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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그간 탐구 및 실험중심의 교육이 미비했던 고등학교

현장에 ‘과학탐구실험’이 신설·도입됨에 따라 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실행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문화역사적 활동이론

(CHAT)의 관점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경기도

에서 과학탐구실험을 전담하고 있는 신교사로, 1학기의 과학탐구

실험 수업 운영에 대한 반성을 시작으로 2학기 과학탐구실험 수업

운영과 함께 과학탐구실험 운영과 관련된 활동체계 요소를 중심으

로 참여자에 대한 면담, 수업에 대한 참여관찰, 과학탐구실험 운영

과 관련된 현지 자료 등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CHAT의 6가지 활

동체계 요소를 중심으로 신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실행에 대한 기술

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교사의 활동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모

순을 규명하였다. 신교사의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실행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모순은 신교사(주체)와 동료교사와의 공유된 책무

성의 부재(분업) 사이에서, 그리고 신교사(주체)와 상반된 내용의

직무 연수(공동체)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신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실행 과정에서의 특이적 모순은 교과 특성에 대한 인식(주체)과

업무분장 시기(규칙), 탐구실험의 특징(객체)과 미비한 실험실 환

경과 도구준비 과정(도구), 그리고 과학탐구실험의 목표(객체)와

평가 지침(규칙)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모순은 직·간접적으

로 신교사의 과학탐구실험 교수 실천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수업 실행을 지원

하고 촉진할 수 있는 활동체계가 조성되기 위한 지원과 구조적 체

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학탐구실험이라는

신설교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둘러싼 문화적, 구조적 요



- ii -

인들과 활동체계 요소들의 연관 속에서 발생하는 모순에 주목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과학탐구실험, 문화역사적 활동이론(CHAT), 활동체계,

2015 개정 교육과정

학 번 : 2017-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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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이 신설

되어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학교육이 종래의 이과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학을 즐기

는 모두를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교육부, 2015b). 특히 과학탐구실험 교

과의 경우 과학탐구능력 및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탐구활동

과 체험 그리고 산출물 공유의 경험을 제공하는 과목으로 학생들이 즐겁

게 실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워크북 형태로 구성하여 성취감, 즐거움,

흥미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교육부, 2015a). 과학탐구실험 교

과는 3개의 영역(역사 속의 과학탐구, 생활 속의 과학탐구, 첨단 과학탐

구)과 5개의 핵심개념(과학의 본성, 과학자의 탐구 방법, 과학적 태도, 과

학탐구의 과정, 과학의 응용)에 관한 다양한 과학탐구 활동과 체험을 제

공하므로 과학적 탐구와 긴밀한 연결성을 갖는다(조헌국, 2018).

‘탐구’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과학교육에서 줄곧 강조되었던 핵심 요

소로서 과학을 배우기 위한 중요한 학습 방법이자 학습 대상이다(조성

민, 백종호, 2015). 또한, 과학의 꽃이라 여겨지는 실험은 과학적 탐구에

관한 교수학습의 중요한 전략이자 탐구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전례가 없었던 과학탐구실험의

교과화와 그 필수 이수는 과학탐구와 실험활동이 고등학교 현장에서 적

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고질적인 문·이과로 양분된 풍토를 해

소하여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김현

경, 나지연, 2018).

한편, TIMSS 및 PISA 등의 국제 비교연구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학생

들의 성취도와 흥미도 사이의 간극 문제와 더불어, 과학탐구 및 실험중

심의 교수방법의 실천이 국제 평균 이하라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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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박현주, 2013; Song, 2013). 중등학교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 수업의 실태 및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박현주, 2013),

설문에 참여한 약 60%의 교사들은 한 학기에 1～3회 정도의 실험을 진

행하고 있었으며, 이조차도 대부분 중간이나 기말 평가를 위한 수행평가

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탐구 및 실험중심의 수업이 학교 현장에

서 좀처럼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에 관해 선행연구들은 시공간의 제약과

교사의 업무 부담(심재호, 신명경, 이선경, 2010), 대학 입시라는 테두리

(Kim & Tan, 2011), 교사들의 탐구 활동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의

부족(양일호, 정진우, 김영신, 김민경, 조현준, 2006), 학생들의 탐구 과정

수행 능력 부족(정진우, 이근준, 김진국, 2006), 행·재정적 지원 미비(정건

상, 허명, 1993) 등으로 그 원인을 다양하게 지적해왔다. 이러한 상황에

서 교사들은 과학탐구실험의 신설이 학생들의 다양한 실험 학습을 통한

과학에 대한 흥미도를 증가시켜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함과 동시에 업무

가중, 전공이 아닌 교과 실험 수업에 대한 부담감, 과학탐구실험의 형식

적 운영에 대해 우려하는 실정이다(윤지현, 강성주, 2016).

교사의 수업 실행 및 교수활동에는 교사의 지식뿐만 아니라 수업 구성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교사 내·외부의 요인들이 반영된

다(Johnson, 1989). 앞선 선행연구들은 교사가 과학탐구실험 수업을 운영

하는 데 있어 교사 개인의 내적 측면과 아울러 교사를 둘러싼 상황 맥락

적 요소들로부터 기인하는 갈등을 예상하게 한다. 교육과정의 운영은 이

를 학교 현장에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교사에 의해 좌우되므로, 새롭게

신설된 과학탐구실험 과목을 운영하는 데 있어 현장 교사의 구체적인 경

험과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 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특히, 교사는 교실, 동료 교사, 학생과의 관계, 학교 문화 등과

같이 다양한 맥락 속에 있는 존재이므로 교사의 과학탐구실험 교수 실행

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 주체인 교사 개인을 중심으로 상

황·맥락 간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Roth &

Tobin, 2004). 최근의 교육과정 정책이 교사를 ‘변화의 주체(agent of

change)’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소경희, 최유리, 2018), 교사가 속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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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특성, 학교의 제도적, 문화적 여건 등의 측면에서 현장 과학교사가

과학탐구실험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역사적 활동이론(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CHAT)이 효과적인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이자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 CHAT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과학적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

이나 활동의 결과물에 한정하기보다는 이들을 포함하여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Engeström, 1987; 1999; 2000).

CHAT는 개인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하나의 활동(activity)으로 정의하고 이를 인간 행동 및 사회 현

상의 분석단위로 본다. 따라서 연구자는 과학탐구실험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의 활동(activity)에 집중하여 교사가 설정하는 목표(object), 교사가

사용, 또는 매개하는 도구(mediating artifacts), 교사가 속한 사회-문화적

관계의 공동체(community), 공동체 내에 작용하는 규칙(rules), 공동체

내의 분업(division of labor)에 관심을 갖는다.

CHAT는 과학교육 연구에서 현장 과학교사의 교수 실천을 분석하는

데에 다양하게 사용된 바 있다(이현주, 정가윤, 2013; 정진수, 이응주,

2013; 최숙영, 김민환, 노태희, 2015; 한문정, 양찬호, 노태희, 2014).

CHAT에 기반을 두는 접근방식은 개인을 맥락으로부터 분리한 채 단편

적인 설명이나 원인 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활동체계의 맥락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도 포착할 수 있어 복잡하고, 유동적인 수업 실

행 및 교수학습 실천을 분석하는 데 있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또한,

교사의 교수 실행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그 안의 갈등과 변화에 대한 통

찰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가 과학탐구실험 수업을 운영하고

실행하는 복잡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명료화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이 될

수 있다(윤창국, 박상옥,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CHAT를 바탕으로 한 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수업

실행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과학탐구실험 수업 실행 과정을 심층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수업 실행에 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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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통해 활동체계 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모

순에 초점을 두고, 과학탐구실험의 실행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그 밖에도, 연구참여자의 과학탐구실험 수업 실행과정을 연

구참여자의 과학 교수 전체 맥락과 비교함으로써 과학탐구실험 수업 실

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의 특수성에 주목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과학교

육 현장에서 과학탐구실험의 성공적인 정착과 과학탐구중심 교육의 활성

화를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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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CHAT를 바탕으로 한 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실행에 관한 사

례연구를 통해, 과학탐구실험 실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과학탐구실험 수업실행은 CHAT의 관점에서 활동

체계의 각 요소들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둘째, 연구참여자는 과학탐구실험 수업실행에 있어 어떤 모순에 직면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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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에서 과학탐구실험을 전담하

는 신기봉(여, 가명) 교사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단일사례연구이다. 단

일사례연구 방법론의 특성상, 신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실행에 대한 풍부

하고 자세한 기술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

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 기술한 결과와 해석, 논의 및 결론은 연구의 맥

락을 벗어났을 경우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므로, 신교사의 경

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모순과 신교사의 과학탐구실험 교육요구에 관련된

주장 등을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과학탐구실험 실행을 문화역사적 활동이론(CHAT)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틀을 대입하는 경우 활동

체계의 각 요소들을 분명하게 그리는 것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질적 연

구에서 활동체계 모형을 활용할 때 방법론적 모호성이 존재한다(Darwin,

2011). 따라서 주참여자와 부참여자에 대한 면담자료, 수업관찰자료, 현

지자료 등의 풍부한 자료를 통해 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실행 활동의 배경

을 규명하려 했으며, 활동을 일련의 활동체계로 그리되 교사의 활동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2학기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과학탐구실험

수업의 실행 초기 단계 및 1학기의 운영에 대한 관찰을 수행하지 못했다

는 제한점을 갖는다. 또한, 문화역사적 관점으로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두 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연구가 진행되었다. 과학

탐구실험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총 1년의 기간 동안 연구가 이루어졌을

경우 교사의 활동체계에서 발생하는 모순, 그의 변화와 결과 등이 달라

질 가능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과학탐구실험 수업 중 4차시의 수

업만을 관찰하였다. 과학탐구실험 수업을 보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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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였다면 다양한 탐구활동의 특성에 의해 연구참여자의 활동체계의 요

소들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과학탐구실험의 운영과 실행 과정에 관련된 심층적

인 조사를 그 목표로 하였으므로 과학탐구실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교

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 학생의 실제 탐구경험과 그에 따른 교육적 효

과 등으로 확장하여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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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와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과학탐구실험 실행

본 연구에서 과학탐구실험 실행은 추상적으로 계획된 과학탐구실험 교

육과정이 실제 교사에 의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의미

한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도된 교육과정을 교실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으로, 실제 교실에서 문서로 만들어진 내용을 해석하는 것으로 교육

과정 실행을 규정한 Marsh와 Willis(2003)의 정의를 따른다. 이 연구에

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교사의 수업 차원에서의 과학탐구실험 수업의 실

행이다. 즉, 과학탐구실험이라는 새로운 교과 시행에 있어 교사의 교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수 활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배경은 무엇

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탐구실험 실행에는 교사의 과학탐구

실험 수업 활동의 목표 설정, 수업 준비과정, 실제 수업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 과학탐구실험이라는 교과를 가르치기 위한 계획에서부터 구체적

인 교수-학습 및 평가 활동까지를 모두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 과학탐구

실험 실행이라는 용어는 과학탐구실험 수업실행, 교수실행과 함께 사용

되었다.

나. 활동체계(Activity System)

본 연구에서 활동체계(activity system)란 Engeström(1987)이 제시한

사회적 인간활동의 모형으로써 활동을 이해하는 최소의 분석단위를 뜻한

다. 인간은 문화나 사회의 요소인 도구 및 기호와 같은 매개체에 의해

중재되며, 이로부터 고립될 수 없다는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실행을 하나의 활동으로 보았

으며, 따라서 교사의 활동체계는 과학탐구실험 실행을 구성하는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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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객체, 도구, 규칙, 공동체, 분업의 여섯 가지 요소를 총체적으로 의

미한다.

다. 모순(Contradiction)

모순이란 활동체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긴장을 의미하며, 문화역사

적 활동이론에서 구조적 모순은 활동체계를 이루는 구성요소 내, 구성요

소들 간, 다른 활동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Engeström(1987)에 따르면 활동체계에서의 모순은 혼란과 갈등을 일으

키지만 동시에 확장적 전환, 즉 확장학습을 가능케 하여 활동체계를 변

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이는 CHAT를 통한 분석의 핵심적인 측

면이다(Engeström, 1987; Roth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과학

탐구실험 실행 과정에서 활동체계의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되는 모순과 그에 따라 교사가 겪는 갈등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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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탐구실험

2015년 9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

정이 확정·발표되었으며, 2015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모

든 학생의 행복한 학습’이라는 비전 아래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지향한다(송진웅, 나지연,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핵심

역량의 설정,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문·이과 공통과목 신설, 인문·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 교육 강화, 핵심개념과 원리 중심의 학습내용

을 적정화, 학생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 등으로 요

약할 수 있다(교육부, 2015b).

과학과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통합과학(8단위)의 신설과 과학탐구실

험(2단위) 과목이 필수 교과로 마련된 점을 들 수 있다(윤지현, 강성주,

2016). 특히, 과학탐구실험 교과의 경우 과학탐구능력 및 핵심 역량을 향

상시키기 위해 과학탐구활동과 체험 그리고 산출물 공유의 경험을 제공

하는 과목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실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워크북 형태

로 구성하여 성취감, 즐거움, 흥미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교육

부, 2015a).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전례가 없었던 과학탐구실험

의 교과화와 그 필수 이수는 과학탐구와 실험활동이 고등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고질적인 문·이과로 양분된 풍토를

해소하여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김

현경, 나지연, 2018).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이 공통과

목으로 함께 신설·도입되었기 때문에 과학탐구실험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을 운영 방안 또는 두 교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한 조사 위주로 이루어졌다(김주훈, 2018; 김현경, 나지연,

2018; 김현경, 정은영, 2018; 윤지현, 강성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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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훈(2018)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의 탐구활동 중 상당수의 탐구

활동이 두 과목에 공통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과 이러한 공통 탐구활동

의 지도 순서가 각각 다르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특히, 두 교과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실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두 과목의 통합, 연계하는 실제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현경과 나지연(2018)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은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과목 중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

험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두 교과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응

답했다. 특히, 과학탐구실험 수업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교사들은 과학실험 실무사, 실험 수업용 키트, 탐구 관련 자료의 보급 등

이 요구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을 함께 묶어

서 교육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통합과학 내용 학습에 과학탐구실험

시간이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학탐구실험의 취지대로 이루어지기 위

한 점검과 안내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김현경과 정은영(2018)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일반고등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적용하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고등학

교 과학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분석하고,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의 탐구활동이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통합과학 1차시와 과학탐구실험 1차시를 블록타임으로

묶어서 학기 당 (3+2) 단위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또한, 과학탐

구실험 시간에 실험활동보다는 통합과학과 관련된 강의나 문제 풀이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과학탐구실험의 과정 중심평가의 개발을

통해 탐구활동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는 교사 연수, 실험실 환경 및 시설의 개선, 과학실무사 배치 등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윤지현과 강성주(2016)는 과학과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과학

과 과학탐구실험 교과에 대한 인식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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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사하였다. 교사들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였지만, 개정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간의 불명확한 연

계, 학교 현장의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교육과정이라는 측면

에서 실효성이 낮은 교육과정으로 인식했으며, 특히 대부분의 교사가 통

합교육의 방법이나 효과성, 통합과학의 내용 체계에서 수준과 양의 적절

성 등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특히 통합과학과 과학탐

구실험 교과를 가르치는데 요구되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 측면에서 큰 우

려를 나타내었다. 특히 과학탐구실험의 경우 교사들은 탐구중심의 다양

한 실험 학습,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 증가를 기대함과 동시에, 과

학 실험 조교 부재 시 교사들의 업무 가중, 전공이 아닌 교과 실험 수업

에 대한 부담감, 과학탐구 실험 교과의 형식적 운영을 우려되는 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사가 과학실험 보조원의 배치, 과학교사

의 실험 수업 지도 역량 강화, 과학탐구실험에 대한 안내서 제공을 요구

하였다.

이 외에도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현행 공통과학 전공과목의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대비 가능성에 탐색한 연구(손정우, 2018), 과학탐구실험

교과서에 대한 실제 과학 탐구 활동의 요소를 분석한 연구(조현국, 2018)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교사들은 과학탐구실험 운영에 있어

공통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과학탐구실험 수업 운영을 위한 실험실 환경

과 실험보조원의 부재로 인해 교사가 겪게 될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과학탐구실험과 통합과학이 모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교과라는 점에서 과학탐구실험 수업시간에 통합과학 수업이 이루어

지거나, 과학탐구실험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탐구실험과 통합과학의 연계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현

장 교사들이 겪게 될 갈등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현장 교사에 이루어지는 실제 과학탐구실험의 수

업 실행의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기보다는 대체로 신설 교과 도입의 초

기 단계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행정적 운영 방식과 교사의 인식을 설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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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조사한 연구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사의 실제 과학탐구실험 실행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 교사가 겪는 갈등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과학탐구실험

의 실제 현장 운영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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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의 과학탐구 수업실행의 저해요인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과학교육의 목표는 조금씩 변화되었으나

‘탐구’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과학교육에서 줄곧 강조되었던 핵심 요소

로서 과학을 배우기 위한 중요한 학습 방법이자 학습 대상이다(조성민,

백종호, 2015). 과학 학습의 맥락에서 탐구에 대한 통일된 견해는 없지

만, 과학에서의 탐구가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실험, 조사,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 해석, 평가하여 새로운 과학 지식을 얻거

나 의미를 구성해 가는 것(교육부, 2015a)”이라는 의견에는 대체로 동의

한다.

최근 미국 국립연구회(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2012)는 탐구

의 이해 측면과 수행 측면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확장적 개념을 가지는

‘과학적 실천(Science Practices)’으로 탐구를 재개념화함으로써 그 의미

를 보다 명료화하였다(강남화, 이은미, 2013; 동효관, 하소현, 김용진,

2015). 이는 과학자들이 과학탐구를 통하여 과학지식을 구성할 때 일정

한 규칙이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형식적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는 것을 암시하기 위함이다(강남화, 이은미, 2013).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기존 교육과정에서 내용체계를 내용과 기

초·통합 탐구기능으로 분리했었던 것과 달리, 핵심역량과 탐구기능을 결

합하는 방식의 탐구활동을 구성함으로써 학생이 활동 기반의 과학적 사

고와 논증 및 탐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송진웅, 나지

연, 2015). 이러한 과학과 핵심역량은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

력으로 제시되며, 탐구기능의 경우 문제인식, 탐구 설계와 수행,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모형의 개발과 사용, 증

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증, 결론 도출 및 평가, 의사소통으로 제시되고 있

다(교육부, 2015a).

이러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신설된 과학탐구실

험 교과는 탐구 활동과 체험중심의 학습을 그 목표로 한다(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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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b). 과학탐구실험 교과는 3개의 영역(역사 속의 과학탐구, 생활 속의

과학탐구, 첨단 과학탐구)과 5개의 핵심개념(과학의 본성, 과학자의 탐구

방법, 과학적 태도, 과학탐구의 과정, 과학의 응용)에 관한 다양한 과학

탐구 활동과 체험을 제공하므로 과학적 탐구와 긴밀한 연결성을 갖는다

(조헌국, 2018).

한편, 과학교육에서 탐구는 꾸준히 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탐구 및 실

험 위주의 수업은 실제 교육 현장인 학교 현장에서 좀처럼 실현되기 어

려우며 그 실천은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TIMSS 및 PISA

등의 국제 비교연구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도와 흥미도 사이

의 간극 문제와 더불어, 과학탐구 및 실험중심의 교수방법의 실천이 국

제 평균 이하라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박현주, 2013; Song,

2013). 중등학교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 수업의 실태 및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박현주, 2013), 설문에 참여한 약 60%의 교사

들은 한 학기에 1～3회 정도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조차도 대

부분 중간이나 기말 평가를 위한 수행평가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실행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에 앞서 그동안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한 탐구 및 실험 위주의 수업 실천이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으며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

에서 과학탐구 및 실험 수업의 미비와 그 원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크게 네 가지로 나

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교사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우선, 학교 교

실 상황이라는 시공간의 제약과 교사가 맡은 업무의 부담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탐구 경험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어렵다(심재호 등, 2010;

최병순, 남정희, 1995). 또한, 탐구적 실험활동 등이 가능하기 위한 충분

한 제반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이 미비하다(정건상, 허명, 1993). 마지막

으로 대학 입시라는 테두리 안에서 학생들이 탐구과정을 통해 스스로 지

식을 구성해 나가는 것보다는 교과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우선시

된다(Kim & T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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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사들의 탐구 활동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의 부족과 같은

교사 내적 요인을 들 수 있다(양일호 등, 2006). 또한, 교사의 지도 능력

부족, 교사의 배경 지식 부족, 자신감 부족,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태도,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부족, 인내심 부족 등을 들 수 있다(조

현준, 한인경, 김효남, 양일호, 2008). 비슷한 맥락에서 과학실험의 경우,

교사가 실험에 대해 갖는 신념, 실험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실험 수업 실

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임재근, 양일호, 홍은주, 임성만, 김순미, 2010).

셋째, 학생들이 일련의 탐구 과정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Krajcik et al., 1998; 정진우 등, 2006). 이들 선행연구

는 학생들의 수준에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과정을 설계하고, 증거

를 수집하여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탐구수업이 이루어

지기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넷째, 교사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과학탐구를 수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심규철, 박종석, 박상우, 신명경, 2007; 이봉

우, 박보화, 김희경, 2007; 홍준의, 이인호, 전영석, 2007) 등 과학탐구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이상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과학탐구실험이라는 탐구 교과가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 현장 교사가 겪게 될 수 있는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및 교수활동에는 교사의 지식뿐만 아니라

수업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교사 내·외부의 요인들

이 반영된다(Johnson, 1989). 따라서 교사가 과학탐구실험 수업 운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교사 개인의 내적 측면과 아울러 교사를 둘러싼 상황

맥락적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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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역사적 활동이론(Cultural-Historical Activity

Theory)

교사를 둘러싼 맥락적 조건들, 즉 문화적 구조적 차원의 구체적인 조

건들은 교사들의 행위와 실천의 성격과 질을 좌우한다(소경희, 최유리,

2018). 이는 교수 실행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활동 주체인

교사 개인과 상황·맥락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Roth & Tobin, 2004). 이에 이 장에서는 문화역사적 활동이론

(CHAT)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CHAT가 활용된 교육연구에 대해 고찰

하고자 한다.

가.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개념과 특징

문화역사적 활동이론(Cultural-Historical Activity Theory, CHAT)은

인간 활동을 분석함에 있어 개인과 사회의 이분법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Vygotsky가 제안한 이론적 틀이다. 1920년대에 Vygotsky가 이 이론을

제안한 이래로 CHAT는 Leont’ev와 Luria, Engeström 등의 학자들에 의

해 점차 발전되었으며, 오늘날 인간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윤창국, 박상옥, 2012).

Vygotsky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 행동주의

심리학의 일반적 모형인 자극(S)→반응(R) 모형 대신, 자극(S)-매개체

(M)-반응(R)의 모형을 제안하였다. 즉, Vygotsky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가 매개체에 의해 매개된다고 보았다(Blunden, 2007; Vygotsky, 1978).

이러한 맥락에서 Vygotsky가 제안한 1세대 CHAT은 인간의 활동을 분

석하기 위한 분석 단위로서 주체(subject), 객체(object), 매개체

(mediating artifacts)로 구성된다<그림 1>. 행위의 주체는 원하는 결과

(outcome)를 얻기 위해서 객체를 다루며, 이때 매개체는 주체와 객체 사

이를 매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체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매개체는

문화역사적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모든 것이며, 예를 들어 언어, 도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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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습, 역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윤창국, 박상옥, 2012). 1세대 CHAT

에서는 개인의 행위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러

므로 매개체에 대한 이해가 강조된다(Vygotsky, 1978). 1세대 CHAT는

매개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이분법적 논의를 타파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ngestrom(1996;

2001)은 1세대 CHAT가 주로 개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분석에 한계

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림 1> 제 1세대 활동이론

1세대 CHAT에서 제기된 한계점은 2세대 CHAT에서 극복된다.

Vygotsky가 주체, 객체, 매개체를 중심으로 개별 주체의 활동을 이해하

고자 노력했다면, Leontie‘v는 더 나아가 인간의 행동은 다른 사람과의

문화역사적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다고 보았다. Leontie‘v는 원시시대 집

단 사냥(primeval collective hunt)의 예를 들면서 개인 행위와 집단적 활

동의 차이를 설명했다(김종백, 조형정, 2007; 윤창국, 박상옥, 2012). 개인

이 사냥감을 놀라게 하여 쫓아내는 것은 ‘사냥감을 잡는다’는 목적에서는

이해될 수 없지만, 반대편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안다면 그러

한 행위가 이해될 수 있다. Engeström(1987)은 Vygotsky와 Leontie‘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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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으로부터 <그림 2>와 같은 활동체계(activity sytem)를 도입하였다.

이 모형은 1세대 CHAT의 구성요소인 주체, 객체, 매개체에 공동체

(community), 규칙(rule), 분업(division of labor)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통합된 것이다. 활동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 차원이라면, 주체, 객

체, 매개체와 더불어 공동체, 규칙, 분업이 또한 활동을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주체란 객체 지향적 행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하며,

객체는 활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raw material)를 말한다. 매개체(또는

도구)는 다양한 형식을 취하며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행위를 매개한다.

공동체는 주체와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을 말한다. 규칙은 명시적인

법, 규정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사회적 규범까지도 포함하며, 집단 내부에

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규제하고 주체와 커뮤니티 구성원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분업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공동체 구

성원 간의 역할분담을 말하고, 결과는 활동의 결과물로 객체의 객관적,

이상적 변화를 의미한다(김종백, 조형정, 2007). 이러한 활동체계 요소들

은 역사성을 지니며,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모순을 분석함으로써 인간

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다(Engeström, 2001; 윤창국, 박상옥, 2012).

<그림 2> 제 2세대 활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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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CHAT만으로는 하나의 활동체계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모순만을

다룰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소들 간 상호작용은 활동체계 간에도 발생

할 수 있다. Engeström(2001)은 3세대 CHAT를 도입함으로써 하나의 활

동체계를 넘어 두 개 이상의 활동체계 사이의 상호작용과 모순을 다루고

자 했다<그림 2>. 특히, 3세대 CHAT에서는 활동체계에서는 객체와 결

과가 강조되는데(Daniels, 2004),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두 활동체계의 결

과인 객체2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공유되거나 새로운 객체3을 만들어

낸다. Engeström은 이와 같은 활동체계 간 상호작용을 통해 활동체계가

발전될 수 있다고 보았다(윤창국, 박상옥, 2012). 결과적으로,

Engeström(1987)은 CHAT를 통해 인간 활동에 있어 다양한 수준에서

모순을 분석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 번째 수준의 모순은 활동체계

각 구성요소 내부에서 발생하며, 두 번째 수준의 모순은 활동체계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세 번째 수준의 모순은 현재의 활동

체계와 더 발전된 활동체계 사이에서 발생하며, 네 번째 수준의 모순은

두 활동체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최숙영, 2018). 모순은 활동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나 동시에 활동체계의 지속적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CHAT에서 모순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

이다(Engeström, 1987; 최숙영 등, 2015).

<그림 3> 제 3세대 활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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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 연구에서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활용

CHAT는 개인의 학습과 발달에 문화역사적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볼 수 있다(최숙영, 2018). 특히 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실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양한 상황 맥락적 요소들이 작용하므로 CHAT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즉, CHAT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다 맥락적인 넓은

의미에서 파악하고 교사 실천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김남수, 황세영, 2013). CHAT가 교사의 실천을 분석하는 데에 틀

로써 사용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arasavvidis(2009)는 ICT를 학교 현장에 도입하는 데에 있어 교사들

의 활동체계 속에서 발생한 세 가지의 모순을 도출하고 교사의 ICT 운

영에 있어 교사의 활동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aka et al.(2009)는 신규교사가 실천하는 활동체계의 구조를 밝히고

교육활동을 진행해 나가면서 겪는 각 요소 사이에 발생되는 갈등을 다루

었다. 이를 통해 신규교사가 특정한 프로그램 안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경우와, 개혁적 의지를 포기하게 되는 과정을 밝혔다.

Yamagata-Lynch와 Haudenschild(2009)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

램을 적용하면서 참여한 교사들, 관리자,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자, 교사

교육과 관련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하여 활동 체제를 도출하였

다. 활동체계의 네 단계의 모순을 규명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제언하였다.

국내에서는 영재교육을 보는 패러다임으로써 CHAT의 가능성과 교육

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김종백, 2007)를 비롯하여 CHAT를 활용

하여 평생학습도시의 발전 전략의 탐색(권인탁, 2008), 지역사회 학습동

아리에서 일어나는 집단적 활동체계의 변화를 통해 학습의 사회적 특징

에 관한 연구(박상옥, 2009) 등 평생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CHAT를 활용한 교육 연구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으며, 특히 과학교육

분야에서 과학교사의 교육 실천을 위한 연구로 CHAT가 다음과 같이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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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와 정가윤(2013)은 과학교사의 과학관련 사회 쟁점(SSI) 수업

활동을 교사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연계지어 CHAT의 관점에서 이해

하고자 하였다. SSI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목표와 달성 과정, 암

묵적 규칙, 역할 분담 과정 등을 탐색함으로써 활동체계 요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규명하였다. CHAT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과학교사들

이 SSI 도입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이유, 일반교사들의 SSI 수업 촉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진수와 이응주(2013)는 CHAT를 바탕으로 생명과학 수업 활동을 분

석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른 두 학교에서 생

명과학의 수업 방식에 따라 학생 활동 체제와 상호작용 공간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CHAT가 다양한 학생 집단과 수업 방식의 과학수업

활동을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

로써 학생 또는 교사의 활동 체제 요소들 사이의 관계와 학생과 교사의

활동 체제 사이의 심층적 분석과 모순을 도출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최숙영 등(2015)은 CHAT을 분석 도구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중등 과

학교사의 STEAM 수업 실행을 조사함으로써 학교의 환경적 특성,

STEAM과 관련된 정책과 같은 활동체계의 다양한 요소들이 STEAM

수업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과 같은 개

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요인인 활동체계의 요소들이 교사

들의 STEAM 수업 실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STEAM 수업이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STEAM 수업과 관련된 다

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TEAM 수업 실행을 촉진

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한문정 등(2014)은 CHAT를 분석 도구로 사용한 사례연구를 통해 두

교사의 과학관 학습 실행을 분석함으로써 과학관 학습 실행의 교사 개인

적 요소와 상황맥락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두 교사의 활

동체계 요소 사이의 모순과 갈등에 대한 내면화와 외면화 양상을 비교하

면서 현장에서 과학관 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가 과학관 학습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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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체계를 조성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한재영과 임성민(2017)은 과학교사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현장의 모

습을 기록하고 정리하며 분석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역사활동이론

(CHAT)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봉사활동의 주체가 1인에서 20명 내

외로 확장되면서 도구, 규칙, 커뮤니티, 객체의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도

구에 의한 봉사활동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과 역할분담이 이

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후 CHAT의 관점으로 이루어진 분석의

이점과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CHAT 모형을 개선하기 위해 주체가 다른

요소와 함께 걸쳐있다는 개념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그 밖에도 CHAT는 교육용 게임에서 학습에 대한 이해(김보경,

2004), 혁신학교에서의 수업 혁신 활동의 이해(김남수, 이혁규, 2012), 예

비과학교사 공동체의 수업에 대한 반성의 분석(심현표 등, 2015),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의 스마트 러닝에의 활용(김아라, 정진수, 김용성, 2016),

제2 언어교육에서의 적용(배소영, 2017)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활발

하게 활용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CHAT를 활용한 교사의 교육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특정 목적을 가진 교사를 주체로 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상황에서 이루어

지는 활동체계 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모순을 해석하고 교육상황의 개선

을 위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과학

탐구실험 실행에 있어 CHAT가 효과적인 분석의 틀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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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된 과학탐구

실험 수업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도되는 시론적 연구로, 과

학탐구실험 수업의 운영에서 일어나는 사태와 그것을 설명하는 정황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자 단일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단일 사례연구

는 하나의 현상에 집중하여 특정한 상황과 그 안에 내포된 복잡한 의미

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유례없는 특

이한 사례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Merriam, 1998; Yin, 2009). 이러한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그 목적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라기보다 추후

연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간의 특정 활동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철저한 설명과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지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있다

(Creswell, 2012; Yin, 2009).

1. 연구참여자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purposeful), 의도적인

(purposive) 과정을 통해 연구목적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정보가

풍부한 사례’를 ‘준거적 선택’을 통해 사례를 선정한다(Creswell, 2012;

조용환, 1999). 이 연구의 목적은 교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과

학탐구실험이라는 신설교과를 실행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순과 교사가 겪는 갈등을 조명함으로써, 과학탐구

실험의 정착과 과학 탐구 교육에 대한 함의점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우리고등학교의 과학탐구실험 수

업 운영을 하나의 사례로, 과학탐구실험을 전담하는 신기봉 교사(여, 가

명)를 연구의 주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주참여자인 신교사는 영재

학급 지도를 비롯해 과학교육원 개방실험실 연수 운영 등 실험 수업에

대한 경험과 의지가 비교적 높고, 업무량이 과도하지 않아 비교적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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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 특히, 다른 학년 수업을 맡지 않고 1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을 모두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함의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밖에도, 우리고등학

교의 과학교사 2인, 학교 관리자 1인, 과학탐구실험 수강 학생 5인을 부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 과학탐구실험 운영과 실행에 대한 총체

적인 맥락을 파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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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연구의 개략적인 진행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연구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난 다음인 2018년 9월부터 수행되었다.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

작하기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미리 연구개요를 설명하고, 일주일 내에 모

든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었다. 참여관찰과 개인 면담

은 사전에 연구자들과 연구참여자가 조율하여 진행하였고, 현지자료 수

집 등은 필요에 따라 요청·수집하며 순환적으로 실시하였다(조용환,

1999).

기초 연구

• 이론적 배경, 선행 연구 분석, 분석틀에 관련된 자료 수집

•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연구 개요 설정

참여자 동의 획득(2018년 9월)

• IRB 승인

• 연구 개요 설명 및 참여자 동의 획득

• 문헌을 기초로 1차 분석틀 수립
- 선행연구의 분류틀을 기초로 함

- 과학교육 전문가, 현직교사, 과학교육전공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세미나에서

타당도 검토

개인 면담 /수업 관찰 / 현지자료 수집
(2018년 9월~10월)

• 신교사에 대한 7회의 개인면담, 4차시의 수업관찰

• 부참여자에 대한 3회의 개인면담
• 활동체계의 요소를 중심으로 질문

• 연구참여자에 의한 검증(member checking) 수행

자료 분석

•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사용

- 수집된 모든 자료들을 6개의 활동체계의 요소에 따라 분류
- 각 요소별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반복적으로 분석

- 각 활동체계 요소의 의미를 구체화

• 과학탐구실험 수업 실행에 대한 활동체계 구성요소를 구체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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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eström(1987)이 제안한 활동체계(activity system)의 주체(subject),

목표(object), 도구 또는 인공물(tool or mediating artifacts), 공동체

(community), 규칙(rule), 분업(division of labor)의 6가지 범주에 대한

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수업 실행 요소를 선행연구(최숙영 등, 2015; 한문

정 등, 2014; Saka et al., 2009)를 참고하여 추출함으로써 1차로 분석틀

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연구자료는 <표 1>과 같이, 크게 연구참여자에

대한 심층면담 자료, 수업에 대한 관찰노트, 그리고 현지자료(교사가 제

작한 교수 및 평가자료, 학교 운영 계획 등)로 나뉠 수 있다.

심층면담의 경우, 2학기 과학탐구실험 수업 시작 이전에 연구의 주참

여자에 대한 사전면담을 실시했으며 2학기 수업 운영과 함께 진행되어

수업 전후에 면담을 진행하여, 한 시간 내외로 총 7회 실시했다. 사전면

담에서는 주참여자 교사의 배경 변인, 탐구실험에 대한 인식과 신념, 1학

기 수업 운영에 대한 반성 등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과학탐구실험의 2학

기 운영 과정에서는 수업의 목표 및 실행 정도, 수업 실행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활동체계 요소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부참여자인 교

사, 관리자, 학생에 대해서는 3차례의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여 과학

탐구실험 운영과 실행 전반과 관련된 정보를 활동체계 요소 중심으로 수

집하였다. 면담을 진행할 때, 참여자가 말한 의도를 왜곡하여 해석하지

않기 위해 본인이 말한 의미를 재차 질문하고 확인함으로써 참여자에 의

한 검증(member checking)을 수행하였다(Lincoln & Guba, 1985). 면담

은 모두 녹음하였으며 면담 직후에 바로 전사하였다.

수업 관찰의 경우, 한 명의 연구자가 수업 현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 활동체계의 관점에서 신교사의 활동체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기술
• 추가적인 분석과 고찰 과정을 통해 활동체계 내의 모순 규명

• 과학교육 전문가, 현직교사, 과학교육전공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세미나에

서 수차례 정기적으로 검토를 받아 연구 결과의 해석과 논의에 대한 타당
도 검토

<그림 4>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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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운영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교실 한 쪽에 관찰 거점을 두

고 총 4차시를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수업을 녹화하고, 관찰

사항은 관찰노트에 주요내용을 기록하였다. 그 밖에 현지자료는 과학탐

구실험의 운영과 관련된 평가자료를 비롯하여 주참여자가 과학탐구실험

수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된 실험보고서, 수업자료, 평가자료 등을 참고하

였다. 또한, 주참여자가 근무하는 우리고등학교, 교무실, 학급 분위기 등

을 관찰하며 연구와 관련될 수 있는 특징 등을 기록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녹음·녹화한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전사본을 작성한 후 분석했

으며, 연구자들이 교차로 검토하며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다.

<표 1> 수집된 자료에 대한 구체적 정보

자료
수집
기간

자료 목록 수집된 자료

2018년
9월~10월

우리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
운영 관련 자료

Ÿ 과학탐구실험 평가계획서
Ÿ 평가 지침

신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수업
관련 자료

Ÿ 신교사의 수업 준비 노트
Ÿ 실험보고서 양식
Ÿ 포스트잇
Ÿ 과학탐구실험 지필평가 시험지

설문지와 면담 자료 Ÿ 교사, 학생, 관리자에 대한 면담 전사본
과학탐구실험 수업 자료 Ÿ 4차시의 수업 녹화본 및 전사본

연구진 협의회
Ÿ 현장노트 작성본
Ÿ 연구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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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Engeström(1999)에 따르면 CHAT는 분석절차나 방법론적인 원칙을

제공하는 정형화된 접근이 아니므로, 연구의 목표와 속성에 따라 분석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 사례연구로서 활동체계 모형을 활용할 때에는

활동체계의 각 요소들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데 있어 방법론적 모호성이

존재하므로(Darwin, 2011), 풍부한 배경자료를 통해 연구의 초점에 해당

하는 활동의 경계를 긋고, 활동체계 요소 사이의 긴장을 규명해야 한다

(Yamagata-Lynch, 2007).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CHAT를 분석틀로 활용한 선행연구(최숙영

등, 2015; 한문정 등, 2014; Saka et al., 2009)를 참고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들로부터 활동체계의 1차 범주를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활동의 경

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후, 자료의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반복

하여 범주를 정교화시키는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사용하였다(Strauss & Corbin, 1998). 수집된 모든 자료들을

6개의 활동체계의 요소에 따라 분류하고, 각 요소별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면담전사본, 수업 촬영 동영상, 현지자료 등의 자료를 반

복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각 활동체계 요소의 의미를 구체화하였

다. 또한, 연구를 진행해나가면서, 추가 면담과 자료 보충을 통해 요소별

로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보완하며 과학탐구실험 수업 실행에 대한 활동

체계 구성요소를 완성하였다<표 2>. 이후, 활동체계의 6가지 요소 주체

(subject), 객체(object), 공동체(community), 규칙(rules), 분업(division

of labor), 도구(mediating artifacts) 의 관점에서 신교사의 활동체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기술하였고 추가적인 분석과 고찰 과정을 통해 활

동체계 내의 모순을 규명하였다. 분석틀 제작 및 자료 분석 과정에서 과

학교육 전문가, 현직교사, 과학교육전공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세미나에서

수차례 정기적으로 검토를 받아 연구 결과의 해석과 논의에 대한 타당성

을 점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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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수업실행에 대한 활동체계 요소

활동체계 요소 세부 내용

주체(Subject):
과학탐구실험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

Ÿ 교사의 개인적 배경(교직 경력, 업무량, 교수학습관,
실험 및 탐구지도 경험 등)

Ÿ 실험 및 탐구 수업에 대한 인식
Ÿ 과학탐구실험 교과에 대한 인식

객체(Object):
과학탐구실험 수업

Ÿ 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수업 목표설정
Ÿ 과학탐구실험 수업 운영 사례(관련 교수 전략,
교수학습 활동 등)

공동체(Community):
과학탐구실험 수업과
관련된 공동체

Ÿ 학급 및 학생 특성
Ÿ 동료교사의 문화(특징, 분위기)
Ÿ 교과 직무 연수 등의 교사 모임

규칙(Rules):
과학탐구실험 수업과
관련된 방침

Ÿ 학교교육계획 및 운영체계
Ÿ 과학탐구실험의 편성
Ÿ 과학탐구실험의 학생 평가지침 및 평가방식
Ÿ 과학탐구실험 수업에서의 규칙

분업(Division of labor):
과학탐구실험 수업과
관련된 주변의 역할

Ÿ 관리자의 역할
Ÿ 동료 교사와의 분업
Ÿ 실험보조원(실험조교)의 도움
Ÿ 학생들과의 분업

도구(Mediating artifacts):
과학탐구실험 수업과
관련된 자료 및 도구

Ÿ 과학탐구실험 수업의 교수학습자료
Ÿ 과학실험실 환경 및 실험도구
Ÿ 멀티미디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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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전원에게 미리

연구 진행에 대한 연구동의서를 작성한 후 진행되었다. 연구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연구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여 연

구참여자들이 연구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발생할 수

있는 해로움과 위험, 그리고 연구 자료의 활용에 대하여 안내하여 연구

참여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렸다.

넷째,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으며, 그만두는 경우 어떠

한 불이익도 발생되지 않음을 알렸다.

다섯째, 연구참여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연구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지 않으며, 분석이 끝나는 즉시 폐기될 것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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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과학탐구실험 수업 실행에 대한 활동체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신교사의 사례로부터 과학탐구실험 수업 실행에 대한

활동체계의 6가지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주체는 과학실험 수업을 실행하

는 교사로, 객체는 과학탐구실험 수업으로, 도구는 과학탐구실험 수업에

관한 자료 및 도구로, 규칙은 과학탐구실험 수업에 관한 방침으로, 공동

체는 과학탐구실험 수업과 관련된 공동체로, 분업은 과학탐구실험 수업

에 관한 주변인들의 역할로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요소의 특성을 나

타내기 위해,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위 내용을 조사하였다.

가. 주체(Subject): 과학탐구실험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

(1) 실험 및 탐구 지도에 대한 경험

신교사는 과학 교사 경력이 6년이며, 중학교에서 5년간 과학을 가르

치다 현재는 우리고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으며 통합과학과 과학탐

구실험 교과를 담당하고 있다. 신교사는 1학년을 전담하여 일주일에 총

14시간의 수업을 운영하며 과학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맡고 있는데, 중학

교에서 근무하던 과거에 비해 행정적 업무가 적어 비교적 교과 수업 준

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였다.

신교사는 중학교에 근무하던 당시 영재학급 담임 및 지도교사로 4년,

인근 학교의 영재학급을 지도했으며 경기도 과학교육원에서 주제 탐구를

연구하고 관련 연수 강의를 맡기도 했다. 또한, 과학교육원 개방실험실

지도교사로 강의를 맡은 경험이 있으며 지구과학 교과연구회 활동에 꾸

준히 참여하는 등 과학 실험 및 탐구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실천해왔

다. 신교사는 초임 시절부터 수업을 꾸준히 학생 모둠활동의 형태로 운

영하였으며, 학생들의 참여와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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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사는 실험 및 탐구를 비롯한 학생 위주의 활동에 대해 “나 스스로가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실험 및 탐구 수업에 대한 동기와 열정을 보였다.

(2) 실험 및 탐구 수업에 대한 인식

교사가 실험 수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에 따라 실제 실험 수업이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윤혜경, 2008), 신교사의 실험 및 탐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신교사는 실험수업을 “실험기구 등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조작,

관찰, 경험, 표현하는 수업”이라고 정의했으며, “과학에 대한 흥미와 긍

정적인 태도를 기르고 모둠에서의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것을

실험수업의 목적이자 필요성이라고 생각했다. 학생들이 “다 같이 깨어있

고 즐거워하는 수업”이라고 느끼는 데에서 실험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나

타냈으며 이는 교사들이 대체로 과학 실험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박현주, 2013). 또한, 학생들의 실험수

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신교사가 실험수업을 실행하는 동기로 작용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신교사는 실험수업 자체로는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는 데 한

계가 있다고 여기며 실험수업이 학생들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탐구로 이

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실험이 구체물 등을 조작하

는 활동으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곧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를 자극

하는 탐구적 활동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양일호 등,

2006). 신교사는 이처럼 실험활동과 탐구활동을 구분하여, 탐구를 “학생

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실패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과

정”이자,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

한 시도와 인내”까지를 포함하여 삶의 태도로까지 연결되는 총체적인

‘역량’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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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탐구실험 교과에 대한 인식

신교사는 과학탐구실험 교과를 처음 접했을 때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

어진 교과서 구성을 보고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라고 생각하며 다

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진 교과의 의도를 초기에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

음을 회상했다. 신교사는 과학탐구실험 교과가 학생들이 탐구 경험의 기

회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된 과목으로 실험활동, 자료조사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학생 중심의 탐구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신교사는 학

생들이 직접 조작하는 실험활동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자료조사, 발표 등의 다양한 탐구방법들이 의미 있다고 여겼다. 또

한, 학생들이 “무언가 계속 참여”하므로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한편, 과학탐구실험의 탐구활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모

두 포함하고 있어 과학교사가 본인의 전공이 아닌 내용을 가르치는 데

부담감을 느낀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중학교에서 과학 교수 경험이 있는

신교사는 타전공 분야에 대한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응답했다(성

찬주, 정영란, 2013; 윤지현, 강성주, 2016). 특히, 신교사는 과학탐구실험

은 과학 내용 지식을 얻기 위한 과목이 아니므로 “모범답안”이 없다고

보았다. 즉, 기존의 과학 교과들이 과학 내용 지식의 전달에 그 목표가

있다면 과학탐구실험 교과의 목표는 과학 내용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의

탐구 과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 과목(과학탐구실험)은 지식을 얻기 위한 과목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론적인 내용을 깊이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내용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습득하고 이런 것들에 되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거는 학생들의 뭔가 내용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인 것 플러스

역량. 이런 거를 신장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모범답안이 없

다는 생각. 모든 선생님이 다 내용전달이야 뭐 강의식으로 EBS나 이런 강

의처럼 잘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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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신교사는 과학탐구실험의 다양한 탐구활동이 학교 현

장의 제약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교사의 철학에 따른 재구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았다. 즉,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주어진 탐구활동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있어 교사의 철학과

역량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신교사의 이러한 재구성에 대한 생각은 탐구

지도에 있어 교사가 탐구와 관련된 충분한 경험과 실천적 지식을 갖추어

야 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박성혜, 2009).

“교사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 진짜 얘(과학탐구실험)는

통합과학처럼 내용 매뉴얼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활동 안에

서 어떤 역량을 키우고, 이럴 때 교사 철학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학교

상황에 맞춰서 제약된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역량에 초

점을 둬서 수업할 것이냐 이런 게 교사 생각이 되게 중요하죠. 수능 중심으

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크게 고민할 게 아니니까요.”

나. 객체(Object) : 과학탐구실험 수업

(1) 과학탐구실험 수업의 목표설정

신교사는 과학탐구실험 교과가 “정답이 없는” 다양한 탐구활동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과학 지식 내용을 배우기 위한 교과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수업의 목표를 다양한 활동에 대한 학생 참여를 통한 학생의 탐

구기능과 탐구역량 신장에 두었다.

신교사는 1학기에 학생들이 충분한 실험 경험을 갖지 못했다고 여겨

최대한 다양한 실험활동을 제공하는 ‘실험’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

나 이는 비교적 “얕은” 수준이었으므로 2학기에는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

할 수 있는 ‘탐구’ 수업의 형태로 과학탐구실험 수업을 운영하고자 하였

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탐구다운 탐구”를 실제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학생의 수준에 맞는 안내된 탐구의 방식으로 수업을 계획․

운영하였다. 이에 <표 3>과 같이 1학기에 8회의 수행평가를 2학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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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로 줄여 하나의 탐구 활동을 여러 차시로 나누어 운영하여 학생들이

더욱 자세한 탐구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1학기 때 수업은 일단 다양한 것을 경험해보고, 얘네가 뭔가 얘기를 나

눠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실험 같은 것도 중학교 때 안 했

었던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과학실 사용 자체도 안 해보고 그래서 일

단 여러 가지 좀 보고 만지고, 그리고 그 현상을 봤을 때 자세하게 들여다

보는 거를 연습을 시키고 싶었다고 하면, 2학기 때는 사실은 그거를 하고

싶었어요. 프로젝트 수업으로 해서 실험 정말 자기가 주제를 정해서 실험을

계획하고 보고서 작성해서 그다음에 그 발표까지 연구하듯이 쭉 이렇게 하

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그런 수준이 안돼 있는 거죠. 아이들이 직접 주제

선택부터 실험 계획하고 이런 것까진. 그래서 그런 탐구다운 탐구랑 요리책

식의 중간 정도 단계? 그래서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와 준비물을 보고 자기

들이 실험을 직접 설계하고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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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교사의 과학탐구실험 평가의 종류와 반영비율

평가
종류

지필
평가

수행평가

1

학

기

반영

비율
20% 80%

횟수/

영역

1

차

2

차
영역1 영역2 영역3 영역4 영역5 영역6 영역7 영역8

・
선

택

형

주기율표

만들기

금속

반응성

실험

파스

퇴르

실험

전자레

인지의

원리

힘, 균형,

중력,

아름다움

산과

염기

과학

논술1

과학

논술2

2

학

기

반영

비율
20% 80%

횟수/

영역

1

차

2

차
영역1 영역2 영역3 영역4 영역5

・
선

택

형

자외선 차단

효과 탐구

태양전지

만들기

기후변화경향

파악하기

산성화된 토양

중화시키기
과학논술

(2) 과학탐구실험 수업의 운영 사례

신교사는 자외선 차단 효과 탐구실험을 총 3차시로 나누어 운영하였

다. 교과서상에는 자외선 카드에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는 방식에 따른 차

단 효과, 색깔에 따른 자외선 차단 효과를 비교하는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신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외선 차단에 관련된 주제를 학생들이 직

접 정하고 탐구를 설계,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상하였다. 그 이유

에 대해 신교사는 1학기 때 부족했던 탐구를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학생들은 자외선 차단이라는 주제

가 주어졌을 때,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는 방식을 비롯하여 물과 모래에서

의 지속성, 바르는 횟수에 따른 자외선 차단 효과, 자외선 차단제를 지우

기 위한 조건 등 모둠별로 다양한 탐구 주제를 직접 선택하여 탐구를 설

계하였다. 자외선 차단 효과의 탐구 운영과 수업의 내용은 <표 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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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외선 차단 효과 탐구의 3차시 수업 운영 사례 예시

차
시
수업의 주제

수업
장소

수업의 형식 및 내용

1
탐구보고서
작성법

컴퓨터실

Ÿ 탐구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함.
Ÿ 과학전람회 대회에서 관심 탐구 내용을 골라 형식에
맞도록 작성하게 함.

Ÿ 학생들 개별로 관심 탐구 내용에 대해 형식에 맞게
정리함.

2
자외선 차단
효과 탐구
계획 세우기

컴퓨터실

Ÿ 컴퓨터실에서 개별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외선,
자외선차단제 등에 관련된 자료조사를 실시함.

Ÿ 조별로 자외선구슬, 자외선카드를 활용하는 자외선과
관련된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탐구내용을
설계함.

Ÿ 탐구동기, 탐구주제, 탐구방법, 준비물에 대한 계획
보고서를 작성함

3

자외선 차단
효과 탐구
실험
수행하기

교실
Ÿ 조별로 필요한 실험 도구들에 대해서 안내함.
Ÿ 조별로 자외선과 관련된 탐구실험을 수행함.

자외선 차단 효과 탐구의 수업에서 신교사는 진행과 안내만 하였고 대

부분은 학생들 위주의 탐구활동이 수행되었다. 신교사는 모둠을 돌아다

니며 토의과정을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생각했어?”, “어떻게

더 구체화해볼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등의 질문을 던지고, 학

생의 질문에 소위 정답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해결할 수 있

도록 안내하는 안내자,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업 전반

에 걸쳐 학생들 간의 대화와 토론, 보고서 작성 등의 학생 활동이 활발

히 일어났으며, 이는 과학탐구실험 수업 방법의 초점이 학생 참여 활동

에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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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체(Community): 과학탐구실험 수업과 관련된 공동체

(1) 학급 및 학생 특성

우리고등학교는 2016년에 개교한 학교로 전교생이 185명, 교사가 35명

인 비교적 작은 학교이다. 신도시에 위치한 우리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제

적 여건은 대체로 좋은 편이며 학부모들의 교육에 관한 관심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특히, 신교사가 맡은 1학년은 총 47명으로 한 반에 최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소규모의 학급은 모둠활동 위주의 수업,

활발한 상호작용, 그리고 모든 실험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던 기반으로 작용했다. 우리고등학교의 1학년 세 반의 학생들은 반

마다 학업 성취도, 과학에 대한 흥미도에는 차이를 보였으나 신도시에

위치한 같은 중학교에서 진학한 학생들이 대다수인 경향이 있었으며, 면

담결과에 따르면 비교적 탐구실험에 대한 경험이 적은 편이었다. 면담에

서 대부분의 학생은 일반 강의식 수업보다 과학탐구실험 수업에서는 컴

퓨터실이나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며 소외되는 학생들 없이 비교적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응답했다. 과학탐구실험 수업의 장점에 대해

교사의 필기, 교과서 비중이 감소하고 직접 조작과 참여의 빈도가 증가

하면서 흥미와 즐거움을 느꼈으며, 학습내용의 파지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했다.

“과학하고 좀 반대로 실험탐구과목은 뭐지…. 실험 위주로 하고 실험 위

주로 하니까 이 반에서 안 하고 컴퓨터실 가던지 과학실가서 하니까 그래

서 재밌는 거 같아요.” (학생A 면담내용 중)

“저는 오히려 과학수업을 하는 것보다 과학실험실에 가서 실험하면서 얻

었을 때 기억에 남는 게 더 큰 거 같아요. 그냥 재밌고. 그때만큼은 안 졸

리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험실에 가면은 더 재밌고 체험하고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어려워도 모둠 애들이랑 같이 맞춰서 하는

게 좀 뜻깊고 체험해보지 못하잖아요. 실생활에서는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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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선생님이 책에 나오는 실험들은 최대한 준비해서 하려고 해주시는 거

같아서 그런 거는 재밌는 거 같아요.” (학생B 면담내용 중)

“과학실험을 일단 해보면은 그래도 그 수업 내용이 더 기억에 잘 남는

거 같아요. 다른 거 생각할 때도 그 실험이 먼저 떠오르니까….” (학생C 면

담내용 중)

학생들은 과학탐구실험 교과를 탐구보다는 실험교과라고 여기는 경향

이 있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실험뿐만 아니라 관찰, 분류, 조사 등의 다른

탐구방법을 접하게 되더라도 탐구에 대한 인식론적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과학탐구를 다양한 탐구 과정이나 방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실

험으로 생각한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하다(한수진, 최숙영, 노태희, 2012).

한편, 1학기에서 2학기로 직접 탐구 주제를 선정하여 실험을 설계, 수

행한 것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평소 실생활에서 궁금했던 주

제를 스스로 선정하며 모둠끼리의 협업 수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학생

들도 있는 반면에,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실험을 하면서 불안함을 느

끼는 학생도 있었다. 이는 학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 탐구에 대한 인식에

따라 과학탐구실험 수업에 대한 견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확실히 이번 새로운 방법이 좀 더 저희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약간 더

저희가 머리를 더 많이 쓰는 거 같아요. 자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같아서 좋은 거 같고 모둠 애들이랑 맞춰서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실험이 되게 여러 가지니까 모둠 애들이랑 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

이나 주제들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생각 못 했던 것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더 배워가고 그런 거 같아요.” (학생C 면담내용 중)

“저는 그냥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하는 걸 좋아해서…. 결과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이게 맞는지 이런 것도 좀….” (학생D 면담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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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료교사 특성

교사의 수업 운영에는 학급 분위기뿐만 아니라 동료교사 문화도 영향

을 미친다(강경석, 정우영, 2006). 우리고등학교는 학년부 체제로 운영되

고 있으며, 따로 ‘과학부’라는 명칭의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과학과 교사

들 간에 과학과 관련 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었다. 학년부 체계로 되어있

는 우리고등학교에서 신교사가 속해있는 1학년부의 분위기는 총 6명의

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조적이고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였다.

한편, 신교사를 포함해 총 4명으로 이루어진 과학과는 매우 독립적이

며 협업이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아니라 각자 맡은 교과에만 충실히 하고

있다. 동교과를 함께 맡은 교사가 없으므로 학교 내의 과학경시대회, 과

학캠프와 같은 우리고등학교에서 개최하는 과학과 행사에 대한 협의를

제외하고는 수업과 평가에 대해서는 서로 관여하지 않으며 각자 맡은 과

목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과학과라는 이름하에 과학과 업

무를 나눠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목의 수업과 평가에 있어서

만큼은 학년부 교사들 사이와 마찬가지로 매우 독립적이었다. 이는 학교

는 교사들 간의 전문성을 간섭하지 않는 분위기, 동시에 업무 현장은 마

치 계란판(egg crate)처럼 고립되어 있다는 기존의 학교 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유사한 환경이었다(Lortie, 1975).

(3) 교사 직무 연수

학교 내에서는 과학탐구실험과 관련된 공동체가 없으므로, 신교사는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이왕 하는 거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학교 밖에

서 이루어지는 과학탐구실험에 대한 2회의 직무 연수에 참여했다. 신교

사는 직무 연수를 통해 과학탐구실험 교과서 집필진의 의도, 교과서 구

성, 실험 수행과 관련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연수에서 모인 다른 학교의 과학탐구실험 교과를 맡은 교사들과 실제 각

학교의 평가계획안을 공유하면서 과학탐구실험 교과의 운영과 평가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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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의미 있었다고 여겼다. 그러나, 2

회의 직무 연수에서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상

반된 견해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연계 문제에 있어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신교사의 교수 실행에 갈등요소로 작용하였다.

라. 규칙(Rules): 과학탐구실험 수업과 관련된 방침

(1) 1년 단위의 학교교육계획 및 운영 체계

신교사는 우리고등학교에 2월에 발령받은 이후 2월 말경에 열린 업무

분장 회의를 통해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교과를 맡게 되었다. 신교사

는 우리고등학교 업무분장 회의에서는 교사의 특정 교과목의 교수에 대

한 개인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사들의 평균 시수, 2개 학

년 이상을 가르치는지의 여부 등을 통해 교사 간의 시수 분배와 조절 과

정을 거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업무분장 회의 시기는 신교사가

과학탐구실험 교과를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여건이 확보되기 어렵게 만

드는 갈등요소로 작용했다.

또한, 이듬해에 교사의 변동이 없다면, 어떤 과목을 어떤 시수로 맡게

될지 대략 짐작할 수 있으나 교사의 순환근무제의 특성상 교사 변동이

생긴다면 그에 따라 교사의 담당 교과도 달라진다. 이러한 1년 단위의

학교교육계획과 2월 초의 업무 분장 시기로 인해 신교사가 이듬해에도

과학탐구실험을 맡는 여부는 불확실하다. 신교사는 1년 단위로 매해가

바뀌는 학교 체계로 인해 과학탐구실험 교과 운영을 위한 전문성의 개발

과 연속적인 지도가 어려운 환경임을 지적했다.

“너무 그냥 우리한테 내던져진 거죠. 아 물론 그 학교라는 현장 자체가

그렇거든요. 매해가 바뀌고 그 교과서도 계속 막 바뀌고 한 선생님이 이 과

목을 일관성 있게 쭉 가르치고 연구가 막 이렇게 통용되고 이런 현장이 아

니잖아요. 사실 그러기 좀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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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탐구실험의 편성

우리고등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통합과학이 3단위, 과학탐구실험이 1

단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신교사의 수업준비에 있어 통합과학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시수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과학탐구실험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적지만 매우 번거로운” 과목이라고 언급했다.

“1단위라 부담감이 적은데, 잘은 하고 싶은데, 매우 번거롭고, 가장 우려

되는 건 귀찮음인 거 같아요. 물건 사서 준비하고 세팅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요. 그래도 일단 시수가 적으니까 부담이 적고 애들도 크게 부담이 없는

거 같아요.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죠.”

선행연구에서는 과학탐구실험 교과의 1단위 편성에 의해 그 운영이 형

식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하지만(윤지현, 강성주, 2016),

신교사는 “과학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게 거의 없다”라고 언급하며 과학탐

구실험의 탐구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했다. 만약 과학탐구실험

활동 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신교사는 통합과학 시간을

과학탐구실험 시간과 교환하여 한주에 과학탐구실험을 연속적으로 수행

하기도 하였다. 신교사는 두 교과의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두 교과를 함께 운영하는 것의 장점으로 보았다.

(3) 과학탐구실험의 평가

과학탐구실험 교과의 평가는 시·도 교육청의 평가 지침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학교 내의 학업 성적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다. 교과

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는데, 과

학탐구실험 교과는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에 해당하므로

경기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

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경기도교육청, 2018). 그

러나 신설 교과인 과학탐구실험 교과를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하기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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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객관성에 대한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관리자는 신교사에게 지필고사

를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신교사 또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겼으므로 실험을 통한 수행평가를 80%, 지필평가를

20%의 비율로 정하여 지필평가의 비중을 최대한 적게 하고, 학생들의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자 하는 평가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탐구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과

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이후 신교사의 활동체계의 갈등요소로

작용했다.

마. 분업(Division of labor): 과학탐구실험 수업과 관련된 주변

의 역할

(1) 관리자

학교 관리자는 과학탐구실험 수업이나 수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신교사

의 재량을 존중하며, 지지해주는 편이었다. 신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수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실험기구 및 재원의 확보에 있어 관리자의 결재는

필수적이었으나, 이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었다.

(2) 동료 교사와의 분업

반면에 신교사는 과학탐구실험을 혼자 맡고 있었으므로, 과학탐구실험

수업을 위한 동료교사와의 분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힘이 잘 안 나죠.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 그전에 학교에서 너무 좋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업이 됐었어서 어떤 걸 하나를 하더라도 되게 즐겁게

했었거든요. 같이 다 같이 내려가서 실험해보고 약간 그게 막 수업준비 연

구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같이 얘기하고 놀고 이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

았었어요. 10개의 실험을 나 혼자 준비하는 건 힘들지만 6개 4개, 4개 6개,

5개 5개 이렇게는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서로 같이 끌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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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이 계셨고 그게 잘 됐었어요. 그게 동료교사가 되게 중요한 거 같

은 게 그건데 지금은 사실은 저 혼자 다 하는 거니까 준비하는 과정도 너

무 힘들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맞는 동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교사는 과거 과학 실험 수업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동료교사와의 협

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있었다. 그러나 교과를 홀로 전담하여 가르

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동력이 되어주는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맞는

동료”의 부재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으며 수업 준비과정에서 어려움

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과학실험보조원(실험조교)

우리고등학교에는 과학실험보조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신교

사를 비롯한 과학교사들의 실험 및 탐구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

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교사는 사소한 실험 하나를 준비하는

데에도 교사 개인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과학실험보조원과의 분

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실험 바구니 다 만들어놓고 ‘하세요’ 그럼 얼마든지 하죠.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거 같은 게 실험

실 조교. 예전에 과학실 전담 행정 실무사를 뽑은게 되게 중요했었던 거 같

은데 선생님들이 계속 이동하는데 그 학교 과학실 담당 선생님이 없으면

이 과학실 물품을 쓸 수가 없죠.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그게 굉

장히 크고 또, 과학실 이동 수업할 때 아시겠지만 실험실 조교 선생님 계시

면 문이랑 다 열어주시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동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

님이 나중에 와서 문 열어주고 이렇게 하려면 쉬는 시간 과학실 수업하면

쉬는 시간이 아예 없어지죠. 그래서 실험에서만큼은 보조원이 굉장히 중요

한 거 같아요.”

신교사는 과학실험보조원의 부재로 인해 과학교사들 간에 시약과 기구

유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시약을 여러 교사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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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해프닝을 예로 들며, 순환근무제라는 교사 근무 제도의 특성상

학교를 옮기게 되었을 때 과학실험보조원 없이 해당 학교의 과학실이 일

관성 있게 관리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과학실험보조원의 역

할이 단순히 실험 준비와 뒷정리를 위한 보조의 역할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학교 과학 실험실의 관리·운영을 통한 과학실험 수업 활성화을 위

한 촉진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학생들과의 분업

신교사는 실험 준비과정은 혼자 도맡아 했지만, 한 학급에 한 명씩 과

학 도우미를 선발하여 실험 교구 운반 및 실험 후 뒷정리 등을 함께 하

였다. 과학 도우미 활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고,

학생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무능력 및 특기사항에 과학 도우미의 활동

내용을 기재하는 등 학생 참여를 장려하였다. 또한, 수업시간에 의미 있

는 질문을 한 학생에게 포스트잇을 주어 학생이 자신의 질문 내용을 적

고 다시 신교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모아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과학수업 운영에 있어 학생들과의 분업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

하고 수업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 도구(Mediating artifacts): 과학탐구실험 수업과 관련된 자

료 및 도구

(1) 과학탐구실험 수업 활용 자료

신교사는 과학탐구실험 수업을 위해 과학탐구실험 교과서, 교육청 배

포 자료, 과학탐구실험 관련 연수 자료, 교과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실

험 영상, 그 외 인터넷에서 얻은 실험 관련 자료를 활용했다. 신교사는

과학탐구실험 수업을 위한 자료는 충분히 얻을 수 있으나 이를 교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신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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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과학탐구실험 수업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것은 교

과서였으며, 신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활동을 기본으로 변형하여

운영하였다.

(2) 과학실험실 환경 및 실험 기구

과학 실험실의 적절한 실험·실습 기자재와 실험실 환경과 교사의 실험

실 수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과학실험 수업의 질을 좌우하고 학생들의 학

업 및 학습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김명희,

김영신, 2012). 그러나 과학 실험실 설비와 실제를 비롯한 과학실험실 환

경에 대해서는 신교사를 비롯한 우리고등학교 과학교사 3인은 모두 불만

족을 나타냈다. 우리고등학교는 개교한 지 3년이 된 신설학교로서 교육

청의 필수실험 기구 및 설비 요건에 따라 꾸려가는 중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교사는 실험실이 “이제 채워나가야지”라고 표현하며 과학탐

구실험 수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실험 기구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고등학교에 개교부터 근무한 부참여

자인 과학교사는 과학탐구실험 교과가 신설됨에 따라 과학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다고 하지만 실험실 제반 환경의 마련은

결국 교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하였다.

(3) 멀티미디어 도구

한편, 과학탐구실험의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학생의 이해를 돕고 흥미

를 유발하며 구체적 조작 경험과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모형이나 시청각

자료,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인터넷 등의 최신 정보 통신 기술과 기기

등을 과학 실험과 탐구에 적절히 활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a). 자료조사가 이뤄지는 수업에서 신교사는 주로 프로젝션 TV를

사용하여 파워포인트 파일을 공유하였고, 학생들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활발히 수집하였다. 학생들은 컴퓨터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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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수업을 흥미롭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과학 학습에서 멀티미

디어의 활용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

다는 선행연구(안희수, 임혜영, 1999; 유미현, 박현주, 2011)와 유사한 결

과였다. 한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험, 현미경 앱을 활용

한 실험,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MBL 실험 등은 학생들의 관찰, 실

험, 조사 등의 활동 수행에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나(양찬호,

조민진, 노태희, 2015), 우리고등학교에서는 PC나 프로젝션 TV 이외의

다른 스마트기기는 사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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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교사의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모순

모순(contradiction)이란 활동체계를 이루는 구성요소 내, 구성요소들

간, 또한 다른 활동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긴장

을 의미한다. 활동체계에서의 모순은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확장적 전환, 즉 확장학습을 가능케 하여 활동체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

으로 작용하며 이는 CHAT를 통한 분석의 핵심적인 측면이다

(Engeström, 1987; Roth et al., 2009).

신교사의 활동체계를 구성하는 6가지 요소에 따른 분석과 그 특징을

종합해보면, 신교사(주체)는 과학탐구실험 수업에서 학생들의 탐구기능과

탐구역량의 신장이라는 목표를 세워 과학탐구실험 수업(객체)을 운영하

였다. 이 과정에서 신교사는 과학탐구실험 교과의 탐구활동의 특징(객

체), 업무분장 시기(규칙),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의 연계에 대한 상반

된 연수(공동체), 동료 교사와의 공유된 책무성의 부재(분업), 미비한 실

험실 환경에 따른 실험 도구의 준비과정(도구), 평가지침(규칙)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되었다. 신교사가 겪게 된 이러한 갈등은 활동체계의

각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순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모

순을 조명함으로써 신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실행에서 겪는 갈등과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교사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탐구실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밝히기 위해서는 통합과학

의 실행 맥락을 포함한 과학 교수 실행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비교하

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신교사의 활동체계에서의 모순은 크게 통합과학

과 과학탐구실험 실행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모순과 과학탐구실험 실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이적 모순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신교사의 활동체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과학탐구실험 실행 과정에서의 모순으로 구분

하여 논의함으로써 과학탐구실험 교수실행 과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 모순과 그 결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각각의

교수실행 과정에서의 갈등요소에 대한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표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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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표 5> 신교사의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실행 과정에서의 주요 특징

비교

활동체계 요소 세부 내용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주체
(Subject)

교과에 대한
인식

중학교 과학과 비슷한

교과로 인식

초기에 교과에 대한 충분

한 이해 부족

객체
(Object)

탐구실험의
특징

과정과 결과가 명확한

확인실험

교사에 의한 재구성이 요

구되는 실험

교과의 목표 과학 지식 내용의 습득
탐구기능과 탐구역량의 신

장

공동체
(Community)

직무 연수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의 연계에 대한 상반된

내용의 연수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의 연계에 대한 상반된 내

용의 연수

규칙
(Rules)

업무분장
시기 학기 초의 업무분장 학기 초의 업무분장

평가
상대평가

(수행52%+지필48%)

상대평가

(수행80%+지필20%)
분업

(Division of
labor)

동료교사와의
분업 분업의 부재 분업의 부재

도구
(Mediating
artifacts)

과학실험실
환경 및
실험도구

미비한 실험실 환경 미비한 실험실 환경

*음영으로 표시한 글씨는 과학탐구실험에서 발생되는 특이적 모순과 관련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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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실행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모순은 신교사

(주체)와 동료교사와의 공유된 책무성의 부재(분업) 사이에서, 그리고 신

교사의 교과 특성에 대한 인식(주체)과 상반된 내용의 직무 연수(공동

체)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과학탐구실험 실행 과정에서는 교과 특성에

대한 인식(주체)과 업무분장 시기(규칙) 사이에서, 탐구실험의 특징(객

체)과 미비한 실험실 환경과 도구준비 과정(도구) 사이에서, 그리고 과학

탐구실험의 목표(객체)와 평가 지침(규칙) 사이에서 각각 모순이 특이적

으로 발생하였다. <그림 5>는 신교사의 활동체계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나타내며 점선 화살표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실행 전반에서의 모순

을, 실선 화살표는 과학탐구실험 실행에서의 모순을 각각 의미한다.

<그림 5> 신교사의 활동체계 내의 모순



- 52 -

가.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실행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모순

(1) 동료교사와의 분업의 부재 : “마음이 맞는 동료가 있었으면 좋

겠어요.”

신교사(주체)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교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료교사와의 협력이 부재한 것에 대해 지속해서 “답답함”을 언급하였

다. 이는 신교사(주체)와 서로 공유된 책무성(분업)의 부재 사이에서 발

생한 모순이었다.

“학교 상황에 맞추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논

의하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여러 선생님이 만나는 시간을 막 만들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번거롭고 힘

들긴 한데 지금 그냥 제가 오롯이 그냥 책임지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유롭지만, 또 답답하기도 해요.”

신교사는 수업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교사의 필요

성과 동시에 여러 교사가 한 교과를 함께 맡을 때 교사협의회가 이루어

지기 어려운 독립적인 분위기를 언급하였다. 교사협의회는 많은 학교에

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협력적인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드물다(한대동, 2008). 교사들의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업무 분위기는 오랜 시간 동안 교사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조영재, 2016). 그러나 신교사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교과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독립적인 교사 문화를 뛰어넘

는, 교사들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때의 협업은,

여러 교사가 한 교과를 분절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단순한 의미로서의

협의가 아니라, 교사들 간의 상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교사공동체

로서의 활동을 의미한다. 교과에 대한 동료 교사들 간의 긍정적 상호작

용은 좋은 과학수업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이봉우, 2016).

그뿐만 아니라 신교사는 교사들 간의 협업이 교과에 대한 운영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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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과학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계발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강제성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해요. 어쩌면

교사들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되게 최선을 다

해요. 그 상황에서 그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듯

이 자율적으로 맡기면 막 사실은 우리가 어차피 독립된 공간에서 아이들하

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독립적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연수가 있는 거 같고, 그렇게 교사들이 계속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거 같아

요. 그래서 그런 강제성이 저한테는 좀 필요해요. 그걸 같이 실현해볼 조금

귀찮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맞는 동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어

느 정도 저에게 동력이 되어주니까요.”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 상호 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교사 전문성

이 효과적으로 신장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 보다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Darling-Hammond & Richardson, 2009; 곽영순,

김주훈, 2003). 신교사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연구모임 및 연수

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홀로 겪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했으나, 이렇게 교사가 학교에서 떨어져 나와 학습하고 돌아가는 과정에

서 교사의 학습 결과가 교사 ‘개인’ 역량 개발에 머물고 학교의 발전과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심재호 등, 2014). 따라서 학교 ‘안’에서

동료 교사들 간의 상호 협력적으로 구성되는 교사공동체의 분업과 협업

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 밖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교사들

의 역량이 상호 협력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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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의 연계 문제 : “과학탐구실험을 부교

재로 쓸 게 아니더라고요.”

신교사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의 연계 문제와 관련하여 혼란을 겪

었다. 이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두 교과의 특성에 대한 신교사의

충분한 이해의 부족(주체), 그리고 두 교과에 대한 상반된 내용의 직무

연수(공동체) 사이에서 발생한 모순이었다.

통합과학이 지식이나 개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과목이라면, 과학탐

구실험은 탐구활동을 중심으로 한 과목이다. 그러나 두 교과는 동일한

과학교육 목표를 지향하는 필수 이수 과목이면서 동시에 서로 10개의 탐

구활동이 서로 중복된다는 점에서 또한 유사하기도 하다(김주훈, 2018).

실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두 교과에서 중복되는 탐구활동이 서로

연계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교육부, 2015a).

학기 초에 신교사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

므로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

은 비단 신교사에게서만 나타나는 생각이 아니며, 또한 다른 현직 고등

학교 교사들도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김현경, 나지연, 2018). 그러나 신교사는 이후 다른 직무 연수에서 통합

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의 연계에 대한 상반된 내용을 접했다. 어떤 연수에

서는 두 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서로 연계하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연수에서는 과학탐구실험은 과학탐구실험만의 흐름과 이야기, 목표가 있

으므로 통합과학과 연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신교사는 이 연수를

접한 후,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간의 연계에 대하여 혼란을 경험하였

고, 자신이 지금까지 과학탐구실험을 통합과학의 단순히 “부교재”로서

사용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 통합과학하고 과학탐구실험 연수에서 두 개를 연계하는 식

으로 방향을 좀 이끌었어요. 한 선생님이 하면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통합과학에 나온 게 과학탐구실험이 겹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주기율표, 자유낙하, 운동량, 충격량 이런 실험이랑 겹치는 것들이 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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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뒷부분에 신재생에너지 그것도 좀 겹치고.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

하는 생물 그다음에 생태환경 한반도 기후변화 두 개가 꽤 겹치는 게 있어

서 한 선생님이 하면서 이거(통합과학) 그거(과학탐구실험)랑 같이하면 좋

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연수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탐구실험은 탐구실험대로의 주제가 있다는 거죠. 전체 커다란 흐름이 과학

의 본성, 과학의 역사, 과학의 발달과정 이렇게 해서 과거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현재, 그다음에 미래 자원 활용 신재생에너지 이런 식으로 그 나

름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과학을 주로 하고 실험탐구를 부교

재로 쓸 게 아니더라고요. 교과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던 건데….”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을 모두 운영하며 신교사가 겪은 모순은 근

본적으로 두 교과 간 연계의 의미와 범위,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두 교과 간 연계가 가능하고 또한 필요하

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교육부, 2015a; 김주훈, 2018), 연계에 대한 구

체적인 방식은 오직 교사의 역량에 맡겨지고 있다. 직무 연수에서 두 교

과 간 연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신설

교과들은 맡게 된 교사는 그 성격과 내용에 대하여 아직 확고한 생각을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김현경, 나지연, 2018),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

험을 동시에 가르치는 경우 단순히 교재-부교재 관계로서 두 교과 간

연계를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신설 교과 운영 초기부터 두 교과 간 조

화로운 연계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의 연

계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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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학탐구실험 실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이적 모순

(1) 학기초의 업무분장 : “3월에 내던져지죠.”

신교사(주체)는 우리고등학교로 발령받은 직후에 이루어진 2월의 업

무분장 회의(규칙)에서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학

교사들 간의 시수 분배와 조절 과정을 통해 과학탐구실험 교과를 맡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체와 규칙 사이의 모순이 발생했다. 신교사는

이를 “내던져짐”이라고 표현했다.

“이 책의 목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선행되지 않고 우

리는 3월에 내던져지죠. 사실은 2월 중순에 업무분장하면서 갑자기 맡게 되

고 쪼개고 이렇게 되니까요. 처음에는 뭘 하라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하

는 거 같고, 이 교과서가 어떤 의도로 쓰였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개발하고 그런 거가 오롯이 교사의 몫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업무분장은 다소 형평성에 어긋나고 비

효율적일 때가 있다(박성만, 이봉우, 2012; 황희숙, 강재태). 이제 막 중

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입 온 직후에 이루어진 업무분장에서 과학탐구실

험 교과에 대한 업무를 부여받았을 당시, 신교사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

성된 과학탐구실험 교과서의 목적과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고 회상했다. 즉, 신교사는 과학탐구탐구 교과에 대한 내용지식과 교과교

육학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해당 교과를 떠맡게 되었는데, 이

는 선행연구에서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이 우려했던 부분과 일치한다(김

현경, 나지연, 2018). 게다가 독립적인 교사 분위기 속에서 과학탐구실험

교과의 운영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은 “오롯이 교사의 몫”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교사도 하라니까 하고 한 차시니까 어떻게 하긴 하는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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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그런 철학이나 아니면 목표나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

라니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인제 힘들어 보니까 연수를 찾아 듣는 거

고, 그러면서 ‘아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지만, 이미 이제 한 학기

지나간 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거고, 교사 스스로 동기부여는 됐고 당위성이

인지는 됐지만 그게 아이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안 되네요.”

신교사는 과학탐구실험 관련 직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비슷

한 처지의 교사들과 한자리에 모임으로써 고민을 나누고, 운영 방식, 평

가 기준 공유 등을 통해 불안함을 어느 정도 해갈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

다. 그러나 초기에 교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그로 인해 학생들에

게도 교과 수업의 목표와 당위성을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한 것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신교사의 응답은 교사는 수업 방법의 전문가 이전에 교과를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사는 먼저 교과를 충실히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대해야만 그 교과를 잘 가르칠 수 있다(서

근원, 2003).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교과를 이해하기 위한 구조적 여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과를 운영하기에 앞서 신설

교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운영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과 관

련 커뮤니티의 부재는 신교사의 과학탐구실험 수업을 “힘있게 쭉 운영하

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현장 교사들의 필요에 의해 교사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

터 주도되는 개정 방식을 따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에서

일부 교사가 포럼이나 공청회에 참석하였다고 하지만(교육부, 2015b), 현

장 교사들의 개정 교육과정 관련 이해와 공감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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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탐구실험 교과의 탐구활동 특징 : “탐구실험, 어떻게 하라

는 거야?”

과학탐구실험은 학생 중심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며 특히 실험도구

를 사용하는 실험수업의 경우 필연적으로 교사에 의한 실험 준비과정이

요구된다. 신교사가 실험활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수업보다 많

은 준비를 해야 하는 과학탐구실험의 실험활동(객체)과 실험도구의 준비

과정 및 미비한 실험실 환경(도구)의 충돌로 인해 모순이 나타났다.

“처음에 그게 문제였죠. 탐구실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실험도구들을 직

접 해서 꾸려가야 하는데 그게 가장 막막했네요. 그랬던 거 같아요. 그 외

의 것은 사실 크게…. 학생이야 뭐 어디나 똑같을 것이고 수업준비야 항상

하는 거니까 중고등학교 수준의 교과는 준비해서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요.”

신교사는 간단한 실험을 한 시간 운영하는 데도 많은 준비가 요구된다

고 응답했다. 특히 신교사는 과학탐구실험의 실험활동에서 요구되는 실

험도구의 특성을 통합과학의 실험활동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

다.

“통합과학에 나오는 실험은 중학교에 나오는 실험의 연장선인 경우가 많

고, 실험 결과가 명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실험기구대로 사서 할 수

있었어요. 딱 떨어지는 실험이니까 굳이 변형한다면 교과서에 나오는 질문

에서 좀 더 추가해서 물어보는 정도? 근데 과학탐구실험은 실험이 훨씬 다

양하니까 좀 익숙하고 쉽게 살 수 있는 기구 위주로 준비하는 경향이 있어

요. 생략도 많이 하고요.”

신교사는 통합과학의 실험은 잘 알려져 있고, 결과가 명확히 예측되는

확인실험으로 주어진 실험기구대로 준비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과학탐

구실험의 실험은 “정답이 없는” 실험으로 다양한 실험기구들이 제시므로

필연적으로 교사의 선별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학실험보조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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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분업)와 수업에 필요한 실험도구를 대부분 구매해야 하는 미비한

실험실 환경은 신교사로 하여금 “알아서 끌고 가야 하는 버거움”을 경험

하게 했다. 과학탐구실험이 신설되고 필수 이수 교과로 지정되면서 현직

교사들이 어떤 과목보다도 과학탐구실험 교과를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

요함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김현경, 나지연, 2018; 윤지현, 강성주,

2016), 신교사의 사례는 과학 실험실 관리 및 과학실험 운영의 질을 좌

우하는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지원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

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교사는 과학탐구실험 교과서에 여러 가지의 실험이

제시될 때, 그중 하나의 실험만을 선택적으로 운영하거나, 도구의 미비와

준비과정이 복잡하여 수행되기 “어려운” 실험들은 실험의 형태로 수행하

지 않고 모둠 토론의 형식으로 변형하여 운영했다고 언급하였다.

“파스퇴르 실험할 때 스팔란차니하고 니덤하고 대화를 해요. 그때 니덤이

막 있지도 않은 생명 에너지 이런 얘기하면서 뭐 가열하면 그 생명이 탄생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열했을 때는 미생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용어를 도입했을 때 애들이 그 대화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그걸 반증할 수 있는 실험을 계획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실험 준비가

어려워서 애들한테 사고(실험)를 시켰죠.”

신교사에 의한 이러한 탐구활동의 선별 및 재구성은 탐구실험 수업 운

영에 있어 1시간이라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교사의 선별에 의한 재구성

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실험도구 준비의 편의성, 교사가

느끼는 도구의 익숙함 등에 따라 과학탐구실험의 탐구실험 운영의 양상

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도구를 비롯한 실험실 제반 환경이 수업의 구성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요구를 만족하는 적

절한 수준의 환경 및 실험도구의 확보는 과학 학습을 위한 선결 요건이

다(김명희, 김영신, 2012). 뿐만 아니라 도구는 기존의 학습이론에서 말하

는 교사의 지식을 학습자에게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의 위

치가 아니라 과제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사고를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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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능을 한다(김종백, 조형정, 2007). 즉, 실험활동에서의 도구는 단

순히 도구 조작과 사용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 구

성을 변화시키고 학생의 사고를 매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탐

구실험 수업을 위한 충분한 실험실 제반 환경의 구축 및 실험도구의 적

절한 보급과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과학탐구실험에 대한 평가 지침 : “이런 잣대로 평가하는 게 맞

나?”

신교사가 설정한 과학탐구실험 수업의 목표(객체)는 외부로부터 주어

진 상대평가 지침과 수행평가를 위한 평가척도 마련(규칙) 과정 등과 충

돌하면서 신교사의 과학탐구실험 평가과정에 모순이 발생하였다.

신교사는 과학탐구실험의 수행평가 점수의 비율을 전체의 80%로 설

정하고, 나머지 20%는 지필평가로 설정하였다. 신교사가 지필평가에 비

해 수행평가 점수의 비중을 지필평가에 비해 높인 까닭은 신교사 스스로

가 과학탐구실험 교과의 목적이 실제 수행으로서 달성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과학탐구실험 교과는 다른 과학 교과들보다 학생 활

동 중심의 탐구를 강조하는 교과이다(교육부, 2015b). 신교사는 통합과학

에서도 수행평가의 비중을 52%로 할 정도로 학생들의 수행을 평소 중요

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신교사는 과학탐구실험의 수행평가 과정에

있어 학생들에게 후하게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능

력과 과학적 태도를 신장시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

극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신교사는 학생들이 과

학탐구실험 수행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거나, 이전 과제물을 제대로 수정

해 오거나, 앞선 수행보다 더 나은 수행을 보이면 대체로 점수를 잘 주

었다고 언급하였다.

“취지 자체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체험하고 참여를

봤었고, 그러면서 최대한 과정에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은 그냥 거의 다 만

점을 준거죠. 애들이 수정해 오거나 이전보다 잘했거나 하면 점수를 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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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 20점 가지고 그 평가가 갈리더라고요.”

신교사는 학생들의 수행을 강조하기 위해 지필평가의 비율을 낮추었지

만, 실제로는 20% 비중의 지필평가에 의해 성적이 변별되는 결과가 나

타났다. 신교사는 “이 교과(과학탐구실험)를 이런 잣대로 평가하는 게 맞

나?”라고 하면서 과학탐구실험의 지필평가에 따른 성적 변별에 대해 갈

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신교사는 다양한 탐구활동의 수행평가를 위

한 “객관적인” 평가척도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실험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그거를 다 제가 채점하려면 세세하게 루브

릭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었던 거죠. 자신이 없다

고 해야 하나? 선생님들이 보통은 이제 부담되는 거죠. 나의 객관성, 객관

성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실제로 많은 교사가 과학탐구 평가 관점과 척도 개발에서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박성만, 이봉우, 2011; 손연아, 김란이, 남믿음, 손에녹, 문성채,

김동렬, 2014), 특히 탐구실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루브릭의 개발

과 적용은 미비한 실정이다(이효녕, 이유정, 이현동, 2017). 교육과정 상

에서 과학탐구실험 교과의 평가 방향에 있어 과학의 핵심 개념의 이해,

과학의 탐구능력, 과학적 태도, 과학과 핵심 역량 등을 균형 있게 평가하

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이들 영역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교육부, 2015a).

신교사의 사례와 같이 평가에 대한 모순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이효녕 등, 2017). 이러한 평가 기준은 학생들의

탐구 결과가 아니라 탐구 ‘과정’ 자체가 중요시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참

여를 독려하고 동시에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탐구실험의 특수성이 고려된 과정 평가 체계에 관한 연구와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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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교사에 의한 우리고등학교의 과학탐구실험 실행을 하나의

사례로 CHAT의 관점에서 과학탐구실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체

계의 요소들과 그 사이의 모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과

학탐구실험의 현장 운영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향후 과학탐구실험

교과의 성공적인 정착과 과학탐구 교육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신교사의 사례를 통해 교사를 둘러싼 활동체계의 요소들이 교사의

구체적인 수업 운영과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를 둘러싼 맥락적 조건들이 교사의 행위와 실천의 성격과 질을

좌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소경희, 최유리, 2018).

연구 결과, 신교사가 신설된 과학탐구실험을 전담하고 운영하는 과정

에서 활동체계의 요소 사이에 다양한 상호작용과 모순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통합과학 및 과학탐구실험의 교수 운영 전반에서는 신교사의 협

력에 대한 인식(주체)과 동료교사와의 공유된 책무성의 부재(분업) 사이

에서, 그리고 교과 특성에 대한 인식(주체)과 상반된 내용의 직무 연수

(공동체) 사이에서 각각 모순이 발생하였다. 과학탐구실험 교수 실행 과

정에서는 교과 특성에 대한 인식(주체)과 업무분장 시기(규칙) 사이에서,

과학탐구실험의 실험활동(객체)과 실험도구(도구) 사이에서, 그리고 과학

탐구실험의 목표(객체)와 평가에 대한 지침(규칙) 사이에서 각각 모순이

특이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과학

탐구실험 수업 실행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활동체계가 조성되기 위

한 지원과 구조적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사들 간의 협업이 강조되어야 한다. 신교사는 과학교수 전반에

서 과학 교사들의 독립적인 업무 분위기(공동체), 동료교사와의 공유된

책무성의 부재(분업)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분업 요소에서 나타난 이

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동료 교사들 간의 상호

협력적으로 구성되는 교사공동체의 분업과 협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연구 및 연구모임뿐만 아니라 학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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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교사들의 역량이 상호 협력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의 연계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의

제공이 요구된다. 신교사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의 연계성(객체)에

대한 상반된 내용의 연수로 인해 혼란을 경험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두 교과 간 연계가 가능하다고만 표현했을 뿐 구체적인 방식은

교사의 역량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무 연수에서조차 두 교

과 간 연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개

정 교육과정에 의해 신설된 과학 교과들을 맡게 된 교사들은 그 성격과

내용에 대하여 아직 확고한 생각을 갖지 못할 수 있다(김현경, 나지연,

2018). 따라서 신설 교과 운영 초기부터 두 교과 간 조화로운 연계를 가

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교과의 연계적 운영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자,

교과서 집필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과

학과 과학탐구실험의 조화로운 연계를 꾀함으로써 과학탐구실험이 통합

과학의 부교재로 전락하지 않으면서 정착·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과학탐구실험에 대한 교원들의 공감과 이해도를 재고하기 위한

노력이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업무

분장 시기 등 학교 운영체제의 구조적 여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신교사

는 업무분장(규칙) 직후에 과학탐구실험 교과에 “내던져짐”을 경험하였

다. 이는 신설교과인 과학탐구실험 교과를 이해하기에 학교의 구조적 여

건이 선행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운영 있어 업무

분장의 시기를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설교과의 경우

도입 및 업무분장 이전에 현장 과학교사들을 위한 충분한 공감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과학탐구실험의 다양한 탐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실험보조원

확충 및 과학 실험실의 제반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신교사는 과학실험

보조원의 부재(분업)와 수업에 필요한 실험도구를 대부분 구매해야 하는

미비한 실험실 환경(도구)으로 인해 과학탐구실험을 “알아서 끌고 가야

하는 버거움”을 느꼈다. 특히, 신교사의 사례는 도구를 비롯한 실험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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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환경이 수업의 재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써 과학탐구실험 수업

운영의 질을 좌우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도구를 비롯한 실험실 제

반 환경이 수업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의 요구를 만족하는 적절한 수준의 환경 및 실험도구의 확보는 과학 학

습을 위한 선결 요건이다(김명희, 김영신, 2012). 따라서 과학탐구실험 수

업을 위한 충분한 실험실 제반 환경의 구축 및 실험도구의 적절한 보급

과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섯째, 과학탐구실험의 과정 평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교사는 과학탐구실험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이를 평가

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 개발의 어려움과 상대평가 지침(규칙)의 충돌

로 모순이 발생했다. 과학탐구실험의 평가 기준은 학생들의 탐구 결과가

아니라 탐구 ‘과정’ 자체가 중요시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동시에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탐구실험

의 특수성이 고려된 과정 평가 체계에 관한 연구와 개발 및 보급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그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도구로 루브릭의 개발과 적용이 제안될 수 있다(이효

녕 등, 2017). 루브릭은 학생들의 수행과정이나 결과물의 수준을 판단하

기 위해 평가 준거와 이에 따른 수행 수준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한 평가척도로써 수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학습자에게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Arter & McTighe,

2001).

본 연구는 그간 탐구 및 실험중심의 교육이 미비했던 고등학교 현장에

과학탐구실험이 신설 도입됨에 따라 교사의 실제 운영과 그 과정에서 발

생하는 모순을 활동체계의 요소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특

히, 과학탐구실험이라는 신설교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둘러싼

문화적, 구조적 요인들과 활동체계 요소들의 연관 속에서 발생하는 모순

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개정과 정책이

추구하는 변화에 대해 교사의 능력 증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활

동체계 요소의 측면 즉 교사가 놓인 문화적, 구조적 맥락 조건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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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과학 교육에서 탐구는 과학 학습의 핵심이다

(NRC, 1996). 과학탐구실험 교과가 과학탐구 위주 교육을 위한 발판이자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과학 교사들의 과학탐구실험 탐구활동 실천을 돕

는 학문적, 제도적 지원과 정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단일 사례연구로서 과학탐구실험의 운영과 실행에 관련된

심층적인 조사를 그 목표로 하였으므로 과학탐구실험 실행을 위한 교사

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 학생의 경험 및 교육적 효과 등으로 확장하여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제안될

수 있다. 첫째, 수업의 전반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그 안의 학생들과의 상

호작용, 학생들 간의 담화 등 구체적 수업의 장면들과 다양한 환경과 맥

락에서 이루어지는 과학탐구실험 수업의 특징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둘

째, 과학탐구실험 교과를 수강하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적 역량

을 비롯하여 과학적 태도, 과학탐구능력, 과학에 대한 흥미 등 다양한 교

육적 효과들에 대한 통계적 방법론에 기반을 둔 확인적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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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cience Inquiry Experiment' has been newly introduced in

the high school curriculum, where inquiry and experiment oriented

education was in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eacher’s

practice of ‘Science Inquiry Experiment’ in depth and identify

contradictions during its process in the perspective of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CHAT). The research participant is teacher

SHIN who i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Science Inquiry Experiment

at a high school in Gyeonggi province. Starting with reflection on the

practice of Science Inquiry Experiment class conducted in the first

semester,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participatory observation and

local materials were used during 2nd semester's Science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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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class. A descriptive analysis of the teacher SHIN's

practice of Science Inquiry Experiment was carried out and the

contradictions in the activity system of the teacher SHIN were

identified. The result reveals that in the overall practice of teaching

Integrated Science and Science Inquiry Experiment, there were

contradictions between teacher SHIN’s recognition about

cooperation(subject) and shared responsibility with other

teachers(division of labor), and between teacher SHIN’s recognition

about the subjects(subject) and contrasting contents in teacher

training courses(community). In the practice of teaching Science

Inquiry Experiment, there were specific contradictions between teacher

SHIN’s recognition about the subject(subject) and time of job

assignment(rule), between experimental activities(object) and

experimental tools(tool), and between purpose of the subject(object)

and directions about assessment(rule). These contradictions influenced

the practice of teaching Science Inquiry Experiment directly or

indirectly. There needs to be support for constructing an activity

system capable of supporting and promoting teachers’ practice of

Science Inquiry Experiment, and we made several suggestions to

resolve the problems.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focused on the

contradictions arising from the interaction of the elements of the

activity system of cultural and structural factors surrounding the

teacher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new subject of Science

Inquiry Experiment.

keywords : Science Inquiry Experiment, Cultural-Historical

Activity Theory(CHAT), Activity System,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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