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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유전 관련

내용이 현대 생명과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반영하는지를 파악하

고, 이를 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과학과 교육과정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과학 교육과정의 유전 관련 내용 조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유전학의 급속한 발전과 일상생활에

서 유전 현상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하게 되는 현실을 고

려할 때, 유전 현상과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유전적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발달 수

준에 맞도록 유전학의 핵심 개념이 교육과정에 연계성 있게 제시

되어야 한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의 논의 결과 발

표된 ‘학습발달과정(Learning Progression)’은 미국의 차세대 과학

교육 기준(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 NGSS)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와 준거로 반영되었다. ‘현대 유전학의 학습발달과정’은

현대 생물학의 핵심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고, 유전 개념 이

해에 대한 학년별 발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를 내용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NGSS에서는

유전자와 형질을 연결시키는 단백질에 관련된 내용을 세 학년군으

로 나누어 일관성 있게 내용을 심화시키며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싱가포르는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거나, 고학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각 국가별 세부

적 차이점과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에서 고려할 점에 대해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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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르게 개편이 이루어

지고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동안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학습량을 조절하여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학습 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생활과 연계된 탐구 학습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목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

력 저하와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기초 인성의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 높은 창의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2009년

12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과

정의 빈번하고 급격한 변화가 일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과거와 달리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를 감안하면, 시

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과학과 교육과정의 개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민주화된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제시

하고 있다. 과학적 소양은 자연 현상을 다양하게 체험하고 기초적인 과

학 사실과 개념 및 과학 과정 능력과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여 실생활에

맞게 적용 및 활용하는 것이다(Murcia, 2009; Schroeder et al., 2009). 이

러한 과학적 소양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Murcia, 2009)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많은 나라의 과학 교육과정에서 과학적 소양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이명

제, 2009; AAAS, 2006; Oliver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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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PISA 결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 성취도 평가 등수는 7위

로 2009 PISA 결과보다 낮은 등수이고, 이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 태도와 흥미도가 점점 하락하

고 있으며 과학적 지식을 실생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김지영, 2008; 이미경 등, 2007). 과학

적 소양의 하락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학 지식 및

개념들의 수준과 범위가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구성되

어있는지 과학교육 구성원들 간의 진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다(강연경, 송방호, 2008; 이미경, 정은영, 2008). 즉,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내용이 학교급별로 바르게 연계되어야 보다 효과

적이고 성공적인 학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김현아 등, 2006; 국

동식, 김학만, 2004).

PISA 2006에서 우리나라 과학 영역의 성취도가 하락한 큰 원인 중 하

나가 생물계 문항의 점수 하락으로 판단된다는 연구가 있었고(김지영,

2008; 이미경 등, 2007) 이후 PISA 2009, 2012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

이고 있기에 생물 개념에 대한 올바른 지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 생물학의 많은 개념들 중 유전 개념은 세포, 생식과 발생, 진화 등과

연관되어 있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김희백 등, 2002; 민효정, 정영란,

1996). 그러나 유전 영역에서 개념과 개념 간의 관련성 및 상호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많은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민진선 등, 2004; 박종석, 조희형, 1986; 배지현 등, 2007; 정영란, 김

은주, 2002). 유전학의 급속한 발전과 일상생활에서 유전 현상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유전 현상과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유전적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도록 유전학의 핵심 개념이 교육과

정에 연계성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의 논의 결과 발표된 ‘학습발달과정

(Learning Progression)’은 미국의 차세대 과학 교육 기준(NGSS)을 구성

하는 기본 원리와 준거로 반영되었다. ‘현대 유전학의 학습발달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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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유전학의 핵심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고, 유전 개념 이해에 대

한 학년별 발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를 내용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요소

및 구성 방식을 분석하여 유전단원의 이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과학과 교육과정 국제

비교를 통하여 장기적인 교육목표와 체계적인 계획 하에 우리나라 과학

과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유전 관련 개념을 추

출하여 ‘현대유전학의 학습발달과정’에 나타난 핵심 개념 및 수준과 비교

하여 유전학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연계성 있는 구성 방

안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의 발달 수준과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유전학 개념을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

다는 데에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갖는다.

첫째, 각 국가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전 관련 내용은

현대 유전학의 핵심 개념(Core Idea)을 반영하고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유전 관련 내용은 학년별 발달

과정을 계열성 있게 제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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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외국의 교육과정과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갖는 사회문화적인

특성 차이로 인한 한계점이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비교 대상국들의 과

학과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제시되었고, 최근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서양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성취기준 중심으로 제

시되었기 때문에, 국제 비교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육과

정을 어떤 관점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학

습 활동을 포함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문서'로 한정하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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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

1.1.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

1997년에 마련되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던 ‘제7차 교육

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

국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강조하였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서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당초 기대

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화성 등, 2008). 2007년

에 고시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 철학을 유지

하면서, 그동안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교사의 수업부담

가중, 과학 수업 시수의 부족,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상실 등의 문

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기초 인성의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 높은 창의·인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과학 교육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과

학과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민주화된 미래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갈 인재는 단순히 분과적

과학 개념이 아니라 현대 과학의 의미, 가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불합리한 ‘문과’와 ‘이과’의 구분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서 모든 학

생에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해 과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김영식 2007, 2009; 이덕환, 2007).

셋째,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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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난 융합형 과학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과 현실 사회에서 필요한 과학 사이의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 (이덕환, 2007).

다섯째, 창의성과 탐구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과학을 가르쳐야

한다.

여섯째, 과학 교육의 완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일곱째, 과학에서도 글 읽기와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의 필요를 고려하여 미래의 민주화된 과학기술 시대를 살

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의미의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과학과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과학’에서는 분과적 장벽을 완전

히 극복하고, 모든 학생들이 자연과 생명과 문명에 대한 현대 과학적 해

석을 통해 현대 과학의 의미, 가치,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민주화된 과학기술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창의성과 인

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심화 과목에서는 이공계로 진학할 학

생들에게 필요한 과학적 내용의 완성도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1.2. 교육내용 조직의 원리

교육내용의 조직은 수평적 조직과 수직적 조직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수평적 조직은 같거나 비슷한 시간대에 연관성 있는 교육내용들을

배치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며, 수직적 조직은 시간의 연속

성을 토대로 교육내용을 연관되게 배치하여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다 (김대현과 김석우, 2005).

수평적 조직은 통합성(다양한 내용들 간의 연결)과 스코프(다양한 내

용의 범주)를 포함하며, 수직적 조직은 계속성과 계열성을 포함하는데,

이중 통합성이란 수평적 조직 원리로써 교육 내용들의 관련성을 바탕으

로 이들을 하나의 교과나 과목 또는 단원으로 묶는 것, 또는 수업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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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있는 내용들을 동시에 혹은 비슷한 시간대에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직적 조직의 원리로써 계속성은 동일

한 학습경험간의 반복성을 위해서 학교·급간의 교육 내용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자

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조직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학년 간 교육내용의 반

복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조직의 원리를 찾는 것은 계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계열성은 수직적 조직 원리로써 계속성과 유사성이 있지만, 차이점

은 계속성은 동일한 학습경험을 단순 반복 조직한다면 계열성은 수준이

다른 학습 경험을 점차 양질을 심화·확대해가는 조직 원리이며, 교육 내

용을 가르치는 순서, 즉 어떤 내용을 먼저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나중에

가르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김대현과 김석우, 2005).

이렇듯 교육내용의 조직은 같은 시간대에 교육내용을 배치함을 의미하

는 수평적 조직과, 시간의 연속성을 토대로 교육내용을 배치함을 의미하

는 수직적 조직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박종석과 조희형, 1986).

Tyler (1949)는 교육내용을 조직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원리로 계속성

(continuity), 계열성(sequence), 통합성(integration)을 들고 있다. 이 중

계속성이란 교과에서 다루는 중요한 원리나 개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제공되어야함을 의미한다. 계열성이란 계속성과 비

슷한 속성을 지니지만 계속성이 동일한 수준에서 단순하게 학습경험을

반복하여 제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면 계열성은 학습의 내용이 단계적

으로 깊어지고 넓어져 내용이 심화, 확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성은

한 교과 내에서의 여러 내용들이나 각 교과들을 서로 수평적으로 연결시

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들과 관련짓도록 하는 것도 통합성에 해당한다. 즉 통합성은 학습 경험

을 수평적으로 조직하는 준거로서, 수직적 준거인 계속성, 계열성과 대비

되는 횡적 조직의 원리로 설명된다 (송순희 등, 1991).

Tyler의 이론을 더욱 확장시킨 Taba(1962)는 누적학습(cumulative

learning)의 개념 속에 계속성과 계열성을 포괄적으로 표현하였다. 즉, 누

적학습은 동일 요소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점진적인 심화·확대를 더 강



- 8 -

조하고, 특정개념의 학습에 있어서 더 의미있는 통합으로 이끌어 주도록

하는 내용조직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송순희 등, 1991).

Bruner(1960)는 지적발달단계의 특성을 기반으로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을 교육과정 내에서 수평적·수직적으로 조직하여 쉽고 구체적

인 내용에서 어렵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그 단계를 높여가며 구성하는 나

선형 교육과정(spiral curriculum)의 근간을 이루었다. 즉 학습의 준비성

에 관한 종래의 기계적인 통념을 부정하고, 어린이의 사고를 어른의 사

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같은 내용이 점차 더 높은 수준에서 여러 번 반

복해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권재술 등, 1998).

또한 Gagne(1970)는 그의 학습위계에 관한 이론에서 8가지 학습 형태

와 5종류의 학습결과를 제시하고 정보처리 모형을 도입하여 어떤 내용이

든 그것이 학습되는데 반드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며 각 단계는 독특

한 과정이 수반된다고 하였다. 즉 하나의 커다란 학습소인은 그 아래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하위소인을 갖게 되며, 그 하위의 소인으로 다시

그 아래의 소인으로 연결되는 과제를 형성하여 위계적 학습이 되도록 하

였고, 이를 위해 수업체제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는 Gagne가 Tyler

의 계열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근, 1984).

1.3. 교육과정의 연계성

연계성이란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측면의 상호 관련성을 말한다. 이

때의 상호 관련성은 수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수평적인 것일 수도 있다.

수평적 연계성은 같은 등급(grade)내 영역간의 문제이고 수직적 연계성

은 선행경험 혹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점차 내용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

가는 계열성과 계속성을 기본 요소로 하는 학년간의 문제를 의미한다

(강순자, 김영주, 1988). 앞에서 살펴본 교육과정 조직 원리에 의하면

Tyler(1949)의 계속성과 계열성, Bruner(1960)의 나선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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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gne(1970)의 위계 학습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에 대해 동일한 학습내용이 각 급 학교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시되

며, 점차 높은 수준으로 심화 확대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박승재, 조

희형, 1995). 따라서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내용은 학생의 사고방식에

적합하도록 지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야하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 폭넓게, 더 깊이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2. 유전 관련 개념 학습의 어려움

2.1. 현대 유전학 학습의 중요성

생물학의 많은 개념들 중 유전 개념은 세포, 생식과 발생, 진화 등과

연관되어 있어 교수, 생물교사, 학생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김

희백 등, 2002; 민효정, 정영란, 1996). 미국의 고등학교 교사들도 세포분

열, 감수분열, 염색체, 유전자와 같은 개념들을 생물 영역에서 중요한 주

제로 보고 있다 (Finley et al, 1982). 현대 유전학은 과학적 진보가 빠르

고, 현상이 복잡하며 축적된 지식의 양이 많은 영역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영역에서 수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다. 특히 유전자 검사,

줄기 세포, 유전공학, 유전자 조작 식품(GMO) 등 이 분야의 새로운 기

술과 발견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학의 핵심 아이디어

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이러한 의사결정은 대중매체나 전문가라

부르는 일부 사람들의 결정에 의존하게 된다. 학생들의 유전 공학 관련

쟁점에 대한 추론 패턴은 유전학 지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Sadler and

Zeidler, 2005) 유전학을 적절하게 학습하는 것은 과학과 기술이 융합된

세계에서 사회의 시민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학생들의 미래

삶에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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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대 유전학 학습의 어려움

이렇게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비해 유전 영역은 직접적

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개념

이나 원리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김경호,

김영수 1996). 현대 유전학에서의 추론은 분자 수준에서 화학적, 물리적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런 간학문적 측면은 원자와 분

자 및 생물학적 분자의 화학적 특성과 그들의 상호작용에 대해 아직 확

고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학습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Duncan et al.,

2009). 더불어 유전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유전자가 세포, 조직, 기관, 개

체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생

물 수준에 걸친 추론을 수반한다(Duncan & Reiser, 2007; Horwitz,

1996). 선행 연구는 학생들이 유전 정보에 의해 특화되는 생물학적 조직

수준에 대해 제한된 이해를 갖고 있고, 유전자와 관찰 가능한 형질을 연

결하는 세포적 분자적 메커니즘을 알지 못한다고 제안한다 (Duncan &

Reiser, 2007; Lewis & Kattmann, 2004; Venville & Treagust, 1998). 메

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유전 현상과 관련 기술은 과학적으로 명

확한 이해 없이 모호하고 신비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선행연

구에 의하면 유전 영역에서 개념과 개념 간의 관련성 및 상호관계를 정

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많은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민진선 등, 2004;박종석, 조희형, 1986; Banet & Ayuso 2000; Collins

& Stewart, 1989; Lewis, 2000).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내용이 학교급 별로 바르게

연계되어야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여러

연구가 있었고 (김현아 등, 2006; 국동식, 김학만, 2004), Duncan 등

(2009)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재 생물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유

전 영역과 관련한 주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하여 초등학교 고학

년에서 고등학교까지 지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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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습발달과정의 개요

3. 학습발달과정(Learning Progression)

3.1. 학습발달과정의 정의

학습발달과정에 대한 최근의 공식적인 진술은 the Consortium for

Policy Research in Education (CPRE)의 보고서 Learning Progression

in Science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과학의 핵심적인 개념(core concept)과 과학적 설명 및 그와 관련된 

과학 탐구의 실행(scientific inquiry practices)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

력이, 적절한 과학 교수활동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되고 연속

적으로 점점 더 정교해지는 과정에 대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고 검증 

가능한 가설이다”(Corcoran et al., 2009, p. 15).

여기서 핵심 개념이란 분자운동, 힘, 에너지 등과 같이 많은 다른 개념

과 연결되어 한 번의 수업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탐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구성되는 복잡한 과학내용이고(Stevens et al., 2009b).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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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의 실행’이란 과학자가 새로운 현상을 접했을 때, 과학적 증거 수집,

결과 분석, 의사소통을 거쳐 지식을 구축하는 과정 등이 일어나는 활동

이다(Choi et al., 2011). 학습발달과정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은 주요

개념 집합체를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이해 가능한 단계로 제공하여 학생

들이 복잡한 과학 개념을 순차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학습발

달과정은 수업 이후의 단순 성취도 평가를 넘어, 진단평가의 중요한 틀

을 제시하므로(맹승호 등, 2013), 학생들의 이해발달 수준을 단계별로 추

적, 모니터링하여 개념 이해나 과학 실행 경험에 필요한 피드백, 교수학

습 전략, 교수자료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학

습발달과정은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연계한 교육과

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론적 가이드를 제공한다.

3.2. 학습발달과정의 역사

학습발달과정은 미국의 National Research Council의 Board of

Testing and Assessment가 발간한 국가 수준 과학 학습 평가의 안내를

위한 보고서 Systems for State Science Assessment (2006) 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제안되었다. 이 보고서의 중심적인 의제는 평가의 결과로 파

악되는 학습의 수행(learning of performances)이 학습자의 발전을 검토

하고,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수활동이 보완되고 발전하는 평가 적응

적 수업 (adaptive instruction) (Corcoran & Silander, 2009)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여 학습을 위한 평가 (assessment FOR learning) (Black &

William, 1998)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장기간에 걸친 과학 학습의 순서

와 계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적합한 과학

학습 평가 시스템에 근거한 과학 학습의 순서와 계열이 나타내는 과학

학습의 수직적 경로 (vertical pathway)가 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짐에 따

라 형성되는 그들의 학습 발달의 경로와 일치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

다(NRC, 2006). 이후 학습발달과정의 개념적 정의와 초기의 연구 사례들

의 결과가 NRC (2007)의 보고서 Taking Science to School 에서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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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되었다, 이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과학학습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발표한 것으로 그 내용은 후속적으로 진행되었던 학습발달과정

에 대한 거의 모든 연구에서 이론적 근간이 되었다.

학습발달과정은 그 뒤 NAEP 2009 Science Framework development

(National Assessment Governing Board, 2008) 에서 과학 학습 평가 틀

작성을 위한 기본지침으로 적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의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NGSS)를 구성하는 근간이 되었던 A

Framework for K–12 Science Education(NRC, 2012)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 중 하나로 반영되었다. 학습발달과정이 NAEP와 NGSS를 위한 기

본 원리와 준거로 반영된 이유는 학습발달과정이 궁극적으로 교육과정,

교수활동, 학습평가가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법적 틀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Corcoran et al., 2009; Duschl et al., 2011;

NRC, 2007). 그 밖에 학습발달과정의 과학교육적 중요성과 장기적 전망

을 인식하여 2009년에 학습발달과정을 주제로 한 학술지 특별호가 발간

되었고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6권 6호), 미국

Iowa city에서 LeaPS (LEArning Progression in Science)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물로 2012년에 동명의 책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Learning Progressions in Science: Current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by A.C. Alonzo & A. W. Gotwals(Eds), 2012, Sense

Publishers).

3.3. 현대유전학의 학습발달과정(Genetic LP)

Duncan 등(2009)은 학생들이 현대 유전학을 배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몇 가지 핵심 개념에 초점

을 맞춘 Genetic LP에 기반하여 교수활동과 평가를 할 것을 제안했다.

Genetic LP를 위한 이론적 틀은 Stewart, Cartier, and Passmore (2005)

의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들은 유전학 소양은 세 가지 개념적 모델

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가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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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은 (a) 유전자와 형질 사이의 유전 패턴을 설명하는 유전적(상속적)

모델, (b)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정자와 난자를 통해 유전물질이 물리적

으로 계승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감수분열 모델, (c) 유전 정보가 관찰 가

능한 형질을 초래하는 물리적 실체-단백질-로 번역되는 방법을 설명하

는 분자적 모델이다.

Genetic LP는 이 영역의 두 가지 기본적 질문에 맞춰 조직되었다: ⑴

유전자는 우리와 다른 생물의 겉모습과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 ⑵ 우리와 다른 생물은 겉모습과 기능하는 방식이 왜 다양한가? 학

생들이 유전학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Stewart 등

(2005)이 제안한 유전학의 세 가지 모델을 관련시키면서, 강력하고 정교

한 설명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도록 8개의 핵심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 개념 A-D는 첫 번째 질문과 관련 있고, 핵심 개념 E-H는

두 번째 질문과 관련 있다, 이들 핵심 개념은 이 영역의 관련 내용 표준

(AAAS, 1989, 1993; NRC, 1996)과 유전 학습의 과학 교육 연구, 이 영

역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과 수행해야 할 것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도 반영하고 있다 (Venville & Donovan, 2005). 두 가지 질문과 핵심 개

념 A-H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질문(1): 유전자는 우리와 다른 생물의 모양과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 모든 생물은 삶의 기능을 수행하는 분자를 지시하는 보편적인 유전 정보
를 갖고 있다. 모든 세포는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세포는 어떤 정보를 
사용(발현)할 것인지 조절할 수 있다.

핵심 개념 A: 모든 생명체는 위계적으로 구성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핵심 개념 B: 유전 정보에는 단백질 구조를 명시하는 보편적 지령이 들어있다.

핵심 개념 C: 단백질은 모든 생명체의 기능 수행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유전

자와 형질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이다.

핵심 개념 D: 모든 세포는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지만, 각기 다른 세포

는 서로 다른 유전자를 사용(발현)한다.

<표 1> Genetic LP의 핵심 개념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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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우리와 다른 생물은 겉모습과 기능하는 방식이 왜 다양한가? 세대

에 걸친 유전자 전달 패턴이 있다. 세포 및 분자적 메커니즘은 이러한 패

턴을 유도하고 유전적 변이를 초래한다. 환경은 유전자 구성과 상호작용

하여 변이에 이르게 한다.

핵심 개념 E: 생물은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번식한다.

핵심 개념 F: 유전자와 형질 사이에는 상관관계의 패턴이 있으며, 이 패턴이 

발생되는 특정 확률이 있다

핵심 개념 G: 유전 정보의 변경은 모양과 기능(표현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DNA의 이러한 변이는 개체와 종을 식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핵심 개념 H: 환경 요인은 유전 정보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표 2> Genetic LP의 핵심 개념 E-H

Genetic LP는 시간에 지남에 따라 핵심 개념들이 심화되는 과정을

5-6학년(수준 1), 7-8학년(수준 2), 9-10학년(수준 3)의 세 학년군으로 나

누어 단계별 기대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단계의 학생

들이 핵심 개념을 이용하게 되는데, 어린 학생들은 간단한 형태로 학습

하고, 고학년 학생들은 보다 정교한 형태의 학습을 하게 된다.

수준 1은 유전학 이론의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이 수준의 목표는

학생들의 직관적 유전 이론을 확장하는 것이다. 유전자가 유기체의 세포

에 존재하는 생물적 특성이며, 생명체의 생장과 기능에 대한 지시를 갖

고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기본적인 이해를 구축하게 된다. 또

한 생물의 겉모습과 기능하는 방식에는 변이가 있고, 이 변이는 유전적

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유전 물질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자손의 유전적 구성에 대한 부모의 동등한 기여 및

환경 요인이 유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특성들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수준 2의 목표는 유전학에서의 메커니즘과 인과 설명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유전 물질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유전자와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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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체 사이의 연결을 만들고, 자손이 부모로부터 얻는 물리적 구조로서

염색체를 보게 된다. 유전자는 염색체의 한 부분이고, 모든 세포에는 동

일한 한 세트의 염색체가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세포분열(유사분열 및 감

수분열)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정보의 실체로 유

전자를 보는 관점에서 생산적 지령으로 보는 관점으로 이동함으로써 유

전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이는 유전 산물이 전체 형질을 명시한

다는 광범위한 관점으로부터 체내에서 기능하는 작은 생물학적 요소를

명시한다는 보다 제한적인 관점으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유전자와 형질

사이의 연결을 설명하는 능력은 단백질에 대한 이해에 의해 결정되므로

(Duncan, 2007), 이 수준에서 학생들에게 단백질이 체내에서 수행하는

다른 기능을 소개할 수 있다.

이 수준의 또 다른 초점은 유전적 변이와 세대에 걸친 유전자와 형질

사이의 상관관계로 이어지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이 두 가지 유형의 세포 분열에서 기능과 염

색체 행동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Lewis et al.,

2000), 기저 메커니즘인 감수분열 모델에 초점을 맞춘 유전학 수업을 할

것을 주장한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세부적 과정에 초점을 두어 감수분

열을 다루는 것과는 달리, 유기체의 생애 주기에서 감수분열의 기능을

강조하는 초점으로의 이동을 제안한다. 숨겨진 형질의 관찰은 유전 “규

칙”(멘델의 법칙)의 기저를 명쾌하게 하는 초기 설명 모델의 발달로 이

어질 수 있다. 여기서 다시 모습과 기능을 형성하는데 있어 유전자뿐 아

니라 환경의 역할을 논의할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식물과 같은 간단한

생물 실험을 실시하여, 학생들은 환경 요인 (빛)이 생물의 모양과 행동

방식을 변경시킬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수준 3의 목표는 분자 수준에 초점을 두고 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를 계속 심화시키고 분자적, 감수분열, 유전학 모델 사이의 연결을 더욱

정교화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이 화학 지식을 사용하여 분자적 구조, 기

능, 세포 내의 과정에 대해 추론하도록 하는 것이 이 수준에서 적합하다.

유전자, DNA, 염색체 사이의 연결을 심화시키는 것은 분자적, 감수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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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전학적 모델 사이의 더 큰 연결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단백질을 위한 지시로서 유전자에 대한 이해를 구축한 후 학

생들은 유전적 지시가 단백질로 번역되는 과정과 관련된 물리적 분자적

과정을 알게 된다. 또한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 보다 정교한 이해를 개

발할 수 있다.

이 수준에서 학생들은 세포 안의 모든 유전자가 단백질로 번역되는 것

은 아니라는 개념도 개발할 수 있다. 이전 수준에서, 학생들은 서로 다른

조직의 세포는 각기 다른 단백질 레퍼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양과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학습한다.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세

포의 단백질 내용물이 다른 이유에 대해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설명을

개발하면서, 이 아이디어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심화된다. 현재 유전자 발

현에 대한 아이디어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 그러

나 이 분야의 전문가는 이를 유전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라

고 밝혀왔다 (Venville & Donovan, 2005).

유전 패턴의 이해와 관련하여, 이 수준에서 학생들은 유전 패턴의 분

자적 토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유전 패턴과 유전자 버전

사이의 우성-열성 관계에 대한 이전 관찰에 기반하여, 학생들은 다른 버

전의 유전적 지시로 인한 단백질 산물의 기능성 또는 기능 장애에 기인

한 이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분자적 모델과 유전학 모델을

연결시킴). 예를 들어, 학생들은 어떤 유전병의 보인자인 사람은 기능성

단백질 합성을 지시하는 유전자 한 개와 (돌연변이로 인해) 비기능적 단

백질 합성을 지시하는 다른 버전의 유전자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은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올바른 버전의 유전자가 예비본을 제공하고 결함 버전의 존재를 가리기

때문에 장애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학생들은 또한 일부 유전 질환은 오

직 한 버전의 단일 돌연변이를 거쳐 전달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Gelbart & Yarde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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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분석 대상 국가

국제 비교를 위한 대상 국가를 선정한 기준은 국제 사회에 영향력이

큰 미국, 영국의 과학과 교육과정 및 최근 TIMSS 및 PISA성적이 우수

한 싱가포르의 과학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국가는 특히 다

음과 같이 최근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w 미국에서는 AAAS주관으로 1996년부터 project 2061의 일환으로 기

초 작업을 진행하여 그 결과물에 기초한 NGSS(2013)을 출판하여 보

급하였다.

w 영국에서는 2014년 시행을 목표로 2011년부터 국가교육과정 개정 작

업을 진행하고 있다.

w 싱가포르에서도 2015년 시행을 목표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

고 있다.

2. 자료 수집

과학과 교육과정의 유전 영역 내용 분석 및 국제 비교를 위하여 <표

3>에 제시된 문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국의 홈페이지 및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

터(http://ncic.kice.re.kr)를 통해 영국, 싱가포르 및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수집하여 사용하고, 미국의 경우 국가수

준 교육과정은 없지만 이를 대신하여 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 번역 단행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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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가 수준 과학과 교육과정 분석 대상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Duncan 등 (2009)이 제안한 현대 유전학의 학습발달과

정(Genetic LP)을 분석의 준거로 사용하였다. Genetic LP에서는 현대 유

전학의 이해에 대해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기 위

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8가지 핵심 개념을 제시하였고, 각 핵심 개념이

학년군에 따라 발전되는 3 단계의 이해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국가별 교육과정 문서를 3회 이상 정독하면서 유전 단원에 대한 성

취기준을 추출하여 Genetic LP의 8가지 핵심 개념 중 어느 것과 관련

있는 지를 먼저 결정하고, 이후 해당 핵심 개념이 3단계 이해 수준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여 표를 작성했다. 이후 핵심 개념 중 유전 단원

에서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단원간의 수평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세포 단

원, 물질대사 단원 등에서 추가로 성취기준을 추출하여 대응시켰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실제적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 상황을 적용시키기 위해 교육

과정이 구현된 각 학년별 교과서를 3종 이상 선택하여 구체적인 내용 수

준을 확인하여 대응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교육

과정 문서만으로 작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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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각 국가별 교육과정에 제시된 유전학의 핵심 개념

Genetic LP는 현대유전학 영역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

서, 유전학의 유전적 모델, 분자적 모델, 감수분열 모델을 관련시키면서,

강력하고 정교한 설명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도록 8개의 핵심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질문 ⑴ 유전자는 우리와 다른 생물의 겉모습과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질문 ⑵ 우리와 다른 생물은 겉모습과 기능하는 방식이 왜 다양한가? 

학습발달과정에서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각 핵심 개념을 학생의 인

지발달 수준에 맞게 제공하여 학생들이 복잡한 과학 개념을 순차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Genetic LP에 제시된 3단계 수준은 각각 5-6 학년

군, 7-9 학년군, 9-10 학년군을 제안하고 있지만, 각 국가별 교육과정 속

에 제시된 학년별 성취수준이 LP에서 제시한 3단계 수준과 다른 경우가

있어서, 학년보다는 내용 수준에 근거하여 표를 작성하고, 참고적으로 학

년은 [ ]안에 표시하였다.

질문 (1) ‘유전자가 어떻게 생물의 모양과 기능에 영향을 주는가?’ 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물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

포에 있는 유전정보에 따라 모양과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이 만들어

지고, 세포마다 사용하는 유전 정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Genetic LP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개

념 4가지와 이 개념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정교해져 가는 이해 수준

이 3단계로 제시되고 있어, 이를 각각 핵심 개념의 기호 A～D, 이해 수

준 1～3을 결합하여 A1～D3로 구분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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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들로 구분되기는 했지만 각 개념들 간의 관련성과 교육과정 및 교과

서에 반영되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큰 주제(단원) 아래 여러 개념들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핵심 개념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 및 논의하기로 하였다.

즉, A1, B1, C1, D1, D2, D3을 포함하는 영역은 ‘세포’에 대한 학습, A2,

A3, B2, B3를 포함하는 영역은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한 학습, C2, C3를

포함하는 영역은 ‘단백질’에 대한 학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시 말

하면, 모든 생물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안에 핵(유전 물질)이 있

어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있으며, 각 세포 및 세포소기관이 특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생명의 특성이 유지되고, 한 개체 내에서도 조직에 따라

세포의 모양과 기능이 다르다는 내용이 ‘세포’에 대한 학습에서 제공되어

학생들이 개념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염색체와 유

전자’에 대한 학습에서는 핵, 염색체, 유전자, DNA 사이의 물리적 관계

를 이해하고 유전 정보가 단백질의 생산에 관련된 명령어라는 내용, ‘단

백질’에 대한 학습에서는 단백질이 세포 및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분자라는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핵심 개념 수준 1 수준 2 수준 3

A. 유전 정

보의 위치

A1.

세포에 유전자가 있다.

A2.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다.

A3.

염색체, 유전자, DNA의

관계

B. 유전 정

보의 기능

B1.

생명활동 조절의 명령어

B2.

생체 기능 수행 분자

에 대한 명령어

B3.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

미노산 서열 결정

C. 단백질의 

기능 

C1.

세포, 세포소기관의 기능

C2.

세포 내 작업을 수행

하는 단백질 (효소, 수

용체 등)

C3.

아미노산 서열에 의한

3차원 형태가 단백질의

구조, 기능에 영향

D. 유전 정

보의 발현

D1.

세포마다 서로 다른

구조와 기능

D2.

세포마다 다양한 단백

질 목록

D3.

세포에 따라 유전자

발현 조절

<표 4> 질문(1)과 관련된 핵심 개념 및 학습 발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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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수준 1 수준 2 수준 3

E. 유전 정

보의 전달 

E1.

번식. 자손에게 유전

정보 전달

E2.

세포분열을 통한 염색

체 이동과 생식세포

형성

E3.

유전적 다양성 (감수

분열, 교차, 수정)

F. 유전자

와 형질의 

상관관계

F1.

생물형질의 다양성

F2.

유전자와 형질 사이의

특정 상관관계

F3.

유전자 산물의 결과로

서 우성 열성 관계,

유전자변형체

G. 유전 정

보의 변이 

G1.

개체 간, 개체 내 형

질의 다양성

G2.

유전 정보 변경에 의

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변화

G3.

DNA 돌연변이

H. 환경 요

인의 영향

H1.

환경이 형질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H2.

환경은 단백질 수준의

변화를 일으켜 영향을

줄 수 있다.

H3.

환경은 유전자 돌연변

이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5> 질문(2)과 관련된 핵심 개념 및 학습 발달 과정

질문 (2) ‘왜 우리와 다른 생물의 모양과 기능은 다양한가?’ 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대에 걸친 유전자 전달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패턴이 세포 및 분자적 메커니즘에 의해 유도되고 이 과정

에서 변이가 생길 수 있음을 이해해야만 한다. 또한 환경요인도 유전자

에 영향을 주어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기 위

해 알아야 할 핵심 개념 4가지와 3단계 이해 수준이 Genetic LP에 제시

되어 있는데, 이전 단락에서와 마찬가지로 핵심 개념의 기호 E～H, 이해

수준 1～3을 결합하여 E1～H3로 구분하여 <표 5>에 나타내었고, 개념

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 및 논의하였다. 즉,

E1, E2, E3을 포함하는 영역은 ‘번식과 감수분열(meiotic model)’에 대한

학습, F1, F2, F3를 포함하는 영역은 ‘유전의 기본원리(genetic model, 멘

델 유전학)’에 대한 학습, G1, G2, G3, H1, H2, H3를 포함하는 영역은

변이를 야기할 수 있는 ‘돌연변이와 환경의 영향’에 대한 학습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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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유전 정보가 계승

되어 유전 정보의 연속성을 유지시키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유전적 특성

을 갖는 자손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감수분열에 대한 이해가

‘번식과 감수분열’에 대한 학습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멘델 유전학’에 대

한 학습에서는 자손에게 나타나는 특정 형질의 패턴을 예측하기 위해서

감수분열 모델과 유전적 모델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감수분열 과정과

분리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연결시키는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

으로 ‘돌연변이와 환경의 영향’에 대한 학습에서는 개체 간, 또는 개체

내 다양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원인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제

공하여 현재의 유전 현상과 유전 기술, 더 나아가 자연 선택과 진화로

이어지는 설명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한국 교육과정에 제시된 유전학의 핵심 개념

우리나라의 2009 교육과정에 제시된 생명과학 영역의 내용은 <표 6>

과 같다. 이 중 유전학의 핵심 개념과 관련된 내용은 초등학교 3-4학년

군에 <동물의 한살이> 단원에서 번식에 대한 내용이 제시된 것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 7-9학년군의 <생식과 발생>, <유전과 진화> 단원에 제

시되어 있고, 이후 10학년의 <생명의 진화>, 11학년의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12학년의 <유전자와 생명공학> 단원에 반복, 심화 내용이 제

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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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군 과목명 내용 영역

 3-4학년군 과학 

§ 동물의 한살이 

§ 동물의 생활

§ 식물의 한살이 

§ 식물의 생활

 5-6학년군 과학
§ 식물의 구조와 기능

§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 생물과 환경, 생물과 우리 생활

7-9학년군 과학

§ 광합성

§ 소화ᆞ순환ᆞ호흡ᆞ배설

§ 자극과 반응

§ 생식과 발생

§ 유전과 진화

 10학년 과학 § 생명의 진화

§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

11학년 생명과학Ⅰ
§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 항상성과 건강

§ 자연속의 인간

12학년 생명과학Ⅱ
§ 세포와 물질대사

§ 유전자와 생명공학

§ 생물의 진화

<표 6> 한국 교육과정에 제시된 생명과학 영역 내용

1.1.1 질문(1)과 관련된 핵심 개념과 수준

Genetic LP에서 현대 유전학의 이해를 위해 제안한 질문 ⑴ : 유전자

는 우리와 다른 생물의 겉모습과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

한 설명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표 4>에서 구분한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

들이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세포’, ‘염색체와 유전자’, ‘단백질’에 대한 내용 제시 수

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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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단원 및 세부내용

§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루

며, 조직이 모여 기관을

이루는 동물체의 유기적

구성 단계를 안다. [7-9]

<소화, 순환, 호흡, 배설> 8학년

-동물을 구성하는 세포의 모양과 크기가 다양함을

설명할 수 있다.

-동물의 구성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의

구조를 비교하여 식물 세

포의 특징을 안다. [7-9]

<광합성> 7학년

-세포의 핵 안에는 유전물질이 들어있다

-핵은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세포벽, 세포막, 세포질, 핵, 액포, 미토콘드리아, 엽

록체의 기능.

-생물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모양과 크기는 생물에

따라 다양하며, 한 개체 내에서도 부위에 따라 다양

하다

<표 7> 세포에 대한 내용

세포에 대한 한국 교육과정의 내용은 <표 7>에 나타낸 것처럼 7학년

과 8학년, 두 개 학년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세포에 대한 학습은 중학

교 <광합성> 단원에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구조 비교’라는 성취 기준

아래, 세포의 구조와 세포소기관에 대해 학습하고 이때 각 세포소기관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면서 ‘핵은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라는 표현

으로 핵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어, 학생들이 핵이 세포에 대한 ‘명령’, ‘지

시’, ‘조절’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핵 안에 유전물

질이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은 5종 교과서 중 1종뿐이었다. 이에 대한 사

전 개념 없이 염색체와 유전자의 개념이 제시된다면 학생들은 핵이 세포

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한다는 추상적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핵 속에 유

전 물질이 있기 때문에 중심적 기능을 한다는 추론적 이해를 갖지 못해

추후 학습에서 핵, 염색체, 유전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어려움을 겪

을 수 있다. 고등학교 생물 교사가 제시한 유전 영역의 배경개념 조사

(정재훈 등, 2010)에서 ‘DNA’를 학습하기 전에 알아야 할 배경 개념으로

제시된 개념은 염색체, 핵산, 유전자, 세포와 같은 개념이다. 이 중 세포

와 핵은 DNA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를 설명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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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적인 개념 형성의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염색체’ 학습을 위

한 배경개념으로도 세포와 핵이 제시되었는데, 세포와 핵은 학생들이 염

색체의 위치에 대한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염색체의 정확한 위치를 설명

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한 한국 교육과정의 내용은 <표 8>에 나타낸 것

처럼 9학년-12 학년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한 학

습’은 추상적이고 관찰하기 어려운 대상이어서 오랫동안 학생들이 어려

워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가 많았는데, 교육과정 문서와 교과서에서도

명시적으로 성취목표가 드러나 있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에 걸쳐 반복,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세포와 단백

질에 대한 학습은 이에 비해 비중이 적고, 유전과의 연계성도 잘 드러나

지 않는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교과서의 단원 및 세부내용

§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

정을 이해한다.[12]

§ 세포 분화와 기관 형성을 유전자의

발현과 관련지어 이해한다.[12]

12학년 <유전자와 생명 공학>

§ DNA, 유전자, 염색체의 관계를 이해

한다.[11]
11학년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 염색체, 유전자, DNA의 개념을 이해

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유전 암호를 사용하는 것에 근거하여

생명의 연속성을 이해한다. [10]

10학년 <생명의 진화>

-DNA 유전 정보에 따라 세포에서 단

백질이 합성된다.

§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를 이해한

다.[7-9]

9학년 <생식과 발생>

-염색체는 유전자를 담고 있다

-유전자는 생물의 유전 형질을 발현시

키는 정보이다.

<표 8>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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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교과서의 단원 및 세부내용

§ 체내에 들어온 음식물이 소화

기관을 지나면서 소화되는 과

정을 이해하고, 최종소화 산물

이 흡수되는 과정을 안다.

[7-9]

<소화, 순환, 호흡, 배설> 8학년

-단백질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

다.

-소화 효소는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식물을 분해해 체내로 흡수될 수 있게 한다

<표 9> 단백질에 대한 내용

단백질에 대한 한국 교육과정의 내용은 <표 9>에 나타낸 것처럼 8학

년에 제시되어 있다. 단백질에 대한 학습은 중학교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단원에 ‘음식물의 소화 및 흡수 과정 이해’라는 성취 기준 아래,

영양소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면서 ‘단백질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표현으로 단백질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

는 단원 맥락상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소를 외부로부터 섭취하여 체내에

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근육, 손톱, 모발 등의 성분으로 몸을 구성

한다는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 정보에 의해 세포에서 스스

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 없어 효소, 호르몬, 수용체 등 물

질대사 및 세포 간 신호전달 측면의 단백질 기능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없고 유전과 형질을 매개하는 메커니즘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능과 상호작용으로 개체의 형질을 야기하는 생물학적 실체로서

단백질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유전 현상에 대한 추론에 필요한 강력하

고 생산적인 개념적 자원(Duncan, 2007)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구조와 기

능을 유전과 관련지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수준의 단백질의 3차원 구

조에 의한 기능 수행은 생물 교과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화

학 교과에서의 학습과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2. 질문(2)에 대한 핵심 개념과 수준

Genetic LP에서 현대 유전학의 이해를 위해 제안한 질문 ⑵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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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생물은 겉모습과 기능하는 방식이 왜 다양한가? 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표 5>에서 구분한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학생

들의 이해 수준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번식과 감수분열’, ‘멘델 유전학’, ‘돌연변이와 환경의 영향’에 대

한 내용 제시 수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번식과 감수분열에 대한 한국 교육과정의 내용은 <표 10>에 나타낸

것처럼 3학년, 9-11 학년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감수분열에 대한 학습

은 초등학교 <동물의 한살이> 단원에 ‘번식과정에서 암수의 역할 이해’

라는 성취 기준 아래, 부모와의 닮음에 대한 개념적 기초를 제공하고, 이

후 중학교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체세포분열과 생식세포분열의 특징

을 염색체의 행동을 중심으로 비교한다’는 성취기준으로 내용을 확대시

키고, 고등학교 <생명의 진화> 단원에서는 대립유전자쌍이 감수분열을

거쳐 다양한 유전자 조합의 배우자를 생성하는 것으로 이어져 유전 정보

의 연속성 유지와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 제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연

결되도록 구성되어있고, 이후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단원에서 다시

이를 반복, 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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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단원명

§ 감수분열에서 염색체 행동을 유

전자와 관련지음으로써 생명의

연속성을 이해한다. [11]

§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을 염색체

의 행동과 관련지어 안다.[11]

11학년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 대립유전자쌍이 생식세포 분열과

수정을 거쳐 복제, 분배, 조합을

이룸으로써 유전현상이 나타남을

이해한다.[10]

10학년 <생명의 진화>

§ 체세포분열과 생식세포분열의 특

징을 염색체의 행동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7-9]

§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7-9]

9학년 <생식과 발생>

§ 번식 과정에서 암수의 역할을 이

해한다.[3-4]

3학년 <동물의 한살이>

<표 10> 번식과 감수분열에 대한 내용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단원명

Ÿ 멘델 법칙을 바탕으로 유전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11]

Ÿ 사람의 여러 가지 유전 현상을 설명

할 수 있다.[11]

11학년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을 알고, 사람

의 유전 현상을 이해한다.[7-9]

§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멘델의 유전 법칙을 중심으

로 이해한다.[7-9]

9학년 <유전>

<표 11> 멘델 유전학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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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델 유전학에 대한 한국 교육과정의 내용은 <표 11>에 나타낸 것처

럼 9학년과 11학년, 두 개 학년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멘델유전학에 대

한 학습은 중학교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

달되는 현상을 멘델의 유전 법칙을 중심으로 이해한다.’라는 성취 기준

아래, 멘델의 실험 과정 및 결과 해석 과정 등을 통해 유전의 기본 원리

를 학습하고, 이후 고등학교 <생명의 진화> 단원에서 대립유전자쌍이

감수분열을 거쳐 다양한 유전자 조합의 배우자를 생성하는 것으로 이어

져 연계성 있게 구성되어있고, 이후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단원에서

다시 반복 제시되고 있으며 이때 좀 더 다양한 유전 현상과 멘델의 법칙

을 따르지 않는 예외적 유전현상까지 다루어 심화시키고 있다.

돌연변이와 환경의 영향에 대한 한국 교육과정의 내용은 <표 12>에

나타낸 것처럼 10학년과 11학년, 두 개 학년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돌연

변이와 환경의 영향에 대한 학습은 고등학교 <생명의 진화> 단원에서

‘유전과 진화의 과정을 유전자의 전달과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성

취 기준 아래, 유성생식을 통한 다양한 염색체 조합과 무작위 수정, 교차

등으로 다양한 자손이 나올 수 있고 이들의 환경 적응 능력에 따른 자연

선택이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세포와 생명의 연

속성> 단원에서는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현상을 이해한

다’라는 성취기준 아래 염색체 돌연변이 및 유전자 돌연변이의 정의와

사례 중심의 설명만 되어있어 현상과 예시만을 연결시키는 접근 방식으

로 유전자 변화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는 추론적 이해

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단원명

§ 유전과 진화의 과정을 유전자

의 전달과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10]

10학년 <생명의 진화>

§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으

로 인한 현상을 이해한다.[11]
11학년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표 12> 돌연변이와 환경의 영향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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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 교육과정에 제시된 유전학의 핵심 개념과

제시 수준

2013년 미국에서는 과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과학교

육내용표준(NGSS, Nes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을 발표하였다.

NGSS에 앞서 NRC(2011)에서는 ‘과학과 공학의 실천(scientific and

engineering practices)’, ‘학문 내 핵심개념(disciplinary core idea)’, ‘학문

간 교차개념(crosscutting concepts)’의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유초중

등 과학교육 체계(A Framework for K-12 science education)를 제시하

였다.

‘과학과 공학의 실천’은 기존의 탐구와 유사하지만 과학적 탐구에 지

식과 기술이 동시에 융합되어야 함을 보다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다. ‘과

학과 공학의 실천’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정의하기’, ‘모델을 만들

고 사용하기’, ‘탐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수학적 분석적 사고를 활용하기’, ‘설명을 구상하고 해결방안을 디자인하

기’, ‘증거를 바탕으로 논쟁하기’,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며 의사소통하

기’가 포함된다.

‘학문 내 핵심개념’은 학문 내 영역, 즉 ‘물상과학’, ‘생명과학’, ‘지구와

우주과학’, ‘공학, 기술 및 응용과학’의 영역에서 알아야 하는 핵심개념들

로 ‘생명과학’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개념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핵심 개념은 기본적으로 K-12 전체를 대상으로 다루어지

는 것이 원칙이며, k-2, 3-5, 6-8, 9-12의 4개의 학년군으로 구분하여,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가 심화됨에 따라 각 학년군 말미에 달성해야할

성취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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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Idea in Life Science(LS) Detailed contents

LS1. 분자에서 생명체까지: 구조와 
과정 (세포가 기본적인 생명체의 단
위라는 통일된 원리 확실하게)

LS1.A 구조와 기능
LS1.B 생명체의 성장과 발전
LS1.C 생명체 안에서의 물질과 에너지 
흐름
LS1.D 정보 처리

LS2. 생태계: 상호작용, 에너지. 그
리고 역동성 (생명체 및 물리적 환
경 사이의 상호작용)

LS2.A 생태계에서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
LS2.B 생태계 안에서의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
LS2.C 생태계의 역동성, 기능, 회복능력
LS2.D 사회적 상호작용과 단체 행동

LS3. 유전: 세대를 통한 특성의 유
전과 변이 (세대 간의 유전정보의 
전달)

LS3.A 특성의 유전
LS3.B 특성의 변이

LS4. 생물학적 유전: 동일성과 다양
성 (시간에 따른 생명체 개체수의 특
징적인 변화, 종의 통일성과 다양성)

LS4.A 공통 조상과 다양성의 증거
LS4.B 자연 선택
LS4.C 적응
LS4.D 생물의 다양성과 인간

<표 13> 미국 교육과정에 제시된 생명과학 영역 내용

미국 교육과정에 제시된 유전 관련 개념은 LS.1.A의 구조와 기능,

LS.1.B의 생명체의 성장과 발전, LS.3.A의 특성의 유전, LS.3.B의 특성의

변이 주제에 나뉘어 제시되고 있다. 각각의 주제들은 4개로 나눠진 학년

군에 따라 심화된 형태로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1.2.1 질문(1)에 대한 핵심 개념과 수준

미국 교육과정에서 세포에 대한 학습은 <LS1.A 구조와 기능> 단원

에서 ‘생명체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핵과 세포막 등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 구조가 있다’ ‘생물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많은 다른 형태의 세포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는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핵심 개념 A-D의 바탕 개념을 다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후 <LS1.A

구조와 기능> 단원과 <LS1.B 생명체의 성장과 발전> 단원, <LS.3.A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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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유전> 단원에서 이 개념들이 점차 반복, 심화되어 제시되어 있다.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3수준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화학 교과에서

제시하여 교과간 연계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한 학습은 세포에 대한 학습을 통해 얻은 바탕

개념위에 염색체를 연결시키고, 이후 유전자, DNA로 구체화시켜서 제시

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유전자의 기능과 단백질의 기능도 함께 제시하

여 유전자와 형질 사이를 매개하는 실체로서 단백질을 유전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1.2.2 질문(2)에 대한 핵심 개념과 수준

미국 교육과정에서 감수분열에 대한 학습은 3-5 학년군에서 ‘자손은

부모의 유전정보가 혼합된 특성을 갖는다’라는 성취 기준을 통해 유성

생식의 바탕 개념을 갖게 되고, 이후 6-8 학년군에서는 무성생식과 유성

생식의 과정을 통해 유전 정보가 자손에게 전달됨을 알게 되며 특히 유

성생식에서 정자와 난자를 통해 유전정보가 자손에게 전달됨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적 이해를 토대로 9-12 학년군에서 유전자(염색체)를

전달하기 위한 세포분열 과정을 학습하여 물리적 유전자 전달과정을 감

수분열과 연계시켜 이해하게 된다.

멘델 유전학에 대한 학습은 유성 생식에서 두 개의 대립유전자 중 하

나만을 자손에게 제공한다는 개념을 토대로 특정 형질을 갖는 자손이 나

타날 확률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돌연변이와 환경의 영향에 대한 학습은 3-5 학년군에서부터 피부색 등

과 같은 친숙한 예시를 통해 ‘생명체의 많은 특징은 유전과 환경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개념적 토대를 제공하고 이후 6-8 학년군에서 돌연

변이의 원인과 이로 인한 단백질의 변형으로 인해 생명체에게 영향을 주

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론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식물의 크기와 동물의 성장 등의 예시를 통해 환경요소가

형질 발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반복, 심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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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국 교육과정에 제시된 유전학의 핵심 개념과

제시 수준

영국의 국가 수준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학교육의 목표는 생명

과학, 화학, 물리학 분야의 지식과 개념적 이해를 발달시키고, 과학 탐구

과정의 이해를 발달시키며, 현재와 미래의 과학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과

학적 지식을 준비시키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 교육과정의 학년 구분은 Key stage 1-4로 나눠져 있는데, Key

stage 1-2는 과학 교과로 통합하여 학습하게 되고, Key stage 3-4는 생

명과학, 화학, 물리학 교과로 분리되어 학습하게 된다.

각 Key stage 1~4에 해당하는 학년과 생명과학 관련 영역에서 제시하

고 있는 개념은 <표 14>과 같다.

학년군 과목명 내용영역

 Key stage 1
(1-2학년)

Science § Plants
§ Animals, including Humans

 Key stage 2
(3-6학년)

Science
§ Living things and their habitats 
§ Plants 
§ Animals, including humans

 Key stage 3
(7-9학년)

Biology

§ Structure and function of living organisms
§ Material Cycles and energy
§ Interactions and interdependencies
§ Genetics and evolution

 Key stage 4
(10-11학년)

Biology

§ Structure and function of living organisms
§ Energy flow and Material Cycles 
§ Interactions and interdependencies
§ Genetics and evolution

<표 14> 영국 교육과정에 제시된 생명과학 영역 내용

영국 교육과정에 제시된 유전 관련 개념은 Key stage 2의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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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humans> 단원에서 번식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대부분의

내용은 Key stage 3의 Structure and function of living organisms의 하

위 단원인 <Cell and organization>, <Reproduction>단원과, Genetics

and evolution의 하위 단원인 <Inheritance, Chromosomes, DNA, and

genes> 단원에서 기본 개념이 제시되고, 이후 Key stage 4의

Structure and function of living organisms의 하위 단원인 <Cell

biology> 단원과, Genetics and evolution의 하위 단원인

<Reproduction>, <Evolution, Inheritance and variations>에서 심화된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년에서는 주변의 생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신체, 건강, 생활,

생태계 등의 소재로 옮겨가면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생물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식생활습관, 운동의 중

요성, 건강 수칙 등을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3.1 질문(1)에 대한 핵심 개념과 수준

영국 교육과정에서 세포에 대한 학습은 key stage 3인 7-9 학년군에

서 ‘생물의 기본 단위로서의 세포’, ‘세포벽, 세포막, 세포질, 핵, 미토콘드

리아, 엽록체의 기능’, ‘다세포 생물의 계층적 구성’ 등의 성취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하지만 핵에 유전자가 있다는 설명이 없고, 핵의 기능만 제

시되어 핵에 유전자가 있어서 생명활동을 조절한다는 추론적 이해를 갖

지 못해 추후 학습에서 핵, 유전자, 염색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다세포 생물의 계층적 구성에서 서로 다른 기능

을 수행하는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이 모여 기관을 이룬다는 설명이 없어 유전자 발현의 기초적 개념을 갖

지 못하게 된다. 이후 중간 수준의 개념 없이 key stage 4에서 게놈과

유전자 발현을 학습하게 되어 학생들이 개념간의 격차로 인해 이해에 어

려움을 가질 수 있다.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한 학습은 간단한 모형 형태로 물리적인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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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면서 기능을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전자가 정보를 갖고 있는

명령어라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이는 유

전자를 형질 자체와 연결시키게 되어, 추론적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학습은 key stage 4에서 효소의 역할, 호르몬의

역할 등을 통해 생물의 기능을 나타나게 하는 물질로서의 이해를 갖도록

하고 있지만, 역시 유전자에 의해 구조와 기능을 갖게 된다는 연결을 짓

지 않고 있다.

1.3.2 질문(2)에 대한 핵심 개념과 수준

영국 교육과정에서 감수분열에 대한 학습은 key stage 2에서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성장하여 성체가 되는 자손을 낳는다’라는 성취 기준을

통해 생식의 바탕 개념을 갖게 되고 key stage 3에서 ‘세대 간에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으로서 생식의 개념을 갖게 되고, 이후 key stage

4에서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비교하면서 생식 과정을 심화시켜 학습하

게 된다. 그러나 염색체와 관련된 감수분열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유전 정보의 물리적 전달에 대한 이해가 모호해 질 수 있다.

멘델 유전학에 대한 학습은 key stage 4에서 기본적인 유전 용어 학습

부터 시작하여 단성 잡종의 유전 원리 및 일부 유전질환에서 유전자형

및 표현형이 나올 확률을 학습하게 된다.

돌연변이와 환경의 영향에 대한 학습은 key stage 3에서 종간의 차이

및 같은 종 내에서의 연속적, 비연속적 변이를 다룬 후, key stage 4에서

돌연변이의 원인과 유전적 변형체의 근원, 자손의 표현형 변화를 발생시

킬 수 있는 생식세포에서의 돌연변이를 학습하게 된다. 또한 항생제에

대한 박테리아의 내성, 말과 인간의 진화를 포함하여 유전적 변이와 환

경적 요인이 진화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해 학습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위한 바탕 개념이 없어 학생들이 새로운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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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싱가포르 교육과정에 제시된 유전학의 핵심 개

념과 제시 수준

싱가포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학 교육의 목표는 과학에 대한 흥미와

과학적 방법 및 연구 준비를 위한 지식의 습득 및 이해를 통해 과학 지

식 및 탐구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까지는

‘과학’ 교과로 통합된 형태로 학습을 하고 있으나,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선택과정이 도입되어 세분화된 교과로 학습하고 과학 계열이 아닌 경우

선택을 하지 않으면 과학 교과를 학습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학교 이후에는

7-8학년 말미에 치루는 GCE ‘O’ level, 9-10학년 말미에 치루는 GCE

‘A’ level 시험을 위한 examination syllabus 형태로 성취기준이 제시되

어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경험이나 관찰

가능한 자연현상과 관련된 주제(theme)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와 관련된 다양한 과학적 내용들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주제별로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핵심 탐구 질문(key inquiry

question)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주제에 대해 ‘지식’, ‘이해와 적용’,

‘기술과 과정’, ‘윤리와 태도’의 영역에서 도달해야 하는 학습목표

(learning outcome)들이 명시되어 있다.

각 학년별로 생명과학 관련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은 <표 15>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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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군 과목명 내용영역
 Primary-lower 

block
(3-4학년)

Science Cycles in Plants and Animals

 Primary-upper 
block

(5-6학년)
Science § Cycles in Plants and Animals

§ Cell system

GCE‘O’level 
(7-8학년)

Biology
§ Principles of Biology
§ Maintenance and Regulation of Life 

processes
§ Continuity of Life
§ Man and His Environment

  GCE‘A’level
(9-10학년)

Biology

§ Cellular Functions
§ DNA & Genomics
§ Genetic Basis for Variation
§ Cellular Physiology & Biochemistry
§ Evolution
§ Isolating, Cloning, & Sequencing DNA
§ Applications of Molecular & Cell 

Biology

<표 15> 싱가포르 교육과정에 제시된 생명과학 영역 내용

싱가포르 교육과정에 제시된 유전 관련 개념은 primary upper block의

<Cell system> 단원에서 세포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하고, GCE‘O’

level의 Principles of Biology의 하위 단원인 <세포 구조와 조직>,

Continuity of Life의 하위 단원인 <생식>, <세포분열>, <분자유전학>,

<유전> 단원에서 유전, 생식, 감수분열 등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GCE‘A’ level의 Cellular Functions, DNA & Genomics, Genetic Basis

for Variation단원에서 심화된 내용이 제시되며 Isolating, Cloning, &

Sequencing DNA과 Applications of Molecular & Cell Biology단원에서

는 첨단 생명과학 기술의 원리 및 이용 방법, 이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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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질문(1)에 대한 핵심 개념과 수준

싱가포르 교육과정의 내용은 영국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영국보다 약

간 어린 학년군에서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 편이다. 세포에 대한 학습도

5-6 학년군에서 ‘세포의 각 부분을 기능과 연결시킨다.’는 성취 기준으로

시작하여 7-8 학년군에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를 구분하고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진술한다’와 ‘세포 기능과 세포 구조 간의 관계에 대해

간단하게 진술한다’,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를 구분한다.’는 성취 기준

으로 반복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영국과 마

찬가지로 핵에 유전자가 있어서 생명활동을 조절한다거나 다세포생물의

경우 모양과 기능이 다른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설명이 빠져있어 유

전자와 연계된 설명은 없다.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한 학습은 세포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유전자,

염색체, DNA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발전시켜, 유전 암호라는 개념까

지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유전자가 단백질의 생산을 조절한다는 정보

의 개념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학습도 세포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하여 효소의

작용을 설명하면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후 학습

에서 유전 정보에 의해 단백질의 4차 구조를 기능과 연결시키는 설명까

지 제시하고 있으며 돌연변이로 인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고,

이로 인해 생물의 표현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 3수준의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1.4.2 질문(2)에 대한 핵심 개념과 수준

싱가포르 교육과정에서 감수분열에 대한 학습은 3-4 학년군에서 ‘살

아있는 것들은 종족 유지를 위해 번식을 하며, 생명체의 많은 특징이 부

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된다’라는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고, 5-6 학년군

에서 ’유성생식을 통해 형성된 개체는 모계와 부계로부터 유전정보를 받

음을 인식한다.‘라는 성취 기준으로 심화되었고, 7-8 학년군에서 무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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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유성생식의 정의 및 특징, 감수분열과 수정이 다양성을 이르게 하

는 방식에 대해 진술하게 된다. 이후 9-10 학년군에서 상세한 염색체 행

동과 함께 감수분열과 임의 수정이 변이를 이끄는 방식을 설명하게 되어

있어 비교적 저학년부터 개념이 단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멘델 유전학에 대한 학습은 7-8 학년군에서 기본적인 유전 용어 학습

과 단순 교배의 결과를 예측하며, 염색체와 관련지어 인간에서의 성의

결정에 대해서 학습하게 된다.

돌연변이와 환경의 영향에 대한 학습은 7-8 학년군에서 연속 변이와

불연속 변이를 설명하고 각각의 예를 제시하며, 유전자 이상과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돌연변이를 설명한 후, 9-10 학년군에서 유전자 돌연변이

와 염색체 돌연변이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되어있다. 환경이 돌연변이와

표현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9-10 학년군에서만 다루고 있다.

2.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유전 관련 내용의 계

열성 및 일관성

교육과정의 계열성(Sequence)은 학습의 내용이 단계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져 내용이 심화, 확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일관성

(Coherence)이란 여러 교과와 여러 학년에서 다루는 주제와 역량의 연결

성과 충실한 발달을 뜻한다.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성취하려면 새로 배울

개념과 역량은 앞 단계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쌓아야 하며, 그것을 수업

안에서, 수업 단위로, 단원 단위로 그리고 학년 단위로 체계를 지켜야 한

다. 교육과정에 일관성이 있으면 학생들이 새로운 개념을 구성하고 새로

운 역량을 발달시킴에 따라 더 복잡한 개념과 과정을 학습할 수 있게 된

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이 새로운 내용을 제대로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주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한번 학습한 것을 한 번 더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앞 단계에서 배

운 것 가운데 관련된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바탕으로 학습하는 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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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다.

교육과정의 계열성 및 일관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

기 위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유전 관련 단원의 성취기준을 추

출하여 각 학년군별로 제시된 내용들 사이의 연계도를 작성하였다.(그림

2). 연계도를 통해 여러 성취기준들이 논리적이고 유용하게 연결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한 단원 안에서, 단원에서 단원으로 넘어가면

서, 또한 학년이 올라가면서 주제를 정교화 시키는데 있어서 학습에 필

요한 사전 지식과 개념적 연결성을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연계도

를 통해 주제와 역량의 중복을 피하면서도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과

정이 일관성 있게 구성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림 2>의 연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에서 유전 관련 성취

기준은 3-4 학년군에서 번식의 기초 개념이 제시된 이후에 5-6 학년군

에는 별다른 내용 없이, 7-9 학년군에 집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후

10학년, 11학년 12학년에서는 이전 학년에서 학습한 것을 토대로 새로운

내용으로 확대시키거나 심화된 내용을 소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Genetic LP의 수준 1 에서는 학생들의 직관적 유전 이론을 확장시키

는 것을 목표로 하여 유전자의 위치 및 기능, 유전 정보의 보편성, 유전

정보의 변이 등에 대한 이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이 제시되어

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포의 특성과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기초적

인 학습이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으로 보면 7-9 학년군이

실질적인 1 수준라고 볼 수 있는데 생식, 세포분열, 유전, 수정과 발생

등의 개념이 한 학년군 내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

지만, 이전 학년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 한꺼번에 제시되어

학생들의 학습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 내용의 기초가 되는 세포

와 단백질에 대한 학습을 통해 사전 지식을 갖게 한 후, 이를 토대로 개

념적 연결성을 갖도록 유전 관련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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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유전 관련 성취기준의 연계도( 논리적 연결; 연계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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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세포의 특성’에 대한 학습에서 C1～

C4의 개념적 연결이,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학습에서 P1～P3의 개념적

연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포의 특성에 대한

학습에서 ‘세포의 유전 정보를 자손에게 전달하여 번식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C1, C4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세포의 핵에 유전자가 있어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C2의 연결이, ‘한 개체 내에서도 조직

에 따라 세포의 모양과 기능이 다양하다’는 내용을 토대로 C3의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학습에서는 ‘단백질이 모든 생

명체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는 내용을 토대로 P2, P3 연결을 통해 유

전 정보가 지시하는 것이 단백질이고 그 단백질의 기능에 의해 형질이

나타난다는 유전 현상 발현 기작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염색체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기능 수행에 문제가 생겨 형질에 이상

이 생긴다는 돌연변이에 대한 추론적 이해가 가능한 P1의 연결까지 이

루어질 수 있다.

교과서에 반영되어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년과 구체적 내용을 살

펴보면, 세포에 대한 개념은 7학년에서 <광합성> 단원 시작할 때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의 구조를 비교하여 식물 세포의 특징을 안다’라는 성

취기준과, 8학년에서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단원 시작할 때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루며, 조직이 모여 기관을 이루는 동물체의 유기적 구성

단계를 안다’ 라는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

에서 ‘구조와 기능(미국)’, ‘Cell and organization(영국)’, ‘Cell system(싱

가포르)’ 등의 주제 하에 세포의 개념과 세포소기관의 기능, 동식물 세포

의 구조 비교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는 이를 나누어 2개 학년, 2개 단원에서 제시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

어 있다. 개념간의 연계성이나 학생 이해 측면에서 세포에 대한 통합적

인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한 개념은 교과서 분석 결과 9학년의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를 이해한다.’라는 성취 기준으

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이 개념을 제시하는 시기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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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후 10학년의 <생명의 진화> 단원에서 ‘염색체, 유전자, DNA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유전 암호를 사용하는

것에 근거하여 생명의 연속성을 이해한다.’라는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유

전암호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11학년의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단원에서는 이를 발전시키는 개념 없이 ‘DNA, 유전자, 염색체의 관계를

이해한다.’라는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단순 반복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12학년의 <유전자와 생명 공학> 단원에서 ‘DNA의 구조 및 복제

과정’,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유전자 발현 조절과정’,

‘세포 분화와 기관 형성’등이 제시되어 11학년과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

어 학생들이 개념 이해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개념은 8학년의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단원

에서 ‘체내에 들어온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지나면서 소화되는 과정을 이

해하고, 최종 소화 산물이 흡수되는 과정을 안다.’ 라는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는데, 교과서에 구현된 내용은 영양소로서의 단백질과 아미노산,

소화 효소로서의 단백질의 기능이 제시되고 있다. 유전 현상에서 단백질

의 구조와 기능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이 유전자와 단백질이 서

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해 중요하다. 단백

질이 유전자와 형질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고 모든 생명체의 기능 수행

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분자 유전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

으므로 이를 좀 더 발전시켜 유전자와 관련지으면서 심화된 내용이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감수분열에 대한 개념은 3-4 학년군에서 ‘번식 과정에서 암수의 역할

을 이해한다.’라는 성취 기준이 제시되었는데 비교 대상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번식 및 부모와 자손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7-9 학년군

에서 ‘체세포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을 염색체의 행동을 중심으로

비교한다’라는 성취 기준으로 개념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9-12

학년군), 싱가포르(9-10 학년군)에 비해 약간 빠르다. 생명과학 학습 과

정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개념에 ‘감수분열’이 포함

된다는 여러 연구가 있는 만큼 이의 도입시기와 사전 개념과의 연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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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멘델 유전학에 대한 개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비교 대상국 모두 7-9

학년군에 집약적으로 관련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

본적인 유전 용어와 멘델의 실험을 중심으로 유전의 기본 원리와 자손의

표현형 확률을 구하는 학습이 함께 제시되어 단원 내 연계성은 높은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전학 내용 가운데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오개념

을 갖게 하는 분리의 법칙과 염색체의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관

과 교차에 대하여 확실한 이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포분열에서 가

르치는 감수분열과 염색체의 행동을 유전학과 가깝게 연결시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김경호, 김영수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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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유전학의 급속한 발전과 일상생활에서 유전 현상과 기술에 대한 정보

를 자주 접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유전 현상과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유전적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는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도록 현대 유전학의 핵심 개념이 교육과정에

연계성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enetic LP에서

제시한 현대유전학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다른 나라 교육과정과의 국제 비교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의 구체적 방안 및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기준은 다른

나라 교육과정에 비해 함축적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아 교과서를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개념의 내용과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교과서

마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해석하여 교과서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핵심

개념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교과서를 제작하

여 학생과 교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할 핵심 개념에 관한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적으로 제시

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성취 기준은 현대유

전학의 핵심 개념의 바탕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포’와 ‘단백질’에 대

한 초기 수준의 설명이 유전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 개념간의 위계성

이 강한 과학 교과에서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다음 단계 학

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김현아 등, 2006), 저학년에서 ‘세포’

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때, 유전자의 위치 및 기능, 세포마다 서로 다

른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이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게 제시되어야 이

후 고학년에게 제시되는 유전자의 기능, 유전자와 형질을 매개하는 메커

니즘, 유전자 발현 조절 등 점차로 심화된 유전학 학습의 디딤돌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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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개념간의 연결이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백질’에 대한 학습의 경우에도, 저학년에서 세포의 기능이 단백질에

의해 수행된다는 내용을 제시해주면 고학년에서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는

형질이 단백질에 의해 매개된다는 내용으로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성취 기준에는 현대

유전학의 핵심 개념 중 ‘유전자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전적 결정론의 한계를 알고, 환경 위생, 식생활 및 운동의

중요성과 연결할 수 있도록 '유전자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개념을 우리

나라 교육과정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을 과학 교육 관계자들이 진지하

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비교 결과 유전자 전달, 염색체, 감수분열 등의 고전유전학

은 오랜 기간 유전학 학습에서 다루어져온 만큼 비교 대상 국가 모두 체

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에 비해, 유전자 발현, 변이, 후생유전학 등의

현대 유전학은 나라별로 제시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가

장 최근에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만큼 현재유전학의 핵심 개념을 반영하

려는 의지가 엿보이고, 영국은 일상생활에서의 개인 건강 및 위생에 관

한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 저학년에서부터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싱가포르는 이에 더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최신 기술을 고등학교에서 제

시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윤리적인 분야까지 다루고 있어 최근의 과학

기술과 이와 관련된 쟁점을 교육과정에 빠르게 반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유전학 이해를 돕기 위해 기준으로 삼은

Genetic LP의 핵심 개념은 우리나라 과학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현재 시점에

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유전학 소양을 키울 수 있는 내용 구성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제 비교를 통하여 국

제화 시대의 보편적인 국제 수준에 적합한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

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학자들의 논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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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규모 학생,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활동 및 평가가 포함된

경험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실제 학생들의 내용 이해 및 수행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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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각 국가별 교육과정에 제시된 질문(1), (2)에

대한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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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ontents 
about Genetics Concept 

in National Science Curricula

Lee, Ki-Soon

Dept. of Science Education (Biology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suggesti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contents on Genetics Concept in Korean science 
curriculum.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2009 revised Korean 
science curriculum was analyzed to determine if it reflects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modern life science and compared with 
those of the USA, UK, and Singapore. Given the rapid 
development of genetics and constant publication of information 
on genetic phenomena and technologies, the core ideas of 
genetics should be presented in the curriculum in order to fit 
the developmental level of students and to equip them with the 
genetic literacy necessary for having an in-depth understanding 
and decision-making abilities on genetic phenomena and 
technology. Recently, Learning progression was a discussion topic 
of scholars, mostly in the United States, who assessed the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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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and criteria to conform to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Learning progression for modern genetics may well 
reflect the core ideas of modern biology, particularly given the 
grade level,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genetic concepts, 
therefore it was used in this study as the basis of comparison. 
NGSS coherently presents the core idea on protein, relating to 
the gene traits, dividing into three grade groups and deepening 
the content. In contrast, Korea, the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do not cover the same content, dealing extensively in 
the upper grades. Each regional differences and the points to 
consider in the revision of our country’s curriculum were 
discussed in detail. 

keywords : Science curriculum, Contents about Genetic Concept, 
Learning Progression

Student Number : 2013-2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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