤 만들기 ② 시료 혼합하기 ③ 젤에 시료 로딩하기

④ DNA 밴드 관찰 및 해석 ⑤ PCR 실험 ⑥ 제한 효소 처리 ⑦ 없음

8. 실험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어느 것입니까?(1가지만 선택)

① 실험 1 ② 실험 2 ③ 실험 3/4 ④ 실험 5/6

8-1. 위 8번에서 선택한 실험이 가장 흥미로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9. 입안에서 구강상피 세포를 추출하는 실험의 수업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1. 위 12번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하였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

가요?

10. 0.6%의 아가로스 젤을 만든 후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확인하

는 실험은 이해 하기 쉬웠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1. 위 10번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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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효소 유전자의 일부 DNA를 PCR로 증폭한 후, 젤 전기영

동으로 확인하는 실험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1. 위 11번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무엇

인가요?

12. PCR로 증폭한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효소 유전자의 일부 DNA에 제한효소를

처리한 후, 젤 전기영동으로 DNA 다형성을 확인하는 실험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1. 위 12번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무엇

인가요?

13. 이 실험을 통하여 DNA, 유전자, 단백질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쉬워졌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이 실험들을 통하여 TV, 인터넷, 잡지, 신문 등에 나타난 분자생물학적 내용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이 생겼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이 실험들을 통하여 생물 과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이 실험들을 통하여 생물 관련 전공 및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5일동안 이루어진 탐구 실험 활동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

게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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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과학 동아리 교실 설문지

본 설문지는 분자생물학 실험 수업 자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보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생물교육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설문지의 응답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다

음 각 설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읽고 자신의 생각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일반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세요.

1.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이전에 분자생물학 실험 수업을 받아 본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2-1. 위 2번에서 만약 있다면 어떤 실험이었는지 답해 주세요.

※ 분자생물학 실험 수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3.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탐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다음의 실험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실험은 무엇입니까?(1가지만)

① 인간 구강상피세포에서 DNA를 추출하는 실험

② 구강상피 세포 DNA를 젤 전기영동으로 확인하는 실험

③ 유전자의 일부를 PCR한후 DNA 젤 전기영동으로 확인하는 실험

④ 생물정보학 사이트를 활용하여 ALDH2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는 활동

⑤ 유전자의 일부를 제한 효소 처리 후 DNA 젤 전기영동으로 다형성을 확인한 실험

4-1. 위 4번 문항에서 선택한 실험이 가장 흥미로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5. 키트를 사용하여 구강상피세포에서 DNA를 추출하는 실험은 수행하기가 쉬웠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0.6% 아가로스 젤을 만든 후 구강상피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젤 전기영동으로

확인하는 실험은 수행하기가 쉬웠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아세트알데히드의 뉴클레오타이드 서열, 유전자 정보 등을 검색하기 위하여 NCBI

사이트를 활용한 수업은 수행하기가 쉬웠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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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세트알데히드분해효소의 일부 유전자를 PCR하여 증폭시킨 DNA를 젤 전기영동

으로 확인하는 실험은 수행하기가 쉬웠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아세트알데히드분해효소의 다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한효소를 처리한 후 젤

전기영동으로 확인하는 실험은 수행하기가 쉬웠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다음은 분자생물학 실험 수업 연간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

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10.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업 목표를 잘 인식할 수 있었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학습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가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2.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DNA, 유전자, 단백질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쉬워졌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물 전공과 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더 생겼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프로그램의 전개상 학습 순서가 체계적이었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조별과정에서 조원들과의 협동적인 토론 활동을 활발히 하였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지식을 얻기까지의 탐구 과정과 탐구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이 실험들을 통하여 TV, 인터넷, 잡지, 신문 등에 나타난 분자생물학적 내용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이 생겼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이 실험들을 통하여 생물 관련 전공 및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나요?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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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유전개념 검사지

유전자 DNA 핵 염색체 유전 정보

들어 본 적이 없다.

들어 본 적이 있으나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들어 본적이 있고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본 검사지는 유전에 대한 여러 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검사지를 자세하게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성실하고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뒷 문항에 힌트를 얻어 앞 문항의 답을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1. 다음의 생물학적 용어에 대하여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

세포, 염색체, 유전자, DNA, 개체, 핵

위의 6개 용어에 대해서 크기가 큰 순으로 써 보세요.

( > > > > > )

2. 다음의 생물들의 세포수, 염색체, 유전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한 곳에 ○ 표시 하세요.

세포 수 염색체 유전정보

없다
있다

모른다 있다 없다 모른다 있다 없다 모른다
1개 많다

나무

포유동물

양치식물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곤충

3. 다음은 유전자, DNA, 핵, 염색체, 유전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다고 생각되는 칸에 ○ 표시 하세요.

3-1)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답해 보세요, 만약 대답하지 못 할 경우 문항 번호에 ×

표 하세요.

(1) 몸의 어느 부분에 유전자가 있나요?

(2) 유전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3) 유전자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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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 몸의 어느 부분에 DNA가 있나요?

(2) DNA는 왜 중요한가요?

3-3)

(1) 몸의 어느 부분에 핵이 있나요?

(2) 핵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3) 핵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3-4)

(1) 염색체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2) 염색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3) 염색체는 왜 중요한가요?

3-5)

(1) ‘유전 정보’ 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4. 다음은 리헌이로부터 얻은 다양한 형태의 세포들을 나타낸 것이다.

구강 상피 조직 세포 신경세포 정자

4-1) 리헌이의 입에서 추출한 구강 상피 조직 세포 2개의 유전 정보는 같을까요?

같다 ( ) 다르다 ( ) 모른다 ( )

4-2) 리헌이의 구강 상피 조직 세포와 신경 세포의 유전 정보는 같을 까요?

같다 ( ) 다르다 ( ) 모른다 ( )

4-3) 리헌이의 정자와 구강 상피 조직 세포의 유전 정보는 같을까요?

같다 ( ) 다르다 ( ) 모른다 ( )

4-4) 리헌이의 친구에게서도 구강 상피 조직 세포를 구한 후, 리헌이의 구강 상피 조

직 세포와 비교하였을 때 두 세포의 유전 정보는 같을까요?

같다 ( ) 다르다 ( ) 모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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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활동지 소감 문항

<실험 수업에 대한 평가 및 반성>

( )학년 ( )반 ( )번 이름( )

1. 오늘 한 실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2. 오늘 한 실험이 어떤 점에서 흥미로웠었는지 정리해 보자.

3. 실험하기 힘들거나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었나요?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4. 이 실험을 통하여 나의 어느 부분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5. 실험한 후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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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제목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 추출

실험

기구 

재료

마이크로피펫(2∼20μL/20∼200μL/100∼1000μL), 피펫 팁, 원심분리

기, 교반기, 항온수조, 1.5mL-튜브, 튜브 랙, 아이스버켓, 비닐장갑 

면봉, 무수에탄올, 얼음, DNA 추출 키트, 단백질분해효소K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숙취 현상이 개인별로 다

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코올 분해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알코올 분해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는 우리 몸의 유전자에 의

해 합성된 단백질입니다. 유전자의 성분인 DNA를 추출하여 유전자

를 비교해 봅시다. 

1. 탐구 실험 목표

1)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다.

2) 세포 내에서 DNA의 위치와 연관하여 DNA 추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3) 원심분리기, 교반기, 마이크로피펫 등 분자생물학 실험 기기를 

다룰 수 있다.

2. 탐구 과정

1) 구강 상피 조직 세포 수거 과정

① 면봉으로 뺨 안쪽을 누르듯이 긁어 구강 상피 조직 세포를 수

거한다.

② 공기 중에서 약 2분간 말린 후, 머리 부분만 가위로 잘라 

1.5mL-튜브에 넣는다.

2) 용해 과정

① T1 200μL를 솜이 잠기도록 넣고 단백질분해효소K 20μL를 넣

은 후, 교반기로 약 5초간 잘 섞어준다.

② ①을 원심분리기로 가라앉힌 후, 56℃ 항온수조에 10분간 둔

다.

③ 면봉을 제외한 용액을 1.5mL-튜브로 최대한 옮긴 후, B3 200μ

L를 넣고 교반기로 약 5초간 잘 섞는다.

④ 원심분리기로 가라앉힌 후 70℃ 항온수조에 약 5분간 둔다.

⑤ 상온에서 약 5분간 식히거나 얼음에서 식힌다.

1. T1 용액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다. 이는 구강 상피 조직 세포

의 어느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자.

DNA의 

유전 

정보에 

의해 

합성되는 

물질의 

성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유의점>

1. 최소

30분전에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2.뺨을 

너무 세게 

긁어 피가 

나지 

않도록 

한다.

3.약품이 

손에 

묻으면 

바로 

세척한다. 

4.항온 

수조는 

뜨거우므

로 

조심한다.

<부록 7> ALDH2 다형성 확인 탐구 실험 수업 모듈 활동지/교사용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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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1 용액에는 양전하를 띠는 염이 포함되어 있다. 염을 처리한 목

적은 무엇인가?

3. 단백질분해효소 K를 처리하고 56℃로 유지하면, 염색질을 구성

하는 어느 부분이 제거되는지 논의 해보자. 

4. 용해 과정에서 56℃, 70℃의 항온 수조에 담근 이유는 각각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가?

3) DNA 침전 및 추출 과정(부착 → 세척 → 건조 → 추출)

① 무수에탄올 200μL을 넣고 교반기로 혼합한 후, 수 초간 원심분

리하여 튜브의 뚜껑에 묻은 것까지 모은다.

② 부착: 1.5mL-튜브 안의 용액을 콜륨 튜브로 옮긴 후, 원심분리

기로 가라앉히면 콜륨 튜브 내의 막에 DNA 등이 부착된다.  

③ 세척: B5 200μL을 넣은 후, 약 1분간 원심분리한다(2회 반복).

④ 건조: 1분간 원심분리하여 DNA를 완전히 말린다. 

⑤ 콜륨 튜브 아래의 원통형 튜브는 버리고 1.5mL-튜브를 끼운다.

⑥ 추출: BE 20μL을 콜륨 내의 막을 향해 넣고 1분간 세워둔 후, 2

분 동안 원심분리기로 가라앉히면 DNA가 추출된다. 

5. DNA 침전과정에서 에탄올을 사용한 이유는 에탄올에 대한 DNA

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인지 이야기 해 보자.

6. DNA 침전과정에서 B5 완충 용액은 무엇을 세척하기 위해 사용

한 것인지 이야기 해 보자. 

7. DNA 추출과정에서 BE용액은 무엇을 용해하기 위해 사용한 것인

지 설명해 보자.

3. 탐구 결과 및 해석

1) 탐구 실험으로 추출한 물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2)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추출한 물질이 DNA인지 확인하려면 어

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5. 

원심분리

기는 무게 

균형이 

맞도록 

하여 

작동한다. 

<유의점>

차가운 

에탄올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

다.

현미경으

로 양파 

세포의 

핵을 

뚜렷이 

관찰하기 

위해 

사용한 

약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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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안내 자료 모듈 1 :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 추출

1  활동 내용 분석

수업은 50분간 진행된다. 

모듈 1은 개인별 숙취 현상의 원인이 되는 ALDH2의 단일 염기 다형성을 확

인하기 위해 개인별로 구강 상피 조직에서 DNA를 추출하는 실험을 포함하고 

있다. DNA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DNA의 세포 내 위치, 생체막의 구

성, 뉴클레오솜, DNA의 구조와 성질 등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분자생물학 

실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피펫, 원심분리기, 교반기 등의 

실험 기구를 다룰 수 있게 된다. 

구강 상피 조직 세포의 핵 내에 위치하는 DNA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생체막

을 용해하고 DNA에 부착되어 있는 단백질 등을 제거해야 한다. 즉, 생체막을 

용해하기 위해 계면활성제를 처리하고, DNA에 부착된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

해 단백질 분해효소를 처리한다. 또한 2nm의 미세한 폭을 가지고 있는 DNA 

사이의 척력을 제거하고자 이온화되면 양전하를 띠는 염을 처리한다. 막과 단

백질이 제거된 DNA는 핵 내에 존재하는 핵산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될 수 있으

므로, 약 70℃로 처리하여 핵산분해효소의 변성을 일으킨다. 70℃는 DNA도 

부분적으로 변성될 수 있는 온도이지만 실험 후 바로 얼음에 담가두면 DNA는 

다시 결합하고 단백질 성분인 효소만 변성이 일어나게 된다. 

진핵세포 핵 DNA는 간기에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는 뉴클레오솜 형태

로 응축되어 있으며, 일부는 유전자 기능을 한다. DNA가 유전자로 발현될 때

는 전사에 필요한 효소 등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들이 DNA에 결합하여야 하는

데, 이 때 DNA와 결합한 히스톤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하여 염색질의 응축 상

태가 풀어진다. 생체막의 주성분은 인지질이며, 생체막의 군데군데에 단백질, 

당단백질 등이 세포의 기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계면활성제와 Proteinase K(활성온도 56℃)를 처리하여 막과 

단백질을 분해한다(Pre-lysis). Lysis 후 에탄올에 잘 녹지 않는 DNA의 성질을 

이용하여 무수 에탄올로 DNA를 침전시킨다. 침전된 DNA는 미세한 막을 가진 

column튜브를 사용하여 막에 Binding시킨다. Binding후 통과되지 않고 막에 

남아 있는 지질 등의 찌꺼기 등을 세척하기 위해 유기용매(에탄올)가 포함된 

Washing 용액을 처리한다. 한 번 더 원심분리를 하면(Drying), 찌꺼기가 제거

된 순수한 DNA만 column 막에 남게 된다. 최종적으로 막에 남은 DNA는 

Trisbuffer 혹은 물로 된 완충용액으로 Elution하며, 그 결과 column막에 붙어 

있던 DNA가 추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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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 방법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연계: ‘과학’의 유전자와 염색체, ‘생명과학Ⅰ’의 유전자, ‘생명과학Ⅱ’의 

DNA의 구조와 기능, 세포막 구성 등의 내용 요소와 연계되어 있다. 

2) 학습 동기 유발: 개인별 숙취 현상의 차이가 ALDH2(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

소 분해효소)의 활성 차이에 있음을 설명한다. ALDH2의 활성은 ALDH2 유

전자의 염기 조성의 차이에 의한 것이며,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DNA를 추출한다.

3) 탐구 경험: 마이크로피펫, 원심분리기, 교반기 등 마이크로 수준의 양을 다

루는 실험 기기 등을 학습할 수 있다. 세포내 DNA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DNA 추출 과정에 사용한 약품을 처리한 이유를 생각하도록 진행한다. 약품

은 조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서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지식의 구조화: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DNA의 구조와 성질, 세포 내 DNA

의 위치, 생체막 성분, 염색질의 구조, 뉴클레오솜 등을 학습할 수 있다. 

5) 반성: 실험에 대한 소감과 반성을 쓰게 하며, 구강 상피 조직에서 추출한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6) 효과: 마이크로 수준의 미세한 양을 다룸으로써 정밀한 과학 실험을 경험하

고, 직접 자신의 DNA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분자생물학 분야 학습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져올 수 있다. 

3  지도시 유의 사항

1) DNA 추출 과정에 사용되는 키트의 약품 중 B3와 B5는 유독성 물질인

Guanidine hydrochloride를 포함하고 있으며 ProteinaseK도 인체에 해로우

므로 비닐장갑 등을 끼고 사용하며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실험 전에 Washing 완충용액 B5 1mL에 에탄올 4mL를 처리하고, 과립 형

태의 ProteinaseK 6mg에 Proteinase Buffer 260μL를 처리하여 사용한다. 

B5는 상온 보관이 가능하나 Proteinase K는 4℃이하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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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제목 
젤 전기영동에 의한 구강 상피 조직 세포 추출 물질 확인

실험

기구 

재료

마이크로피펫(2∼20μL), 피펫 팁, 원심분리기, 교반기, 전기영동장치, 전자

레인지, 1.5mL-튜브, 튜브랙, 삼각플라스크, 메스실린더, 전자저울, 약숟가

락, 젤틀, UV 투영기, 아이스버켓, 면장갑, 비닐장갑, 아가로스 분말, 증류

수, 1X TAE 완충용액,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 DNA 염색약, 1kb DNA 

마커, 로딩염색약, DNA분해효소, RNA분해효소, 단백질분해효소, 얼음 

 에이버리는 가열하여 독성을 없앤 S형 폐렴쌍구균 물질 중 

DNA가 독성이 없는 R형균을 형질전환 시킨 유전물질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교과서의 에이버리의 가설 검증 과정을 참고하여 구강 상

피 조직 세포에서 추출한 물질이 무엇인지 탐구하여 봅시다.  

1. 탐구 실험 목표

1)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추출한 물질이 무엇인가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설계를 할 수 있다.

2)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추출한 물질을 젤 전기영동으로 확인

할 수 있다. 

3) 젤 전기영동 결과 나타난 DNA 밴드의 크기와 양을 해석할 수 

있다.

2. 탐구 과정

 탐색 및 문제 파악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추출한 물질이 무엇일까요?

 가설 설정

1) 자신의 입에서 추출한 물질의 성분이 무엇일지 예상해 보자.

 예상 :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추출한 물질은 (      )일 것이다.

2) 구강 상피 조직에서 추출한 물질의 성분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해 보자.

구강상피에서 추출한 물질의 성분이 (          )라면, 

(          ) 분해효소에 의해서 분해될 것이다.

에이버리

는 S형균 

추출 

물질에 

DNA

분해효소,

RNA

분해효소,

단백질 

분해효소,

지질 

분해효소

를 각각 

처리한 후,

살아있는 

R형균과 

혼합하여 

쥐에 

주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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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설계 및 가설 검증

1) 0.6% 아가로스 젤 20mL 만들기

① 삼각플라스크에 1X TAE 완충용액 20mL을 넣는다.

②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아가로스 분말 0.12g을 잰 후, 완충용액

이 든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가볍게 흔들어서 녹인다.

③ 용액이 든 삼각플라스크를 전자레인지에서 약 1분간 끓여 아가

로스를 완전히 녹인다.

④ 면장갑을 끼고 조심해서 삼각플라스크를 꺼낸 후 어느 정도 뜨

거운 김이 날아가면, DNA 염색약을 1μL 넣고 잘 흔든다.

⑤ 젤이 식기 전에 틀에 붓고 콤을 꽂아 약 20분간 식혀 굳힌다.

⑥ 젤이 굳으면 콤을 주의해서 빼낸다. 

1. DNA의 구조와 성질을 생각하며 DNA 염색의 원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2) 젤 전기영동 시료 제작 : 

① 1.5mL-튜브에 구강 상피 조직에서 추출한 물질 5μL와 효소(혹

은 증류수)를 2μL를 혼합한 후 약 5분간 세워 둔다.

② 원심분리기로 가라앉힌 후, 로딩 염색약을 2μL 넣고 혼합한다.

대조군 실험군

 구강 상피 조직 
세포 추출 물질

5 μL 5 μL 

증류수 2 μL (        )분해효소  2 μL

loading dye 2 μL 2 μL

합 9 μL 9 μL

 

3) 젤 전기영동 시료 로딩 : 

① 시료들을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가라앉힌다.

② 마이크로피펫을 이용하여 아가로스 젤의 왼 쪽 홈부터 차례대

로 로딩한다.

1번 홈 : DNA 마커 4μL 

2번 홈 : 대조군 시료 9μL

3번 홈 : 실험군 시료 9μL

2. 아가로스 젤에서 DNA 시료를 넣는 홈의 위치를 음극 쪽에 두

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의점>

1.아가로스 

젤이 덜 

녹으면 

아지랑이 

같은 것이 

보인다.

2.DNA를 

젤에 

로딩할 때 

반드시 

젤의 

홈(well)이 

(-)극에 

있는지 

확인한다.

3.전기영동 

장치에는 

고압의 

전류가 

흐르므로 

주의한다.

4.UV

투영기로

DNA밴드

를 확인할 

때는 

보안경을 

쓰고 짧은 

시간에 

보도록 

한다.

5.젤에 

DNA를 

로딩할 때 

팁 끝으로 

젤을 

찌르지 

않도록 

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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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0V에서 약 20분간 젤 전기영동 한다(푸른색을 띠는 로딩 염색

약이 젤 전체의 2/3~3/4정도 오면 전원을 끈다).

3. DNA가 양극 쪽으로 이동한다면, DNA는 어떤 전하를 가진 물

질인가? DNA의 구성 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 중 어느 성분이 

이러한 DNA의 성질을 나타내는가?

 결과 및 해석

1) UV 투영기에 젤만 올려 둔 후 보안경으로 쓰고 350nm의 UV에 

의해 나타난 DNA 밴드를 확인한다.

2) 자신이 로딩한 DNA 시료와 1번 홈의 DNA 마커의 크기와 밝기를 

비교한다.

                         1    2    3    4    5

   

해석

1 1kb DNA 마커

2

3

 결론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추출한 물질이 (         )분해효

소에 의해서 (분해된, 분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추출한 물질은 (           )(이다, 이 아니다.)

DNA

나선의 

폭은 

2㎚이며,

각 염기쌍 

사이의 

거리는 약 

0.34㎚이다

사람은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는 총 

60 억 

쌍의 

염기로 

되어 

있으므로,

사람 

DNA의 총 

길이는 약

2.04m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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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안내 자료
모듈 2 : 아가로스 젤 전기영동에 의한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 확인

1  활동 내용 분석

수업은 50분간 진행된다. 

모듈 2는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추출한 물질이 과연 DNA인가를 검증하는 

실험이다.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중 인산기가 음전하를 띠고 있어 

DNA는 음전하를 띠며,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젤 전기영동으로 분리할 수 

있다. 젤 젤 전기영동은 전하량이 같은 크기의 DNA 조각들을 음전하 쪽에 위

치한 젤의 홈에 떨어뜨린 후 고압의 전류를 흘리면, DNA 조각들이 젤의 미세

한 입자인 고형 부분을 피하여 양전하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DNA 조각의 크기가 작을수록 젤의 시작점에서 멀리 위치하게 된다.

DNA 젤 전기영동에 쓰이는 젤의 농도와 종류는 검출하고자 하는 DNA의 크

기에 따라 달라진다. 젤 농도를 짙게 하면 작은 크기의 DNA 조각을 분리할 

수 있다. 구강 상피 조직 세포의 DNA는 전체 유전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각 염색체의 크기는 모두 거대 사이즈이다. 본 실험에서는 0.6% 아가로스 젤

로 약 20분간 전기영동을 진행하여 DNA 유무만 확인한다.

아가로스 젤을 제작하기 위해서 아가로스 분말을 전기영동 완충용액과 동일

한 용액에 녹여야 한다. 완충용액은 전기를 잘 통하게 하여 전기영동이 잘 일

어나게 하는 것으로 본 실험에서는 1X TAE(주성분: Trisacetate ETDA)를 사용

하였다. 아가로스 분말이 포함된 1X TAE 용액을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여 완전

히 녹인 후, 젤이 식기 전에 젤 틀에 붓고 콤을 꽂는다. 젤 틀의 작은 틀은 약 

20mL, 큰 틀은 약 40mL의 용액이 담기며, 크기가 큰 콤을 꽂을 경우 각각 6

개(/20mL), 12개(/40mL)의 홈)이 생긴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투명한 젤에 전개된 DNA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DNA를 

염색하여야 한다. DNA 염색은 메틸렌블루처럼 DNA 염기에 직접 결합하는 염

색약을 처리할 수 있으나 탈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본 실험실에서는 UV

를 조사하면 형광을 내는 GelredTM(고마바이오텍사)를 사용하였다. GelredTM는 

유독한 EtBr(Ethidium Bromide)와 동일하게 DNA의 염기 사이에 끼어 들어있

다가 형광을 발산하나, 인체에 무해한 장점이 있다. 아가로스 젤이 식기 전에 

0.5μL(/아가로스젤 20mL)를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

DNA 젤 전기영동의 전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DNA 시료에 로딩 염색

약을 혼합하여야 한다. 로딩 염색약은 글리세린과 2가지 성분의 염색약이 혼

합되어 있다. 글리세린은 DNA 조각들이 홈에서 벗어나 완충용액으로 흩어지

지 않도록 도와준다. 2가지 염색약은 푸른색인 bromophenol과 청록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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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lencyanolFF이다. 전기영동을 장치하면 bromophenol은 400~500bp 크기의 

DNA와 전개 속도가 같아서 먼저 내려가고, xylencyanolFF은 4kb 크기의 DNA

와 전개 속도가 같아서 천천히 내려간다. bromophenol(푸른색)의 전개 속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젤의 1/2 정도 오면 전원을 꺼야 한다.

시료 DNA의 크기와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DNA 마커를 함께 전기영동 하

여야 한다. 보통 1kb 마커는 1000bp 단위의 크기의 DNA 해석에 사용되며 

100bp 마커는 100bp 단위 크기의 DNA 검출 해석에 사용된다. 본 실험에서는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의 크기가 최소 10kb 이상이므로 1kb DNA 마커를 

사용한다.

        

1: 1kb DNA 마커
2: 대조군
3: DNA 분해효소 처리
4: RNA 분해효소 처리

5: 단백질 분해효소 처리

  <시료 DNA 로딩하기>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 젤 전기영동 결과>

2  진행 방법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연계: ‘과학’의 유전자와 염색체, ‘생명과학Ⅰ’의 유전자, ‘생명과학Ⅱ’의 

DNA의 구조와 기능, 생명공학 기술과 연계되어 있다. 

2) 학습 동기 유발: 학생들 자신의 구강 상피 조직에서 추출한 물질을 검증할 수 

있으며, 자신의 DNA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학습 동기가 유발된다. 

3) 탐구 경험: 가설설정, 변인통제, 대조실험, 결과해석, 결론도출, 일반화의 

통합적 탐구 기능 학습, DNA 크기에 따른 아가로스 젤 제작, 젤 전기영동 

실험, 토론, 협동 학습이 가능하다. 

4) 지식의 구조화: 음전하를 띠는 DNA의 성질, DNA 염색의 원리, 에이버리 

등의 형질 전환 실험 설계

5) 반성: 실험이 끝난 후 실험에 대한 소감과 반성을 쓰도록 하고, DNA를 재

료로 하는 다양한 분자생물학 실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다.

6) 효과: 자신의 DNA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자생물학 분야에 대

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3  지도시 유의 사항

μL1)

1) 1μL 수준을 다루어 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매우 적은 양에 당황하므로 

마이크로피펫 사용에 주의하도록 안내한다. 

2) 젤 전기영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인터넷 사이트로 실험 내용을 피드백 한다

(미국 유타대 유전학 홈페이지, http://learn.genetics.utah.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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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제목 
PCR에 의한 ALDH2 일부 유전자 DNA 증폭, 생물정보학

실험

기구 

재료

마이크로피펫(2~20μL), 피펫 팁, 원심분리기, 증류수, 구강 상피 조직 

세포DNA, DNA 중합효소, 디옥시리보스 삼인산,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완충 용액, 컴퓨터(인터넷 가능) 

 숙취 현상의 원인 물질인 ALDH 는 다음과 같이 알코올 분해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이다. 

(ADH : 알코올 탈수소효소, ALDH :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

ALDH 유전자를 PCR(중합효소 연쇄반응)로 증폭해 보자. PCR은 

DNA 변성, 프라이머 부착, DNA 중합의 세 온도가 반복적으로 되풀

이되면, DNA가 복제를 거듭하여 대량으로 증폭되는 기술이다. 

 인간 유전체 사업이 완성된 이후 생명과학과 컴퓨터 기술이 

결합한 생물정보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생물정보학 사이트인 NCBI 

(http://www.ncbi.nlm.nih.gov/)에서 ALDH2에 대하여 검색해보자.

1. 탐구 실험 목표

1) 구강 상피 조직에서 추출한 DNA를 실험 재료로 사용하여 DNA

의 일부를 PCR할 수 있다.

2) PCR 기법에 응용된 DNA 복제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3) 생물정보학 사이트에서 ALDH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2. 탐구 과정

1) ALDH 일부 유전자 DNA를 PCR로 증폭하기

① 사전 준비 : PCR 기계를 다음과 같이 셋팅해 둔다.

과정 온도 소요 시간

1. 개시 95℃ 5분

2. DNA 변성 98℃ 10초

3. 프라이머 부착 60℃ 30초

4. DNA 중합 72℃ 1분 30초

2~4번 과정을 40회 반복

5. 마지막 DNA 중합 72℃ 2분

6. holding 4℃ 5분

ALDH는 

세포질에  

작용하는 

ALDH1과,
미토콘드

리아에 

작용하는 

ALDH2가 

있다.



- 176 -

1. 단백질은 40℃ 이상이면 변성된다. DNA가 단백질보다 고온에

서 안정적인 이유를 DNA의 구조와 관련 지어 생각해 보자. 

 

2. 프라이머의 기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3. DNA 중합 온도는 72℃이다. 효소 대부분의 최적 온도가 

30~40℃인데 비해 DNA 중합효소의 최적 온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최적 온도가 높아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② PCR 시료 만들기 :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PCR 튜브에 넣고 

원심분리기에서 가라앉힌 후, PCR 기기에 넣고 작동시킨다.

재료 및 약품 넣는 순서 양

증류수 1 31 μL

DNA 중합효소 완충용액 2 5 μL

디옥시리보오스 삼인산(dNTP) 3 5 μL

구강 상피 조직 세포 DNA 4 6 μL

DNA 프라이머1 5 1 μL

DNA 프라이머2 6 1 μL

DNA 중합효소 7 1 μL

합 50 μL

4. DNA 중합효소 완충용액의 기능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2) NCBI에서 ALDH2 관련 정보 검색하기

가) ALDH2의 뉴클레오타이드 서열 정보 검색

① 인터넷으로 NCBI에 접속한다. 

② 메인 화면에서 search창에 ‘ALDH2, homo sapiens’를 치고 클

릭하여 나타난 화면에서 ‘Nucleotide’ 메뉴를 클릭한다. 

③ 3번째의 Homo sapiens aldehyde dehydrogenase2를 클릭하

면, 12번 염색체에 있는 ALDH2에 대한 정보가 나타난다.

5. ALDH2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는 총 몇 개의 염기쌍으로 되

어 있는가? 

<유의점>

1.DNA 

중합효소, 

프라이머, 

시료 

DNA는 

온도에 

민감하므

로 얼음에 

꽂은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덜어서 

사용한다.

2. DNA 

중합효소

는

민감하게 

반응하므

로 

PCR시료 

혼합할 때 

제일 

나중에 

넣는다.

3. NCBI 

접속에 

자주 

사용하는 

영어 

단백질:

protein

뉴클레오타

이드:

Nucleotide

사람학명:

Homo

sapiens

아미노산: 

amino

acids

아세트

알데하이드

분해효소:

ALD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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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아래의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을 확인한다. 

     

나) ALDH2의 단백질 정보 검색

① ‘Protein’ 메뉴를 클릭한 후 나타난 화면에서 21번째를 클릭한다.

② ALDH2는 몇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인지 확인한다. 

아래의 아미노산 서열을 확인한다.

6. ALDH2 는 총 몇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인가?

7. 504번째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부호는 무엇이며 이는 어느 아미

노산을 뜻하는가?                      

      

다) ALDH2의 입체 모형 관찰

① ‘structure’를 클릭한 후 나타난 창의 1번을 클릭한다.

② 나타난 창에서 ‘View structure’을 클릭하면 모형이 나타난다.

<참고>

아미노산 

약어 :

글리신 G

알라닌 A

프롤린 P

발린 V

류신 L

이소류신 l

메치오닌 M

페닐알라닌 F

티로신 Y

트립토판 W

세린 S

트레오닌 T

시스테인 C

아스파라긴 N

글루타민 Q

리신 K

히스티딘 H

아르기닌 R

아스파르트 D

글루타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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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n3D 프로그램의 위 메뉴에서 Style/Rendering Shortcuts/ 

Space Fill을, Style/Coloring Shortcuts/Molecule을 클릭한 후,  

마우스의 왼 쪽을 모형에 대고 움직이면서 효소의 입체 구조를 

관찰한다. 

④ 아래 창에서 Mouse Mode/Select Rows를 클릭한 후, 아래 아

미노산 서열 2개 중 한 줄만 클릭하면 색깔로 표시된다. 위 메뉴

에서 Show/Hide /Show Selected Domains를 클릭하면 한 개의 

ALDH2를 관찰할 수 있다.

8. ALDH2 는 총 몇 개의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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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LDH2 유전자 정보 검색

① Entrez 창에서 ‘gene’을 클릭한다. 

② Results에서 ‘ALDH2’를 클릭한다.  

③ Summary 화면을 살핀다. 

④ Genomic context에서 ALDH2 유전자의 위치를 찾아보자. 

⑤ 옆의 MapViewer를 클릭하여 전체 염색체가 나타나면, 12번 염

색체에 있는 ALDH2 유전자의 위치를 확인한다.

 

9. ALDH2 유전자는 몇 번 염색체에 위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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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안내 자료
모듈 3 : PCR에 의한 ALDH2 일부 유전자 DNA 증

폭 및 NCBI 데이터베이스 검색

1  활동 내용 분석

수업은 50분간 진행된다. 

모듈 3은 개인별 숙취 현상의 차이인 ALDH2의 단일 염기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부위를 포함한 일부 DNA를 PCR로 증폭하는 실험과 생물정보

학 사이트인 NCBI에서 ALDH2 관련 정보 검색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SNP는 DNA 복제 동안의 실수나 자외선 등에 의해 일어난 DNA의 손상 등

이 원인이 되어 단 한 개의 염기가 다른 염기로 치환되었으나, 생명에는 치명

적이지 않아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는 현상이다. 인간의 유전체에서 SNP는 평

균 1천 염기당 1개꼴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로 머리카락, 피부, 눈 색깔, 키, 

몸무게, 그리고 질병 민감성과 같은 개인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며, 인종이나 

개인별로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도 SNP에 의한 것이다. 범죄수사학에 

많이 이용되는 DNA 지문도 이러한 다형성을 이용한 것이다. 

ALDH는 세포질에 작용하는 ALDH1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작용하는 ALDH2가 

있으며, 이중 ALDH2에 의해 SNP가 나타난다. ALDH2는 517개의 아미노산으

로 구성된 효소이다. SNP는 504번째 글루탐산을 암호화하는 코돈 GAA의 첫 

번째 염기가 점돌연변이에 의해 A로 치환되어 AAA가 되어 리신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GAA를 절단할 수 있는 제한 효소 AcuⅠ을 처리하면 정상 

유전자일 경우 SNP 부분을 절단할 수 있다(AcuⅠ인식 부위: CTGAAG).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ALDH2의 SNP 부분을 포함하여 

PCR(중합효소 연쇄반응)로 증폭한다. 증폭된 DNA에 AcuⅠ을 처리한 후 젤 

전기영동 하면, 개인별로 나타난 DNA 밴드의 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사람마다 DNA의 염기 서열이 다르다는 DNA 다형성을 구체적으

로 학습할 수 있다. 

<PCR로 증폭한 ALDH2 유전자 DNA의 AcuⅠ에 의한 SNP 부위 절단 결과>

 DNA 프라이머 1: 5'-TCAAATTACAGGGTCAACTGCT-3'

 DNA 프라이머 2: 5'-GGCTGGGTCTTTACCCTCTC-3’

PCR은 소량의 DNA를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대량으로 증폭시키는 실험 기법

이다. 95℃ 이상의 고온에서 DNA는 두 가닥이 벌어지며 변성된다. DNA 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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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는 –OH기를 인식하여 주형 DNA의 염기와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디옥시리

보오스 삼인산을 중합시키므로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프라이머는 50~65℃에

서 주형 DNA와 결합한다. DNA 중합효소는 고세균인 Thermus aquaticus에서 

추출한 것을 사용하며, 활성 온도는 72℃이다. 변성, 프라이머 부착, 중합 의 

세 단계를 반복하면, DNA는 2n 개로 증폭된다. 

모듈 3의 실험 과정은 학생들은 ALDH2의 유전자 DNA를 증폭하기 위해 

PCR 시료를 만드는 과정이다. 활동지의 순서대로 DNA와 약품들을 순서대로 

넣은 후, 미리 예열한 PCR 기기에 꽂기만 하면 된다. PCR에 소요되는 시간은 

2~3시간 소요되므로, PCR 시료 제작 후 곧이어 생물정보학 데이터베이스 검

색 활동을 한다.

생물정보학은 2003년 인간 유전체 사업 완성 이후 급격히 발전한 학문이다. 

NCBI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생물정보학 사이트로서 인터넷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학생

들이 직접 NCBI 사이트에 접속하여 ALDH2의 단백질, 뉴클레오타이드, 유전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모듈 4의 ALDH2의 유전자 확인 실험에서 젤 전기영

동이 진행될 때 활동해도 된다. 

2  진행 방법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연계: ‘생명과학Ⅱ’의 DNA 복제, 인간 유전체 사업, 생명공학 기술과 연계

되어 있다. 

2) 학습동기 유발: 교과서에서 학습한 DNA 복제를 활용한 실험 기법을 경험하

고, 컴퓨터를 활용한 생명과학 탐구 활동으로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3) 탐구 경험: 개인별 ALDH2 유전자 유전자 DNA의 PCR 증폭 실험, NCBI 데

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검색, 자료변환 활동 및 생물정보학 

체험이 가능하다.

4) 지식의 구조화: DNA의 반보존적 복제, DNA 변성, 프라이머, DNA 중합효

소의 특성, 인간 유전체 사업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5) 반성: 실험이 끝난 후 실험에 대한 소감과 반성을 쓰고, DNA의 유전자 부

위, 비유전자 부위 등 DNA 기능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다.

6) 효과: 분자생물학 분야의 실험 기법에 대하여 학습 의욕이 고취되고, 첨단 

생물학 분야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진다. 

3  지도시 유의 사항

μL1)

1) PCR 시료를 제작할 때, 미세한 양을 다루므로 마이크로피펫 사용에 조심하

도록 지도한다. 

2) NCBI는 영어로 된 사이트이므로 자주 사용하는 영어 단어는 칠판에 적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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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제목 
젤 전기영동에 의한 ALDH2 유전자 확인

실험

기구 

재료

마이크로피펫(2~20μL), 피펫 팁, 원심분리기, 교반기, 전기영동장치, 전

자레인지, 1.5mL-튜브, 튜브랙, 삼각플라스크, 메스실린더, 전자저울, 

약숟가락, 젤틀, UV 투영기, 아이스버켓, 면장갑, 비닐장갑, 아가로스 분

말, 증류수, 1X TAE 완충 용액, 시료DNA(PCR후), DNA 염색약, 100bp 

DNA 마커, 로딩염색약 

 지난 시간에 PCR로 증폭한 것은 ALDH2를 합성하는 일부 유

전자 DNA입니다. 젤 전기영동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눈으로 확인하

여 봅시다.  

1. 탐구 실험 목표

1) PCR로 증폭한 ALDH2 유전자의 일부 DNA를 젤 전기영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추출한 DNA와 PCR로 증폭한 DNA의 

젤 전기영동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3) DNA와 유전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탐구 과정

1) 1.2% 아가로스 젤 20mL 만들기

① 삼각플라스크에 1X TAE 완충용액 20mL을 넣는다.

②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아가로스 분말 0.24g을 잰 후, 완충용액

이 든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가볍게 흔들어서 녹인다.

③ 용액이 든 삼각플라스크를 전자레인지에서 약 1분간 끓여 아가

로스를 완전히 녹인다.

④ 면장갑을 끼고 조심해서 삼각플라스크를 꺼낸 후 어느 정도 뜨

거운 김이 날아가면 DNA 염색약을 1μL 넣고 잘 흔든다.

⑤ 젤이 식기 전에 틀에 붓고 콤을 꽂아 약 20분간 식혀 굳힌다.

⑥ 젤이 굳으면 콤을 주의해서 빼낸다. 

1.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젤 전기영동하기 위해 

제작한 젤보다 농도가 더 높은 것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젤 전기영동 실험

① PCR로 증폭한 DNA를 원심분리기로 가라앉힌다. 

② 마이크로피펫을 사용하여 1.5mL-튜브에 PCR로 증폭한 DNA 9

μL와 로딩 염색약 1μL을 혼합한 후 젤에 로딩한다. 

③ 110V에서 20분간 전기영동한 후 젤 투영기로 DNA 밴드를 확

인한다. 

<유의점>

1.아가로스 

젤이 덜 

녹으면 

아지랑이 

같은 것이 

보인다.

2.DNA를 

젤에 

로딩할 때 

반드시 

젤의 홈이 

(-)극에 

있는지 

확인한다.

3.전기영동 

장치에는 

고압의 

전류가 

흐르므로 

주의한다.

4.UV

투영기로

DNA밴드

를 확인할 

때는 

보안경을 

쓰고 짧은 

시간에 

보도록 

한다.

5.젤에 

DNA를 

로딩할 때 

팁 끝으로 

젤을 

찌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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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탐구 결과 및 해석

1) 젤 전기영동 결과 DNA 밴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1         2         3         4         5         6

      

2) 100bp DNA 마커와 비교하였을 때, PCR로 증폭한 ALDH2의 

일부 DNA의 크기가 몇 개의 염기쌍으로 되어 있는가?

3) 구강 상피 조직 세포에서 추출한 DNA와 PCR로 증폭한 DNA를 

비교해 보자. 

3-1) 같은 크기인가? 아니라면, 어느 것이 더 큰 것인가? 

3-2) 실험 결과 나타난 DNA 밴드는 ALDH2 유전자 전체 DNA인

가요? 아니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토의해 봅시다.

4) DNA와 유전자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봅시다.

4-1)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물질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4-2) 우리 몸에서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4-2) 유전자는 어떤 물질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4-3) DNA가 어떻게 유전자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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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안내 자료
모듈 4 : 젤 전기영동에 의한 ALDH2 일부 유전자 

DNA 확인

1  활동 내용 분석

수업은 50분간 진행된다. 모듈 4는 PCR로 증폭한 ALDH2의 일부 유전자 

DNA를 젤 전기영동으로 확인하는 실험으로서, 모듈 2의 아가로스 젤 제작, 젤 

전기영동 실험과 유사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그동안 유전자의 성분이 DNA이고 DNA의 특정 부위가 유전자라고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모듈 4는 ALDH2의 일부 유전자 

DNA를 PCR로 증폭한 것을 시료 DNA로 사용한다. 학생들은 젤 전기영동 결

과 나타난 DNA 밴드가 ALDH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 부위 DNA임을 가

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100bp DNA 마커 
2~4: PCR로 증폭한 ALDH2 유전자 DNA,(430bp)

<ALDH2 유전자 DNA 젤 전기영동 결과>

2  진행 방법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연계: ‘생명과학Ⅱ’의 DNA와 유전자와 연계되어 있다.

2) 학습 동기 유발: 추상적으로 생각해 오던 유전자를 가시적으로 확인한다. 

3) 탐구 경험: DNA 크기에 따른 아가로스 젤 제작, 젤 전기영동 후 나타난 

DNA 밴드 해석, PCR로 증폭한 DNA 젤 전기영동 실험 

4) 지식의 구조화: DNA와 유전자, 유전자의 성분, DNA의 기능

5) 반성: 실험이 끝난 후 실험에 대한 소감과 반성을 쓰고, 비암호화 부위 

DNA의 기능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6) 효과: 분자생물학 분야의 실험 기법에 대하여 학습 의욕이 고취되고, 첨단 

생물학 분야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진다. 

3  지도시 유의 사항

μL1)

1) DNA와 유전자의 관계,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에 대한 발문을 통하여 

DNA, 유전자, 단백질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유전자에 의해 암호화된 단백질이 효소, 호르몬 등의 기능을 통하여 나타난 

표현형이 형질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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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제목 
제한 효소 처리

실험

기구 

재료

PCR로 증폭한  DNA,  제한 효소(AcuⅠ), AcuⅠ완충 용액, 항온수조, 

마이크로피펫(2~20μL), 피펫 팁, 원심분리기, 교반기, 1.5mL-튜브, 

아이스버켓, 비닐장갑

 세균들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DNA를 절단하여 자신의 DNA를 

보호합니다. DNA를 절단하는 효소를 제한 효소라고 합니다. 제한 

효소는 인위적으로 DNA를 조작할 수 있는 DNA 재조합 기술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PCR로 증폭한 ADLH의 일부 유전자 DNA를 제

한 효소로 잘라 봅시다. 

1. 탐구 실험 목표

1) DNA의 특정 부위를 절단하는 제한 효소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2) 제한 효소를 생명공학 기술에 이용한 예를 설명할 수 있다. 

2. 탐구 과정

1) AcuⅠ제한 효소 완충용액 만들기(총 400μL)  

800X S-adenosylmethione(SAM)   1μL 

10X NEBuffer4                   80μL

증류수                           319μL

2) 시료 DNA에 제한 효소 AcuⅠ를 처리한다(총 18μL)

시료 DNA                         8μL

2X AcuⅠ 완충용액                9μL 

AcuⅠ                             1μL

3) 37℃의 항온수조에서 약 30분간 둔다.

1. 제한 효소를 처리한 후 37℃ 항온 수조에 둔 이유는 무엇인가?

2. 제한 효소가 DNA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생각 해 보자. 

3. 제한 효소는 DNA 이중 나선 구조의 어느 부분을 절단하는가?

4. DNA 재조합 기술이 이용된 예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 보자.

5. 제한 효소 AcuⅠ에 의해 DNA가 잘렸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유의점>

1. 완충 

용액은 

사전에 

준비해 

둔다.

2. 항온 

수조는 

뜨거우므

로 

조심한다.

3. 제한 

효소는 

상온에서 

변성될 수 

있으므로,

아이스버

켓에 두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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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안내 자료 모듈 5 : 제한 효소 처리

1  활동 내용 분석

수업은 50분간 진행된다. 

모듈 4는 PCR로 증폭한 ALDH2의 일부 유전자 DNA에 제한 효소 AcuⅠ를 

처리하는 실험이다. 제한 효소는 대부분의 세균이 생산하는 DNA 절단 효소

(endonuclease)로서 바이러스 DNA 등 외부에서 들어온 DNA의 특정 염기 서

열을 인식하여 그 부위를 자른다. 제한(Restriction)의 의미는 세균이 자신의 

형질 전환을 막기 위해 외래의 DNA를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종을 유지하는 것

에 유래한다. 외래의 DNA를 절단할 때 자신의 DNA는 메틸화하여 절단을 막

는다. 세균은 각각 다른 제한효소를 생산하며, 각 제한효소가 인식하는 DNA 

염기 서열도 다르다. 

PCR로 증폭한 ALDH2의 유전자 DNA에는 AcuⅠ의 인식 부위인 -CTGAAG-

가 포함되어 있다. 정상인 사람은 AcuⅠ에 의해 DNA가 절단되며, 점돌연변이

에 의해 염기가 치환된 사람은 잘리지 않게 된다. 제한 효소의 절단 결과는 모

듈 6의 젤 전기영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생명공학 기술에 자주 등장하는 DNA 재조합 학습에서 제한 효소가 

가위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학습하였으며 모듈 5, 6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2  진행 방법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연계: ‘생명과학Ⅱ’의 제한 효소, DNA 재조합 등과 연계되어 있다. 

2) 학습 동기 유발: DNA 지문, 질병 진단 등에 사용되는 제한 효소의 기능, 

자신의 DNA를 절단하는 제한 효소 처리를 통하여 학습 동기가 유발된다. 

3) 탐구 경험: PCR로 증폭한 개인별 ALDH2 유전자 DNA에 제한 효소 처리 

실험 수행

4) 지식의 구조화: 제한 효소의 기능 및 작용, 생명공학 기술

5) 반성: 실험이 끝난 후 실험에 대한 소감과 반성을 쓰고, 제한 효소가 어떻

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의문 발생

6) 효과: 분자생물학 분야의 실험 기법에 대하여 학습 의욕이 고취되고, 일상

생활의 분자생물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 

3  지도시 유의 사항

μL1)

1) 제한 효소에 따라 적절한 완충 용액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완충 용액을 사

전에 준비해 둔다.  

2) DNA 재조합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예를 설명해 주며, 개인의 유

전 정보 보호 등 생명 윤리와 관련된 학습이 자연스럽게 지도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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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제목 
젤 전기영동에 의한 ALDH2 단일 염기 다형성 확인

실험

기구 

재료

마이크로피펫(2~20μL), 피펫 팁, 원심분리기, 교반기, 전기영동장치, 전

자레인지, 1.5mL-튜브, 튜브랙, 삼각플라스크, 메스실린더, 전자저울, 

약숟가락, 젤틀, UV 투영기, 아이스버켓, 면장갑, 비닐장갑, 아가로스 분

말, 증류수, 1X TAE 완충 용액, 제한 효소를 처리한 시료DNA, DNA 염

색약, 100bp DNA 마커, 로딩염색약 

 사람마다 숙취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ALDH2의 활성의 

차이에 원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ALDH2 효소의 활성이 어떠한지 

ALDH2 대립 유전자를 해석하여 봅시다.

 지난 시간에 제한 효소를 처리한 ALDH2 유전자 부위 DNA를 

젤 전기영동으로 확인하여 봅시다.  

1. 탐구 실험 목표

1) 제한 효소를 처리한 DNA를 젤 전기영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젤 전기영동 결과를 통하여 자신의 ALDH2 다형성을 해석할 수 

있다.

3) 대립 유전자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탐구 과정

1) 1.2% 아가로스 젤 20mL 만들기

① 삼각플라스크에 1X TAE 완충용액 20mL을 넣는다.

②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아가로스 분말 0.24g을 잰 후, 완충용액

이 든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가볍게 흔들어서 녹인다.

③ 용액이 든 삼각플라스크를 전자레인지에서 약 1분간 끓여 아가

로스를 완전히 녹인다.

④ 면장갑을 끼고 조심해서 삼각플라스크를 꺼낸 후 어느 정도 뜨

거운 김이 날아가면 DNA 염색약을 1μL 넣고 잘 흔든다.

⑤ 젤이 식기 전에 틀에 붓고 콤을 꽂아 약 20분간 식혀 굳힌다.

⑥ 젤이 굳으면 콤을 주의해서 빼낸다. 

2) 젤 전기영동 실험

① 다음과 같이 혼합하여 원심분리기에서 가라앉힌 후, 젤에 로딩

한다. 

 1번 홈: 100bp DNA  마커 5μL

 2번 홈: 제한 효소 처리 전 DNA 9μL+로딩염색약 1μL(대조군)

 3번 홈 : 제한 효소 처리 후 DNA 9μL + 로딩염색약 1μL

② 110V에서 20분간 전기영동 한다.

③ 젤 투영기로 나타난 DNA 밴드를 관찰한다.

<유의점>

1.아가로스 

젤이 덜 

녹으면 

아지랑이 

같은 것이 

보인다.

2.DNA를 

젤에 

로딩할 때 

반드시 

젤의 홈이 

(-)극에 

있는지 

확인한다.

3.전기영동 

장치에는 

고압의 

전류가 

흐르므로 

주의한다.

4.UV

투영기로

DNA밴드

를 확인할 

때는 

보안경을 

쓰고 짧은 

시간에 

보도록 

한다.

5.젤에 

DNA를 

로딩할 때 

팁 끝으로 

젤을 

찌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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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탐구 결과 및 해석

1) 젤 전기영동 결과 DNA 밴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1         2         3         4         5         6

      

2) 젤 전기영동 결과 나타난 DNA 밴드는 몇 개이며, 각각의 크기는 

어떠할지 DNA 마커와 비교해 보자.

3) ALDH2의 정상 유전자를 A, 돌연변이 유전자를 a라고 할 때, 다음

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3-1) 두 개의 밴드를 가진 사람의 유전자형은? 이 사람의 ALDH2 효

소의 활성은 어떠할지 생각해 보자. 

3-2) 한 개의 밴드가 나타났을 때의 유전자형은?  이 사람의 ALDH2

의 효소의 활성은? 

3-2) 세 개의 밴드가 나타났을 때의 유전자형은? 이 사람의 ALDH2

의 효소의 활성은? 

4) 일상생활에서 ALDH2의 다형성을 확인하는 실험과 유사한 방법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5) 개인 유전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에 의한 

질병 진단,

DNA 지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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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안내 자료
모듈 6 : 젤 전기영동에 의한 ALDH2  단일 염기 

다형성 확인

1  활동 내용 분석

수업은 50분간 진행된다. 모듈 6에서 숙취 현상의 원인 물질인 ALDH2의 활성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ALDH2 단백질은 총 51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504번째 글루탐산을 지정하는 코돈인 GAA의 첫 번째 염기

인 G가 A로 치환되면 리신으로 번역되어, 효소의 활성을 잃게 된다. ALDH2의 활

성이 부족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축적되어 숙취 현상이 생긴다. 이와 같이 DNA

를 구성하는 염기 한 개의 치환에 의해 번역되는 아미노산이 바뀌고, 이로 인해 단

백질의 구조가 바뀌어 형질에도 차이가 있는 현상을 단일 염기 다형성이라고 한다.

 ALDH2의 정상 유전자를 A, 이상 유전자를 a라고 하면, 한국인은 AA 약 48.4%, 

Aa 약 43%, aa 약 8.6%로서 이중 Aa는 음주는 가능하나 숙취 현상이 심하고, aa

는 음주가 불가능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ALDH2 유전자의 

SNP가 있는 부위를 PCR하여 총 430bp로 증폭하였으며, AcuⅠ에 의해 SNP 부분

이 절단되면 정상 유전자, 절단되지 않으면 이상 유전자로 해석한다.  

1: 제한 효소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430bp

2: 정상(AA), 296bp, 134bp

3: 동형접합(aa), 430bp

4: 이형접합(Aa), 430bp, 296bp, 134bp

<젤 전기영동에 의한 ALDH2의 단일 염기 다형성 확인>

2  진행 방법
분자생물학 탐구 학습 모델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연계: ‘생명과학Ⅱ’의 유전자와 단백질, 유전자와 형질 발현, 생명공학 기술의 

응용 등과 연계되어 있다. 

2) 학습 동기 유발: 개인별 ALDH2의 SNP를 확인함으로써 술을 먹지 않고서도 음

주 후 숙취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3) 탐구 경험: DNA 크기에 따른 아가로스 젤 제작, 젤 전기영동 후 나타난 DNA 

밴드 해석, PCR로 증폭한 DNA 젤 전기영동 실험 

4) 지식의 구조화: DNA 다형성, 단백질과 형질 발현, 점돌연변이, 단일염기다형성

에 의한 약물 민감도 등 개인별 형질 차이, 대립 유전자, 단백질 합성, DNA 지

문, 개인 유전 정보 보호

5) 반성: 실험이 끝난 후 실험에 대한 소감과 반성을 쓰고, SNP 분석의 응용 부분

에 대한 의문 

6) 효과: 분자생물학 관련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 DNA 지문 등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지식 함양, 분자생물학 분야에 대한 진로 흥미가 유발된다. 

3  지도시 유의 사항

μL1)

1) 숙취의 원인에는 ALDH2 활성 이외에 여러 요인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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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Laboratory-Oriented Molecular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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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of DNA, Gene, and Protein

- Focusing on ALDH2 Polymorphism

Woo, Jeong Im

Biology Major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development of laboratory-oriented

molecular biology inquiry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First of all, I analyzed the molecular biology contexts in national

curricula and the inquiry activities of molecular biology in textbooks.

In addition, I analyzed the cognition for molecular biology inquiry

activities of high school teachers and inquiry learning programs and

laboratory techniques for molecular biology. Based on these analyses,

I found that molecular biology concepts connected with curricula,

laboratory experience, safety, laboratory techniques fulfilled by high

school students, provoking motivation & career development, etc. were

the main objects to be considered for developing molecular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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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y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On the basis of Project-Based Learning and Inquiry-Based Learning,

Molecular Biology Inquiry Learning Model was developed to fulfill the

main objects of above. Molecular Biology Inquiry Learning Model

including Connection, Provoking motivation, Inquiry experience,

Constructing knowledge, Reflection, and Effect was adopted in

developing laboratory-oriented instruction modules for molecular

biology inquiry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cepts of DNA, gene, and protein

coherently, the laboratory-oriented molecular biology inquiry modules

regarding ALDH2 polymorphism were developed, which were the series

of experiments such as the extraction of DNA, DNA confirmation

through gel electrophoresis, DNA amplification through PCR, gene

confirmation through gel electrophoresis, the restriction enzyme treatment,

and the confirmation of ALDH2 SNP. The ALDH2 polymorphism

inquiry modules were reorganized and applied to high school classrooms

as for the Molecular biology inquiry program Ⅰ～Ⅲ.

Program Ⅰ, partly reorganized ALDH2 polymorphism inquiry modules

adjusted to with regular classes was applied to 12th graders. Most of

the students did not show any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these

inquiry modules. Also, the students’ understanding on inquiry modules

was correlated with the students’ grade of biology subjec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olecular biology inquiry program Ⅰ is

suitably useful for inquiry activities in regular classes.

The whole ALDH2 polymorphism inquiry modules were reorganized

for after-school classes in short-period (Program Ⅱ) and applied to

10th and 11th graders, respectively. From the questionnaire, most

students without any prior experience on molecular biology learning

carried out these inquiry modules easily. The Program Ⅱ appea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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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n useful inquiry program for students’ career development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LDH2 inquiry modul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uggesting that these modules were useful for project

-based inquiry activities for high school students.

In Program Ⅲ, the whole ALDH2 polymorphism inquiry modules

associated with career development were applied to science club 10th

and 11th graders in 2011 and 2012, respectively. From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and concept test, I found that the genetic concepts and

inquiry laboratory skill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This program

also affects students’ career decision for biology field.

In conclusion, I developed the molecular biology inquiry programs

for the coherent understanding of DNA, gene, and protein and they

are applicable for high school students and effectual to improve

concepts, laboratory skills, and career decision for molecular biology.

keywords : molecular biology inquiry program, the coherent

understanding of DNA, gene, and protein, Molecular

Biology Inquiry Learning Model, SNP, ALDH2

polymorphism inquiry modules, career decision of

scienc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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