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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자들
의 활동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사고를 정교화하는 데 도움이 되
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 교육 계에서
는 매우 가치 있는 교수 학습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다. 내실 있는
모형 구성 수업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모형 구성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
행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학교 현장에서 아직 생경한
교수 학습 전략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새
롭게 획득한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지식을 교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여 수업을 실행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교사 연수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으며, 이수한 교사들 중에서 연구에 참여
할 의사를 보인 4명의 중학교 과학 교사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
다. 이후 각 교사의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의 준비 과정
및 실제 수업을 관찰 및 녹화하고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
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수업의 설계부터 실천까지 총체적으로 발
현된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과 교사가 겪은 어려움을 확인하였
다.
연구 결과 참여 교사들은 대체로 학생 중심의 교수지향을 가지
고 있었으나, 실제 수업에서 발현된 교수지향은 일부 교사의 경우
교사 중심으로 나타나 인식과 차이가 존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
체로 기존의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생에 대한 이해를 토대
로, 목표 모형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교수 전략을 수립하고 사
용하는 등 학생 이해 지식과 교수 전략 지식이 우세하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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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는 학습 평가에 대한 지식이, 실천 과정
에서는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실천 과
정에서는 학습 평가 지식의 발현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발현된 학습 평가 지식이 ‘학습에 대한 평가’가 아닌 ‘학습을 위한
평가’로 모형 구성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학생 이해 지
식과 복합적으로 발현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교사들이 모형 구성 수업을 실행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맥
락에 따라 대동소이하였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어려움으로는 주제
선정의 어려움, 지도 수준의 모호함, 교수 자료 제작의 어려움, 모
둠 활동 지도의 어려움, 학생의 인지적 및 정의적 특성 문제,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과 시간 운영의 문제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교사 내적인 어려움과 교사 외적인 어려움으로 범주화하였
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교사가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 후에 실제 교실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과 수업 실행의 어려움 등 실
천적인 이해를 밝힘으로써, 향후 교사 전문성 발달을 위한 교사연
수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있어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과학적 모형, 사회적 구성, 과학 교사, 교수학적 내용 지식
(PCK), 어려움
학

번 : 2014-2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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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자들은 관찰한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모형을 개발, 평
가, 수정하는 활동을 거친다. 따라서 과학적 모형은 과학적 추론의 바탕
이 되는 과학 탐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Giere et al., 2006;
Passmore et al., 2009; Schwarz et al., 2009). 또한 결과와 더불어서
과정을 중시하는 관점이 과학교육 계에 대두되면서 학생들이 직접 과학
적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므로(Duschl
et al., 2007),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Lehrer &
Schuable, 2006)로도 설명이 가능하면서 학생들이 과학적 모형을 공동
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은 과학 학습에 있
어서 매우 가치 있는 학습 전략이다(Gilbert et al., 2000). 이러한 맥락
에서 최근 과학교육 분야에서는 과학적 모형을 활용한 교수 학습 전략이
중요하게 여겨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Gilbert

&

Boulter, 2000; Clement, 2008; Gilbert, 2008; Rea-Ramirez et al.,
2008).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학습 전략을 과학 수업에 도입하려는 연구가 증가하였다(강은희 외,
2012; 김유진, 2015; 김지윤, 2016; 박희경, 2015; 유희원 외, 2012;
이신영 외, 2012).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과 관련한 기존의 국
내 연구는 과학적 모형의 유형에 대한 연구(오필석, 2007), 과학적 모형
을 활용한 수업을 개발 및 적용한 효과에 관한 연구(김미영 & 김희백,
2007) 등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구성한 모형의 발달 과정
및 구성 수준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박희경, 2015; 이신영 외, 2012;
장지은 & 김희백, 2014; 함동철, 2012), 학생들의 사회적 구성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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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춘 연구(강은희 외, 2012; 김민석, 2013; 유희원 외, 2012) 등
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여러 연구들의
결과로 학생들이 모형을 성공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교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예비 교사나 현직 교사의 모형에 대한 인식을 분석
한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졌지만(Akerson et al., 2011; 서인혜, 2016;
조은진, 2016),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은 현직 교사들에게 익
숙하지 않고, 모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지식 역시 제한적이다
(Crawford & Cullin, 2004; Danusso et al., 2010; Gutierrez &
Pinto, 2008, Justi & Gilbert, 2002; van Driel & Verloop, 2002;
Windschitl & Thompson, 2006). 이러한 점에서 교사의 모형 및 모형
구성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실행 과
정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의 실행을 통해서 학생들이
모형을 배우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과학 교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
인지, 과학 교사가 실제로 적용하는 모형과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
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과 내용 지식을 아는
것과 가르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교사가 이해
한 것을 교수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은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이론적 지식이 어떻게 실천적 지식으로 발현되는지 교수 실천
과 관련하여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는 교수학적 내
용 지식 즉,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를 활용할 수 있다
(Shulman, 1986, 1987).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은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사의 전문적인 지
식을 일컫는 것으로 어떤 한 지식의 독립적 형태가 아닌, 여러 지식의
통합적인 형태이다(Cochran et al., 1993; Abell, 2008). 교사의 PCK는
수업 실제에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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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쉽지 않으나(Loughran et al., 2004), 수업 계획 및 실행 중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므로(Lee et al., 2007) 수업 실천 과정을 통해 교사
의 수업 전문성을 알아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과 관련한 교사의 수
업 전문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과학적 모형에 대한 지식과 모형 구성 지
식을 새로이 획득한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가르치는지 질적
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사가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
업을 계획할 때 고려하는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의 요소와 수업을 실
행할 때 나타나는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의 요소가 어떠한지 조사하
고 실제로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고자
한다.
교사가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을 실행하면서 나타나는 PCK
와 어려움을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
성 수업의 효과적인 현장 적용과 정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
며 보다 나은 모형 구성 수업을 위한 교사의 재교육 및 예비 교사 교육
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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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실천을 위한 교직 전
문성 발달 연수를 이수하고 학교 현장 적용에 참여한 중학교 과학 교사
들의 실제 수업을 살펴보고, 실행 과정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
아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였다.
첫째, 중학교 과학 교사들의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계획
및 실행에서 보이는 PCK는 어떠한가?
둘째,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사들
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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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용어의 정의
가. 모형 구성 수업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형’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상하기 위하
여 주요 특징에 초점을 두어 체계를 단순화 또는 추상화한 표상
(Schwarz et al., 2009)으로 정의된 ‘과학적 모형’을 일컫는다. 과학적
모형을 생성, 평가, 수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교사와 학생 또는 학
생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토대로 진행되는 수업을 ‘모형 구성 수업’
이라 한다.
나. 수업 실천 및 실행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모형 구성 수업을 설계하고 교실에 투입하는
과정 전체를 통틀어 교사의 수업 ‘실행’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교사의 수
업 ‘실행’을 수업을 계획하는 ‘설계’와 교실에 실제 투입한 ‘실천’으로 단
계를 나누어 교사의 PCK를 분석하였다.
다.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은 Shulman(1986)에 의해
처음 제시된 용어로서 국내에서는 교과 교육학 지식, 교수 내용적 지식,
교수법적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 교수학적 내용 지식 등으로 번역
되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PCK는 수업의 준비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지식을 말하며, 특정 주제를 가르치기 위해 수업을
조직하는 교사의 전문적 지식이다. 따라서 가르치기 위한 지식임을 강조
하기 위하여 ‘교수학적 내용 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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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든 중학교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교직 전문성 발달을 위한 연수에 참
여한 수도권 초·중등 교사들 중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의 실
천을 희망하는 중학교 교사 네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중학교 교사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
나 중학교 교사의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 대한 PCK분석을
통하여 교사가 겪은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연구 대상인 교사들의 학년은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으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사마다 전공이 달라 물리, 생물, 지구과학으로
과학 교과 내용은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교사가 학교 현장
에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을 적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
보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학년, 교과를 지도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
았다.
셋째, 과학과 전 영역 중 참여 교사가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
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일부 영역의 수업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내용을 전체 과학과에 적용할 때에는 보다 다양한 변수가 작
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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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1. 과학적 모형
과학은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과학자들은 관찰한 자연 현
상의 유형을 설명하고 그 본성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
로 자연 현상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과학 지식을 형성할
때 현상의 일부를 표상화하여 모형을 구성한다(Gilbert, 2005). 이러한
과학적 모형 형성 과정은 과학 탐구의 본질로 이해되었고(Giere et al.,
2006; Passmore et al., 2009; Schwarz et al., 2009)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 왔지만, 모형에 대한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학자들마다의 정의도 조금씩 다르다.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고, 자연
현상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는 것(Rouse & Morris, 1986)에서부터 추상
적인 개체를 시각화한 것으로 과학적 이론과 경험적 실제를 연결 짓는
다리(Francoeur, 1997), 어떤 현상의 체계를 추상적으로 단순화하여 표
상한 것이며, 중요한 특징을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내어 설명 및 예
측에 사용할 수 있는 것(Harrison & Treagust, 2000) 등 다양하게 모
형에 대해 정의하였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표상’이라는 단어를 포함하
며, 최근의 과학적 모형에 대한 정의는 Schwarz et al.(2009)에 의해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상하기 위하여 주요 특징에 초점을 두어 체계를
단순화 또는 추상화한 표상으로 정리되었다.
과학적 모형을 구성하는 것은 모형을 구성하고 발달시키는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과학자들이 과학 지식을 발달시키는 데 핵심적이다. Giere
et al.(2006)은 모형 구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적 추론에 대하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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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소로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실제 세계의 현상을 실험이나 관찰
로 일부를 표상화하여 이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구성한다. 이 때 모형
은 실세계의 일부 측면에서 적합하며 이로부터 추론 및 실험 상황에서의
계산을 통해 실제 세계를 예측하게 된다. 만약 모형이 적합하다면 실제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자료들이 이러한 예측과 일치하게 되지만, 일치하
지 않을 경우 모형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실세계, 모형, 예측, 자료는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네 구성 요
소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2단계

1단계
실세계

모형 적합 여부

모형

(real world)

가설 참 여부

(model)

관찰 / 실험

자료

추론 / 계산

일치 / 불일치

예측

(data)

(prediction)

4단계

3단계

[그림 2-1] 과학적 추론의 모형 (Giere et al., 2006)
이러한 과학적 추론 모형을 바탕으로 Giere et al.(2006)은 과학자들
이 다섯 단계를 거쳐 실세계를 탐구한다고 설명하였다. 과학자는 실세계
에서 특정한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발견한다. 그리고 표상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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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실세계를 반영하는 모형을 구성한다. 이후 지속적인 검토와 판단을
통해 구성한 모형이 실세계의 특정 측면을 적절하게 표상하는지 확인하
여, 다른 과학자들에게 제시하여 동의를 구하는데 모형에 대한 자료와
논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 단계는 비과학자들도 이 과정에 참
여하게 되는데 일반 대중에게 퍼지는 단계로서, 이를 통해 모형이 전파
되면 과학자의 탐구가 마무리된다.

문제 발견 (finding a problem)

모형 구성 (constructing models)

모형의 적합 여부 판단
(deciding whether a model fits)

다른 과학자들의 동의 (convincing others)

전파 (spreading the word)

[그림 2-2] 과학자의 탐구 과정 (Giere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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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 교육에서의 과학적 모형 구성
과학 교육에서의 과학적 모형은 과학자들의 탐구 과정에서 작동하는
모형과 기본적인 특성을 공유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해서는 또 다
른 특성과 역할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 모형이란 자연 현상을
표상화한 설명 체계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이해와 실제 자연 세계를 연
결하는 매개자인 것이다. 과학적 모형은 학습 과정에서 중간 매개자로서
비유적인 표상을 제공하는 교수-학습의 보조 수단이 되며(Gilbert &
Osborne, 1980), 이론의 추상성과 실험의 구체적인 행동 사이를 잇는
교수-학습 도구가 되기도 한다(Gilbert & Boulter, 2000). 따라서 학교
과학 교육에서도 과학적 모형의 구성은 학생들의 사고를 정교화 하는 도
구로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NRC, 2012).
Clement(1989)는 학생과 학생 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과학적 모형
을 구성, 평가, 수정하는 과정을 GEM cycle로 제시하였다. GEM cycle
은 반복되는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먼저 모형 생성 단계(model

generation)에서 학생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 현
상을 설명할 수 있는 초기 모형을 생성한다. 이후 모형 평가 단계
(model evaluation)에서는 자신이 구성한 초기모형이 실제의 현상을 잘
설명하는지 증거를 기반으로 비교,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모형 수정 단
계(model modification)에서는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목표 모형과 가
깝게 초기 모형을 수정한다. 모형 평가 과정에서 현상을 설명하는데 작
은 문제가 발견되면 모형을 수정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모형을
다시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GEM 단계의 반복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
의 모형을 목표 모형에 근접하게 발달시킬 수 있다. Rea-Ramirez et
al.(2008)은 이를 명료화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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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생성

큰 문제점 발견

모형 평가

작은 문제점 발견

모형 수정

[그림 2-3] GEM cycle
(Rea-Ramirez et al., 2008)
이후 여러 연구들에서 사회적 구성주의에 입각하여 과학적 모형을 공
동으로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함동철(2012)은 실제 학교 교실 현장
에서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GEM cycle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수업 도입 단계에서는 교사가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서의
규칙을 안내하고 과학 지식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제시한다. 그리고 목
표 모형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실, 현상, 이론을 데이터로 제공하고 개
인의 초기 모형을 생성하도록 한다. 이후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각 개인
의 모형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합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모둠 모형을 생
성한다. 전체 모형 생성 단계에서는 각 모둠의 모형을 평가하고 수정하
는 과정을 다시 거치며 최종적으로 전체 학급의 모형이 생성된다. 학생
들은 모형 생성의 각 단계마다 GEM cycle을 경험하며 모형을 공동으로
발전시키며, 마지막 최종 모형의 적용 및 확장 단계에서 최종 모형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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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현상에 적용 및 확장하면서 최종 모형을 확인한다.

도입

최종 모형의
적용 및 확장

사실/현상/이론
제시

개인 모형
(초기 모형) 생성
- 개별 활동

전체 모형

모둠 모형

(최종 모형) 생성

(중간 모형) 생성

- 대집단 활동

- 소집단 활동

[그림 2-4] 수정된 GEM cycle (함동철, 2012)
이처럼 학생들은 모형 구성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과학 지식을 구성하
고 평가,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추론 능력은 물론 의사소통 능력
까지 발달시킬 수 있다(Carey & Smith, 1993; Justi & Gilbert, 2003;
Schwarz & White, 2005; Windschitl et al., 2008). 또한 과학자들의
탐구 과정을 학습자들이 경험하면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역시 증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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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
1. PCK의 개념
수업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으로 최근 교육 현장
에서는 교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수업 전문성의 지표로 널리 활
용되는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 ;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은
Shulman(1986, 1987)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다. Shulman(1986)은 교
사의 지식을 교과 내용 지식(subject matter content knowledge), 교수
학적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교육과정

지식

(curricular knowledge)으로 범주화하였다. 일 년 후에 이를 더 세분화
하여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

일반

교수법

지식(general

pedagogical knowledge), 교육과정 지식(curricular knowledge), 교수
학적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학습자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learners), 교육 맥락 지식(knowledge of educational
contexts), 교육 목적 지식(knowledge of educational ends)의 일곱 가
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Shulman, 1987).
Shulman(1986)이 PCK를 교과 내용 지식과 일반 교육학 지식의 혼합
체로 정의내린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변형되었다. 특히
Cochran et al.(1993)은 PCK를 PCKg(Pedagogical Content Knowing,
교수학적 내용 알기)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맥락에 따라 달라
지는 교사 지식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교육학, 교과 내용, 학생 특성, 학
습의 환경적인 맥락을 통합하는 지식으로 PCK를 정의하였다. Barnett
& Hodson (2001) 역시 PCK가 교수 상황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시각에서 PCxK(Pedagogical Context Knowledge, 교수 상황 지식)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PCK는

Hashweh(2005)에

의해

TPC(Teacher Pedagogical Construction)로, Loughran et al.(2004)에
의해서는 CoRe(Content Representation)와 PaP-eR(Pedagogic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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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experience repertoire)의 복합체 등으로 변형되기도 하
였다.
이와 같이 PCK는 연구자들마다 규정하는 그 의미와 특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속성은 PCK가 실제
교실 수업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적이고 실천적 지식(임청환, 2003;
Baxer & Lederman, 1999; Gess-Newsome, 1999; Grossman, 1990;
Magnusson et al., 1999)이며 교수 상황의 맥락 속에서 오랜 기간을 두
고 서서히 발달한다(임청환, 2003; Mark, 1990; Gess-Newsome,
1999; Loughran et al., 2004)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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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 교육에서의 PCK
Shulman(1986)이 범교과 차원에서 PCK를 정의했다면, Magnusson
et al.(1999)은 과학이라는 교과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PCK를 정교화
하였다. 이들은 과학 교수 지향, 과학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과 신념, 학
생 이해에 대한 지식과 신념, 교수 전략에 대한 지식과 신념, 과학 평가
에 대한 지식과 신념의 5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펜타곤 모형으로 나타내
었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PCK

과학 교수 지향

과학 교육

학생 이해에

교수 전략에

과학 평가에

과정에 대한

대한 지식과

대한 지식과

대한 지식과

지식과 신념

신념

신념

신념

과학

과학

학생의

교육

목적과

선수

과정

목표

학습

학습
어려움

과학

특정

과학

과학

일반

주제

평가

평가

전략

전략

기준

방법

표상

[그림 2-5] 과학 교수에서의 PCK 구성 요소
(Magnusson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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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과학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은 과학 교육 과정 지식, 과학 목적과 목
표에 대한 지식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가르치는 주제와 관련하여
이전 학년에서 배운 것과 이후에 배워야 할 것 등과 관련한 수평적·수직
적 교육 과정 지식을 포함한다.
학생 이해에 대한 지식은 학생의 선수 학습에 대한 지식과 학습 어려
움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어진다. 선수 학습에 대한 지식은 학생들이 특
정 주제의 과학 지식을 학습하는데 요구되는 선수 학습에 대한 지식과
오개념을 포함하는 학생들의 학습의 다양한 이해를 의미한다. 이는 학생
들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하여 여러 방법으로 접근해야 함을 나타낸다.
학습 어려움에 대한 지식은 학생들이 과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과학 개념이나 주제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말한다.
교수 전략에 대한 지식은 교과 특이적 교수 전략 지식 다시 말해, 과
학 일반 전략 지식과 특정 주제 전략 지식으로 구분한다. 과학 일반 전
략 지식은 과학 수업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혹은 전반적인 도식을 나타
내는 범주이며, 순환학습모형과 같은 교수학습모형이 속한다. 특정 주제
전략 지식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유용한 특정 전략에 대한 교사의 지
식을 말한다. 이 지식은 다시 2개의 하위 영역인 비유, 예, 유추 등의 표
상과 실험, 시뮬레이션 등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평가에 대한 지식은 평가할 과학 학습의 기준에 대한 지식과 평가 방
법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된다. 과학 평가 기준에 대한 지식은 특정 단원
에서 어떠한 과학적 소양이 측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사의 지식이다.
평가 방법 지식은 학습에서 특정한 면을 평가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에 대한 교사의 지식과 관련된다.
과학 교수 지향은 과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와 같이 과학 교수를 개념
화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이 요소는 수업의 목표와 내용, 교수
자료의 사용, 학습 평가와 같은 문제들에 관해 교수 결정을 안내하는 역
할을 한다. 따라서 교수 지향은 나머지 PCK 요소에 영향을 주는 가장
포괄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 교수 지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9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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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과학 교수 지향의 분류 (Magnusson et al., 1999)
교수 지향
Process
Academic Rigor
(Lantz & Kass, 1987)
Didactic
Conceptual Change
(Roth, Anderson &
Smith, 1987)
Activity-driven

과학 교육 목표
학생들의 “과학 과정 기능” 발달을
돕는다.
특정 지식의 실체를 표상한다.
과학적 사실의 전달
학생들이 인지갈등을 겪도록 함으로
써 과학적 지식의 발달을 촉진한다.

“hands-on” 활동과 같은 자료들로

(Anderson & Smith,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1987)

다.

Discovery
(Karplus, 1963)
Project-based Science
(Roupp et al., 1993;
Marx et al., 1994)
Inquiry
(Tamir, 1983)
Guided inquiry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한 개념을 발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
고 해답을 찾도록 한다.

과학을 ‘탐구’의 형태로 표상한다.

책임감을 공유하는 학습 공동체를 조

(Magnusson &

직하여 과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자

Palincsar, 1995)

연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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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실천을 위한 교사 전문성
발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라는 프로젝트의 일부 연구로서, 과학
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학습 전략을 새롭게 획득한 교사의 수업
실천을 통하여 교사의 수업 계획 및 실행에서 나타나는 PCK와 교사가
인식하는 어려움을 보고자 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사의 연
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은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
성’ 전략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제 수업에 적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사례들을 소개하는 강의, 그리고 연수에 참여한 교사가 학생의 입장에서
모형 구성 수업을 경험해보고 이후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져 직접 모
형 구성 수업을 설계해보는 워크숍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워크숍은 전체
연수의 절반인 15시간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설계한 수업 구성안은 발표
후 동료 교사 및 연구진의 피드백을 받아 지속적인 수정을 거쳐 완성되
었다.
연수 프로그램 종료 후,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을 실천해 보
고자 하는 교사를 모집하여 수업 실천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연구진-교
사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먼저 참여 교사가 직접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초안을 작성하고, 연구진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하여
완성된 수업 지도안으로 교사의 수업 실천이 이루어졌다. 실천 후에는
교사의 PCK와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사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협의회에 참여한 연구진은 교수 2명, 박사 후 연구원 2명, 박사과정
1명, 석사 과정 3명으로 총 8명이다. 이들은 모두 과학 교육 전공자로
서, 특히 연구 대상인 교사들의 전공인 물리, 생물, 지구과학을 전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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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수 경험을 있는 중등 과학 교사 4명이 포함되었다.
전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의 [표 3-1]과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
다.

[표 3-1] 연구의 절차
기간

세부사항
■

2015. 4. ~ 2015. 5.

선행 연구 고찰

- 과학적 모형, pck 등을 키워드로 한
선행 연구 분석
■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선행 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과학적 모
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실천을 위한
교사 연수 개발

2015. 6. ~ 2015. 7.
■

IRB 심의 의뢰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
윤리위원회 심의 의뢰
2015. 7.

■

연수 프로그램 실시

2015. 7. ~ 2015. 8.

■

연구 참여자 모집

■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의 실

2015. 9. ~ 2015. 10.
2015. 11. ~ 2015. 12.

천을 위한 연구자-교사 협의회
■

■

2015. 12. ~ 2016. 2.

교사의 수업 실천
교사의 수업 실천 분석 및 사후 면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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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전문성 발달 직무연수’를
이수한 교사들 중 수업 실천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보인 교사를 연구
의 대상으로 하였다. 새롭게 과학적 모형과 모형 구성 지식을 획득한 교
사의 수업 실행을 통한 PCK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별도의 변인
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중학교 과학 교
사 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 교사들의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 연구 참여 교사들의 배경
교사

성별

학력

전공

교육경력(년)

교사 J

여

비사범대, 석사

생물

5

교사 K

여

비사범대, 석사

물리

12

교사 O

남

사범대, 박사

지구과학

14

교사 S

여

사범대, 학사

지구과학

3

교사 J는 생명과학을 전공하였고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교직 경
력 5년차인 교사J는 서울 소재 대학 부설 여자 중학교에 근무 중이었으
며, 이전에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여 중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이번 학교가 처음이었다.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의 주제는 항상성 유지
중 체온 조절의 원리로, 2학년 2개 학급에 적용하였다.
교사 K는 물리학을 전공하였고, 교육대학원에서 교직 이수를 하여 석
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교직 경력 12년차인 교사 K는 학원 강사, 고등
학교 시간 강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수업 관찰 당시에는 서울 소재
사립 중학교에서 근무 중이었다.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의 주제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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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계에 따른 운동 에너지 모형 구성이었으
며, 2학년 4개 학급에 동일 수업을 실시하였고 이 중 2개 학급의 수업
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교사 O는 지구과학교육을 전공하였으며, 교육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교직 경력 14년차인 교사 O는 서울 소재 대학 부설 중학교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강사 및 교육대학교의 시간 강
사 등의 출강 경험이 있었다.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의 주제는 대기 대
순환 모형 구성이었고, 2학년 8개 학급에 동일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2개 학급의 수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교사 S는 지구과학교육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 바로 교원임용고사에
합격하여 경기도 소재 남녀공학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교직 경력 3
년차의 초임교사로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의 주제는 과거 기후 변화에
따른 수권의 분포 변화 추론 모형 구성이었다. 교사 S는 1학년 과학 수
업을 전담하는 교사였으며, 수업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학급이
아닌 자유학기제의 시행에 따라 블록 타임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과학 중점반 2개 학급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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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1. 자료 수집
PCK 요소의 분석이 왜곡되지 않도록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연구 참여
자의 복잡한 경험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삼각 검증법(data
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들은 연수 중 워크숍 과정 녹화
자료, 수업 지도안, 교사 질문지, 수업 녹화 자료, 인터뷰, 학생 학습지와
결과물, 현장기록 노트 등으로 자료를 다각화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가. 워크숍 자료
연수 프로그램의 일부로 모형 구성 수업을 직접 설계하는 워크숍 과
정이 포함되었다.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된 수업 설계 과정은 모두 녹음
및 녹화 후 전사하였으며, 교사의 PCK분석에 활용하였다.
나. 교사 질문지
연수 후, 교사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작성하게
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Seidman(1998)이 제시한 심층 면담 유형을 토대
로 구성하였다. 생애사적 이해, 현재의 상세한 이해, 의미의 반성 단계의
3단계를 거치는 질문들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맥락에 두었으며, 경험
의 시점을 달리함으로써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질문의 단계와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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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질문의 단계 및 내용
단계

질문 내용
1.1 과학 수업에 대한 경험
- 선생님의 초/중/고 시절 과학 수업에 대한

1. 생애사적 이해

경험은 어떠하였나요?
- 선생님이 원하는 과학 수업은 어떤 형태
인가요?
2.1 과학 수업의 실제

2. 현재의 상세한
이해

- 선생님의 실제 과학 수업은 어떤 형태입
니까?
- 자신이 실행한 가장 효과적인 수업에 대
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3.1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 대
한 인식
3.1.1 과학적 모형에 대한 인식
- 과학적 모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 모형을 과학 수업에 활용한다면, 그 모형
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3. 의미의 반성

3.1.2 모형 구성 수업에 대한 인식
- 과학적 모형 기반 수업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 과학적 모형 기반 수업을 계획한다면, 어
떤 주제가 적합할까요?
- 모형 구성 수업의 교육적 효과는 무엇일
까요?
- 모형 구성 수업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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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업 관찰
2015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연구 참여 교사 4명의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각 2차시)을 관찰하고 이를 녹화하였다. 학생 활동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도록 교실 앞과 뒤, 모둠 별로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각 모둠에 녹음기를 두어 녹음 및 녹화하였다. 연구자의 수
업 녹화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최대한 평소와 같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라. 인터뷰
수업 실천 후에 사전 질문지, 워크숍 자료, 수업 지도안, 수업 관찰
자료를 기반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업 실천이 끝나고 촬영 영상을
모두 전사하였고, 참여 교사의 PCK와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
하여 연구자가 인터뷰 전에 자료들을 예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미리 선정하여 특정 장면에서 나타난 교사의 말과
행동의 의도를 심층적으로 질문하였다. 인터뷰는 연구 참여 교사의 기억
을 돕고, 당시 상황을 회고함으로써 교사의 생각과 그 이유를 보다 적절
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 질문지, 워크숍 설계 과정과 수업의 동영상
및 전사 자료 등을 보면서 이루어졌다. 사전에 준비한 질문과 인터뷰 중
생기는 의문점을 질문하기도 하는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약 2~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마. 기타 자료
이 외에 교사의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 기타 자료로는 수업 지
도안과 학생 활동 결과물, 현장기록 노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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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분석
가. 교사의 PCK
과학 교수 지향은 수업의 목표와 내용, 교수 자료의 사용, 학습 평가
와 같은 문제들에 관해 교수 결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가장 포괄적
인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전 질문지의 답변과 워크숍 활동 중
교사가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내용, 다른 교사의 의견에 대한 반응, 심층
인터뷰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이용하여 각 교사의 과학 교수 지향을 파
악한 후에, 이를 토대로 교사의 모형 구성 수업 계획 및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PCK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워크숍의 설계 과정과 수업 실행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전사하여 문서화하였고, 교사의 발화 중 PCK와 관련된 것을 분석틀에
따라 코딩하였다. PCK의 하위 요소별로 특징적인 장면들을 질적으로 분
석하였으며, 코딩한 결과를 토대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틀은
이기영

외(2014)에서

개발된

것을

활용하였으며,

Magnusson

et

al.(1999)의 PCK 구성 요소 중 ‘과학 교수 지향’을 제외한 4개의 요소
로 구성되었다. 각 요소의 세부 내용들은 RTOP(reformed teaching
observation protocol, Piburn et al., 2000), OTOP(Oregon teaching
observation protocol), KTOP(Korean teaching observation protocol,
Park et al., 2014) 등 선행 연구(Park et al., 2014; Wainwright et
al., 2003)들에서 개발된 수업 관찰 프로토콜을 토대로 재구성된 것이다.
교육 과정 지식(Knowledge of Curriculum, KC)은 과학 교육과정 자
체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며 가르치는 내용의 순서와 계열, 핵심 개념 포
함 여부, 개념 이해의 정확성과 확장 정도를 분석하였다. 학생 이해 지
식(Knowledge of Students Understanding, KSU) 측면에서는 학습 주
제와 관련하여 학생의 선지식과 선경험을 고려하고 수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수업 진행 중 학생 발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교수 전략 지식(Knowledge of Instru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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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KIS)은 교수 방법, 교수 자료, 동기 유발 방법, 학생-학생의
상호작용 및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학습 평가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Assessment, KA)의 세부 내용은 학습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learning)가 아닌 학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선행 지식 진단, 학생 이해 점검,
메타인지를 포함한다(이기영 외, 2014).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는 수업 형
태로서 특히 학습 평가에 대한 지식 영역이 본 연구의 수업 형태에 적합
하며, 본 연구에서는 수업 설계와 실행의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
고자 하였으므로 지식과 실행의 두 측면을 모두 볼 수 있는 다음의 틀을
분석 준거로 사용하였다.

[표 3-4] PCK 요소 분석틀 (이기영 외, 2014)
영역

세부 내용
수업 내용의 순서와 계열,

교육과정 지식
Knowledge of Curriculum (KC)

학생 이해 지식

핵심 개념 포함 여부,
개념의 정확성, 개념 확장 정도

선행 지식의 고려, 수준에 맞는

Knowledge of Students

정보 제공, 학생의 생각 인지

Understanding (KSU)
교수 전략 지식

교수 방법, 교수 자료,

Knowledge of Instructional

동기 유발, 상호작용

Strategies (KIS)

선행 지식의 진단, 지속적인

학습 평가 지식
Knowledge of Assessment (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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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이해 점검, 메타인지

나. 교사의 어려움
교사들이 겪은 어려움 분석은 귀납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전
질문지와 현장기록 노트, 인터뷰 전사 자료 등에서 교사의 응답을 서로
비교하며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어려움 요소를 추출하고 범주화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 간의 공통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관련 범주들을 모아
더 큰 범주를 구성하고 정교화 하였다.
다. 분석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삼각검증과 동료 연구자 검토로 분석의 타당도와 신뢰
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교사의 과학 수업에 대한 생각과 모형 구성 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전 질문지와 교사의 수업 설계 및 실행과정에서 발현
되는 PCK를 알 수 있는 워크숍 녹화 자료, 수업 지도안, 수업 녹화 자
료 등과 앞선 자료들의 분석을 토대로 실시된 인터뷰 자료 등으로 교사
가 겪은 어려움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분석된 결과는 과학 교육 전문가 1명, 동료 연구자 3명, 현직에
있는 중등 과학 교사 4명으로 구성된 세미나 및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검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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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먼저 네 교사의 과학 교수 지향을 살펴본 다음, 교사의
PCK가 수업 실제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요소별로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통하여 교사가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을 실행하
면서 겪는 어려움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와 함께 분석하였다.

제 1 절 수업 실제에 나타난 PCK
1. 과학 교수 지향
가. 교사가 인식하는 과학 교수 지향
교수 지향은 교사의 수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먼저 각 교사의
사전 질문지, 인터뷰 응답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교사가 인식하는 과학
교수 지향을 파악하였다. 교사의 교수 지향은 Magnusson et al.(1999)
이 제시한 [표 2-1]에 따라 분류하였다.
교사 J는 이상적인 수업 형태를 탐구와 협동 학습이 포함된 배움 중
심 수업이라고 하였다. 실제로도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교사가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형태로 수업을 구성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을 접하고 학생들이 학
습의 주체가 되어 과학적 원리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구성하는 과정을 의
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연구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사 J의
교수 지향은 학생들이 안내된 자료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스스로 또는 협
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된 탐구(guided inquiry)’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 K는 사전 질문지에서 본인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수업은 학생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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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주도적인 수업이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실제 과학 수업에서도 과학
송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업 등의 협동 학습을 수행한다고 하였
다. 또한 과학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나가는 과정으로
학생들에게 실험이나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 보다는 학생들에게 질
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라고 이해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 K의 교수 지향은
Magnusson et al.(1999)의 교수 지향 분류 중 학생 중심의 ‘활동 주도
(activity-driven)’, ‘발견적(discovery)’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교사 O는 교사 중심과 학생 중심이 적절히 조합된 수업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 교사 O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고 싶지
만 학교 교육 과정 상 많은 내용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수업이 더 효과적인 부분은 학생 중심으로 차시를 늘려 진행하고 교사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사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학사 일정 상 대부분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
지나 단원이나 주제에 따라 구성주의에 입각하여 학생 탐구 중심으로 수
업을 진행하는 교사 O의 교수 지향은 Magnusson et al.(1999)의 교수
지향 분류 중 ‘교훈적(didactic)’, ‘안내된 탐구(guided inquiry)’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 S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이상적인 형태로 여겼으며, 수업시간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시간으로서 교사는 수업시간 외의 시간에
좋은 수업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사 S의 과학 수업은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어, 대체로 학생이 60%, 교사가 40% 정도의 비중
으로 수업을 전개하였다. 교사가 선행지식을 복습 문제로 간단히 확인하
고 수업 내용을 설명한 뒤에 학생들 스스로 학습지를 해결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점프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러한 응답들
로 미루어 볼 때, 교사 S는 ‘활동 주도(activity-driven)’와 ‘안내된 탐구
(guided inquiry)’의 교수 지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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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의 수업에서 나타난 과학 교수 지향
연구 참여 교사들은 모두 학생 중심의 수업을 이상적인 수업으로 인
식하였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의 경우 실제 수업에서 발현된 교수 지향
과 이러한 인식 간에 차이가 존재했는데, 이는 학교 현장이라는 외부 요
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중학교 교육 과정 상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시험의 범위와 진
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학생 중심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이 일부 내용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로 진학했을 경우 학습하는데 문제
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등으로 학생 중심이 아닌 교사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강의식의 ‘교훈적(didactic)’ 지향이 나타났다.
다음은 교사 J의 수업에서 추울 때 우리 몸이 체온 조절을 하는 과정
을 교사가 주도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다.
교사 J : 차가운 거를 감지하는 냉점에서 먼저 자극을 받아들이죠.
학생들 : 네.
교사 J : 그럼 냉점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어디로 가지?
학생들 : 간뇌.
교사 J : 일단 뇌로 가야 돼. 뇌로 가서 아 차갑구나, 인지를 해야죠. 그러면
뇌로 간 다음에 뇌에서는 명령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적었
던 거 있죠. 그때 그 포스트잇에. 기억나?
학생들 : 네.
교사 J : 뭐 몸을 떨 것이다. 뭐 털이 설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뭐가 분비
될 것이다 이런 명령을 뇌에서부터 어디로 명령이 이동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보면 돼. 그 경로를.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일단 냉점
에서 시작해서 뇌까지는 뭔가 전달이 됐어 자극이. 그럼 뇌에서 이
제 명령을 보내야 돼. 각각의 필요한 곳으로. 필요한 곳이 어딜지
생각해봐서 오늘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할 거예요. 아
근데 얘들아. 냉점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뇌로 어떻게 가지?
학생 : 신경계.
교사 J : 맞아 신경계를 통해서 간다고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그럼 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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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보낼 때는 신경으로 갈지 호르몬으로 갈지 한번 생각해 봅
시다.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배웠으니까. 자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할 건데요. 추울 때 분비되는 호르몬 그때 우리 어떤 거 얘
기했었죠?
학생들 : 티록신.
교사 J : 맞아 티록신 어디서 분비된다고 했었죠?
학생들 : 갑상선.
<교사 J의 2차시 수업 중에서>

교사 J의 담화에 나타난 것처럼 교사 J는 학생들이 스스로 체온 조절
의 과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였지만 설명을
통해 과학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등 교사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
행하였다.
마찬가지로 교사 O의 수업에서도 강의 중심인 ‘교훈적(didactic)’ 지향
이 주로 드러났다. 도입부에서는 학생들이 과학적 모형을 스스로 구성하
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상기하도록 지난 차시 수업의 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의 교수 자료를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들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들을 하였고, 수업 정리 단계는 교사가 원
했던 목표 모형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구성한 최종 모형과 비교하여 교
사가 과학적 모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사 K는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을 철저하게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수
업이라고 인식하여 교사의 역할을 최대한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
들이 잘못된 모형을 구성하고 있어도 잘못된 점을 교사가 지적하고 바르
게 수정해주기 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모순을 느끼고 문제를 발견하여
수정하기를 기대하였다.
연구자 : 애들이 그러면 이걸 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을 때 그냥 해보라
고. 그걸 알려줄 순 없다.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 알 수 있고, 너희
가 생각해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토론을 유도하고. 정답을 절
대 알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교사 K : 네.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 주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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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해야 되는 거는.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
게끔 만들어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들은 정말 길만
쓸 데 없는 것만 쳐주는 거고 닦아주는 거지, 그거 결론을 얘기해
주면 안 되고. 워낙에 (평소) 수업 시간에도 그래요.
<교사 K의 인터뷰 중에서>

교사 S의 수업에서는 일부 교사 중심으로 학생들의 모형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으나 대체로 학생의 의견을 수용해주고 학생 중심으로 모형
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교사 S : 예를 들면 막 빙하를 90%라고 했다, 일단. 빙하기니까 빙하가 많
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놓고도 괜찮을까 그런 마음이 있
겠죠. 저는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저 스스로도 이건 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짜 좀 기상천외한 비율로 하거
나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냈어도 항상 거기 옆에 변화의 이유를 적
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변화의 이유가 결과랑 맞게 해라. 그
러면 얘 나름대로도 근거를 가지고 답을 적은 게 되니까.
연구자 : 평소 수업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다 수용해주고 그런 편이세요?
교사 S : 과학적으로 틀리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인정을 해줘요.
<교사 S의 인터뷰 중에서>

이러한 교수 지향의 결과로 수업 실행 과정에서 발현된 교사들의
PCK는 다음의 [그림 4-1]과 같은 형태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교육 과정 지식과 학습 평가 지식은 낮게 나타났고 학생
이해 지식과 교수 전략 지식이 우세하였는데,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모형을 구성하는지 학생의 생각을 인지한
후에 그에 맞추어 적절한 교수 자료를 제공하려는 교사들의 모습이 종종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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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수업에서 발현된 교사별 P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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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과정 지식
교육 과정 지식은 과학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 자체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교사들의 교육 과
정 지식은 세부적으로 수업 내용의 순서와 계열, 교과 핵심 개념의 포함
여부, 개념의 정확성과 확장 정도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가. 수업 설계에서 나타난 교사의 교육 과정 지식
수업 설계 과정에서 교사들은 중학교 과학 교육 과정의 수준에서 모
형을 구성하기에 어떤 주제가 적절한지, 어느 수준까지 확장시킨 목표
모형을 설정해야 하는 지를 고려하는 교육 과정 지식이 드러났다. 또한
목표 모형 설정 후에는 ‘모형 생성 – 모형 평가 – 모형 수정’으로 이어
지는 모형 발달 단계에 따라 학생들이 생성할 만한 초기 모형과 평가와
수정을 거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 모형을 예측하면서 중간 모형
에는 어떤 개념들이 포함될 것인지 그리고 각 모형에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오개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였
다.
교사 J는 체온 조절의 원리를 수업의 주제로 설정하였다. 체온 조절은
일종의 현상이나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모형 구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고, 여러 호르몬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
는 내용이므로 직접 원리를 찾아가는 형태의 본 수업이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일 것이란 생각에 ‘추울 때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을 목표 모형으
로 선정하였다. 또한 교육 과정 상 음성 피드백에 대한 내용은 크게 다
루지 않지만, 체온 조절 모형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음성 피드백의 원리
도 학생들이 다룰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래서 1차시에는 체온 유지를
위한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예상하는 활동으로 개인
활동과 모둠 활동을 구성하고, 2차시에는 구체적으로 호르몬과 연계하여
음성 피드백 과정을 포함하여 초기 모형을 정교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4 -

교사 K는 운동 에너지 모형을 실험을 통해 구성하는 2차시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육 과정 상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
존의 순서로 제시되지만, 운동 에너지 모형의 검증을 위해 순서를 바꾸
어 위치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을 이전 차시에서 먼저 다루었음
을 가정하였다. 즉,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모형을 이
용하여 물체의 낙하 높이에 따른 속력 변화와 높이가 같을 때 질량 변화
에 따른 속력 변화를 알아보는 두 가지 실험을 통해 운동 에너지 모형을
생성한 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모형에 따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
지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되는지 확인하여 본인이 만든 운동 에너지 모형
을 검증하도록 하였다.
교사 O는 총 2차시 수업으로, 1차시에서는 단순하게 자전하지 않는
지구에서의 대기 대순환 모형을 구성해보고 2차시에서는 이를 더 발전
시켜 자전하는 지구에서의 대기 대순환 모형으로 확장·생성하도록 하였
다. 모형 생성에 가장 필요한 개념을 ‘대류’로 설정하여 교사가 핵심 개
념인 대류를 비롯한 위도별 날씨 정보를 제공하면 학생들이 이것들을 서
로 연결하여 대기 대순환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자
전하는 지구에서의 대기 대순환 모형 생성을 위해서는 ‘전향력’ 개념이
필요한데, 이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영상을 활용하여 학
생들이 실제 지구가 자전할 때 물체가 오른쪽으로 휘게 되는 것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온 변화에 따른 과거 수권의 변화를 주제로 선정한 교사 S는 1차시
는 현재까지의 기온 변화 그래프를 제시하여 과거의 기후를 추측하고,
추가 자료로써 제시된 현재 수권의 순환을 파악하여 과거 기후에 따른
수권의 순환을 구체적으로 추론해보도록 하였다. 이후 2차시에는 현재의
수권 분포 그래프로 구체적인 수권의 영역과 비율을 추측해 보고 그 분
포를 원형 그래프로 표현하여 최종적으로 모형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과거 기후 변화에 따른 수권 변화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순
환하면서 물 수지가 평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과정 상 중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이므로 교사 S는 교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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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물의 순환 그림으로 학생들이 증발량과 강수량이 같음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수업 실제에서 나타난 교사의 교육 과정 지식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목표 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하
는 핵심 개념들이 무엇이고, 교육 과정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념을 확
장해야 할 것인지 고려하며 교사의 교육 과정 지식이 많이 드러났으나,
수업 실천 과정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 수업에서 나타난 교
육 과정 지식은 교육 과정을 벗어날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모형 구성의
한계로 인해 오개념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정확한 개념을 가질 수 있도
록 교정하는 양상이 주로 나타났다.
교사 J는 다양한 의견들의 최대한 발산될 수 있도록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나름대로 과학적 추
론을 하고 있다면 틀렸다고 바로 지적하고 교정해주기 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모형 생성을 어려워하고 막막해하는 분위기를
인식하고 목표 모형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학적 지식과 개념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학생들의 오개념 생성과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해 전체 강의를 통해 수업을 정리하였다.
교사 J : 땀 배출을 억제하는 것도 맞죠. 왜냐면 땀이 증발하면 열을 뺏어가
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땀구멍 얘기한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요. 잘했고요. 그리고 털을 세워서 소름 돋는 것. 털을 세워서 이제
공기층이 형성되면 공기방울들이 쏙쏙쏙 들어가서 공기층이 형성되
면 보온효과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너네 얇은 피부 있지. 얇은
피부층에 가까이 있는 혈관은 좁아져. 왜냐면 혈액이 덜 들어갈 필
요가 있어. 왜냐면 혈액은 물 성분이지. 물도 열을 포함하고 있거
든. 그러니까 피부 얇은 곳에 가까이에 있는 얇은 피부층 가까이에
있는 혈관이 좁아지지 않고 원래 평소대로 혈액이 막 흐르면 그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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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갖고 있는 열을 계속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야. 다
빠져나가게 한단 말이야. 그걸 막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이 돼요.
<교사 J의 2차시 수업 중에서>

교사 O의 2차시 수업은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10분이 단
축된 35분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교사는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서 35분
내에 단세포 모형을 세 개의 세포 모형으로 수정하고 최종 목표 모형인
자전하는 지구에서의 대기 대순환 모형을 생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단세포 모형을 다세포 모형으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생길 경
우, 아무리 모형 평가와 모형 수정의 단계를 거치더라도 최종 목표 모형
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와 오개념 발생을 줄이고자 하
는 목적으로 1차시에 학생들이 생성한 자전하지 않는 지구에서의 단세
포 모형을 상기시키고, 세 개의 세포 모형으로 수정하는 과정은 교사 주
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모형으로의 변환이 교육 과
정 수준을 벗어나므로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초기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오개념 생성을 막고 목표 모형 생성으로의 경로를 제한하였다.
교사 O : 첫 번째 모델링 수정은 선생님하고 한 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네. 대기 대순환 모델링에. 우리는 어제 이게 우리가 어제 했던 거
죠. 어제 했을 때는 적도에서 상승한 것이 자전하지 않을 때는 이
까지 가서 다시 내려오는. 아주 순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봤
더니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고요. 자전할 때 보니까 뭔가 30도 대
에서 내려온다. 자 이 머릿속으로 여길 한번 채워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될 거 같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략) 선생님이 좀 그림
을 잘 못 그려도 이해해주길 바라요. 적도에서 공기가 상승하는데
이왕 상승하는 거 뭐로 하자? 빨간색. 어제 했던 거예요. 상승을 해
요. 그래서 옆으로 가죠. 자 그런데 방금 봤듯이 몇 도 대에서. 30
도 대에서 계속 가지 못하고 뭐한다? 하강하더라. 하강한 것은 다
시 일로 돌아온다면 적도 쪽으로만 돌겠지. 또 순환이 하나 만들어
져요. 그러면 극까지는 어떻게 에너지를 전달할까요? 이 하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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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부는 내려오고 일부는 어디로 가면 될까? 북쪽으로 가면 돼
요.
<교사 O의 2차시 수업 중에서>

최종 목표 모형을 교사 주도적으로 정리한 후에는 최근 미세먼지 이
슈와 편서풍을, 삼각 무역과 무역풍을 연결함으로써 실생활과 모형을 연
결시킴과 동시에 사회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모형을 확장 및 적용시키
는 모습도 나타났다.
교사 O : 한 가지만 더하고 갑시다. 조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기가 적도
에요. 여기가 적도야. 그럼 여기가 30도야. 30도에서 60도. 자 아
메리카에서 이 방향으로 올 때는 어디서 출발한다? 30도 위에서 출
발하면 무슨 바람을 타고 이동할까?
학생들 : 편서풍.
교사 O : 편서풍. 편서풍을 타고 이동합니다. 그러면 아메리카에서 주로 나
는 담배 같은 걸 사갖고 와요. 그럼 유럽에서 다시 유럽에서 만드
는 공산품을 아메리카에 보내려고 하는데. 요 항로를 거꾸로 가면.
바람과 방향이 반대니까 못 가요. 그럼 어디로 뭘 타고 가야 된다?
학생들 : 무역풍.
교사 O :무역풍 타고 가는데. 무역풍 타려면 여기서부터 여까지 내려? 와야
되죠. 내려올 때 아프리카에 팔고. 이것들을 담배를 재배하고 사탕
수수를 재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학생들 : 노예
교사 O : 사람. 노예가. 노예를 실어서 뭘 타고? 무역풍을 타고. 아메리카로
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까? 삼각무역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사회시간에 또 배우게 되는데 뭘 잘 알아두면 우리가? 과학을 잘
알아두면. 사람의 삶의 질의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된다. 알겠죠?
<교사 O의 2차시 수업 중에서>

교사 S는 과거 기후 변화에 따른 수권 변화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물이 순환하면서 물 수지가 평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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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과학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물의 순환은 학습하지만 평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
서 제시된 물의 순환 그림을 학생들과 함께 보면서 현재 땅 위에서 대기
로 올라간 물의 양과 눈이나 비가 되어 내린 물의 양이 같음을 찾도록
유도하였다.
교사 S : 이제 A부터 D까지가 뭘 의미하는지 정도는 다 적은 거 같아요. 그
런데 지금 현재의 양을 한 번 보세요. 현재 A 즉 바다에서 증발한
양이 434야. 잘 기억해. 그 다음에 식물의 잎에서 물이 증발한 걸
뭐라 그러지? (중략) 그치? 자 그러면 과거도 마찬가지야. 과거도
땅 위에 있던 물이 올라간 양은 다시 내려온 양이랑 같아야 돼. 즉
A랑 B랑 C랑 더한 값은 뭐랑 같아야 돼요? 응, D랑 같아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서 정해보세요. 그 이유도 같이 써보는 거야.
<교사 O의 2차시 수업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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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이해 지식
학생 이해 지식은 학생의 선수 학습에 대한 지식과 학습 어려움에 대
한 지식을 포함한다. 학생들이 특정 주제의 과학 지식을 학습하는데 다
양한 이해가 나타나며, 교사들은 학생들이 과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 어
려움을 느끼는 과학 개념이나 주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사들의 학생 이해 지식은 선행지식 및 선행경험 고려, 수준
에 맞는 정보 제공, 학생의 생각 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가. 수업 설계에서 나타난 교사의 학생 이해 지식
설계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선행지식을 고려하는 학생 이해 지식이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교육 과정 내에서 적합한 목표 모형을 설정한 이후
학생들이 생성할 수 있는 초기 모형과 중간 모형을 예상하는 논의가 이
어졌는데, 참여 교사들은 주로 자신의 이전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의 수준과 반응을 예측하였다. 그리고 예측한 학생들의 수준을 토대로
모형 구성에 필요한 정보 즉, 제한 조건을 고려하였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모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교사가
학생의 반응을 모두 예상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지속적인 모형 구성 수
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교사 K는 처음 시도하는 수업 방식으로 인한 본인의 경험 부족
으로 학생들의 초기 모형, 중간 모형의 예상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본인
이 통제할 수 없는 모형 생성의 가능성을 염려하였다. 또한 적용 대상이
중학생이므로 구체적인 모형 구성이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모형을 쉽게
도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형의 예시를 제공해주고 학생들이 그 중에서
선택하여 모형을 검증하게끔 수업을 계획하였다([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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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물체의 낙하 높이와 속력 간의 관계 모형 예시

나. 수업 실제에서 나타난 교사의 학생 이해 지식
수업 설계 과정에서 주로 이전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선
행 지식을 고려하였다면, 실제 수업에서는 현재 학생들의 선행 지식을
확인하여 생각을 인지하고 수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양상이 두드
러졌다.
교사 J는 수업 전반에 걸쳐 비유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
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신경계가 빠르게 전달되는 속성을 전화
에 비유할 수 있다면 조금 느리지만 표적기관에 정확히 전달되는 호르몬
의 속성을 편지에 비유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와 같이 비유를 즐겨 사용하는 교사 J의 수
업 양상은 동기 유발의 목적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중학생인 점을 감안
하여 추상적으로 원 대상을 생각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익숙하고 구
체적인 속성을 가지는 비유물과의 공통된 특징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
를 돕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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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J : 예를 들어서 뇌가 심장한테 빨리 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뇌는 어
디에 있지?
학생들 : 머리에.
교사 J : 머리에 있어요. 심장은? 가슴에 있죠. 그럼 뇌가 뚜벅뚜벅 가가지
고 심장한테 “야 빨리 뛰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호체계가 필요한데, 그 신호체계 중에 하나가 바로 신경계죠. 뇌
에서 신경을 통해서 쭉 신호를 보내는 거야. 뿐만 아니라 다른 온
몸의 곳곳에다가 신경이 쭉쭉쭉 연결되어 있어서 뇌에서는 신호를
다양하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학생들 : 네.
교사 J : 근데 이렇게 신경계 말고도 우리 몸에서는 신호를 주고받는 체계가
하나 더 있어. 뭐냐면?
학생들 : 호르몬.
교사 J : 호르몬은 편지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한테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전화를 걸 수도 있고 편지를 써서
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데 어느 게 더 속도가 빠를까?
학생들 : 전화.
교사 J : 전화하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죠. 전화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신경계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심장이, 뇌가 심장한테 전화 걸 듯
이 신경계 통해서 신호 보내는 거예요. 이해 돼요?
학생들 : 네.
교사 J : 호르몬은 마치 편지 보내는 거야. 그래서 신경계보다 속도가 조금
느리죠.
<교사 J의 1차시 수업 중에서>

교사 O는 중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전향력’의 개념을 학생들이 직관
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실험 영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을 이용해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꼬이더라도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시적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주어, 정확한 개념이나 원리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물체가 운동할 때 오른쪽으로 휘어짐을 앎으로써 모형에서 바람의 방향
을 북풍을 북동풍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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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O : 자 슬로우비디오로 보여줄 거예요. 공이 어떻게 가? 직진. 공은 관
성에 의해서 직진합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뭐 한 거야? 움직이지?
자 요런 형태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래요. 실제로는 우리가 돌고 있
지만. 즉 바람은 뭐한다? 직진한다. 그런데 문제는. 저기에 타고 있
을 때는 내가 돌고 있음을 알지만. 여러분들도 지구가 돌고 있는
건 알죠? 그런데 돌고 있는 걸 느껴요?
학생들 : 아니요.
교사O : 못 느끼죠. 그러면 못 느낀다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카
메라를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돌고 있는 이
틀 위에 설치한다면 마치 카메라가 찍었을 때 뭐 한 거처럼 느낀
다, 자기 자신은? 안돌고. 뭐가 돌고 있는 거처럼 느끼게 해줄까?
주. 변. 이 도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교사 O의 2차시 수업 중에서>

교사 S는 학생들이 이전에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을 한 번
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교수 방법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모
습을 보였다. ‘과학적 모형’과 ‘사회적 구성’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학생
들과 함께 그 의미를 찾았으며, 각 차시에 할 일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
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학생들이 인식하게끔 하였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판서로 제시하고 큰 소리로 읽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의 주
제를 분명히 알게 하였다.
교사 S : 오늘 할 수업은 이때까지 배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 사
실들을 가지고 다른 형태의 수업을 할 거야. 자 이거를 소위 뭐라
고 부르냐면 선생님이 한 번 읽으면 여러분이 따라서 읽으세요. 과
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학생들 :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교사 S :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과학적 모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과거를 추측할 수 있는 거고, 미래를 예측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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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보조 장치를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은 말
이 어렵지. 사회적 구성이라는 뭐라는 거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야. 그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가 조별로 뭐를 하지? 얘기하면서 이런 걸 뭐라고 하
지?
<교사 S의 1차시 수업 중에서>

[그림 4-2]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용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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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 전략 지식
교수 전략 지식은 순환 학습 모형과 같은 교수 학습 모형에 대한 과
학 일반 전략 지식과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특정 주제 전략 지식으
로 구분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교사들의 교수 전략 지식은 교수 방법,
교수 자료, 동기 유발, 상호작용(교사-학생, 학생-학생)에 중점적으로 분
석하였다.
가. 수업 설계에서 나타난 교사의 교수 전략 지식
수업 설계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교수 전략 지식은 주로 교육 과정
지식, 학생 이해 지식과 연관되어 교수 자료를 고민하는 양상이 두드러
졌다. 중학교 과학 교육과정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선행 지식을 고려하여
목표 모형으로 도달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제시되어야 하는 정보들을 어
떤 형태로 제공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합할지 고
민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상황에 몰입하기 위해서 어떤
교수 전략이 필요한 지 논의하였다.
나. 수업 실제에서 나타난 교사의 교수 전략 지식
교사 J는 학생들이 초기 모형을 구성하는 데 큰 부담을 가질 것을 우
려하여 개인 모형은 포스트잇에 간단히 적어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지
크기의 종이에 인체 그림을 프린트하여 모둠별로 나누어 주었다. 또 다
양한 장기 그림을 제공하여 추울 때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어떠한 장기들이 필요하며, 그 과정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 표현하도록 하는 소집단 활동을 진행하였다. 실질적으로 체온 조절
과정에 대한 초기 모형은 포스트잇에 적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별로
토론을 통해 협력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주로 비유적 상황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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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으나, 학생들이 예상과 달리 모형 구성 활동을 제대로 이행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새로운 비유나 실험 자료가 아니라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소와 호르몬의 정확한 역할 등과 같은 개념적 지식이 기재된
표를 추가적으로 제시하면서 과학적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교사 J : 지난번에 우리 호르몬 특징 했었는데 ‘뇌분비샘에서 분비돼서 혈액
을 통해서 혈액을 타고 표적기관으로 간다.’까지 했지. 기억나지?
그 뇌분비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이런 종이를 나눠줄 거야. 이 종이에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내분비
샘이 쫙 나와 있어. 이중에는 들어본 것도 있고 아닌 호르몬도 있
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전에 간뇌 배운 거 기억나? 간뇌에 의해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조절된다고 아까 누가 발표했었는데 그 때
우리 배웠었잖아 뇌 배울 때. 그 호르몬이 바로 티록신이란 호르몬
이, 갑상샘에서 나와.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 것을 간뇌가 조
절하는 거야. 되게 힌트 많이 줬다 그치? 대체 티록신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교사 J의 1차시 수업 중에서>

[그림 4-3] 교사 J의 개인 활동 및 소집단 활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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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K는 협동 학습에서 잘 쓰이는 역할놀이 전략을 차용하였다. 모
형 구성 수업이 과학자들의 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보는 수업이라
는 점에 착안하여, 각자가 좋아하는 과학자와 모둠의 국가를 설정하게
하였다. 또한 퍼즐 낱개들이 모두 모여 하나의 그림이 되는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과학자들 간 혹은 국가 간에 서로 대등하게 토론하도록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호작용을 촉진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고 활동에 참여했으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하나의 모둠
모형을 만들고자 하였다.
교사 K :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분들은 모두모두 중요하신 분들이고 한 분도
빼먹을 수 없이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이
맞춰져야 돼요. 한 분의 의견이라도 버리지 마십시오. 다른 분의 의
견이 어떤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나중에 발표할 때 꼽아주시기 바래
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 따른
운동에너지의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과학
적 모형을 만들고 싶어요. 운동에너지가 어떤 건지 모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성원들이 모이셔서 사회적 구성원들~
나사에서도 오시고 버뮤다 삼각지대에서도 오시고(학생들 웃음) 모
형을 만드실 건데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치에너지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 다음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될 건지
즉 높이에 따른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먼
저 하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래서 각 나라별로 모형을 하나 만드
셔야 돼요.
<교사 K의 1차시 수업 중에서>

교사 S는 동기 유발을 위해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애니메이션
영상과 지구상 물의 분포를 3차원 그래픽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있는 영
상 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영상 재생 중에도 학생들이 유심히 봐야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재생 후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자유롭게 말해보
도록 하는 등 사회적 구성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교
사 S의 교수 자료는 기본적으로 교과서 그림으로써 학생들이 이미 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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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느끼는 자료들을 주로 활용하였다.
교사 S의 수업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끔이와의 1:1 티칭’이었다.
모둠 모형 생성 시간을 충분히 준 후에 각 모둠의 모형을 교사가 중간
점검하는데, 이때 전체 학생들은 엎드리게 하고 각 모둠의 이끔이 역할
의 학생과만 1:1 티칭을 하여 이끔이 학생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
면 이끔이의 주도 하에 모형 평가와 수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였다.
심층 인터뷰에서 교사 S는 이전의 일반적인 수업들에서 모둠별 지도
를 할 때, 지도를 받지 않는 모둠의 학생들이 토론을 하지 않고 지속적
으로 산만한 태도를 보여 보다 효율적으로 모둠 지도를 하기 위한 본인
만의 전략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4-4] 이끔이와의 1:1 티칭 장면

교사 S : 자 그러면 중간 점검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원은 눈
을 감고 엎드려 주시고 이끔이만 선생님이랑 1:1로 티칭을 받습니
다. (중략) 생태계가 사라졌어? 음~ 생태계가 사라져가기 때문이
다. 온도가 낮아서 증발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음.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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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낮아도 그 온도에 맞는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아주 사라
지는 건 아닐 것 같애. 근데 B를 보면은 식물의 잎으로부터의

증

산이지. 그러면 여기에 식물에 대한 영향만 적는 게 좋을 것 같애.
식물이 줄어들면 오히려 더 잘 살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식물에
대한 영향으로만 다시 생각해봐. (네) 오케이, 그럼 이제 4조는 B에
대한 이유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교사 S의 1차시 수업 중에서>

교사 O는 수업 설계 과정에서도 학생들을 상황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동기 유발 측면에서 교수 전략 지식이 가장 많이 나타난 교사였다. 수업
실제에서도 다수의 영상 자료 사용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전 차시에
학생들의 선행 지식을 확인하고 동시에 모형 구성에 필요한 초기 정보로
서 제공했던 영상 자료를 캡처한 사진 자료와 플래시를 이용한 과학송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기 단원의 특성 상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중학
생들에게 있어 현상과 개념이 쉽게 와닿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고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스마트 패드를 도입하였다.
또한 교사 O의 이전 수업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학생들의 경우 모둠
모형을 발표하고, 타 모둠의 발표를 경청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잘 이
루어지지 않았었다. 스마트 패드의 도입은 그림으로써 공간을 2D로 표
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각자의 모형을 서버로 전송하면 교실 앞
스마트 TV와 연동하여 학급 전체가 동시에 모형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이 발표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구성의 촉
진도 유도할 수 있었다. 모둠 모형을 발표할 때에는 앞선 모둠과의 차이
점 위주로 발표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각 모둠의 모형이 평가되고 올바른
목표 모형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교사 O : 자, 이제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모둠별로
한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들의 발표를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
게 뭐냐면 여러분이 모둠활동에서 했던 것들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앞에 모둠이 발표하고 나서 그 다
음 모둠이 발표할 때는 공통된 거는 빼고 앞의 모둠이 발표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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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모둠이 달리 표현한 것만 강조해서 발표합니다.
<교사 O의 1차시 수업 중에서>

[그림 4-5] 스마트 패드를 이용한 모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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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 평가 지식
학습 평가 지식은 특정 단원에서 어떠한 과학적 소양이 측정되어야
하는가와 평가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에 대한 교사의
지식과 관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수업 관찰을 토대로 ‘학
습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학습을 위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에
따라 선행 지식의 진단, 지속적인 학생 이해의 점검, 메타 인지 측면에
서 학습 평가 지식을 분석하였다.
가. 수업 설계에서 나타난 교사의 학습 평가 지식
수업 설계 단계에서는 학습 평가에 대한 측면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
다. 참여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선행 지식을 고려해야 함은 인
지하고 있었지만, 이전 수업 경험들을 통해 선행 지식과 그 수준을 예측
하는 데 그쳤다. 수업 중 학생들의 선행 지식이나 모형 발달 정도, 모형
의 타당성 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 방법이나 평가 기준에 대해
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학습 평가 지식에 대한 특징적인 모습은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
나. 수업 실제에서 나타난 교사의 학습 평가 지식
설계 단계에서 교사의 학습 평가 지식이 거의 드러나지 않은 반면, 실
제 수업에서는 발현도가 확연히 증가하였다. 또한 그 양상이 평가 방법
이나 기준과 관련한 ‘학습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이 모형 생성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을 위한 평가’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개방
적 질문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지만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초기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인 발문을 통해서 선행 지식을 확
인하는가 하면, 모형의 발달을 점검하고 교사가 예측한 중간 모형 중 어
느 수준까지 다다른 것인지 학생의 이해 정도를 알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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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O는 학생들이 모형 구성에 필요한 선행 지식들을 상기시키려는
목적 하에 다수의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고, 문답을 통해 선행 개념들을
확인 및 정리하였다. 다음은 학습 평가 지식이 나타난 교사 O의 수업
장면 중 일부이다.
교사 O : 자, 그러면 대기가 순환하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 때문이다?
학생들 : 열, 에너지…
교사 O : 열을 뭐하기 위해서?
학생들 : 고르게
교사 O : 그렇죠, 열을 고르게 이동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영상 두
가지를 봤어요. 더운 쪽 영상에서 봤던 것은 주로 정글이었고, 추운
쪽 영상에서는 주로 극지방을 봤죠. 기억납니까? 그 영상 중 하나
를 캡처했죠. 자 그러면 저렇게 강한 소나기성 폭우는 어떤 구름에
서 만들어지죠?
학생들 : 적란운
교사 O : 이 구름은 어떨 때 형성이 되죠?
학생들 : 상승기류
교사 O : 상승기류가 어떨 때?
학생들 : 강할 때
<교사O의 2차시 수업 중에서>

그리고 메타인지까지 그 수준이 확장되어 나타난 사례로서, 고경력 교
사이자 평소 구성주의 수업을 지향하는 교사 K는 모형 구성 수업 내내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 모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을 최대한
제한하였다. 사회적 구성원들 서로 간에 동등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각
자의 생각이 타당한지 스스로 혹은 상호간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실험 결과에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
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올바른 해석 방법을 알려주거나 고쳐주는 것이 아
니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켜보는 등 최소한의 도
움만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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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K : 이 그룹은 무슨 모형으로 가니? 응? 무슨 모형이야? (가) (나) (다)
(라) 중에서
학생 B : 저희 지금 세 개 (다) 나와 가지고.
교사 K : 어~ (다)나왔어? 협의를 해야지 그럼. 너희들이
학생 D : (가)부터 해 그냥
교사 K : (가)부터 해 그냥~ 그러지 말고~ 설득력 있게!
학생 D : (다)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교사 K : 많이 나온 거 말고~ 설득을 하란 말이야~ 협의를 해야지 많이 나
온 거 말고, 우선 이거 먼저 해보자 말고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
는 것들을 골라줘.
<교사 K의 1차시 수업 중에서>

이처럼 모형 구성 수업의 실행에서 드러난 교사의 학습 평가 지식의
양상은 학습을 위한 평가로서 단순히 평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
의 학습을 확인하고 단계에 맞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이
루어진 것으로 학생 이해 지식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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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사 간 PCK의 비교
PCK의 영역별 특징을 질적으로 분석한 것 외에도 수업 설계와 실천
의 각 단계에서 참여 교사들의 PCK를 정량적으로 살펴보고 전반적인
양상을 확인하고자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 J는 선행 지식을 진단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인지하기는 하였으
나,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적절한 정보 제공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결
국, 준비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쳤으며 교사의 의도대로 수
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사 주도적으로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결과적으
로 교사 J의 PCK 요소별 발현 빈도는 [그림 4-6]과 같이 나타났다. 설
계 단계에서는 교육 과정 지식, 교수 전략 지식, 학생 이해 지식의 순서
로 PCK가 발현되었으며 학습 평가 지식은 나타나지 않았다. 실천 단계
에서는 학생 이해 지식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다른 지식들과 뚜렷
하게 구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림 4-6] 교사 J의 PCK 요소별 발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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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K의 PCK 발현 빈도는 설계 단계와 실천 단계 모두 교수 전략
지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그림 4-7]). 교사 K의 경우는 수업 설계 단
계에서 교수 전략 지식, 특히 교수 자료를 가장 많이 고려하였다. 그러
나 교사 J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모두 예측하지 못하여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이 수업 실천 중에 발견되었다. 비록 적절한 수준
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학생 중심인 교수 지
향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게끔 격려하는 모습이 관찰되
었다. 그 결과, 교수 전략 지식 중 ‘상호작용’과 학습 평가 지식 중 ‘메타
인지’가 복합적으로 발현되어 빈도가 증가하였다.

[그림 4-7] 교사 K의 PCK 요소별 발현 빈도

다음의 [그림 4-8]에서 볼 수 있듯이 수업 전체에서 교사 O의 PCK
는 참여 교사들 중 가장 고른 빈도 분포를 보였으며, 설계 단계에서는
교수 전략 지식이, 실천 단계에서는 학생 이해 지식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설계 단계에서 교수 전략 지식, 교육 과정 지식,
학생 이해 지식, 학습 평가 지식 순서로 PCK 발현 빈도가 감소하였다.

- 55 -

교사 O는 과학자의 모형이 목표 모형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중학교
수준에 맞는 목표 모형을 설정하고자 하였고, 그에 따른 적절한 교수 자
료로써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탐색하여 교수 전략 지식과 교육 과정 지
식의 빈도는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실천 단계에서의 PCK 발
현 빈도 양상은 학생 이해 지식, 학습 평가 지식, 교수 전략 지식, 교육
과정 지식의 순서로 나타났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선행 지식을 진단
하고 학생이 중간 모형의 어느 단계까지 발달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발문
으로 학습 평가 지식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학생 이해
지식 중 ‘학생의 생각 인지’ 요소와도 맞물려 학생 이해 지식의 빈도 역
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4-8] 교사 O의 PCK 요소별 발현 빈도

교사 S는 정규 수업 시간은 학생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라는 학생 중심
의 교수 지향 하에, 평소에도 교수 자료 준비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였
다. 수업 설계 시 학생들이 중학교 수준에서 정확한 개념을 아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학생들의 선행지식을 고려하여 교수 자료를 준비하였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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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실천 시에는 때때로 모둠별 1:1 지도를 함으로써 모형 발달 정도를
확인하며 개념 이해를 점검하였고, 학생의 생각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교사 S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는 교육 과정 지식, 교수 전략 지
식, 학생 이해 지식, 학습 평가 지식의 순서로, 실천 단계에서는 학생 이
해 지식, 교수 전략 지식, 학습 평가 지식, 교육 과정 지식의 순서로
PCK가 발현되는 빈도 양상을 보였다. 수업 전체적으로는 학생 이해 지
식과 교수 전략 지식이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으며, 학습 평가 지식이 교
육 과정 지식보다 발현도가 더 높았다([그림 4-9]).

[그림 4-9] 교사 S의 PCK 요소별 발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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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교사가 인식하는 어려움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의 실행에서 교사가 인식하는 어려움
을 각 교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추출하여 응답별로 분류하였다. 중
학교 교사들이 모형 구성 수업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주제 선정의 어려
움, 지도 수준의 모호함, 교수 자료 제작의 어려움, 모둠 활동 지도의 어
려움, 학생들의 인지적 및 정의적 특성 문제,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 시
간 운영의 문제 등이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크게 교사 내적인 어려움
과 교사 외적인 어려움으로 범주화하였다([표 4-2]).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표 4-2] 모형 구성 수업 실행 중 교사들이 인식하는 어려움
영역

추출된 어려움 요인
주제 선정의 어려움
지도 수준의 모호함

교사 내적인 어려움
교수 자료 제작의 어려움
모둠 활동 지도의 어려움
학생들의 인지적 특성 문제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 문제
교사 외적인 어려움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
시간 운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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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 내적인 어려움
가. 주제 선정의 어려움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교사들
은 적합한 주제 선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의 선정은 수업 계획
단계에서도 교사들의 고민이었는데, 실행 전 연구진과의 지속적인 협의
를 통해 주제를 아예 변경하기도 하였고 또는 목표 모형을 보다 세분화
하면서 수정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사들의 수업 실행 후 인터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교사 J :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저는 오히려 이 단원을 택했던 게
물론 학기말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아직 안 배웠을 테니까
선행도 많이 안 되어 있을 거고, 또는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알
아야 되는 받아들이는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호르몬 복잡하고, 체
온조절도 어렵고 하니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중략) 만
약 과모사구 수업을 다음에 수업을 하게 된다면, 주제를 고민을 많
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교사 S :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거는 제가 선택한 이 과거의 수권
변화를 추측하는 모형이 애매모호하다는 거. 결론이 확실히 내려지
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했다는 게 오히려 학생들을 지도할 때 있어서
뭔가 확신을 못 주고 학생들도 더 애매모호하게 느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수업을 하면서 너무 난해한 주제를 가지고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모형 수업이면 그걸 반박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인터뷰 결과 복합 개념이 포함된 주제나 확실한 정답이 있는 모형이
아닌 추론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주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학
생의 인지적 수준과 관련해서 복합 개념이 포함된 경우 학생들이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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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학생들이 온전히 과학적 추론만으로
자신만의 모형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에도 정답인지 알 수 없어 교사와
학생 모두 애매모호함이 지속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교사 K : 물화생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물론 물리만 해도 다 모르기는 할 거
예요. 여하튼 그 부분은 항상. 애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잖아
요. 전혀 상관없는 것들도. 제 생각에는. 물리적인, 전문적인 내용
을 언급해야 될 상황이 중간 중간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
어요. 이 수업을 처음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교사가 알
고 있어야겠다. 내가 내 전공을 하자는 게. 그래도 생물보다는 많이
아니까. 그나마. 전문성에 대한 내가 스스로의 부족감을 느껴서.

또한 중학교 과학 수업은 한 과학 교사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
과학을 모두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사가 모든 과학 교과에 정
통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원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
가 생명과학 단원에서 모형 구성 수업에 적합한 주제를 찾았어도 교사
본인이 생명과학 영역의 과학 내용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 주제를 선정
함에 있어 기피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나. 지도 수준의 모호함
교사 J : 저도 이제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막 듣고, 앞에서는 뭐 좋
은 아이디어야, 애들이 맘껏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과 관련
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왔던 그 모든 내용들을 일일이 코멘트를 해
서, 이건 이래서 되고 저건 저래서 안돼, 이렇게 하면, 그것까지 다
다루기엔. 아예 그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가려는 건 아니었지
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내가 애들한테 피드백을 해 줄
까? 이런 고민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좀 스스로
다듬어져 가서 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했어
야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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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K : 어디까지 내가 강요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모사구
수업... 어디까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지 그 모둠에 같이 들어가
야 될지, 어디까지 앞에서 설명을 해줘야 될 지. 그 부분도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교사들이 인식하는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은 학생들이 발산
적으로 생각을 풀어 놓고 이후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추론하여 최종적
으로 목표 모형에 도달하게끔 사고를 수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므로 충분히 교과서를 벗어나는 내용을 사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얼마나 발산적으로 사고할 수 있
을 것인지 미리 예상하기에 무리가 있고,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교사가 어디까지 사고를 제한하며 지도를 해야 하는지 그 수준을 설
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다. 교수 자료 제작의 어려움
연구자 : 수업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교사 O : 우리나라 자료가 많지 않다는 거. 가급적 국산 자료를 많이 쓰려고
해요. 그런데 없어. 국내에서 만들어진 자료는 너무 유치하거나, 우
리나라의 영상 자료들은 아예 저학년, 그러니까 유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거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근데 그 정도의 다큐멘터리는
없는 거예요. 특히 대기 쪽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하
나도 없더라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딱 거기에 맞는 수업 자료가 있
어야 되는데 그걸 교사들이 스스로 만들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라
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교사 S : 제가 정보를 찾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어떤 그래
프를 찾고 싶었냐면요. 이게 전체적인 연도가 쫙 써 있는 그런 그
래프가 가지고 싶었어요. 현재 기온이 나오고 과거 몇 년 전 기온
이 나오고 이런 그래프를 찾고 싶었는데 이게 스케일이 너무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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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하는 그 딱 몇 년 전의 스케일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이거를 구할 수가 없어서 러시아 기온변화로 대체했는데 사실 바로
우리나라의 기후를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중략) 이게 그냥 이
자료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자료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
나올 것들에 대해서도 또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자료 제작이 엄청
어려운 거 같아요.

연구 참여 교사들은 교수 자료 준비 역시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학생들을 최종 모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적절한 과학적 증거를 찾
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중학교 수준의 국산 자료가
거의 없고, 수업에 딱 맞는 자료를 스스로 제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
간과 기회가 부족하다.
교사 J : 과모사구 수업이 진짜 준비가 많이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
까 생각, 반응을 완벽하게 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 이런 반응
이 있을 거다 라는 것을 백프로, 이럴 때는 이런 반응이 있을 거다,
저럴 땐 저런 반응이 있을거다 그렇게 구체적인 반응까지는.... 그
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워할 만한 내용이었구나, 이런 건 좀 하
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자료를 더 세분화시켜야 될 것 같은. 수업
과정을 구성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자료제시 해
줘야지 이게 아니라, 더 쪼개서. 내가 3단계 생각했다면 10단계로
해서, 더 세밀하게. 그래야 아이들이, 저는 만약 아이들이 계단 올
라가는 거라고 하면 한 세 계단, 다섯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를 주지 않았나, 싶긴 하더라고요. 한 계단, 자료제시, 또 한 계단
자료제시 이렇게 세분화.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교사 J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반응을 모두 예측하지 못하여 추
가적인 자료 제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비가 안 되어 반복적
으로 초기 정보만 제시하는 데 그치면서 학생들이 모형을 구성하고 수정
하게끔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는 중
간 모형을 더 세분화하여 수업을 구상하고 그에 따라 교수 자료 역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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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하게 제공해야 함을 언급하며 교수 자료 제작에 가장 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라. 모둠 활동 지도의 어려움
교사 K : 모둠이 너무 많아요. 이걸 하려면.. 적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작년엔 40명이었거든요. 35명만 돼도 너무 좋더라고요. 좀
더 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엔 더 들기는 했어요. 8-9조를
다 돌아다니면서 고쳐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교사 J : 모둠별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확실히. 어떤 모둠은 이미 많이
앞서갔고, 어떤 모둠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된 모둠의 얘길 들어보면 다른 모둠에도 방향
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발표를 해 볼까?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둠 활동 지도에 있어서는 일반 탐구 수업의 실행에서도 나타나는
다인수 학급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학급 당 인원수가 많은 탓에 모둠별
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모둠의 수 역시 많고, 모둠 구성원들 개
인차 및 모둠별 수준차가 존재하여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모둠 활동 시 내용 및 속도가 모둠 별로 다르게 나타날 때 개별 또는 모
둠별로 안내가 필요한데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도울 수가 없다
는 것이다. 또한 모둠 지도를 위해 교사가 순회 지도를 하다 보면 학급
분위기가 산만해져 지도 시간보다 분위기를 정리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
기도 했던 문제도 제기하였다.
교사 S : 정말 마음속에 얘는 이렇게 될 거 같은데 라는 굳건한 뭔가 생각이
있는 학생은 한 조 네 명 중에서 정말 한두 명 정도 있는 거 같고
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주로 이끌어 가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래,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묻어가는 거 같았어요. 정말 그냥 대화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의견과 의견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보기
어려웠어요. 그 조에서 가장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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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거의 이어지는 거 같아요.

또한 모둠 구성원 내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식
하였다. 사회적 구성을 강조하는 모형 구성 수업을 실행하면서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수준 차이를 극복하며 모형을 생성하기를 바랐던
교사들의 기대와는 달리, 모둠 내의 소수에 의해 모형이 생성되고 나머
지 학생들은 흐름에 편승하는 무임승차의 경우도 종종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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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외적인 어려움
가. 학생들의 인지적 특성 문제
교사들은 모형 구성 수업 실행의 저해 요인들 중 학생들의 인지적 능
력 부족을 비중 있게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선행 지식의 부족
이 부족하여 초기 모형 생성조차 어려워하거나, 탐구 능력이 부족해 실
험 결과나 제시된 자료들을 통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힘들어 했다
는 것들이었다.
교사 J : 애들이 포스트잇에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개인이 처음으로 하라고 했을 때, 애들이 쓰긴 하는데 생
각나는 게 전혀 없고. 애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야 될지
도 모르겠고. 기존에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교사 J는 학생들이 해당 주제에 대한 선행 지식이 부족하여 간단한
개인 모형(초기 모형) 생성도 매우 힘들어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교사가
모형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주더라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개념을 활용하여 발전시키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교사 O : 아이들이 3D를 2D로 나타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물
끓이는 거 대류 이렇게 설명하고, 그게 지구 이렇게 되면 돼서 이
렇게 우리는 되는데, 아이들은. 올라와서 내려가야 되는데 단면으로
그리는 걸 어려워하고. 대류현상은 평면에서, 정사각형이면 정사각
형에서 돌았는데 얘는 지구라는 둥그런 데 있으니까. 잘 그려넣지
만 생각보다 개념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향
감각. 공간 감각이 생각보다 없어요. 동서남북의 그런 위도, 경도.

- 65 -

사실 위도와 경도가 있는 건데 그걸 헷갈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
리가 단면 그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0도 30도 60돈데 아이들
은 그게 개념화가 되지 않는 거죠.

교사 O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는 대기 단원의 지식적 특성으로 인
해 가시적으로 모형을 표현하고 학습 내용을 개념화하는 데 많은 학생들
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차원, 공간 지각 능력과 관
련하여 학생들의 인지 수준이 부족함을 언급하였는데 실제로 학생들은
지구가 자전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평면에 입체
를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남에서 북으로 부는 바람이 오른쪽
으로 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그려야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 K : 결과가 눈에 봤을 때 어 똑같네. 질량과 이게 똑같은 숫자가 나오
면 깜짝 놀라서 ‘똑같다’라는 결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곱
에 비례한다던 애들이 제곱에 비례한다는 결과를 못 내잖아요. 제
곱에 비례한다는 숫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질량에 관계없이 똑
같다는 확 수정이 되는데, 첫 번째(모형)는 자기네들이 뭔가 실험결
과에 대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중략) 그 전에
어떤 공식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어떤 실험결과로 이렇게 된다는 걸
다른 데에서 한 번도 유도해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 교사 K의 수업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다
른 구슬 두 개를 낙하했을 때 측정한 속력의 결과를 통해 변수 m(질량)
을 모형에서 삭제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이 아닌 모형들을 도출해냈다([표 4-3]). 교사 K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데에는 학생들의 탐구 능력 부족의 문제와 함께, 학생들이 공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겪어본 적이 없다는 과학적 탐구에 대한 경험 자
체의 부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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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각 모둠의 운동 에너지에 대한 최종 모형
최종 모둠 모형

모둠 수 (백분율)

0.5 × m × v2 (과학적 모형)

1 (12.5%)

0.5 × m × h

2 (25%)

0.5 × m × h2

1 (12.5%)

0.5 × h × v

1 (12.5%)

0.5 × m × v

3 (37.5%)

교사 O : 특이하게 아이들은 따로따로는 잘 하는데, 두 개를 상황 속에 집어
넣었을 때 어떻게 보면 온대 저기압은 국부적인 순환인거고, 편서
풍은 전체 지구적인 순환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같이 간다는 거
를 잘 못하더라고요. 대기를 막 멀리서 다뤘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가 또 나왔다가 아이들은 그런 스케일의 변화에 생각보다 잘 못해
요.
교사 S :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확실히 부족하다고 느
껴요. 제가 이번에 수업할 때도 우리나라 겨울 연평균 기온을 주고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 기온 차이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
런 자료를 별개로 줬어요. 별개로 주고 얘네들을 통합해서 결론을
내라. 그런데 그걸 잘 못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모형을 만들려면 다
양한 현상들을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뭔가 하나로 이끌어야 되는데
얘네를 가닥가닥만 이해하는 게 좀 더 학생들은 편하지 얘네들을
이렇게 묶는 능력이 안되고 그런 걸 별도로 가르치지도 않고.

개념의 통합 능력 부족도 하위 요인으로써 언급되었다. 교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했을 때 자료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모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학생들은 자료들을 따로 따로 인식하여 각각의 결과는 알지만 하
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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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 문제
교사 J : 좀 안타까웠던 건, 애들이 활동하는 걸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
렇게 맨땅에서 시작하는 걸,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신이 알
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맞춰나가야 될 지가 좀 서툴고, 그거에 대
한 두려움도 있고. 아예 선생님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는.. 그걸 바라
는 아이들도 있고.
교사 O : 모델보다 좀 더 큰 의미로는 구성주의 수업이 되는데, 자기 스스로
하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갖다 던져주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상 실험 안내서를 주고 1번부터
10번까지 쿡북 형태의 실험으로 하면 애들은 항상 기다려요. 그러
니까 능동적 태도를 가지는 것도 연습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수동적으로 받던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이 취사선택해. (그러면) 못
할 것 같은데.

학생들은 이미 정답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틀려서는 안 된다
는 강박이 있어 직접 답을 내리는 데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모형
구성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과학적 추론을 통해 목표 모형으로 나아가
는 방식이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모형 구성 수업으로 유인하는 데 이
러한 문제가 저해 요소로 제기되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학생들이 강의식 수업이나 실험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공해주는 형태의 탐구 수업만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
게 수동적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사 J : 수업에 힘들어했던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 내가 진짜 이걸 생
각해볼래.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하기에는 이미 앞서서 지식으로
알아왔던 게 적고. 평소에 워낙 관심이 없었다면.
교사 K : 자기가 뭘 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반 이상
이.. 내용이 어려운 애들도 많았었고. 뭘 하고 있는 조차도 모르고

- 68 -

있는 애들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교사 S :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난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의견들을 교환하고 수업 내용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까.
진짜 ‘저걸 내가 왜 저런지 밝혀내야겠다.’ 이 정도의 의지를 어떻
게 갖게 할까. (중략) 물론 제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
만 진짜 아이러니한 게 이런 활동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활동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아이들의 집중력은 금방 떨어진다는
게, 그게 좀 어려운 점이에요.

모형 구성 수업의 효과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지적 주도권을 가
질 때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참여 교사들은 학생들이 활동 자
체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학생들이 주
체적으로 참여할지 고민하였으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학생들을
모형 구성 수업으로 유인하였다. 그러나 이미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
미가 부족하고, 교사의 동기 유발로 흥미가 생기더라도 탐구 의욕이 부
족하여 흥미가 지속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다.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
교사 O : 모델링 수업을 하나 준비하는 데에는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기존
과 다르게 교사의 그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도 아이들 수준
에 맞게 기존 걸 교사가 만들어서 설명해줘도 되지만, 요게 아이들
의 모델 구성에 밑반찬이 되려면 아이들이 보기에 좋고 이해하기
쉽게 단계 단계 맞는 자료를. 그러니까 이렇게 넣었다가 저렇게 넣
었다가 하면서 언제, 어떻게 제시하는 게 아이들이 모형을 형성 과
정에 가장 적합한 지 고민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부설학
교에서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쉽지 않죠.
교사 K : 이거 하고 있으면 저거 해라 저거하고 있으면 이거 해라 막 여기저
기서 사람들이 불러 제끼고 일 시키고 막 그래서.. 학교가 정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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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 그나마 쉬는 시간에 한 번 웹툰 하
나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하는데.. 요즘은 웹툰 볼 시간도 없어
요.

환경적 요인으로 교사들이 지목한 어려움에는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
이 있었다. 모형 구성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사전 준비가 가
장 중요한데 학교의 업무량 과다로 수업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
였다고 언급하였다.
라. 시간 운영의 문제
연구자 : 선행지식을 계속 점검하시더라고요.
교사 O : 모형 만드는 데에 쓰게 하기 위해서. 블록 타임이 좀 붙어있으면
이런 시간이 좀 절약될 수 있겠죠. 그런데 블록 타임이 아니라 우
리가 한 시간 한 시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2시간이다 보
니까 어쩔 때는 주초에 하고 주말에 하고. 또는 주말에 하고 연휴
지나서 다시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조금 있어요.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교사들이 지적한 두 번째 어려움은 시간 운영
이었다. 학사 일정 또는 행사 등으로 인한 학습 공백은 전시 활동을 상
기하고 본시 활동으로 바로 이어지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였
다.
교사 J : 만약 이걸 차시를 만약 짠다, 그러면 다른 단원은 차시를 그만큼
줄여야 할 수도 있잖아요. 시험 진도 범위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활동을 하고 싶은데 활동을 축소해야 할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이 수업을 위해서 그(다른) 수업은 막 강의식이 추가,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중략) 목표 모형을 만드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목표 모형을 애들이 좀 어려워해서. 그걸(모
형을) 만들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것까지가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또 하게 된다면 좀 시간적인 여유를 더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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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여 학생들의 토론 시간을 보장할수록 모
형 구성 수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모형 구성 수
업을 위해 평소 1차시로 진행하던 수업을 3차시로 증가시키면 자연스럽
게 다른 주제의 수업은 차시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외려
강의식 수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학생들의 활동 속
도가 예상과는 차이가 있어 ‘모형 생성 - 모형 평가 - 모형 수정’ 각 단
계의 시간 배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 71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과학적 모형을 활용한 교수 학습 전략이 과학 탐구의 본질로서 과학
교육 계에서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문헌 조사 결과 국내의 모형 구
성 수업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학생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다수였다. 이
러한 연구들의 결과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이 밝혀졌고, 실제 교육 현
장에서 교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사를 초
점으로 하여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교육 현장에 기반한 경험연구로서 교사의 ‘과학적 모
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형태로 수업에서 발현되
는지, 그리고 실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교사가 부딪힐 수 있는 저해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사가 이론적 지식을 교수
활동으로 재구성하고 수업을 실천하는 과정은 수많은 변인들이 포함되는
매우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교수 실제와 관련한 교사
의 전문적 지식은 암묵적으로 내포되는데, 이러한 교사의 전문성을 조사
하는데 흔히 이용되는 도구인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으로써 구체적으
로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첫째,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실천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PCK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학생 이해 지식과 교수 전략 지식이 우세
하게 나타났다. 학생 이해 지식 측면에서는 수업 설계 과정에서 목표 모
형 설정 후 이전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선행지식과 수준을 고
려하였고, 실천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직면하는 어려움을 발견하고
수준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교수 전략 지식 측면에
서는 학생 이해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교수 자료의 제공 형태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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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모형 구성 수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동기 유발 방법을 고민하
여 수업을 계획하였으며, 실천 과정에서는 ‘사회적 구성’에 초점을 맞추
어 상호작용으로써 개인 및 모둠별 수준 차를 해결해보려는 양상이 나타
나 학생 이해 지식과 교수 전략 지식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
다.
둘째, 수업 설계 과정에서는 학습 평가에 대한 지식이, 수업 실천 과
정에서는 교육 과정 지식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수업 설계 과정에서
는 교육 과정 지식 측면에서 목표 모형에 어떤 핵심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고, 어느 수준까지 모형이 확장되어야 할 지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목표 모형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학습 평가에 대한 측면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업 실천 과정에서는 교육 과정 지식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반면, 학습 평가 지식의 발현 정도가 증가하였다. 비록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평가하는 메타인지 영역은 드물게 나타났지만 선
행 지식의 점검과 지속적인 학생 이해 점검 등의 평가 지식이 두드러졌
다. 수업 설계 과정의 결과는 일반 수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PCK 연
구들에서 학습 평가에 대한 지식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와 일치
하는 바가 있다. 반대로 학습 평가에 대한 지식이 높게 나타난 수업 실
천 과정의 결과는 발현 정도의 증가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의 학습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의 양상을 나타낸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연구 참여 교사들은 모두 학생 중심의 교수 지향을 가지고 있었
다. 자신이 경험한 과학 수업이 주로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었던 것
에 비추어 교사들이 원하는 과학 수업은 학생들의 배움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의 경우 실제 수업에서 발현된 교수 지
향은 교사 중심적인 교수 지향으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는 학교 현장이라는 외부 요인 즉, 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학습량에 따른 시험의 진도와 범위 혹은 고등학교로 진학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
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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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사들은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의 실행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업 상황 및 맥락에 따라 교사
들이 겪은 어려움의 요인들은 대동소이하였다. 인터뷰를 통한 교사의 응
답을 서로 비교하고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어려움 요소를 추출하고 공통
적인 부분을 묶어 범주화하였다. 또한 관련 범주들을 모아 더 큰 범주를
구성하고 정교화 하였다. 그 결과 교사의 어려움은 크게 교사 내적인 요
인과 교사 외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연구 참여 교사들은 교
사의 전문성과 관련하여서 주제 선정과 교수 자료의 제작을, 교사 외 요
인에서는 학생의 인지적 특성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첫째로, 교사 내적인 요인은 주제 선정의 어려움, 지도 수준의 모호
함, 교수 자료 제작의 어려움, 모둠 활동 지도의 어려움 등으로써 PCK
요소인 교육 과정 지식, 교수 전략 지식, 학생 이해 지식이 복합적으로
연관된 요인이었다. 교사들은 모형 구성이 가능한 적합한 주제를 찾아내
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들이 주어진 초기 정보를 가지고 사회
적 구성을 통하여 최종 모형까지 구성해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의 인지
수준과 교육 과정 모두를 충족시키는 주제 선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
다. 또한 교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모두 예측하
지 못하였고 수업 실천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차에 따른 모둠 활동의
내용 및 속도 차이로 인해서 모형 구성의 지원이 부족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로, 교사 외적인 요인은 학생과 관련된 요인인 학생의 인지적 특
성 및 정의적 특성의 문제가 있었으며, 외부 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과 시간 운영 문제 등이 나타났다. 학생들의 선행
지식과 과학적 흥미가 부족하여 학생들은 모형 구성에 대한 의욕이 부족
하였고,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여 교사가 정답을 알려주었으면 하는 수동
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모형 구성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 중에
서도 일부는 탐구 능력이나 개념의 통합 능력이 미흡한 면이 있어 최종
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외부 환경과 관련해서는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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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과다로 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원
인 중 하나였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모형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하는데 학기 중에 모형 구성 수업을 계획
하고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모형 구성 수업은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데 ‘모형 생성 – 모형 평
가 – 모형 수정’으로 이어지는 수업의 단계를 한 차시 안에 모두 담기에
는 시간이 부족하며, 모형 구성 수업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영역의 강의
식 수업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사들이 과학적 모형과 모형
구성 수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학습한 후에 실제 교수 실행에서 어떻
게 발현시키는지 탐색하였다. 더하여 모형 구성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
가 실질적으로 부딪칠 수 있는 어려움을 조사하였으므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본 연구는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을 일반
학교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교사들은 교수 실행 중에 “이제서야 학생들의 사고 흐름이 보인
다.”며 학습자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현재 수업
에 대한 반성이 일어남은 물론, 보다 나은 모형 구성 수업을 위한 교사
전문성 신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수 실행 후 “수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으로 모형 구성 수업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학생
들이 과학의 본성이 무엇인지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직접 체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학
교실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등의 인터뷰
답변으로 미루어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실행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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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PCK는 실제 수업에의 적용과 반성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경험
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이므로, 모형 구성 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교
사들이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
연한 결과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 대한 교사 교육이 강화되어
야 한다. 아직까지 교사들의 모형 구성 수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
이므로 예비 교사 교육 강화 또는 교사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가 1차적인 결과가 되어, 보다 효과적인 교사
교육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추출할 수 있고 이것들에 기초하여 교
사의 모형 및 모형 구성 수업에 대한 PCK가 실제에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교사 교육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이후 2차, 3차 등의 적용과
후속 연구를 통해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안정화될 때, 과학적 모형의 사
회적 구성 수업과 관련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장·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 과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 구성 수업의 주
제를 개발하여 예시 자료로 제공한다면, 교사들의 수업이 개선됨은 물론
전문성 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인식한 어려움으로
주제 선정과 그에 따른 교수 자료의 제작, 지도 수준의 모호함이 있었
다. 또한 사후 인터뷰 중 모형 구성 수업을 실행할 교사들을 위한 매뉴
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사가 단독으로 수업을 계획하
고 실행하기에는 시행착오의 과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수업 형태이므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컨텐츠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교사 본인의 창의
성을 더 녹여내서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모형 구성 수업 주제와 적합한 교수 자료, 학생
들의 모형 구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안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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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는 연구진과 연구 참여 교사의 지속적인 협의로 진행되
었다. 모형 구성 수업의 형태가 연수 직후 교사 단신으로 실행하기에는
많은 이해가 요구되므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모형 구성 수업의 실행이
확산 및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석 교사의 지원 혹은 교사 네트워크의 형
성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형 구성 수업 실행 후, 동료
교사와의 의사소통으로 서로의 지도 방법,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등의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수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앞서 연구의 제한점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 중 연구 참여를 희망한 교사 4명에 대해 단기적으로 수행한 사
례 연구이다. 또한 교사 본인이 모형 구성 수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주
제를 선정해 진행되어 교사들마다 실행한 전공과 주제가 다르며, 전체
과학 수업 중 일부인 2차시에 해당하는 분석 결과이다. 그러나 PCK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교수 경험 및 교수 경험을 대한 반성을 통해
발달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로서 장기간에 걸친 추적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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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s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on the
Middle School Science Teacher’s
Teaching Practice in a
‘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s’
Jo A Ra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Science Education ‘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s’
is considered a very valuable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in
the point that can help students directly to experience the work

- 100 -

of

scientists

and

refine

the

thinking

and

improve

the

communication skills. For effective model construction, the role of
teacher

is

very

essential

but

research

on

recognition

and

expertise of teachers still lacking and also an unfamiliar strategy
in scho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he acquired
knowledge of model and modeling the teacher teaching science in
schools conduct lessons. To achieve this purpose, we developed
and conducted a teacher training program. After the training, four
middle school science teachers were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study. From instructional design to practice, we observed and
recorded every process of each teacher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Based

on

collected

data,

this

study

found

that

teacher’s PCK and difficulties in a ‘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s.’
As

a

result,

all

teachers

have

student-directed

teaching-orientation but some teachers showed teacher-directed
teaching-orientation in implementation phase. The knowledge of
students’

understanding

and

the

knowledge

of

instructional

strategies was dominant. For example, they guessed the student’s
level

on the

basis

of

previous

experience

in

teaching

and

established a teaching strategies to reach the target model. The
knowledge of assessment in the design phase and the knowledge
of curriculum in the implement phase was hardly appeared. In the
implement phase, the knowledge of assessment was increased
noticeably. And it is remarkable that it was not “assessment of
learning.” but “assessment for learning.”
In addition, difficulties experienced teachers are not much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ntext. The factors referred by
teachers in the interview included the following: difficulties of

- 101 -

finding and planning theme, ambiguity of the guidance range,
difficulties of making teaching materials, difficulties of managing
group activities, lack of students’ cognitive and affective abilities,
lack of preparation time for modeling, difficulties of managing time
for modeling. It was categorized as teacher’s internal difficulties
and external difficulties.
As above, teachers’ theoretical knowledge of ‘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s’ appeared to be PCK. Consequent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teacher
training programs.

keywords : scientific model, co-construction, science teacher,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PCK),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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