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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자는 상급 학교의 입학시험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수업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지향하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신념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학교에서 이루어

지는 좋은 수업은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 학부모, 교육연구자 등 모두가 

원하는 것이기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반 교육 분야나 교과 교육 분야에

서 좋은 수업, 좋은 과학 수업, 좋은 물리 수업 등 여러 형태와 방법으로 

연구와 자료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좋은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 

현대 사회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있어 진리를 추구한다고 언급을 

하지만, 실상 학교에서는 단편적 지식이나 단순한 흥미를 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좋은’ 과학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과학 수업 자체를 사

랑1)(Palmer, 1993)하는 수업이라 정의한다. 이 수업은 수업주제를 중심으

로 수업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 고려를 하는 수업이다. 예

를 들어 자연에 관한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연의 실재를 탐구하기 위

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진리의 커뮤니티와 같은 수업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을 파악하

고 인식의 변화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수업 실천을 분석하여, 인식과 수업 

실천 사이의 관계와 예상되는 간극의 원인을 찾고 해소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시기별 인식의 특징은 어떠한가? 둘째, ‘좋은’ 과학 수

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좋

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이 존재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

인가? 넷째, 예비교사들은 인식과 실천의 간극 해소방안으로 무엇을 제안

1) 본문 p.p. 29∼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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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18년 1학기에 서울 소재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에 

교육실습 준비를 위해 개설된 <물리교수법> 강의를 수강한 예비교사 6명

이다. <물리교수법> 강의에서는 예비교사들에게 ‘좋은’ 과학 수업을 제

안하였고 ‘좋은’ 과학 수업의 조건, 특징 및 개념 등을 관련 문헌을 통

해 예비교사와 교수자, 수업 조교를 맡은 현직 교사가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수업 동영상 및 사례집 등을 활용하여 ‘좋

은’ 과학 또는 물리 수업의 사례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

업에 관한 깊은 이해를 갖도록 시도하였다. 해당 강좌가 진행되는 학기 전

반에 걸쳐 설문 응답지를 수집하였다.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기 초에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와 세 차례에 걸쳐 수집된 반성적 실천 기록지, 그

리고 매주 예비교사의 생각을 기술한 주간보고서가 주요 자료이다. 학기 

중에는 조별 수업 시연과 개인별 수업 시연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반성적 

평가 및 논의를 통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이 형

성되도록 하는 과정에서도 심층적인 면담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기 말에는 

예비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현장에서의 적용을 교육실습을 

통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육실습 전후로 이루어진 심층 면담 자료를 수

집하였다. 또한, 강의 시간마다 예비교사, 교수자, 수업 조교 및 현직 교사

인 동료 연구자들과의 논의 과정에 기록된 연구자들의 관찰 기록지 및 녹

음 자료,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 시연 녹화 자료 등 강좌 진행 중에 생성된 

다양한 자료를 함께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역적 내용 분석 및 매트

릭스 분석을 통해 질적으로 분석되었다. 이때,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

하기 위해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을 개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와 동

료 연구자, 과학교육 전문가들과의 끊임없는 논의와 검토를 통한 해석학적 

순환 과정을 거치며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의 첫째 결과는 학기 초 예비교사들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은 도구적 또는 기술적 관심(Eger, 1989) 측면에서 호기심이나 유용성

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 요소 간 통합도(왜, 누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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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등)에 관해서는 부분적 고려 또는 연결성 고려의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학기 중간에는 예비교사들의 인식이 자연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를 숙고해야 하며, 수업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교육실습을 마치고 돌

아온 후에도 여전히 수업에 관한 사랑의 지향과 수업 요소의 통합적 고려

를 추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학기 말에도 유지되

는 것 이상으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연구의 

둘째 결과로, 예비교사들은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해 인식하는 만큼 수

업 실천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비교사들의 실제 수

업 실천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그들의 인식과 달리 도구적인 관심 

측면에서 호기심이나 유용성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수업 요소

의 연결 측면에서는 부분적 고려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이러한 간극은 학기 말에 줄어드는 양상

을 보였다. 연구의 셋째 결과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이 예비교사들이 겪는 여러 차원의 어려움 때문으로 나타났다. 수업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했을 때, 예비교사들은 수업의 지향과 수업주제의 의

미화 등 개념 이해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즉, 예비교사들은 

‘좋은’ 과학 수업을 실천으로 구현할 때, 이 수업을 왜 해야 하는지

(why)에 관한 수업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였고, 무엇

을 가르쳐야 하는지(what)에 관한 ‘수업주제의 의미화’를 어려워하였다. 

또한, 수업에서 어떻게(how)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보였

으며, 수업의 주체인 교사 자신(who)을 수업 상황과 연결 짓지 못하는 모

습을 보였다. 또 다른 수업의 주체인 학생(whom)을 단순히 지식을 이해시

켜야 하는 대상으로만 고려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어려움을 겪은 예비교사들은 ‘좋은’ 과학 수업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 하였다. 시간(when)과 관련해서는 한정된 

수업 시간이 다른 수업 요소들과 관련되어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

는데 있어 어려움의 원인이었다. 또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 

분석 결과, 예비교사들은 학교 환경 등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wher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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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수업을 실천하는 과정에

서도 장소에 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의 넷째 결과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할 때 겪는 예비교사들의 어려움 해소방안을 4

가지 차원으로 도출하였다. 이는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에 

관한 원인을 분석하여 예비교사들의 어려움을 예비교사 차원, 사범대학 차

원, 부설 학교 차원, 사회적인 차원 등으로 범주화하였고, 이 범주들을 기

준으로 각 차원에 따른 해소방안을 도출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예비교사들은 학기 중,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이 이루어진 후에 교육실습을 경험한 학기 말에도 ‘좋

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이 학기 초 때의 인식으로 회귀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비교사들이‘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변화된 인식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

천의 간극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교사

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실습을 경험하는 동안 ‘좋은’ 과학 수업에 관

한 인식이 지속한 것 이상으로 오히려 ‘좋은’ 과학 수업 실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변화된 인식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에 관한 원인 분석 결

과와 관련지어 예비교사들이‘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는데 겪는 어려

움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주요 4가지 차원으로 범주화하여 구체적으로 제

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과 그 사례

를 바탕으로 향후 ‘좋은’ 과학 수업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가능성에 관

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한다.

주요어 : 좋은 과학 수업,‘좋은’과학 수업,‘좋은’과학 수업 분석 틀,  

         예비 물리 교사의 인식과 실천, 교육실습, 교사 교육

학  번 : 2003-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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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과학의 발달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의 가속화와 함께 

미래 교육에 관한 논의가 많은 시대이다. 본 연구자는 미래 교육에 관련하

여 “우리 아이들의 세계를 넓혀 줄 의미 있는 목적 없이는 학교 교육은 

종말(End)2)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Postman(1999)이 교육의 목적에 관하

여 시사한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학교 교육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

이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 나가느냐에 그 목적을 두

어야 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 관한 사람들의 의견

과 제안을 분석해보면 내용 대부분이 교육의 목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

단으로서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Neil Postman, 1999).

따라서 상급 학교의 입학시험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수업이 아니라 교육

의 본질적 가치를 지향하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해 연구해야 한다는 

신념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수업은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 학부모, 교육

연구자 등 모두가 원하는 것이기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반 교육 분야나 

교과 교육 분야에서 좋은 수업, 좋은 과학 수업, 좋은 물리 수업 등의 명칭

으로 여러 형태와 방법으로 연구와 자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Zemelman, Daniels, & Hyde, 1998; 조난심, 2001;  강대현, 2002; 곽영순, 

김주훈, 2003; 서경혜, 2004; Meyer, 2004; 권성연, 2010; 조규진, 김도기, 김

2) Postman(1999)는 그의 저서 [End of education]에서 end를 이중적인 의미

로 사용하였다. Postman은 교육이 왜 실패하는가를 주장함과 동시에 교육의 

목적을 제시하고 싶었다. 즉, end는 종말,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목적이라

는 의미로도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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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2011; Borich, 2011; 양재웅, 2014; 조현철, 서연희, 2015; 신원석, 이

용진, 문은경, 2018). 그러나 좋은 수업에 관한 끊임없는 국내외 연구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업에 관한 정의가 하나로 규정되지 못하고 다양한 관점

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 현대 

사회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있어 진리를 추구하는 듯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 학교에서는 단편적 지식이나 단순한 흥미를 추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Brophy & Porter, 1987; 이화진, 200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강대현, 2002).

한편, 학교 교육을 논함에 있어 예비교사 교육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자

명한 일이다. 그러나 예비교사를 둘러싼 많은 현안들이 문제들로 지적되고 

있으며(박상옥, 2003; 정진곤 외, 2004; 서경혜 외, 2006), 예비교사들의 교

육실습에 관한 연구도 부족하다(조경원, 2004; Kim, 2005; Kang, 2009). 그

러나 예비교사로서 경험한 교육의 질과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의 기본적 

토대를 제공하기에(조경원, 2004; Day, 2011) 교육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에게 본질적 가치를 지향하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안내를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교사의 변화는 교사의 삶의 일생에 걸쳐 일어난다. 어떤 계기로부터 교

사의 수업에 관한 가치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그로부터 교사의 교

육에 관한 목적이 바뀌기도 한다(김영춘, 2017). 이러한 교사들의 경험으로

부터 추구되는 본질적 가치 추구에 관한 깨달음을 예비교사 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들에게도 ‘좋은’ 과학 수업의 가체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적 논의에서는 좋은 수업,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과학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

는지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좋은’ 과학 수업의 특징과 지향 및 수업 요

소의 통합에 대하여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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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오지

은, 2017; 이경호 외, 2016) 및 본 연구의 기초연구에 해당되는 선행연구(이

경호, 김홍빈, 이성은, 이은예, 2018; 김홍빈, 이경호, 이은예, 이성은,  

2018)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중 오지은(2017)의 연구는 좋은 교사와 좋은 

과학 수업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답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과학교사가 수

업주제를 의미 있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관한 수업 사

례분석 연구이다. 오지은(2017)의 연구에서 Palmer(1998)의 훌륭한 교사는 

그들 자신, 학과, 학생들을 촘촘한 거미줄처럼 엮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하

나의 세계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가르치며, 이런 엮음의 방법은 교사마다 

다르다고 한 것에 주목하였다. 오지은(2017)의 연구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위해 교사, 학생, 수업주제, 교과가 상호 긴밀하게 관계를 맺도록 돕는 과

정에서 수업주제가 학생과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학생

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과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

이 세상을 보는 시을 달라지게 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Palmer(1998)의 관점으로부터 오지은의 연구는 수업주제, 

교사, 학생, 과학 간의 관계가 풍성해 질수록 이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 학생과 수업주제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수업주제가 의미 

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지은의 연구로부터 본 연구와 관련하여 

‘수업주제’에 관한 시사점을 얻었다.

김홍빈 외(2018)의 연구에서는 ‘좋은’ 과학 수업 실천을 위한 핵심적

인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수업주제의 의미화 과정을 중심으로 예비 과학교

사들의 도전 과정을 알아보았다. 김홍빈 외(2018)의 연구에서는 수업주제

를 향한 예비교사들의 고민과 예비교사들의 수업주제의 의미화 과정을 파

악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한 본질적이고 실존적

인 대답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자 함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김홍빈 외(2018)의 연구는 본 연구

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들의 ‘좋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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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고 그것을 수업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관한 선행 연구이다.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이경호 외, 2016; 오지은, 2017; 

김홍빈 외, 2018; 이경호 외, 2018, 이경호 외 2019)의 연구가 본 연구에 시

사하는 바는 크게 3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는 예비교사들의 변화와 

성장의 모습에 관한 것이다. 이 변화와 성장은 예비교사들이 교사로서 처

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 깨닫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수업주제

와 예비교사 자신과 학생의 삶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수업주제에 관한 의미화의 과정에서 수업주제를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

한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수업주제와 자연의 실재와의 연결을 시도하게 

되었고, 수업주제와 과학의 본성, 즉 과학의 일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

도하게 변화하는 수업주제의 의미를 확장하고자 하는 도전의 모습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김홍빈 외(2018)의 연구에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이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좋은’ 과학 수업에 있어서 ‘좋은’ 과학 교사의 역할

이 결정적인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좋은’ 예비 과학 교사 교육 문제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김홍빈 외, 2018). 이경호 외(2018)의 연구에서는 <물리

교수법> 강의를 수강한 예비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자는 이경호 외(2018)

의 연구결과로부터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이 발전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경호 외(2018)의 연구에서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만을 분석하였기에 이러한 인

식 변화가 예비교사의 수업 실천에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관한 연

구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느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분석과 본 연구의 기

반이 되는 사전 연구(김홍빈 외, 2018; 이경호 외, 2018)를 발전시켜 예비교

사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이해와 실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3단계의 과정으로 첫째 연구를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오지은, 2017; 김홍빈 



- 5 -

외, 2018; 이경호 외, 2018)에 관한 이론적 고찰의 과정에서,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좋은’ 과학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과학 수업 자체를 사랑3)(Palmer, 1993)하는 수업이

다. 이 수업은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 고려를 하는 수업이다. 예를 들어 자연에 관한 본질적인 관심을 가

지고 자연의 실재를 탐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진리의 커뮤니티

와 같은 수업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는 교육실습 전 예비교사들에게 이러

한 ‘좋은’ 과학 수업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논의한 <물

리 교수법, 2018> 강의를 통하여 예비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교수 활동 후 그로부터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천에 관한 다

양한 자료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로 예

비교사로부터 얻은 자료들을 분석하여,  예비교사들의 각 시기별(학기 초-

강의 수강 전, 학기 중-교육실습 직전, 학기 말-교육실습 후) ‘좋은’ 과

학 수업에 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로, 김홍빈 외(2018)의 연구에서는 ‘좋은’ 과학 수업을 예비교사

들이 실천함에 있어, 예비교사들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

었다. 예비교사가 자신의 삶과 수업주제가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 파악하

기 어려워하였으며,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학 지식을 의미 있는 수업주제로 

파악하는 것에 관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단순 지식 습득 위주의 내용과 국가 교육과정의 연결성 고려를 어려워하

였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이 왜 발생하는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오선아와 

이순덕(2011)의 연구에서 인식론적 신념 수준이 낮은 교사와 예비교사가 

교과내용을 잘 전달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한편, 인식론적 신념 수준에 

3) 본문 p.p. 29∼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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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교사의 교육적 실천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연구들(Soloman, & 

Battistich, 1996; Cunningham, & Fitzgerald, 1996; Valanides, & Angeli, 

2005)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예비교사

의 인식론적 신념을 이해하고(Windschitl, & Andre, 1998; Hofer, 2004; Gill, 

Ashton, & Algina, 2004), 그에 따른 좋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봉우(2016)는 교

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과학 수업’과 ‘경험한 좋은 과학 수업’의 차

이가 나타난 것은 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업의 모습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그리고 있는 것이 큰 요인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

와 관련한 사전 연구(김홍빈 외, 2018; 이경호 외, 2018)에서는 예비교사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에 있어, 사랑의 지향과 통합적 고려의 구

체적인 모습을 생각하여 언급하지 못한 예비교사는 ‘좋은’ 수업을 실천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

구 문제 2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좋은’ 과학 수업을 이해하고 시도하고자 하는 많은 교사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즉,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

의 인식이 성공적으로 변화한 후, 이 인식의 변화가 수업 실천으로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의 특징은 어떠한지 

살피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셋째로, 선행연구를 분석 결과, 예비교사들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

한 인식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인식을 수업 실천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

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은 그 원인이 예비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업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구현할 때 여러 가지 차원의 어려움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에서 나

타나는 각 예비교사의 어려움의 특징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 결과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수업 실천을 어려워하는 것의 해소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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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되며, 이것이 사범대 차원과 교육실습이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에

서의 지원책으로 확장되어 연구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한다. 또한, 이봉우(2016)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인식한 좋은 수업과 경험한 

좋은 수업 사이에 차이에서 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과학 수업 사례의 발굴과 상호작용이 

강조된 수업의 지원 등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며 과학 교사들을 위한 좋은 

과학 수업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을 지적하

기도 하였다. 이에 연구 문제 3은 연구 문제 1과 연구 문제 2의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

의 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소 방안을 도출

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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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을 파악하고, 인

식의 변화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수업 실천을 분석하여, 예비교사들의 ‘좋

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 사이의 관계와 예상되는 간극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항목화한 연구 문제를 가지

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문제 1.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시기별 인식의 특징

은 어떠한가?

첫 번째 연구에서는 교육실습 전 예비교사들에게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이해와 실천을 강조한 ‘물리 교수법’ 강의를 통하여, 자연을 향한 

본질적인 관심(가치추구)과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 간의 통합을 

‘좋은’ 과학 수업의 특징으로 소개하고, 수업 시연 분석 및 논의 후 교

육실습을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예비교사들의 각 시기별(학기 

초-강의 수강 전, 학기 중-교육실습 직전, 학기 말-교육실습 후)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 2.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실천의 

관계는 어떠한가?

예비교사의 인식 변화는 그것이 수업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치

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사전 연구(이경호 외, 2018)에서 예비교사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예비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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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이 있다는 것과 나아가 ‘좋은’ 과학 수업을 실

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 문제 2에서

는 ‘좋은’ 과학 수업을 이해하고 시도하고자 하는 많은 교사들의 어려

움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연구 문제 1을 바탕으로 ‘좋은’ 과학 수

업에 관한 인식이 성공적으로 변화한 후, 이 인식의 변화가 수업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 관계의 특징은 어떠한

지 살피는 것이다.

연구 문제 3.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이 존재한다

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세 번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 1과 연구 문제 2에 관하여 진행된 ‘좋

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 사이의 관계로부

터 그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과 예비교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연구이다.

연구 문제 4. 예비교사들은 인식과 실천의 간극 해소방안을 어떻게 제안하

는가?

네 번째 연구에서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

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을 4가지 차원으로 범주화한 것을 바탕으로, 먼저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 해소방안에 관한 예비교사의 제안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

천의 간극 해소방안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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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1. ‘좋은’ 과학 수업

본 연구에서 ‘좋은’ 과학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과학 수업 자체를 사

랑(Palmer, 1993)하는 것이다. 이 수업은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들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 고려를 하는 수업이다. 예를 들어 자연에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연의 실재를 탐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하

는 진리의 커뮤니티와 같은 수업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과학 수업 자체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교사의 수업 목

적이 바로 그 수업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이 수업을 받는 목적

이 수업을 수단으로 하여 다른 무엇(단순한 호기심이나 단편적 유용성 등)

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그 자체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예; 수업

에서 제시하는 주제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업의 요

소가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 이는 Palmer(1993)의 지식의 원천 3가지

와도 연결되며 결국, ‘좋은’ 과학 수업의 하나의 예는 진리의 커뮤니티

이다(오지은, 2017).

본 연구에서 ‘좋은’ 과학 수업은 선행연구(이경호 외, 2018)의 ‘좋

은’ 과학 수업에 관한 정의4)를 기본으로 하여 이를 보다 간략하고 명료

4) 여기서는 ‘좋은’ 과학 수업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한다. 첫 번째는 가치 측

면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기존의 명제적으로 진술된 기능 중심의 정의를 넘어

서 과학 교과에 내재된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업을 ‘좋은’ 과학 수업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치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좋은’ 과

학 수업은 다음과 같다. 수업이 개인의 욕망(유용성)이나 쾌락을 위한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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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정의하고자 하였다.

1.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로 서울시 소재의 사범대학에 개설된 교육

실습 준비를 위한 ‘물리교수법’ 강의 수강생 4학년 학생 6명을 대상으

로 하여 질적 내용 분석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의 전

형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의 

예비물리교사에 관한 결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을 

보다 다양화하여 동일한 연구를 수행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추가

적인 사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에게 교육실습 준비를 위하여 3개월 동안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강의가 이루어 졌다. 3개월은 비교적 짧은 시

간으로, 이 기간 동안 예비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업을 충분히 이해하

로써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수업 그 자체를 사랑하

여 수업에서의 인식대상과 주체를 비롯한 제반 요소 들 간의 상호의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더불어, 수업자체를 사랑하는 것

은 수업의 외적 측면보다는 수업에 내재된 본질에 관한 관심 (본질적/우주론적 

관심)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반면, 유용성이나 호기심 등과 같은 지향은 수업

을 자신의 욕망이나 쾌락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하는 도구적 관심과 관

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좋은’ 과학 수업을 정의하는 두 번째 측면은 

수업에 관한 총체적 시각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과학수업을 구성하는 수업의 

제반 요소들 간의 통합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 측면에서 과학수업을 바라보

면, 과학수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개별적,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는 상

태에서, 각 요소들 간의 연결이 나타나는 상태를 넘어서, 수업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의 제반 요소들이 전체적이며 역동적인 관계를 갖는 상태를 ‘좋

은’ 과학수업이라고 정의한다(이경호, 김홍빈, 이성은, 이은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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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면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범대학 전체 교육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에게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단계적인 안내를 통

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분석과정에서 예비교사 K는 자신의 수업에 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매우 감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가 학생 사이의 양방향의 연결성을 볼 수 있었던 사례이다. 이

러한 결과 분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관계에 관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였다. 즉, 본 연구는 ‘좋

은’ 과학 수업을 시도하는 교사의 수업에서, 학생의 반응을 탐색하기 위

한 다양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한 학생

과 관련된 연구로서는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다룸

에도 수업에서 중요한 요소인 평가 측면에 대하여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발전시켜 

‘좋은’ 과학 수업 루브릭으로 활용한 교사들의 메타적인 평가나 ‘좋

은’ 과학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인식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

다.

다섯째, 본 연구는 일반화되어 정의된 좋은 과학 수업이 아니라 연구자

의 한정된 ‘좋은’ 과학 수업의 정의와 특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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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논의

2.1. 선행연구 분석

이번 절에서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좋은 수업, 좋은 과학 수업

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그것으로부터 본 연구에서의 ‘좋은’ 과학 

수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1.1. 좋은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좋은 수업은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 학부모, 교육연구자 등 모두가 원하

는 것이기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반 교육 분야나 교과 교육 분야에서 꾸

준히 좋은 수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국내외 좋은 수업

의 정의와 특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학문적 접근이나 

해석은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신원석, 이용진, 문은경, 2018)가 있다. 또

한, 국내의 좋은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좋은 수업의 특징을 도출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으며, 실제 수업에서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구성 및 실천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좋은 수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개괄을 통하여 좋은 

수업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우선적으로 선행연구들에서는 개인과 사회,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좋은 수업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국내외 연구에서도 다양

한 관점에서 좋은 수업을 정의 내리고 있다. 이화진 외(2001)의 연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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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

하여 그 결과, 중학생들은 ‘재미있는 수업’,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보았다.  조난심(2001)의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한 좋

은 수업의 의미를 논의 하였는데, 좋은 수업의 정의에 있어 수업 내용, 방

법, 평가, 환경 모두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좋은 수업의 정의를 내렸다. 이 

밖에도 좋은 수업에 관한 연구로 학습자 흥미를 중시한 수업(한국교육과

정평가원, 2001), 학생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며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

을 제공해주는 수업(강대현, 2002), 학습자의 지적, 정서적 만족과 발달을 

일으키고 구성원간의 소통이 강조되는 수업의 요소를 기준으로 한 수업

(조규진 외, 2011)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좋은 수업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을 종합해보면, 표Ⅱ-1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기

존의 좋은 수업에 대한 특징과 정의는 학습자의 지식 이해와 흥미에 집중

되어 있다. 그러한 학습이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수

업에 있어 교사는 어떠한 가치를 지녀야 하는지, 수업주제는 학생과 어떻

게 관련이 되는지,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등은 논의는 매

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는 좋은 수업의 특징과 그 수업 사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좋은 수업의 개념을 연구자

들이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해 낸 연구자의 정의를 현장의 상황에서 다

시 좋은 수업의 특징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름(서경혜, 2004)에 불과하며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어떠한 수업이 좋은 수업인지 평가하는 기준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서경혜(2004)는 좋은 수업을 보는 관점으로 전달, 구성, 관계, 결과라는 네 

가지 관점을 도출하였다. 이때 이론적 논의에 있어 구성주의 관점의 수업

을 좋은 수업이라 하였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 내용에 관한 효과적인 

전달에 주안점을 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서경혜(2004)는 이러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관점의 차이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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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현장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요구

됨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좋은 수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학교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 현장에서

의 요구 또한, 이론적 논의에 포함 시켜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을 예비교사와 학교 현장에서 수업 실천으로 실행해 보고, 실행을 통해 얻

어진 결론들을 또다시 ‘좋은’ 과학 수업의 이론적 관찰과 수업 실천으

로의 되새김을 통해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또한, 교사의 인식론적 신념이 좋은 수업에 관한 생각과 어떤 상관관계

가 있는지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오선아와 이순덕(2011)의 연구에서는 초

등 현직교사와 예비교사의 인식론적 신념과 좋은 수업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오선아와 이순덕(2011)의 연구 결과로 교사와 예비교사는 모

두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의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교사와 

학생이 존중하며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수업’을 선택했다. 그런데 인식

론적 신념 수준이 낮은 교사와 예비교사들은 ‘교과서 내용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잘 달하는 수업’과 ‘계획대로 의도한 결과를 성취하는 수

업’을 좋은 수업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했다. 이로부터 교사의 평소 

인식과 신념이 ‘좋은’ 수업에 관한 개인적/개별적 정의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좋은’ 수업에 관한 조건, 기준 등은 

개인의 신념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좋은’ 수업에 관한 공

통의 기준이나 생각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와 3개월 동안 교육실습을 준

비하고 실행하면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해 지속적으로 생각을 공유하

고 논의하여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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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국내 학자들의 좋은 수업의 정의

학자 좋은 수업의 정의

조난심 외

(2001)

- ‘의미 있고 균형 잡힌 수업’, ‘다양한 상호 작용적 수업’, ‘높은 집중률을 유지하는 협동적 학습 분위

기’, ‘학습에 도움을 주는 학생 평가를 실시하는 수업’과 같은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수업

- 수업 내용, 방법, 평가, 환경 모두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좋은 수업의 정의를 내림

이화진 외

(2001)

- ‘재미있는 수업’

- ‘이해할 수 있는 수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 학습자 흥미를 중시한 수업

강대현(2002) - 학생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며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는 수업

박민정(2008) - 학습자의 지적, 정서적 만족과 발달을 일으키고 구성원간의 소통이 강조되는 수업

조규진 외

(2011)

- 5G*의 요소를 기준으로 한 수업

*Good Design, Good Tel-ling, Good Showing, Good Involving, Good Understanding

                 * 수업의 지향 측면 :           , * 수업 요소 간 관계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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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은 국내 학자들의 좋은 수업에 관한 정의를 간략히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좋은 수업에 관한 정의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

져 있음을 분석하였다. 즉, 하나는 좋은 수업의 정의가 수업의 지향측면으

로는 ‘학습에 도움을 주는’, ‘학습자의 지적 발달을 일으킴 등의 학습

자의 학습이나 ’재미있는 수업‘, 학습자의 흥미를 중시한 수업’ 등 학

습자의 흥미를 중심으로 되어있다. 다른 하나는 좋은 수업의 정의에 있어 

‘다양한 상호 작용적 수업’, ‘협동적인 학습 분위기’, ‘구성원간의 

소통이 강조’ 등의 수업 요소간 관계를 다루었음을 분석하였다.

한편, 좋은 수업에 관한 국외 연구들은 좋은 수업의 구체적인 특징을 밝

히고 제안하는 연구들이 많은 편이다. Brophy와 Porter(1987)의 연구와 

Zemelman, Daniels와 Hyde(1998)의 연구는 좋은 수업의 정의에 있어, 학습

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Brophy와 Porter(1987)는 좋은 수업의 정의를 

전문적 지식에 기반을 둔 사려 깊은 실천(thoughtful practice)으로 정의하

고,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았다. Zemelman, Daniels

와 Hyde(1998)는 좋은 수업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의미 있는 학습을 지원

하는 수업이라고 보고, 좋은 수업의 특징으로 12가지를 정의하였다. 구성

주의 학습 이론을 기반에 둔 연구 중에 Zimmerman, Daniels와  

Hyde(1998)의 연구는 학습자의 관심, 흥미, 선행 지식에 기반을 두고 학습

자에게 체험적, 실제적, 총체적, 협력적, 도전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학

습자간의 능동적인 지식 구성 활동을 지원하는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제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좋은’ 과학 수업의 주요 수업 요소 간의 관계 중 교사와

의 관계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Zimmerman, Daniels와 Hyde(1998)

의 연구에서의 좋은 수업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있고 

교사와 관련되어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즉, Zimmerman, Daniels와 

Hyde(1998)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업의 중요한 요소인 교사의 존재

와 수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것은 좋은 수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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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수업 요소가 결여되었다고 분석하였다. Devlin(2006)은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학습자 중심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은 

수업의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수업과 교사의 관계에 대해

서는 살피지 않았다. 또한, Borich(2011)는 좋은 수업의 10가지 특징을 제

시하였는데 주로 수업 방식을 기준으로 좋은 수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특징은 수업의 명료성, 수업 방법의 다양성, 과업 지향적인 수업, 학습

자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 학습자의 견해와 기여를 활용하는 수업, 학습에

서 성공, 체계화된 요약 및 정리, 수업 내용 및 학습 과정에 관한 질문, 심

화 및 구체화 진수, 교사의 태도, 학습자와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Borich(2011) 연구에서 좋은 수업의 특징은 수업의 요소 중 수업 방법을 기

준으로 좋은 수업을 분석하는데 그쳐, 수업 목적이나 수업주제, 수업의 주

체인 교사나 학생 등의 중요 수업 요소들을 좋은 수업의 특징으로서 연결

시키지 못하고 있다.

Meyer는 좋은 수업을 민주적 수업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적 이상을 

지향하며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의 의미와 인식의 폭을 넓혀

주며,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에 기여하는 수업이라

고 정의하였다. Meyer는 좋은 수업에서 교육의 목표로서 교과 학습으로 

지식 전달 만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적인 성장, 수업의 과정에서 교사와 학

생의 상호 작용을 통한 공동 책임 강조 등을 강조하여 우리 교육 현장에 

좋은 수업 개념 정립에 의미를 준다(백경미, 2017). 또한, Meyer의 좋은 수

업은 학습자들에게 지식, 가치, 기능의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지

식, 가치, 기능을 이끌어 내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 학습자중심의 교육과 

연결된다(손승남, 2004). 백경미(2017)의 연구로부터  Meyer의 좋은 수업에 

관한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변화를 알 수 있었다. 전통적인 학습

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도야이론으로부터 학습자중심으로 변화되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 촉진적인 분위기, 의미 생성적 의사소통, 

방법의 다양성 기준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결과를 통해 지식의 축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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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성숙한 인격체를 지향하는 총체적인 인격 발달(Meyer, 2011)을 중요

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Meyer(2004)

의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좋은 수업에 있어 교육 목표에 학생의 인격적인 

성장과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을 통한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학습자들

로 하여금 지식, 가치, 기능을 이끌어 내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Ⅱ-2은 국외 학자들의 좋은 수업에 관한 정의를 간략히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국외 학자들의 좋은 수업에 관한 정의도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분석하였다. 즉, 하나는 좋은 수업의 정의가 수업

의 지향측면으로는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학생들의 학습을 지

원’ 등의 학습자의 학습이나 ‘학습자의 흥미에 기반을 두는 수업’ 등

의 학습과 흥미를 중심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좋은 수

업의 정의에 있어 ‘학습자간의 능동적인 지식 구성 활동 지원’, ‘교사-

학생 간 상호작용’, ‘수업 방법의 다양성’ 등의 수업 요소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다루었음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좋은 수업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좋은 

수업을 이루는 요소들을 다양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요소

들 간의 통합적인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수업 요소들을 수업 목적(Why), 교사(Who), 학생(Whom), 수업주제

(What), 수업 방법(How), 시간(When), 장소(Where)로 주요 수업 요소로 정

리하여 교사가 수업 목적(Why)에 해당하는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수업주

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상태를 좋은 과학 수업

의 특징으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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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국외 학자들의 좋은 수업의 정의 및 특징

학자 좋은 수업의 정의 및 특징

Brophy & Porter

(1987)
-전문적 지식에 기반을 둔 사려 깊은 실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Brophy

(1999)

교사의 기대와 계획, 교실 학습환경과 관리 체계, 교육과정 내용 및 수업자료, 학습 활동, 평가 방법 등의 모

든 측면이 의도한 학습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상호 결합되고 조절된 상태

Zemelman, 

Daniels, & Hyde

(1998)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의미 있는 학습을 지원하는 수업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기반에 두고 학습자의 관심, 흥미, 선행 지식에 기반을 두고 학습자에게 체험적, 실

제적, 총체적, 협력적, 도전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학습자간의 능동적인 지식 구성 활동을 지원하는 수업

을 좋은 수업으로 제시 

Meyer

(2004)

민주적 수업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적 이상을 지향하며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의 의미와 

인식의 폭을 넓혀주며,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에 기여하는 수업

Devlin

(2006)
학습자 중심적인 수업이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

Borich

(2011)

수업의 명료성, 수업 방법의 다양성, 과업 지향적인 수업,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 학습자의 견해와 기

여를 활용하는 수업, 학습에서 성공, 체계화된 요약 및 정리, 수업 내용 및 학습 과정에 관한 질문, 심화 및 

구체화 진수, 교사의 태도, 학습자와 관계

                             * 수업의 지향 측면 :           , * 수업 요소 간 관계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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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

어 논의 할 수 있다. 하나는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 측면에 관한 논의로서 

좋은 과학 수업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좋은 과학 수업을 구성하는 주요 수업 요소의 관계 측면으로서 ‘좋은’ 

과학 수업의 특징으로 주로 논의되는 수업 요소들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으로부터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수업

의 지향과 수업 요소의 관계 측면으로 과학교육으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가.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에 관한 선행연구

과학 수업은 모종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일이며, 교사들이 과학 수

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들이 매우 다양하고 그들 사이에는 갈등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과학 수업을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과학 교과 연구자들마다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리

고 있다(오필석, 2003). 따라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

하여 좋은 과학 수업에서의 핵심적인 가치를 파악하고 과학교육의 지향점

으로서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임재근(2006)은 설문과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초등 교사가 인식하는 좋은 과학과 수업이란 학생들이 흥

미를 갖고 참여하고, 정확한 과학적 개념을 습득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수준에 맞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좋은 과학 수업이라 정

의하였으며, 이혜숙(2014)은 시대가 원하는 과학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적 지식과 탐구 기능 등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교육을 ‘좋은 과학 수업’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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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2014)의 연구에서 좋은 과학과 수업이란, 과학과의 본질에 충실한 

수업으로 학습자에게 인지 갈등을 제공해서 사고 체계를 변환시킬 수 있

고, 수업의 결과에 대해 학습자와 교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업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임재근과 이혜숙이 연구에서는 좋은 과학 수업이란 학

생의 흥미와 과학 개념의 습득에 주안점에 두고 있으며, 특히나 이혜숙의 

연구에서는 과학과의 본질에 충실한 수업이 사고 체계의 변화를 준다는데 

그치고 있어 과학과의 본질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오필석(2013)의 연구에서는 중등 과학 교사들이 과학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지향하며 자신의 수업에 관한 반성과 실천을 지속하는 

모습은 중요한 특성임을 볼 수 있었다. 오필석(2013)은 ‘좋은’ 수업을 명

제적으로 진술된 수업기능들을 열거함으로써만 정의할 수 없는 이유와 왜 

‘좋은’ 과학 수업을 정의하기 어려운 까닭을 수업이 모종의 가치를 실

현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오필석(2013)

에 의하면 학교의 수업은 매우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대부분 추상적이고, 서로 다른 가치들 사이에 상대적인 순위를 매기기 어

렵기 때문에 ‘좋은’ 수업을 정의하기는, 그것도 기능적으로 정의하기는 

매우 힘들다. 오필석(2013)의 연구에서 과학 교사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좋은’ 과학 수업은 과학 지식의 이해라는 가치를 강조하거나, 학생들이 

과학을 흥미로운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수업, 또는 교사는 학생들과 소

통하면서 즐겁게 공부하는 것을 과학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거나, 과학을 배움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합리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과

학적 방법의 체득을 강조 하였다. 즉, 오필석(2013)은 교사들은 과학 지식, 

과학적 태도, 과학적 방법이라고 범주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서경혜(2004), 서경혜 외(2004), 오필석(2013)은 

교사와 학생이 “고민을 공유하면서” 원활히 “소통”하는 수업을 ‘좋

은’ 수업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사와 학생들이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인간적인 관계를 중시하

는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즉, 오필석(2013)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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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과학 수업은 “학생들과 과학을 매개로 소통하고, 학생들이 과학

에 관한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학생들이 과학에 관하여 교사와 공감

하는 수업”이라고 표현하였다. 

한편,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교사들의 사고 속에는 과학 

지식의 이해라는 가치와 과학에 관한 흥미라는 가치가 종종 갈등을 일으

키며 등장한다(오필석, 2013). 오필석(2013)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교

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과학 수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교사들은 

좋은 과학 수업에 있어서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한다고 하였으나, 그 가치

들을 분석하여 보면 과학 지식의 이해라는 가치와 과학에 관한 흥미라는 

가치에 한정되어 있고, 이 두 가지 가치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까지 여겨

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치에 대한 교사들의 사고를 살펴보면 과학 

지식이나 과학에 대한 흥미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것은 최무영(2019)의 과학적 사고의 요소로서 기존 지식에 대해 

‘의식적으로 반성’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갈릴레이가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보다 먼저 떨어진다는 기존 지식에 대해 다시 성찰하였듯이 전

통적인 권위로 뒷받침 되고 있는 보편 지식에 대해 의식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과학적 사고의 가장 중요한 출발(최무영, 2019)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과 다르게, 오필석(2013)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과학 수업으

로서의 지식의 이해라는 가치 추구는 교사가 학생에게 정해진 기존 지식

을 전달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업의 목적과 

수업의 주제의 관계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 없이는 과학 수업에서 보편 지

식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은 과학적 사고의 함양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둘째로 오필석(2013)의 연구에서 교사가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지는 흥미라는 가치는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으로 과학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

이다. 오필석(2013)의 연구에서 교사는 실험이나 탐구 중심의 과학 수업은 

과학 내용을 잘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와 조화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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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과학적 사고의 중요한 과정으로서 지식의 실증

적 검토(최무영, 2019)가 되는 과학 실험이 과학적 내용을 온전히 익히는 

것과 별개로 단순한 흥미를 가지는데 그치는 것으로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예슬 외(2012)는 과학과 좋은 수업의 개념을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교육 환경 및 분위기, 교육 평가의 세 영역으로 나

누어 정의하였는데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개념을 도출하는 수업, 교사가 

나름대로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가르치는 수업, 학생 주도로 시행착오를 거

쳐서 타당한 실험 결과를 이끌어내게 하는 수업, 수업에 꼭 필요한 실험 

준비물과 교구가 적절히 이용되는 수업, 실험 환경이 잘 조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과 평가 내용이 일치하는 수업을 

좋은 과학 수업이라 하였다. 김예슬 외(2012)의 과학과 좋은 수업의 개념에

서 주목 할 것은 과학과 좋은 수업으로서 실험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무영(2019)은 과학적 사고에 대한 논

의에 있어 갈릴레이가 정량적 고찰을 통해서 과학적 사고를 했듯이 ‘지

식의 정량화’를 과학적 사고의 요소라 하였으며, 갈릴레이가 지식을 통해 

예측했다면 이를 정말로 빨리 떨어지는지 실제로 해봐야 하는 ‘지식의 

실증적 검토’를 과학적 사고의 요소라 하였다. 박승재(2018)는 이와 관련

하여 자연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인지, 자연의 위대함 및 신비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과학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주장들은 김예슬 외(2012)의 연구에서 좋은 과학 수업에 있어 

실험의 의미를 확장하여 지식의 정량화(정량적 고찰)나 지식의 실증적 검

토로서의 실험 등 자연의 실재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연을 이해하고 해석

하며 자연의 본성을 탐구하려는 것인가(최무영, 2019)로 주목할 필요가 있

음이 뒷받침 되는 주장들이다. 

과학 수업의 지향에 관한 선행연구로서 Magnusson et al.(1999)의 연구와 

과 Friedrichsen et al.(2011)의 연구가 있다. Magnusson et al.(1999)는 과학 수업

의 지향(orientation)을 과학 수업 목표와 수업 특징에 따라 9가지로 구분하였다. 



- 25 -

그 9가지의 구분은 과정(Process), 학문적 엄격성(Academic Rigor), 강의법

(Didactic), 개념 변화(Conceptual Change), 활동중심(Activity-driven), 발견

학습(Discovery), 프로젝트-기반 과학(Project-based Science) 탐구(Inquiry), 

안내된 탐구(Guided Inquiry)로 과학 교육의 중요한 목표와 목적들이 골고루 포함 

시켜 다양하게 제시하여함을 강조하였다. Friedrichsen et al.(2011)는 실제 수업 방

법이나 자료, 면담 등을 통한 총체적인 파악으로 과학 수업의 지향을 파악해야 한다

고 하였다.

나. 좋은 과학 수업 요소에 관한 선행연구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 좋은 과학 수업의 특징으로 

좋은 과학 수업을 구성하는 주요 수업 요소에 관하여 다음의 것들을 논의 

할 수 있다.

곽영순 외(2002) 연구에서 현장 과학 교사들이 정의한 좋은 수업의 의미

는 학생들이 지적, 정서적으로 만족하는 수업,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하는 수업,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는 수업, 학생들이 눈높이를 

고려한 수업이 있었다. 또한, 과학과 좋은 수업의 공통된 특징으로는 교사 

개인적, 수업 내용, 수업 방법, 평가 그리고 해당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

한 노력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곽영순 외(2002)의 연구에서 

주목한 점은 좋은 수업의 의미에 있어 학생들의 지적 만족감이나 학생의 

참여를 고려함 뿐만 아니라 학생의 정서적인 만족감과 교사와 학생 사이

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또한, 좋은 수업을 진행한다고 평가된 과

학과 교사들은 스스로 과학이 좋아서 열심히 가르친다는 평가를 하고 있

었다. 이 교사들은 교과서를 하나의 수업자료로 인식하고 교육과정을 재구

성하여 좋은 수업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지식 주입식의 학원 수업과는 차

별화된 수업을 지향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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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있었다. 곽영순 외(2002)의 연구에서 좋은 과학 수업의 의미에 있어 

이러한 점들은 본 연구의 ‘좋은’ 과학 수업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수업 

요소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학생(Whom)이라는 수업 

요소와 관련하여서는 학생의 정서적 만족감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이것은 

‘좋은’ 과학 수업에서 하나의 주체로서 수업주제와 학생의 관계는 무엇

인지, 교사가 학생들의 삶과 관련하여 학생을 고려하고 다른 수업 요소들

과의 관계성에 주목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교사(Who)라는 

수업 요소와 관련하여서는 과학(what)과 교사 자신의 관계성 등 교사 개인

의 삶과 수업의 목적(why)이 연관이 되는지, 수업의 주제(what)가 교사에

게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봉우

(2016)의 연구에서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중등 과학교사의 인식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교사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한 수업 중에서 가장 좋은 수업이

었다고 생각하는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에 관한 응답으로부터  좋은 과학 

수업이 갖는 특징을 교육내용 영역, 교육방법 영역, 교육환경 및 분위기 

영역, 평가 영역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교육내용 영역에서는 

학생의 눈높이와 발달 단계, 사전 지식수준에 맞게 교육내용을 재구성한 

수업을 좋은 과학 수업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교육방법 영역으로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수업과 학생 간 상호작용과 협동

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수업이 좋은 과학 수업이라는 결과였다. 교육환경 

및 분위기 영역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에 신뢰하고 존중해 주는 분위기의 

수업이 좋은 과학 수업이었고, 평가 영역으로는  평소 수업 활동과 연계해

서 수행평가를 하는 수업과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수업을 좋은 과학 수업으로 분석되었다. 이봉우(2016)의 연구 결과

는 기존의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한 연구(곽영순 외, 2002; 김예슬 외(2012)들

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는데 곽영순 외, 2002; 김예슬 외

(2012)의 연구에 이어 이봉우(2016) 등 선행연구로부터 과학교육으로의 시

사점은 ‘좋은’ 과학 수업으로서 수업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업 목

적(Why), 교사(Who), 학생(Whom), 수업주제(What), 수업 방법(How),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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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장소(Where)로 주요 수업 요소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좋은’ 과학 수업 요소로 반영하고 특히, 

수업주제와 관련하여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협동,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등을 ‘좋은’ 과학 

수업의 요소들의 특징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좋은’ 과학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과학 수업 자체를 사랑(Palmer, 1993)하는 수업이다. 이 수업은 수

업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 고려를 하

는 수업이다. 예를 들어 자연에 관한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연의 실재

를 탐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진리의 커뮤니티와 같은 수업을 

의미한다.

표 Ⅱ-3은 국내외 학자들의 좋은 과학 수업의 정의 및 특징을 분석하여 

나타낸 것이다.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표 Ⅱ-3을 통하여 좋은 과학 수업

에 대한 선행연구가 수업의 지향 측면과 수업 요소 간 관계 측면으로 분석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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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국내외 학자들의 좋은 과학 수업의 정의 및 특징

연구자 좋은 과학 수업의 정의 및 특징

Magnusson 

et al.(1999)

과학 수업의 지향(orientation)을 9가지로 구별(Process, Academic, Rigor, Didactic, Conceptual Change, Activity-driven, 

Discovery, Project-based Science, Inquiry, Guided Inquiry), 

과학 교육의 중요한 목표와 목적들이 골고루 포함 시켜 다양하게 제시해야 함

곽영순 외(2002)
학생들이 지적, 정서적으로 만족하는 수업,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 작용이 있는 수업,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수업

임재근(2006)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하고, 정확한 과학적 개념을 습득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수준에 맞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Friedrichsen 

et al.(2011)
과학 수업의 지향을 실제 수업 방법이나 자료, 면담 등을 통하여 총체적인 파악을 해야 함

김예슬 외(2012)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개념을 도출하는 수업, 교사가 나름대로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가르치는 수업, 학생 주도로 시행착오를 거쳐서 

타당한 실험 결과를 이끌어내게 하는 수업, 수업에 꼭 필요한 실험 준비물과 교구가 적절히 이용되는 수업, 실험 환경이 잘 조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과 평가 내용이 일치하는 수업

오필석(2013) 학생들과 과학을 매개로 소통하고, 학생들이 과학에 관한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학생들이 과학에 관하여 교사와 공감하는 수업

이혜숙(2014)
과학과의 본질에 충실한 수업으로 학습자에게 인지 갈등을 제공해서 사고 체계를 변환시킬 수 있고, 수업의 결과에 대해 학습자와 

교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업

  

                              * 수업의 지향 측면 :           , * 수업 요소 간 관계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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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

앞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좋은’ 과학 수업의 정의가 대체로 과학 수업의 지향

과 수업 요소 간 관계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논의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Palmer의 지식을 얻는 3가지 원천

본 연구에서 ‘좋은’ 과학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과학 수업의 목적으로 

유용성, 호기심 등의 도구적 관심 혹은 기술적 관심(Eger, 1989)을 갖는 것

이 아니라, ‘자연을 향한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박승재, 2018; 최무영, 

2019) 자연의 실재에 관한 탐구를 추구하며(최무영, 2019) 과학 수업 그 자

체를 사랑하는 수업이며,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 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수업 그 자체를 사랑한

다는 것은, 수업주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수업주제와 관련된 나머지 요소들 

까지도 다 함께 모두 사랑하는 것으로 이것은 수업의 요소들이 유기적으

로 연결되어 통합적 고려를 할 수 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

랑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탕인 ‘좋은’ 과학 수업은 학생들이 과학

지식과 실재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도와

주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또한, 

‘좋은’ 과학 수업은 수업주제가 교사에게 의미가 있고 이것으로부터 수

업주제 자체가 학생에게 의미 있을 수 있도록 수업주제와 학생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이러한 ‘좋은’ 과학 수업의 정의에 관한 이

론적 배경은 Palmer (1993)의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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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출발하였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좋은’ 과학 수업의 사랑 지향과 

관련하여 다음의 Palmer (1993)가 인간이 지식을 얻는 원천을 3가지로 분

류하여 기술한 것으로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다음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 

한다.

역사적으로 지식에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 하나는 

호기심(curiosity)이며, 다른 하나는 유용성(control)이다. 여기에서 호기

심은 순수 이론 지식 같은 지식 자체가 목적인 지식에 해당하며, 유용성

은 응용과학과 같은 실용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식에 해당한

다...(중략)...호기심은 도덕과 무관한 열정으로서, 알고자 하는 욕구를 방

해하는 어떠한 지시도 거부하려 든다. 유용성은 권력욕의 다른 말에 불

과하며, 도덕과 무관할 뿐 아니라 부패하기 쉬운 것으로도 악명 높다. 

만일 우리의 앎의 주된 동기가 이러한 호기심과 유용성이라면, 결국 우

리는 우리를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끄는 지식을 낳고 말 것이다. 그러

나 전혀 다른 종류의 지식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사랑에 기원하

는 지식이다. 사랑으로부터 발원하는 지식의 목표는 깨어진 자아와 세

계의 재결합과 재구축이다...(중략)...여기에서 앎의 행위는 곧 사랑의 행

위이며, 타자의 실재(reality)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포용하는 행위, 타자

로 하여금 자신의 실재 속으로 들어와 그것을 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

위이다....(중략)...지식의 기원은 사랑이다. 다시 말해, 알고자 하는 우리 

욕구의 가장 깊은 원천은 다름이 아니라 세계가 처음 창조되었던 당시

의 유기적 공동체를 재창조하려는 열정, 바로 그것이다. 호기심과 유용

성은 이웃과 세계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지식을 만들어 내며, 우

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는 것을 노리개로 사용하도록, 제멋대로의 잣대

를 가지고 살도록 만든다. 그러나 사랑으로부터 발원하는 지식은 우리

를 삶의 그물망에 연루시킨다. 그 지식은 자비 안에서, 변화시키는 기쁨

의 끈과 더불어 엄숙한 책임 의식의 끈으로 앎의 주체와 대상을 함께 

묶는다...(중략)...사랑으로부터 발원하는 지식은 우리에게 자신이 아는 

바를 위해 변화할 것을, 심지어 희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기심과 

유용성을 따르기란 쉬운 일이지만, 사랑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깨어진 이 세계를 다시 묶어 낼 지식을 갖고자 한다면, 우

리는 그러한 더 깊은 열정을 추구해야만 한다(Palm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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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Palmer의 지식의 원천

사랑(Love) 호기심(Curiosity) 유용성(Control)

사랑으로부터 발원하는 

지식의 목표는 깨어진 자

아와 세계의 재결합과 재

구축이다. 여기에서 앎의 

행위는 곧 사랑의 행위이

며, 타자의 실재(reality)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포

용하는 행위, 타자로 하여

금 자신의 실재 속으로 

들어와 그것을 포용하도

록 허락하는 행위이다. 지

식의 기원은 사랑이다.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지식

도덕과 무관한 열정으로

서, 알고자 하는 욕구를 

방해하는 어떠한 지시도 

거부하려 든다.

호기심에서 생겨난 지식

은 소위 순수하고 사변적

인 지식으로서,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지

식이다.

무도덕한 열정으로서, 알

려는 욕구 이상의 어떤 

욕구도 허용하지 않는다.

응용과학과 같은 실용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의 지식

유용성에서 나온 지식은 

실용적 목적을 위한 수단

으로서, 응용과학이 이에 

대 해당한다.

Palmer(1993)에 의하면, ‘호기심(curiosity)’과 ‘유용성(control)’으로

부터 기원하는 지식은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지식이거나 실용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의 지식을 의미한다. 호기심에서 생겨난 지식은 소위 

순수하고 사변적인 지식으로서,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지식이다. 

한편, 유용성에서 나온 지식은 실용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응용과학

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호기심은 무도덕적 열정으로서, 알려는 욕구 이

상의 어떤 욕구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유용성은 힘에 관한 또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으며 무도덕성 뿐만 아니라 파멸로 나아가는 경향으로 

악명 높은 열정이다(홍은숙, 2005). 이와 관련하여 연결시켜 논의해 보면좋

은 과학 수업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와  선행 연구에서 좋은 과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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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의미가 과학 지식의 이해와 과학에 관한 흥미라는 가치에 한정된 연

구가 많았다. 이는 과학적 사고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보편 지식에 대한 

성찰(최무영, 2019)이 배제된 과학 지식 전달과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

게 하기 위한 도구적 관심과 수단으로서의 단순한 재미와 흥미 등을 좋은 

과학 수업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좋은 과학 수업

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Palmer(1993)의 ‘호기심’과 ‘유용성’으로부터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Palmer (1993)는 ‘호기심(curiosity)’과 ‘유용성(control)’으로부터 기

원하는 지식과 다른 종류의 지식은 사랑에서 유래하는 지식이라고 하였다. 

즉, Palmer(1993)가 제시하는 ‘사랑의 행위로서의 지식’이라는 모형은 

지식을 추구하는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때의 

사랑이라는 말은 나약하고 감상적인 한 덕목도, 몽롱한 로맨스 감정도 아

니라고 Palmer는 지적한다. 사랑은 현실을 연결하는 조직이 되는 ‘강인

한 사랑’이라는 것에 반하여 호기심과 유용성은 서로를 또 우리와 세계

를 떼어놓는 지식을 만들어 내며, 이 지식을 일종의 노리개나 이기심을 위

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에서 발원한 지식’은 공동체를 

엮는 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관은 주체와 객체 사이를 사랑

으로 연결해주며, 지식에서의 참여와 상호성, 책임성 등을 강조하게 된다

(홍은숙, 2005). 본 연구에서 ‘좋은’ 과학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과학 수

업 자체를 사랑(Palmer, 1993)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수업은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 고려를 하는 수업이

다. 예를 들어 자연에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연의 실재를 탐구하기 위

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진리의 커뮤니티와 같은 수업을 의미한다.

한편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을 사랑 지향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

락으로 홍은숙(2005)은 수업에 있어 내재적 가치를 추구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수업에 있어 도덕 교과와 같은 가치 관련 교과를 제외하고는 

과학이나 수학과 같은 일반 교과에서는 가치를 직접 가르쳐야 한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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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교과에는 내재적 가

치가 있으며, 그 내재적 가치야말로 교과를 통해 가르쳐야 할 핵심 내용이

다(홍은숙, 2005). 과학교육은 과학적 명제를 배우는 것 이상으로 과학 기

술, 준거, 규범 등을 포함하는 과학적 탐구 방법을 배우는 것, 즉 과학자 

집단 간의 공유된 패러다임을 배우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과학적 탐구 

활동의 전통에 입문되어 그 성원이 되는 것이다(Kuhn, 1970). 

MacIntyre(1984) 말하는 ‘사회적 인간 활동5)에 내재된 가치’라는 개념은 

모든 사회적 인간 활동은 그 나름의 고유한 목적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교육에 내재된 가치’는 과학의 본질적인 성격을 반영하

는 동시에 배우는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홍은숙, 

2005). 내재적 가치는 경쟁적으로 빼앗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

며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종류의 것이라는 점에서, 내재적 가치를 가르치

는 일은 ‘함께 사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홍은숙, 2005). 교과의 내

재적 가치를 인식하여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는 경우, 우리는 교육

의 여러 요소들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전인교육의 이상에 보다 가까

이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홍은

숙,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한 지향으로 사랑의 지향은 

Palmer(1993)의 과학 지식에 대한 원천으로서의 ‘사랑이라는 가치를 추구

하는 것을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본질적인 과학교과의 내재된 가치를 지

향하며 자연의 실재에 대한 탐구를 추구하는 것’이다.

5) MacIntyre(1984)의 ‘사회적 인간활동(a practice)’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

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을 수행하는 모종의 정합적이고 복합적인 양식으로서, 

그 활동양식에 적합하며, 이 활동양식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규정하는 탁월성의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활동에 내재된 가

치가 실현되며, 그 결과로 탁월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능력 및 그 활동의 목적

과 가치에 대한 인간의 사고가 체계적으로 확장된다(MacIntyre, 1984: 

187-188; 홍은숙, 200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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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와 관련하여,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으로 사랑에 관한 이야

기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우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추가 논의하려 

한다. 인간이 관계 맺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인간관계, 그리

고 그 인간관계에서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 우정에 관한 것이다.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인 ‘사랑’ 

지향에 관련하여, 현대사회에 적합한 진정한 우정 관념을 성립하기 위해 

고전적인 우정 관념들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우정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간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이다(박

재주, 2010)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들 사이의 사랑을 의미하는 우정의 진

정한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 세 가지 종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아리

스토텔레스가 우정의 종류로 나눈 것은 세 가지 ‘사랑할만한 것’ 들로 

‘선한 것, 즐거운 것, 유용한 것’이다.

즐거움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

람들이 기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성품을 사

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에게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용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선한 것을 위하여 사랑하며, 즐거움을 위

하여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들 스스로>에게 즐거운 것을 위하

여 사랑하며, 그들은 다른 사람이 사랑할만한 인격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유용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인 한에서 그를 사

랑한다.”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Ⅷ: 3, 1156a10-16 

; 박재주, 2010에서 재인용)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의 종류 중 ‘즐거운 것’은 친구 간의 즐거움 때

문에 그들의 우정이 존재한다. 이것은 수업의 지향 중 도구적 관심(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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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Eger, 1989)에서 수업을 통하여 학생의 단순한 호기심 유발에 중점

을 두거나 과학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단순한 흥미를 수업 목표로 하는 

‘단순한 호기심’을 지향하는 모습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리

스토텔레스는 서로를 유용성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이나 즐거움을 위하

여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얻게 될 이

득과 즐거움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요점이다. 그리고 그런 사랑

은 우연적인 것이며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박재주, 2010). 이러한 것을 

수업의 지향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 수업의 지향이 단편적 유용성이나 

단순한 호기심을 향한 것은 수업에 관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에 그러한 수업은 진정한 가치를 지향한다고 할 수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의 종류 중 ‘유용한 것’은 친구 간의 유용함 때

문에 그들의 우정이 존재한다. 이것은 수업의 지향 중 ‘단편적 유용성’ 

지향으로 도구적 관심(기술적 관심, Eger, 1989)에서 과학 수업의 목적이 

단편적 지식 전달이나 문제 풀이 능력 향상에 있다. 

유용성의 우정은 서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서로를 위하여’ 

성립되지 않는 유용성의 우정은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수 없

고, “서로를, 유용성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

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에게서 얻게 될 어떤 좋은(good) 

것을 사랑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선한 것은 무조건 선하기도 하고, 서로

에게 유용한 것이다. 그 유용성이 선의 우정의 본질은 아니지만, 선의 우

정의 한 부분은 분명 유용한 것이다. 즐거움도 마찬가지다. 유용성과 즐거

움을 위한 우정은 진정한 우정일 수 없지만 진정한 우정은 결과적으로 유

용하고 즐거운 것이다. 그 유용하고 즐거운 결과들 때문에 우정이 존재할 



- 36 -

수도 있을 것이다. 선의 우정의 지속을 위한 필요조건이 그것들일 수 있다

(박재주, 2010). 아래 Ⅱ-5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한 우정의 종류를 구분

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Ⅱ-5.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한 우정의 종류; 세 가지 ‘사랑할 만한 것’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Ⅷ: 3, 1156a10-16. ; 박재주, 2010에서 재인용)

세 가지 ‘사랑할 만한 것’

선한 것

선한 것은 무조건 선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유용한 것이다. 그 유용성이 

선의 우정의 본질은 아니지만, 선의 우정의 한 부분은 분명 유용한 것

이다. 즐거움도 마찬가지다. 유용성과 즐거움을 위한 우정은 진정한 우

정일 수 없지만 진정한 우정은 결과적으로 유용하고 즐거운 것이다. 그 

유용하고 즐거운 결과들 때문에 우정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의 

우정의 지속을 위한 필요조건이 그것들일 수 있다.

즐거운 것

즐거움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기

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성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에게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용

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선한 것을 위하여 사

랑하며, 즐거움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들 스스로>에게 즐거운 

것을 위하여 사랑하며, 그들은 다른 사람이 사랑할만한 인격이기 때문

이 아니라 그가 유용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인 한에서 그를 사랑한다.”

유용한 것

유용성의 우정은 서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얻을 수 있는 좋

은 것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서로를 위하여’ 성립되지 않는 유

용성의 우정은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수 없고, 서로를, 유용성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에게서 얻

게 될 어떤 좋은(good)것을 사랑한다.

“따라서 이런 우정은 우연적일 것일 따름이다. 사랑받는 인격

이 사랑을 받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인 점이 아니라 

어떤 좋은 것이나 즐거운 것을 제공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

데 이런 우정들은 만약 서로가 그 전과 달라진다면 쉽게 부서

진다. 만약 한 쪽이 더 이상 즐겁지 않거나 유용하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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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쪽은 그를 사랑하기를 멈출 것이기 때문이다. 유용한 것

은 영속적이지 않고 늘 변화한다. 따라서 우정의 동기가 사라

지면 그 우정은 관련되는 목적들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것인 

한 그것은 부서진다.”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Ⅷ: 3, 

1156a16-24. ; 박재주, 2010에서 재인용)

이상을 종합하여 Palmer(1983)의 지식의 원천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

지 사랑할 만한 것으로부터 본 연구에서의 과학 수업의 세 가지 지향과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과학 수업의 지향의 구분

은 Palmer (1993)의 3가지의 지식을 얻는 원천인 ‘사랑’, ‘호기심’, 

‘유용성’으로부터 왔다. 즉, 인간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수업 상황에서 

호기심이나 유용성으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기원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Palmer의 구분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첫째로, Palmer의 지식을 얻는 원천으로서의 사랑(Love)에 대하여 사랑

으로부터 발원하는 지식의 목표는 깨어진 자아와 세계의 재결합과 재구축

이며 여기에서 앎의 행위는 곧 사랑의 행위이며, 타자의 실재(reality) 속으

로 들어가 그것을 포용하는 행위, 타자로 하여금 자신의 실재 속으로 들어

와 그것을 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이다. 지식의 기원은 사랑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랑할 만한 것 중 ‘선한 것’으로서의 우정은 선한 

것은 무조건 선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유용한 것이다. 그 유용성이 선의 

우정의 본질은 아니지만, 선의 우정의 한 부분은 분명 유용한 것이고 즐거

움인 것이다. 유용성과 즐거움을 위한 우정은 진정한 우정일 수 없지만 진

정한 우정은 결과적으로 유용하고 즐거운 것이다. 그 유용하고 즐거운 결

과들 때문에 우정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의 우정의 지속을 위한 

필요조건이 그것들일 수 있다. 이러한 Palmer의 사랑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선한 것으로서의 우정의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좋은 과학 수업에서 사랑

의 지향은 도구적인 목적으로 과학 지식을 습득하거나 단순한 재미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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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 자연에 관한 본질적인 내재적인 가치에 관

심을 가지고 자연의 실재에 대한 탐구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Palmer의 지

식을 얻는 원천으로서의 사랑의 개념을 확장하여 본 연구에서의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은 ‘수업 그 자체에 관한 사랑’을 의미한다. 이것은 

‘좋은’ 과학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을 향한 본질적인 지향으로 

Palmer의 사랑을 추구하는 교육을 해야 온전한 교육이 됨과 같은 맥락이

라 할 수 있겠다. ‘사랑’의 지향은 과학 수업의 지향이 자연을 향한 본

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연의 실재에 관한 탐구를 추구하며 과학 수업 그 

자체를 사랑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좋은’ 과학 수업에서의 

사랑의 지향을 추구하는 것은 온전한 지식의 이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

속적으로 배움의 기쁨을 느끼도록 유용성이 추구하는 지식의 획득이나 호

기심, 재미 등과 같은 목적도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다.

둘째로, Palmer의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호기심(Curiosity)은 순수 이론 

지식 같은 지식 자체가 목적인 지식으로 도덕과 무관한 열정으로서, 알고

자 하는 욕구를 방해하는 어떠한 지시도 거부한다. 호기심에서 생겨난 지

식은 소위 순수하고 사변적인 지식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랑할 만한 것 

중 ‘즐거운 것’은 즐거움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우로서 사람들

이 기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성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

라, 그들이 그들에게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즐거움을 위하

여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들 스스로>에게 즐거운 것을 위하여 사랑하며, 

그들은 다른 사람이 사랑할만한 인격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즐거움을 

주는 사람인 한에서 그를 사랑한다.” 이러한 Palmer의 사랑과 아리스토

텔레스의 즐거운 것으로서의 우정의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과학 수업이 

도구적 관심의 단순한 호기심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학생의 흥미나 재

미를 유발하고 과학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단순한 흥미에 지나지 않는

다. 

셋째로 Palmer의 지식을 얻는 원천으로서의 유용성(Control)은 응용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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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실용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식으로서 응용과학이 이에 

대 해당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랑할 만한 것 중 ‘유용한 것’으

로의  우정은 서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서로를 위하여’ 성립되지 않는 유용성의 우

정은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수 없고, “서로를, 유용성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에게서 얻게 될 어떤 

좋은(good) 것을 사랑한다. 유용함을 주는 사람인 한에서 그를 사랑한다.”  

이러한 Palmer의 사랑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용한 것으로서의 우정의 개

념과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 과학 수업이 도구적 관심의 ‘단편적 유

용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과학 지식의 전달(습득)이나 문제 풀이 능

력 향상을 수업 목표로 하는 것을 말한다. 사랑 안에서 하는 교육에 관심

이 있었던 Merton (1979)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교육의 목적은 사

람에게, 자신과 세계의 관련성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그리고 자발

적으로 정의하는 법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세계가 이미 가공해 놓은 정의

나, 그 개인 자신이 멋대로 만들어 내는 정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Merton의 말은, 자아와 세계가 교육의 대 주제이며 자유와 

진리가 그 대 목표인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전통을 염두에 두고 있다 

(Palmer, 1993). Merton에 의하면 유용성은 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

다. 그러나 많은 학교 현장에서 유용성 지향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과학과 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는 좋은 수업 사

례에 관한 질적 접근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업 관찰, 

교사 면담, 학생 면담, 동료 교사 면담을 통한 과학과 좋은 수업 사례분석

을 통해 과학과 ‘좋은 수업’의 일반적 특징을 추출하여 과학교육 내실

화의 기초 연구를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장의 과학 수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쟁점 중에서, 수업 방법 측면에서는 강의나 정보의 전

달에 치중하는 수업이 본 연구에서의 단편적 유용성 지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학생들의 선행 지식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실생활 상황에 전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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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과학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업 시간을 통하여 과학적 탐구

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협동보다는 경쟁이 장려되고 있

음을 분석하였다.

표 Ⅱ-6은 이러한 Palmer의 지식의 원천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사랑할 만한 것’을 비교하기 위해 나타낸 표이다. 본 연구에서 과학 수

업의 세 가지 지향은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 ‘단순한 호기심’, 

‘단편적 유용성’이다. 세 가지 지향 중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은 

Palmer(1993)가 지식을 얻는 3가지 원천 중 지향할 것으로 ‘사랑’을 이

야기함과 같은 맥락으로 Palmer의 지식을 얻는 원천으로서의 사랑의 개념

을 본질적인 관심을 가진 온전한 지식의 이해가 이루어지는 수업 상황으

로 확장한 것이다. 즉,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으로 ‘수업 그 자체에 

관한 사랑’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 ‘좋은’ 과학 수업에 있

어 자연과 인간 그리고 과학에 관한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연의 실재

에 관한 탐구를 추구하는 과학 수업 상황에서의 지향이다. 또한, 과학 수

업에 관한 사랑으로 수업주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수업주제와 관련된 나머

지 수업 요소들(수업 목적, 교사, 학생, 수업 방법, 시간, 장소 등)을 유기적

으로 연결하고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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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Palmer의 지식의 원천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사랑할 만한 것’과 

과학 수업의 지향 비교

좋은 과학 수업의 이론적 고찰

Palmer

의 지식의 

원천

사랑(Love)

사랑으로부터 발원하는 지

식의 목표는 깨어진 자아와 

세계의 재결합과 재구축이

다. 여기에서 앎의 행위는 

곧 사랑의 행위이며, 타자의 

실재(reality)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포용하는 행위, 타자

로 하여금 자신의 실재 속

으로 들어와 그것을 포용하

도록 허락하는 행위이다.

호기심(Curiosity)

순수 이론 지식 같은 지식 

자체가 목적인 지식

도덕과 무관한 열정으로서, 

알고자 하는 욕구를 방해하는 

어떠한 지시도 거부한다.

호기심에서 생겨난 지식은 소

위 순수하고 사변적인 지식으

로서,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

로 하는 지식.

유용성(Control)

응용과학과 같은 실용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의 지식

유용성(Control)에서 나

온 지식은 응용과학이 

이에 대 해당한다.

아리스토

텔레스의 

세 가지 

‘사랑할 

만한 것’ 

선한 것

선한 것은 무조건 선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유용한 것이

다. 그 유용성이 선의 우정

의 본질은 아니지만, 선의 

우정의 한 부분은 분명 유

용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다. 

유용성과 즐거움을 위한 우

정은 진정한 우정일 수 없

지만 진정한 우정은 결과적

으로 유용하고 즐거운 것이

다. 그 유용하고 즐거운 결

과들 때문에 우정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의 우

정의 지속을 위한 필요조건

이 그것들일 수 있다. 

즐거운 것

즐거움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

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기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성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이 그들에게서 즐거움을 발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즐거움

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들 스스로>에게 즐거운 

것을 위하여 사랑하며, 그들

은 다른 사람이 사랑할만한 

인격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즐거움을 주는 사람인 한에서 

그를 사랑한다.” 

유용한 것

유용성의 우정은 서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

게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서로를 위하여’ 성립되

지 않는 유용성의 우정

은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수 없고, “서로를, 유

용성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

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에게서 얻게 될 어

떤 좋은(good) 것을 사

랑한다. 유용함을 주는 

사람인 한에서 그를 사

랑한다.”

과학 

수업의 

지향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

교사와 학생이 수업 자체를 

사랑하는 것. 자연에 관한 

본질적인 관심이나 자연의 

실재에 대한 탐구 추구

단순한 호기심

도구적 관심에서 학생의 단순

한 호기심 유발, 과학에 관심

을 갖게 하기 위한 단순한 

흥미가 수업의 목적임

단편적 유용성

도구적 관심에서 단편적 

과학 지식 습득이나 문

제 풀이 능력 향상이 수

업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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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지향 중 ‘단순한 호기심’은 도구적 관심(기술적 관심, Eger, 

1989)에서 수업을 통하여 학생의 호기심 유발에 중점을 두는 것을 수업 목

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편적 유용성’은 도구적 관심(기술적 관심, 

Eger, 1989)에서 단편적 과학 지식의 전달(습득)이나 문제 풀이 능력 향상

을 수업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서 사용된 과학 수업의 세가지 

지향의 정의를 표 Ⅱ-7에 나타내었다.

표 Ⅱ- 7. 과학 수업의 세 가지 지향의 정의

과학 수업의 세 가지 지향 지향의 정의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
교사와 학생이 과학 수업 자체를 사랑(Palmer, 1993)

하는 것

단순한 호기심
도구적 관심(기술적 관심, Eger, 1989) 측면에서 수업을 

통하여 학생의 단순한 호기심 유발을 목표로 하는 것

단편적 유용성

도구적 관심(기술적 관심, Eger, 1989) 측면에서 단편적 

과학 지식의 전달(습득)이나 문제 풀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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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Palmer의 진리의 커뮤니티

본 연구의 ‘좋은’ 과학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적 고려하에서는 수

업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들이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연결 지

어진다. 이러한 수업 요소의 통합적 고려에 관한 근원은 그림 Ⅱ-1로 표현

된 Palmer(2007)의 진리의 커뮤니티(The Community of Truth)이다.

그림 Ⅱ-1. The Community of Truth(Palmer, 2007)

Palmer(2007)의 진리의 커뮤니티는 광활하게 펼쳐진 공간과 시간 속에 

내던져진 다양한 커뮤니티이며, 이 다양한 커뮤니티가 공통적인 주제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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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렴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또 그 커뮤니

티들은 같은 방식으로 주제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관찰과 해석의 공통된 

규칙을 지키면서 결국 하나의 커뮤니티를 향해 나아간다. 이러한 Palmer 

(2007)의 진리의 커뮤니티(The Community of Truth)는 오지은 (2017)의 연

구에서 수업주제가 의미화 된 교실 공동체의 모습으로 활용되었다(그림 

Ⅱ-2). 즉, Palmer(2007)의 진리의 커뮤니티의 공통적인 주제(subject)인 수

업주제를 중심으로 인식자(knower)에 해당하는 수업 요소(교사, 학생, 수

업주제, 교과 등)간 유기적 연결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좋은’ 과학 수업

을 형상화 할 수 있고, 이로부터 교사, 학생, 수업주제, 과학 간의 관계가 

풍성해 질수록 이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 학생과 수업주제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어 수업주제가 의미 있게 된다. 

그림 Ⅱ-2. 수업주제 의미화를 위한 경력 교사 이지훈의 노력(오지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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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는 오지은(2017)의 연구에서 수업주제 의미화를 위한 경력교

사 이지훈의 노력을 도식화 한 것이다. 경력교사 이지훈은 수업주제가 의

미 있을 수 있는 가르침과 배움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네 가지 노력을 하

였다. 첫째, ‘구체적인 현상을 통해 학생을 수업주제로의 초대하는 것’

은 학생이 수업주제에 관한 자연 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

째, ‘활동지의 활용’은 수업주제, 교사, 다른 학생, 과학(교과)가 연결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고, 셋째, 학생이 수업주제에 적절히 반응하도

록 돕는 활동으로 학생의 생각이 수업주제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고, 마

지막으로, ‘도전과제와 질문의 활용’으로 수업주제에 대한 학생의 이해

가 넓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오지은, 2017).

이러한 수업 요소의 유기적 연결과 통합적 고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좋은’ 과학 수업은 과학 수업의 요소 간의  

통합도를 고려하고, 이 ‘좋은’ 과학 수업 요소에는 수업 목표(Why), 교

사(Who), 학생(Whom), 수업주제(What), 수업 방법(How), 시간(When), 장소

(Where) 등이 포함된다. 표 Ⅱ-8은 ‘좋은’ 과학 수업 요소 각각에 관한 

설명을 나타낸 표이다. 본 연구에서 ‘좋은’ 과학 수업의 수업 요소에 관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수업 목적(Why)

수업 목적은 수업의 본질적인 지향과 관계된 것으로 교사가 왜 이 주제를 가르쳐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자연을 향한 본질적인 지향을 나타내며, 즉, 교사가 왜 이 주

제를 가르쳐야 하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과 관련된 수업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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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8. 과학 수업 구성 요소

수업 요소 설 명

수업 목적 Why
수업의 본질적인 지향과 관계된 것이다.

수업주제와 관련하여 왜 가르쳐야 하는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해당되는 것

교사 Who

수업주제를 향한 수업의 주체이다.

이 주제와 교사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수업에서 교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등과 같은 질문에 해당 되는 것

‘교사’라는 요소가 다른 수업 요소 들 간의 관계성이 있느냐에 대해 

중점을 둠

학생 Whom

수업주제를 향한 수업의 주체이다.

이 주제와 학생의 관계는 무엇인가, 교사가 학생들을 고려하고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에 해당 되는 것

‘학생’이라는 요소가 다른 수업 요소 들 간의 관계성이 있느냐에 대해 

중점을 둠

수업주제 What

수업의 중심이 되는 핵심 개념이다.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등과 같은 질문에 해당 되는 것

‘좋은’ 과학 수업에서는 수업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 고려함.

수업 방법 How

수업 요소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것 고민

교사와 학생은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가 등과 같은 질문에 해당 되는 

것

시간 When

수업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개념이다.

수업에서 시간적 개념을 고려하는가, 언제 이 주제를 가르쳐야 등과 

같은 질문에 해당 되는 것

장소 Where

수업 요소들과 연결되는 공간적 개념이다.

어디서 이 주제를 가르쳐야 하는가, 수업에서 공간적 개념을 

고려하는가 등과 같은 질문에 해당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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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Who)

교사는 ‘좋은’ 과학 수업에서 수업주제를 향한 수업의 주체이다. 수업에서 교사 

자신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교사(who)’라는 요소가 다른 수업 요소 들 간의 관계

성이 있느냐에 대해 중점을 두어 ‘좋은’ 과학 수업을 진행한다. 즉, 교사 자신의 

정체성, 교사 내면의 신념, 주제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수업

에서 교사 자신의 드러남에 관한 것이다. 

다. 학생(Whom)

학생은 ‘좋은’ 과학 수업에서 수업주제를 향한 수업의 주체이다. ‘좋은’ 

과학 수업에서는 학생 스스로 수업을 구성하고 있는가, 교사가 학생들을 고려하고 있

는가, ‘학생’이라는 요소가 다른 수업 요소 들 간의 관계성이 있느냐에 대해 중점

을 둔다. 

라. 수업주제(What)

수업주제(What)는 ‘좋은’ 과학 수업에서 수업 요소 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수업 요소간 통합적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의 중심이 되는 핵심 개념이다. 

‘좋은’ 과학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에 관한 답을 줄 수 있는 수업 요

소이다.

마. 수업 방법(How)

수업 방법(How)은 수업 요소 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고민을 줄 수 

있는 수업 요소로서, 교사와 학생은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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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간(When)

‘좋은’ 과학 수업의 수업 요소 중 ‘시간’은 수업 요소 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개념을 말한다. 교사는 수업에서 시간적 개념을 고려하는가에 관한 답을 줄 수 있는 수업 요

소이다.

사. 장소(Where)

‘좋은’ 과학 수업의 수업 요소 중 ‘장소’는 수업 요소 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개념을 말한다. 교사는 수업에서 공간적 개념을 고려하는가에 관한 답을 줄 수 있는 수업 요

소이다.

본 연구에서 ‘좋은’ 과학 수업은 선행연구(이경호 외, 2018)의 ‘좋

은’ 과학 수업에 관한 정의를 기본으로 하여 이를 명료화 하여 정의하고

자 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이경호 외, 2018)에서는 ‘좋은’ 과학 수업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에서 ‘좋

은’ 과학 수업을 과학 교과에 내재된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업의 지

향과 수업의 요소 들 간의 통합도 측면으로 정의하는 것과 같은 기준이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예시이다.

첫 번째는 가치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기존의 명제적으로 

진술된 기능 중심의 정의를 넘어서 과학교과에 내재된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업을 ‘좋은’ 과학수업으로 정의하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 가치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좋은’ 

과학수업은 다음과 같다. 수업이 개인의 욕망 (유용성 혹은 소

유욕)이나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써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수

업자체가 목적이 되는 (수업 그 자체를 사랑하여 수업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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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대상과 주체를 비롯한 제반 요소 들 간의 상호의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더불어, 수업자

체를 사랑하는 것은 수업의 외적측면보다는 수업에 내재된 본

질에 관한 관심 (본질적/우주론적 관심)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반면, 유용성나 호기심 등과 같은 지향은 수업

을 자신의 욕망이나 쾌락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하는 

도구적 관심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좋은’ 과학수

업을 정의하는 두 번째 측면은 수업에 관한 총체적 시각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과학수업을 구성하는 수업의 제반 요소 들 

간의 통합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 측면에서 과학수업을 바라

보면, 과학수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들이 개별적, 부분적

으로 다루어지는 상태에서, 각 요소 들 간의 연결이 나타나는 

상태를 넘어서, 수업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의 제반 요

소 들이 전체적이며 역동적인 관계를 갖는 상태를 ‘좋은’ 과학

수업이라고 정의한다(이경호, 김홍빈, 이성은, 이은예, 2018). 

  특히, 본 연구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 (이경호 

외, 2018)에서의 설명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하였다.

첫째는 이경호 외(2018)의 연구에서는 수업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수업

에 내재된 본질에 관한 관심 (본질적/우주론적 관심)과 깊은 관련성이 있

음을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하여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경호 외(2018)에서와 동일하게 본 연구는 수업 자체

를 사랑하는 것을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인 ‘과학 수업에 관한 사

랑’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온전한 지식의 이해를 할 수 있고, 또한, 지속

적으로 배움의 기쁨을 느끼도록 한다. 따라서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

의 과정에서는‘단편적 유용성’을 지향하여 얻은 지식의 획득이나 ‘단

순한 호기심’ 지향에서 얻고자 하는 재미 등과 같은 가치들은  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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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충족된다. 즉, ‘좋은’ 과학 수업에서 추구하는 ‘과학 수업에 관

한 사랑’의 지향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단편적 유용성’의 가치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향으로 얻어지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

이다. 그러나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을 활용한 분석의 명확성을 위하

여 각각의 지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것을 나타낸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을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여 예비교사들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을 분석하였다.

  둘째로 이경호 외(2018)의 연구에서는 수업 요소를 자연, 과학, 교사, 

학생 등으로 하여 수업 요소 들 간의 통합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좋은’ 과학 수업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수업 요소를 더욱 다양

화하고 세분화를 시도하여 수업 목적(Why), 교사(Who), 학생 (Whom), 수업주

제(What), 수업 방법(How), 시간(When), 장소(Where)를 수업 요소로 하였으며, 

‘좋은’ 과학 수업에서는 수업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 들의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는 통합적 고려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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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과학의 본질과 과학교육

‘좋은’ 과학 수업은 결국, 과학을 잘 가르치는 것이기에 과학이 무엇

인지, 과학 교육은 어떠한 목적을 가져야 하는지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최근의 논의 중 과학의 본질과 과학교육을 구

체적으로 다룬 예들을 살펴보았다.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교사들의 사고 속에는 과학 지식의 

이해라는 가치와 과학에 관한 흥미라는 가치가 종종 갈등을 일으키며 등

장한다(오필석, 2013). 오필석(2013)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과학 수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교사들은 좋은 과학 

수업에 있어서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으나, 과학 지식의 이해라는 

가치와 과학에 관한 흥미라는 가치에 한정되어 있고, 이 두 가지 가치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까지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치를 살펴보

면 과학 지식이나 과학에 관한 흥미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과학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지식의 이해는 최무영(2019)의 과학적 사고의 요소로서 기존 지식에 대해 

‘의식적으로 반성’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즉, 갈릴레이가 무거운 것

이 가벼운 것보다 먼저 떨어진다는 기존 지식에 대해 다시 성찰하였듯이 

전통적인 권위로 뒷받침 되고 있는 보편 지식에 대해 의식적으로 반성하

는 것이 과학적 사고의 가장 중요한 출발(최무영, 2019)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다른 것이다. 그 이유는, 오필석(2013)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과학 수업으로서의 지식의 이해라는 가치 추구는 교사가 학생에게 

정해진 기존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한정되어있으며, 이러한 단편적 지식 

전달의 수업과 같이 수업의 목적, 수업의 주제 등 수업 요소 들 간의 관계

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없이 과학 수업에서 보편 지식을 학생들에게 잘 전

달하는 것만으로는 과학적 사고의 함양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없기 때

문이다(최무영, 2019). 한편, 오필석(2013)의 연구에서 교사가 좋은 과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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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지는 흥미라는 가치는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으로 과학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한, 실험이나 탐구 중심의 과학 수업을 하는 교사는 과학 내용을 잘 가르

치고자 하는 교사와 조화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오필석, 2013). 이

러한 연구 결과는 과학적 사고의 중요한 과정으로서 지식의 실증적 검토

(최무영, 2019)가 되는 과학 실험이 과학적 내용을 온전히 익히는 것과 별

개로 단순한 흥미를 가지는데 그치는 것으로 교사들의 인식이 있음을 파

악할 수 있다. 최무영(2019)은 과학적 사고에 대한 논의에 있어 갈릴레이가 

정량적 고찰을 통해서 과학적 사고를 했듯이 ‘지식의 정량화’를 과학적 

사고의 요소라 하였으며, 갈릴레이가 지식을 통해 예측했다면 이를 정말로 

빨리 떨어지는지 실제로 해봐야 하는 ‘지식의 실증적 검토’를 과학적 

사고의 요소라 하였다. 또한, 박승재(2018)는 자연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것인지, 자연의 위대함과 신비스러음을 느끼게 하는지 과학 교육에서 이루

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김예슬 외(2012)의 연

구에서 좋은 과학 수업에 있어 실험의 의미를 확장하여 지식의 정량화(정

략적 고찰)나 지식의 실증적 검토로서의 실험 등 자연의 실재에 대한 탐구

를 통해 자연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자연의 본성을 탐구하려는 것인가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이 뒷받침되는 주장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논의

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좋은’ 과학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과학 

수업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며 자연에 관한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연

의 실재를 탐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진리의 커뮤니티와 같은 

수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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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과 수업 요소 간 관계

  다음 표Ⅱ-9, 표Ⅱ-10, 표Ⅱ-11은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된 ‘좋은’ 과학 수업에서의 지향에 해당하는 과학 수업에 관한 사

랑에 대한 예시이다. 또한, ‘좋은’과학 수업의 특징 중 ‘자연을 향한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연의 실재에 관한 탐구’에 대한 기준 예시를 

정리한 표이다. 

표. Ⅱ-9.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 예시 (1)

< A.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

A-1.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정의)

A-2. 자연에 관한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연의 실재에 관한 탐구

- 과학교과에 내재된 본질적 가치를 추구 하는가 (박승재, 2018; 이경호, 2018; 최

무영, 2019)

- 과학 수업 그 자체를 사랑하는가 (Palmer, 1983)

- 지식을 추구하는 동기가 사랑인가 (Palmer, 1983)

- 지속적으로 배움의 기쁨을 느끼도록 하는가 (박승재, 2018)

- 온전한 지식의 이해를 할 수 있는가 (박승재, 2018)

- 수업주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수업주제와 관련된 나머지 요소 들까지도 다 함께 모

두 사랑하는가 (Palmer, 1983)

- 자연의 실재에 대한 탐구를 추구하는가? (최무영, 2019), [예비교사 K, p. 92]

- 자연의 위대함과 신비스러움을 느끼도록 하는가 (박승재, 2018)

- 자연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것인가 (최무영, 2019)

- 자연의 본성을 탐구하는가? (최무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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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 예시 (2)

A.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

A-1.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

A-2. 자연에 관한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연의 실재에 관한 탐구

- 자연과학의 중요한 기본 개념과 개념체계를 탐구하고 의미 있게 구조적으로 이해하

며 생각이 깊어지고 응용이 넒어지는가 (박승재, 2018;최무영, 2019)

- 숙고하며 해볼 만한 멋진 과학 활동인가 (박승재, 2018)

- 과학의 성격을 이해하도록 하는가? (최무영, 2019) 

- 과학과 가치, 과학의 객관성, 과학의 합리성, 과학의 역사성에 대한 것인가? (최무영, 

2019) 

- 관측과 논리적 추론을 통하여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인가? (최무영, 2019) 

- 온전한 지식의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의도하는가?

- 합리적인 과학적 사고를 강조하는가?(최무영, 2019) 

- 반성적 사고(의식적 반성)를 하는가?(최무영, 2019)

- 지식의 정량화(정량적 고찰)를 시도하였는가?(최무영, 2019) 

- 지식의 반증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가?(최무영, 2019) 

- 과학적 지식을 고려하는가?(최무영, 2019) 

- 단편적인 지식들을 ‘하나의 합리적 체계(보편지식 체계, 이론 체계)’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가?(최무영, 2019) 

- 과학 활동과 시대정신이 서로 작용하는가?(최무영, 2019)  

- 과학 활동은 인간의 활동으로서 사회와 영향을 주고 받는가?(최무영, 2019) 



- 55 -

표. Ⅱ-11.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 예시 (3)

A.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

A-1.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

A-2. 자연에 관한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연의 실재에 관한 탐구

- 과학 이론 체계가 전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고민하는가?(최무영, 2019)  

- 과학을 메타 수준(한 단계 위의 추론)으로 바라보았는가?(최무영, 2019)

- 지식의 실증적 검토(실험)가 이루어지는가?(최무영, 2019), [예비교사 K, 학기 

말-교육실습 후 면담] 

- 우주 전체를 근원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인가?(최무영, 2019)

- 인간과 우주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가?(최무영, 2019)

- 자제와 인내심을 함양하는가?(박승재,2018)

- 생각이 깊어지고 응용이 넒어지는가?(박승재, 2018) 

- 인간과 우주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가?(최무영, 2008)

-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공익적 요소가 있는가(박승재, 2018; 최무영, 2019)

- 과학적 사고로 평가하였는가?(최무영, 2008)

한편, 다음 표Ⅱ-12는 ‘좋은’ 과학 수업의 통합적 고려 예시이다. 다

음의 예시 들을 바탕으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

과 수업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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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좋은’ 과학 수업에서 수업 요소 간 관계성 예시

B. ‘좋은’ 과학 수업에서 수업 요소 간 관계성

B-1. 좋은 과학 수업에서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 들의 통합적 고려

B-2.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진리의 커뮤니티와 같은 수업

-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가 [예비교사 H, 반성적 실천 기록지 2], (박승

재, 2018), (최무영, 2019) 

- 함께 사는 원리를 가르치는가 (Hong, 2005)

-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가 (Palmer, 1983) 

- ‘좋은’ 과학 수업은 수업주제가 교사에게 의미가 있는가 (Palmer, 1983) 

- 수업주제 자체가 학생에게 의미 있을 수 있도록 수업주제와 학생 간 소통이 이루어

지는가? (Palmer, 1983) 

- 수업주제(지식)와 교사의 삶, 학생의 삶, 인류의 삶을 연결(관계)시키는가? (예비교

사 H, 학기 말)  (Palmer, 1983) 

- 협력적 수업인가? (Palmer, 1983; 박승재, 2018)

- 주체와 객체 사이를 사랑으로 연결해주며, 지식에서의 참여와 상호성, 책임성 등을 

강조하는가(홍은숙, 2005)

- 자연을 아끼며 보전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가?(박승재, 2018)

- 물자와 에너지를 아끼고 오염을 줄이도록 하는가?(박승재, 2018) 

- 수업주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수업주제와 관련된 나머지 요소 들까지도 다 함께 모

두 사랑하는가 (Palmer, 1983)

- 학생들이 과학지식과 실재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도와주는가?(최무영, 2019), [예비교사 K, 학기 말-교육실습 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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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본 연구에서의 ‘좋은’ 과학 수업의 정의와 설명은 다음과 같다. 

좋은’ 과학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과학 수업 자체를 사랑(Palmer, 1993)

하는 것이다. 이 수업은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 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 고려를 하는 수업이다. 예를 들어 자연에 관한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연의 실재를 탐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진리의 

커뮤니티와 같은 수업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사전 연구를 통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개

념 정리를 바탕으로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과 수업 요소 들 간의 통합

도를 나타낸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을 개발 후, 이것을 매트릭스로 

활용하여 예비교사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매트릭스로 사용된 ‘좋은’ 과

학 수업 분석 틀은 연구 분석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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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18년 1학기에 서울 소재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학부 과정에 

교육실습 준비를 위해 개설된 <물리교수법> 강의를 수강한 예비교사 6명

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모두 4학년 재학생이고 연구 참여

에 동의하였다. 아래 표 Ⅲ-3과 같이 연구 참여자의 구별을 코드화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교육 실습을 준비하는 동안 2인 1조로 수업 시연

을 하였다.

조 참여자 코드 학년 성별 전공 교육실습 학교 유형

1
D 4 남 물리교육 부설중학교

H 4 남 물리교육 부설중학교

2
L 4 남 물리교육 부설중학교

C 4 남 물리교육 OO고등학교

3
K 4 남 물리교육 OO고등학교

J 4 남 물리교육 부설중학교

표 Ⅲ-1. 연구 참여자 예비교사의 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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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의 맥락

3.2.1. 예비교사들의 자료 작성

다음 표 Ⅲ-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4단계에 걸쳐 

예비교사들은 연구와 관련하여 자료를 작성하였다.

1단계에서는 3∼4월 중 ‘좋은’ 과학 수업이라는 새로운 수업을 제안

한 <물리교수법> 강의를 수강하는 예비교사들에게 ‘좋은’ 과학 수업의 

조건, 특징 및 개념 등을 관련 논문과 서적을 통해 함께 논의하고, 이를 바

탕으로 관련된 수업 동영상 및 관련 사례집(Son, 2012; 남경운, 서동석, 이

경은, 2014)등 구체적인 ‘좋은’ 과학 또는 과학 수업의 사례를 통해 예

비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깊은 이해를 갖도록 시도하였다. 

해당 강좌가 진행되는 학기 전반에 걸쳐 설문 응답지를 작성하였다.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기 초에 이루어진 사전 기초 설문조사 결과와 세 차

례에 걸쳐 수집된 반성적 실천 기록지, 그리고 매주 예비교사의 생각을 기

술한 주간보고서가 주요 자료이다. 

2단계에서는 4∼5월, 2개월의 기간 동안 예비교사들 2명이 1조가 되어 

두 차시 씩 조별 수업 시연을 하고, 그 후 세 번째 수업 시연에서는 개인별 

수업 시연을 진행하였다. 조별 수업 시연과 개인별 수업 시연의 과정에서 

지속적인 반성적 평가 및 논의를 통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

사들의 인식이 형성되도록 하는 과정에서도 심층적인 면담 자료를 수집 

하였다.

3단계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실습을 통하여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현장에서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이때 5월 중순

에 다시 연구자들과 예비교사의 만남을 통하여 교육실습 현장에서의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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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좋은’ 과학 수업 인식과 실천에 관한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였

다. 

4단계에서는 학기 말(교육실습 후)에는 예비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

업에 관한 현장에서의 적용을 교육실습을 통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좋

은’ 과학 수업에 관한 각 개인의 생각과 교육실습 기간 동안에 수업을 진

행하며 느꼈던 것들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심층 

면담 자료를 수집하였다. 

3.2.2. 예비교사와의 논의 및 면담 

강의 시간마다 예비교사와 교수 및 수업 조교 및 현직 교사인 동료 연구

자들과의 논의 과정이 기록된 연구자들의 관찰기록지, 연구 참여자들의 수

업 시연 녹화 자료 등 강좌 진행 중에 생성된 다양한 자료를 함께 수집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역적 내용 분석 및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질적으로 

분석되었다. 이때,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좋은’ 과학 수

업 분석 틀을 개발하였으며, 동료 연구자, 연구 참여자, 과학교육 전문가들

과 끊임없는 논의와 검토를 통한 해석학적 순환 과정을 거치며 연구의 타

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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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수집

3.3.1. 예비교사의 인식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교육실습을 앞둔 물리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된 <물리교수법> 강의는 중등 과학교사를 목표로 하는 예비 과학 교사들

에게 과학 수업의 준비, 실행, 분석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과학 

수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수업의 목적으로 하였다. 즉, ‘좋은’ 과학 

수업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시키고, 수업 시연을 통하여 자신의 수업과 다

른 예비교사들의 수업을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며, 수업 실습과정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강의 일정과 강의로

부터 얻은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자료수집한 내용은 표 Ⅲ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하여 분석한 자료는 강의 수강 전에 작성한 학기 전 기초 설문지

와, 세 차례에 걸쳐 수집한 반성적 실천 기록지, 그리고 매주 수집된 7개의 

주간보고서이다. 또한, 강의 중 3명의 공동연구자들의 참여 관찰자료와 예

비교사들의 교육실습 전, 후 수업 시연 녹화 및 전사 자료와 현장 자료(수

업지도안, 활동지, 수업 내 활용 PPT 자료 등) 그리고 예비교사들과의 조

별, 개인별 심층 면담 자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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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주 주요 강의 내용 (화요일) 주요 강의 내용 (목요일) 과제 및 수집된 자료

3

월

1
물리학과 물리교육학

아인슈타인의 저서 1,2절

‘좋은’ 과학 수업의 조건과 특징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Oh, 2013)(1)

(0) 학기 전 기초 설문지

(1)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Oh, 2013)

(0) 주간보고서 1 ‘좋은’ 과학 수업

(2) 주간보고서 2 가르칠 수 있는 용기 

(3) 주간보고서 3 수업 관찰(부속여중 대표수업)

2 가르칠 수 있는 용기 논의(2) 수업분석 빛 논의(3) 주간보고서 4 학기 초 ‘좋은’ 과학 수업 관련 나의 생각 그림 표시

3 배움의 공동체 논의(4) 지도교사 수업(5)
(4) 주간보고서 5 - 배움의 공동체

(5) 주간보고서 6 - 수업관찰(지도교사 수업 분석) 

4
수업 시연 주제 논의

수업분석 틀 및 수업모형

수업 시연 주제 논의, 수업모형(협동학습)

위대한 사물
주간 보고서 7 수업 모형(협동학습) 동영상

5 수업 시연 주제 1 수업 시연 주제 1
수업 구성 분석 틀&수업주제 의미화 분석 틀

수업 시연 참관 및 녹화, 수업 지도안 및 수업자료(조별)

4

월

6 수업 시연 주제 1
수업 시연 주제 2 

- 저항의 연결, 전하량 보존

반성적 실천 기록지 1(4월초), 주간 보고서, 수업 비평표&분석 틀, 

수업 시연 참관 및 녹화, 수업 지도안 및 수업자료(조별)

7 수업 시연 주제 2 ‘좋은’ 과학 수업실천, 분석 및 논의
주간 보고서, 수업 구성 분석 틀&수업주제 의미화 분석 틀

수업 시연 참관 및 녹화, 수업 지도안 및 수업자료(조별)

8 수업주제 3 개인별 자유주제 ‘좋은’ 과학 수업실천, 분석 및 논의
주간 보고서, 수업 구성 분석 틀&수업주제 의미화 분석 틀

수업 시연 참관 및 녹화, 수업 지도안 및 수업자료(조별)

9 수업주제 3 개인별 자유주제 ‘좋은’ 과학 수업실천, 분석 및 논의
주간 보고서, 수업 구성 분석 틀&수업주제 의미화 분석 틀

수업 시연 참관 및 녹화, 수업 지도안 및 수업자료(조별)

5월 <교육실습 > 5월17일 목 6시10시 / 교육실습 기간 중 면담
반성적 실천 기록지 2 (학기 중, 교육실습 전). 심층 면담 자료

주간 보고서, 수업 시연 참관 및 녹화, 수업 지도안 및 수업자료

6월 <강의> 6월7일 목 2시30분~5시 / 교육실습 후 면담 반성적 실천 기록지 3 (학기 말, 교육실습 후). 심층 면담 자료

표 Ⅲ-2. <물리교수법> 강의 일정과 과제 및 시기에 따른 수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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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Ⅲ-3은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반성적 실천 기록지 1의 문항 내용

이다. 

반성적 실천 기록지 1 문항

`1. ‘좋은’ 과학 수업이란 어떤 수업인가? (예: ‘좋은 ’과학 수업의 주요한 특징은?)

2.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첨부한 자료(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자

신의 관점 분석)의 그림에 표시하고 설명하시오. 학기 초와 비교하여 현재 ‘좋은 ’

과학 수업에 관한 관점에 변화가 있다면, 그 이유도 자세하게 기록하시오.

3.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을 읽고 논의한 경험은 중고등학교에서 물리를 가

르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도움이 되었다면(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4. 기타: 지난 한 달간 강의시간에 논의하였던 내용 중 의미 있었던 내용이 있다

면, 이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합니다.

5. <물리교수법>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좀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본 강의

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자세하게 적어주길 바랍니다.

표 Ⅲ-3. 반성적 실천 기록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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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Ⅲ-4은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반성적 실천 기록지 2의 문항 내용

이다. 

반성적 실천 기록지 2 문항

#1. 지난 한달 간 강의 중 논의하였던 내용 중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내용(예: 고

민/질문/갈등이 되었던 일, 기존 생각의 변화, 새로운 생각의 형성 등)을 구체

적으로 기술하길 바랍니다,

(논의 주제 예시)

위대한 주제/사물, 수업주제의 의미화, 진리의 커뮤니티, 수업 요소의 통합화, (수

업) 사랑을 지향, 수업 분석, 가르칠 수 있는 용기, 힘과 운동, 전하량 보존, 

실험과 오차 등

#2. 지난 한 달간 ‘좋은’과학수업에 관한 자신의 관점(또는 기준)변화를 첨부한 자

료(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자신의 관점 분석)의 그림에 표시하고 설명하길 바

랍니다. 

#3. 이번 교육실습을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

고 왜 그것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록합니다.

표 Ⅲ-4. 반성적 실천 기록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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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Ⅲ-5는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반성적 실천 기록지 3의 문항 내용

이다. 예비교사들은 다음의 주제들에 관한 예비교사 자신의 성찰(또는 반

성)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반성적 실천 기록지 3 문항

#1. 지난 기간 ‘좋은’과학수업에 관한 자신의 관점(또는 기준)변화를 첨부한 자료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자신의 관점 분석)의 그림에 표시하고 설명하길 바랍니

다.

*여기서 '좋은’과학수업에 관한 자신의 관점(또는 기준)이란,

자신이 현재 실천 가능한 ‘좋은’ 과학 수업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향하는 

‘좋은’ 과학 수업을 의미합니다. 

#2. 지난 교육실습 기간 동안 자신의 과학 수업은 어떠하였는지를  교육실습기간 

과학 수업 실천 분석 그림에 표시하고 설명하길 바랍니다.

#3. 위의 #1과 #2에서 기술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관점과 교육실습기간 수

업실천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1) 이 간격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2) 이 간격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물리교수법> 강의차원:

-사범대학 차원:

-부설학교 차원:

표 Ⅲ-5. 반성적 실천 기록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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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들은 주간 보고서 1에서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논문(오필

석, 2013)을 읽고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에 관한 자신의 생각, 논문 내용 중 

의문이 있는 부분, 논의해 볼 만한 주제 등을 A4 1-2쪽 의 분량으로 작성

하여 제출하였다. 예비교사들은 주간 보고서 2에서는 Palmer(2007)의 저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읽고 새로운 점, 배운 점, 의문점, 함께 토론하

고 싶은 주제 및 쟁점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예비교사들은 주

간 보고서 3에서는 **중 대표수업 동영상을 보고 첫째,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을 이용하여 ‘좋은 과학 수업의 측면에서 대표수업을 평가하고, 

둘째, 어떤 점에서 ‘좋은과학수업의 특징을 보이며, 어떤 점에서 미흡했

는지를 자세히 기술하여 제출하였다. 예비교사들은 주간 보고서 4에서는 

학기 초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한 나의 생각을 ‘좋은 과학 수업 그림에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그림 Ⅲ-1. 학기 초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나의 인식(주간보고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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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들은 주간 보고서 5에서는 손우정 (2012)의 저서 배움의 공동체

를 읽고 예비교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여 제출하였다. 예비교사들은 주간 

보고서 6에서는 지도교사 수업 영상을 본 후 예비교사 자신의 생각을 기술

하여 제출하였다. 예비교사들은 주간 보고서 7에서는 첨부 자료(쉽고도 재

미있는 과학수업)의 1부 1장을 참고하여 수업모형에 관한 주간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때 대표수업 동영상과 수업자료를 통하여 협동학습에 대하

여 논의하였다.

표 Ⅲ-6. 수집 자료의 문항 내용

수집된 자료 문항 내용 

자료 1. 

학기 전 기초 설문지

(학기 초, 강의 수강 전)

0-5. ‘좋은’ 과학 수업이란 어떤 수업인가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좋은’ 과학 수업의 중요한 특징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

술하시오.

자료 2.

반성적 실천 기록지 2

(학기 중, 교육실습 

직전)

2-1. 지난 한 달간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자신의 관점(또는 

기준) 변화를 첨부한 자료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자신의 관점 

분석)의 그림에 표시하고 설명하길 바랍니다.

자료 3.

반성적 실천 기록지 3

(학기 말, 교육실습 후)

3-1. 지난 기간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자신의 관점(또는 기준)

변화를 첨부한 자료(‘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자신의 관점 분석)

의 그림에 표시하고 설명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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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은‘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

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전 기초 설문지와 반성적 실천 기록지의 문항 중 

일부 구체적인 질문 문항 내용이다. 표 Ⅲ-7은 연구 참여자와 예비교사들

로부터 단계별(시기별) <물리교수법> 강의에서 얻은 자료수집 과정을 요약

하여 나타내었다. 

표 Ⅲ-7. 연구 참여자와 예비교사들로부터 자료수집 과정

단계 시기 물리 교수법 강의 관련 자료수집 과정

1단계
3월~4월

학기 초

사전 설문지 작성

‘좋은’ 과학 수업의 조건과 특징 이해

반성적 실천 기록지(1) 작성

주간 보고서 작성

2단계

4월

학기 중

(교육실습 전) 

‘좋은’ 과학 수업 시연 

- 조별(2인 1조) 2회

- 개인별 수업 시연 1회

현직교사와의 논의 및 면담 3회

반성적 실천 기록지 작성(2)

주간 보고서 작성

3단계

5월 

학기 말

(교육실습 중)

교육실습

논의 및 면담

반성적 실천 기록지 작성(3)

주간 보고서 작성

4단계

6월

학기 말

(교육실습 후)

논의 및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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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예비교사의 수업 실천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수집

본 연구 문제 2에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수업 실천

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하여 분석한 자료는 ‘좋은’ 과학 수업을 이해를 

위한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수집한 반성적 실천 기록지 3

개, 수업 실습 준비를 위해 수행했던 교육실습 전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수

업 구성 분석 틀, 그리고 공동연구자와 수업 조교의 수업 구성 분석 틀이

다.

표 Ⅲ-8.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관계 분석 자료와 분석 틀

수업 유형 수업주제 분석 자료 매트릭스(분석 틀) 제출 기간

조별 수업

(학기 중, 

교육실습 전)

1차 

등속 직선 운동

1조 수업 구성 분석 틀 1.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

2. 수업 구성 분

석 틀

3. 수업주제 의미

화 분석 틀

4/7~4/9

2조 수업 구성 분석 틀 4/13~4/16

3조 수업 구성 분석 틀 4/15~4/16

2차 

전하량 보존 법칙

1조 수업 구성 분석 틀 4/20~4/23

2조 수업 구성 분석 틀 4/20~4/23

3조 수업 구성 분석 틀 4/25~4/29

개인별 수업

(학기 중, 

교육실습 전)

예비교사 H

수업 구성 분석 틀

수업지도안,

수업 녹화 자료,

현장 자료 

1.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

2. 수업 구성 분

석 틀

3. 수업주제 의미

화 분석 틀

4/20~4/29

예비교사 L

예비교사 K

예비교사 D

예비교사 C

예비교사 J

개인별 수업

(학기 말, 

교육실습 후)

예비교사 H

반성적 실천 기록지 3,

수업지도안,

교육실습 수업 녹화 자료,

현장 자료 

1.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

2. 수업 구성 

분석 틀

3. 수업주제 의미

화 분석 틀

6/3~6/7

예비교사 L

예비교사 K

예비교사 D

예비교사 C

예비교사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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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의 중 3명의 공동 연구자들의 참여 관찰 자료와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전, 교육실습 중 수업 녹화 및 전사 자료와 현장 자료(수업지도

안, 활동지, 수업 중 활용 PPT 자료 등) 그리고 예비교사들과의 조별, 개인

별 심층 면담 자료가 있다(표 Ⅲ-8). 표 Ⅲ-8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된 자료

와 자료 분석에 사용된 분석 틀을 나타내었다.

표 Ⅲ-9. 수집된 자료의 문항 내용 (출처;2018 <물리교수법> 강의자료)

수집된 자료 문항 내용

반성적 실천 

기록지 3

(학기 말, 교

육실습 후)

#2. 지난 교육실습 기간 동안 자신의 과학수업은 어떠하였는지를  

교육실습기간 과학수업 실천분석 그림에 표시하고 설명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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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실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된 반성적 실천 기록지 3의 구체적

인 문항 내용이다. 즉, 문항 #2는 교육실습 기간 동안 예비교사 자신의 과

학 수업 실천에 대하여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 해당되는 위치를 표

시하고 그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생각을 묻는 문항이다. 이 문항에 관한 답

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수업 실천을 분석할 때 우선적

으로 사용하였다. 즉, 이 문항에 관한 예비교사의 답을 바탕으로 나머지 

자료를 활용하여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수업 실천을 분

석 틀에 위치시켰다. 다음 그림 Ⅲ-2는 학기 중 시범 수업 진행 안내 자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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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학기 중 시범 수업 진행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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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예비교사의 인식과 실천의 간극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다음 표 Ⅲ-10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실천

의 간극의 어려움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된 반성적 실천 기록

지 3의 구체적인 문항 내용이다. 이 #3번 문항은 연구 문제 3과 관련 있는 

반성적 실천 기록지 3에 있는 #3번 문항으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교육실습 기간 중 자신의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을 예비교사들

이 직접 진술하고, 그 간극의 해소방안을 기술한 문항이다. 

표 Ⅲ-10. 수집된 자료의 문항 예시 (출처;2018 <물리교수법> 강의자료)

수집된 자료 문항 내용

반성적 실천 

기록지 3

(학기 말, 

교육실습 후)

#3. 위의 #1과 #2에서 기술한 ‘좋은’은 과학 수업에 관한 관점

과 교육실습 기간 수업 실천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1) 이 간격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2) 이 간격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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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Ⅲ-11과 Ⅲ-12는 예비교사들이 <물리 교수법>강의에 참여하는 

동안, 3월과 4월~6월 시기에 따라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사용된 수집된 

자료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Ⅲ-11. 시기에 따른 수집된 자료 구분 1 (3월)

시기 수집된 자료
연구 결과의 타당도

를 위한 과정

3월 (강의)

연구 문제 1 

관련 자료

< 주 분석 문항 내용>

자료 1-1. 학기 전 기초 설문지(2018. 3. 6)

: ‘좋은’ 과학 수업이란, ‘좋은’ 과학 수업의 중요한 

특징

자료 1-2. 주간 보고서 4 (2018. 3. 8)

: 학기 초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나의 인식 표시하

고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

매 수업 시간마다 

예비교사, 공동연구

자 3인, 수업 조교 

1인 함께 Member 

checking.

: 예비교사 자신의 

인식과 수업 실천에 

대하여 동료 연구자

들과 함께 논의 및 

확인함.

자료 2-1. 주간 보고서 1 (2018. 3. 7)

: ‘좋은’ 과학 수업이란

자료 2-2. 주간 보고서 2 (2018. 3. 10)

: 가르칠 수 있는 용기(Palmer, 2007)를 읽고 

자료 2-3. 주간 보고서 3 (2018. 3. 12)

: 대표 수업 동영상을 본 후,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 평가하기

자료 2-4. 주간 보고서 5 (2018. 3. 17)

: 배움의 공동체를 읽고

자료 2-5. 주간 보고서 6 (2018. 3. 18)

: 지도교사 수업 분석

자료 2-6. 주간 보고서 7 (2018. 3. 28)

: 수업 모형 자료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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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시기에 따른 수집된 자료 구분 2 (4월∼6월)

시기 수집된 자료
연구 결과의 타당도

를 위한 과정

4월

연구 문제 1 

관련 자료

․반성적 실천 기록지 1 (2018. 4. 7.)

: 학기 초와 4월 초에,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자

신의 관점 변화 표시하고 그 이유 설명

매 수업 시간마다 예

비교사, 공동연구자 

3인, 수업 조교 1인 

함께 Member 

checking

: 예비교사 자신의 

인식과 수업 실천에 

대하여 동료 연구자

들과 함께 논의 및 

확인함.

5월

연구 문제 1 

관련 자료

․반성적 실천 기록지 2 (2018. 5. 7.)

: 학기 초, 4월 초, 5월 초에,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자신의 관점 변화 분석   

6월

연구 문제 1 

관련 자료

․반성적 실천 기록지 3 (2018. 6. 3.)

#1. 교육실습 기간 자신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자신의 관점 분석

6월

연구 문제 2 

관련 자료

․반성적 실천 기록지 3 (2018. 6. 3.)

#2. 교육실습 기간 동안, 자신의 과학 수업 실천 분

석 및 설명

6월

연구 문제 3 

관련 자료

․반성적 실천 기록지 3 (2018. 6. 3.)

#3.‘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관점과 교육실습기간 수

업실천 사이에서

(1) 간격의 원인

(2) 간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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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질적 내용 분석과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있어, 연구 초기의 선(先)이해(Son, 2001)가 연구

를 통하여 새로운 이해로 나아가는 해석학적 순환(Palmer, 1969)의 과정을 

거치며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였다.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해석과 분석에 있어 질적 내용 분석 방법으로 

Elo & Kyngäs(2008)가 제시한 연역적 내용분석(deductive content analysis)

방법과 매트릭스 분석기법(민성은, 2016)을 활용하여 예비교사들로부터 수

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역적 접근법은 기존의 이론이나 모델로부터 출

발하는 접근법이다. 본 연구는 이 접근법에 의거하여 ‘좋은’ 과학 수업

에 관한 선행연구(이경호 외, 2016; 오지은, 2017)에서 진행되어 온‘좋

은’ 과학 수업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나온 결론이 반영된 

구체화된 매트릭스를 개발하여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을 매트릭스로 사용하여 ‘좋

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 변화를 수집된 자료로부터 분석

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료에 관한 읽기와 성

찰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체험 속에 담겨 있는 주제들을 파악 하고 이를 문

장화하였다 (정상원, 김영천, 2014). 연구 과정 중 사용한 코딩과 매트릭스 

분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4.1. 코딩(coding) 

연구 문제 1과 연구 문제 2를 위한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매

트릭스로 사용된,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을 활용하여 연역적 접근 방

법(Elo & Kyngäs, 2008)을 기초로 하여 과학 수업의 세 가지 지향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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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요소 간의 세 가지 관계성으로 예비교사의 진술을 코딩화 하였다. 

즉, ‘좋은’ 과학 수업의 분석 틀의 세로 열에 해당하는 과학 수업의 지

향은 1단편적 유용성, 2단순한 호기심, 3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 3가지로 

코딩하였고, 분석 틀의 가로 행에 해당하는 ‘좋은’ 과학 수업 요소 간의 

관계성은 a부분적 고려, b연결성고려, c통합적 고려 3가지로 코딩하였다. 

이런 코딩화를 바탕으로 한 공동 연구자들의 논의와 자료의 반복적 읽기

를 통하여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 예비교사

의 인식을 위치시켰다.

그림 Ⅲ-3. 질적 자료 분석 방법으로서의 연구 개요

연구 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한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좋은’ 과학 수업

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자료 분석 연구(Miles, Huberman, & Saldana, 2014)를 실행하였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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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Ⅲ-3). 즉,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하여 코딩화 과정을 거쳐 예비교사들로

부터 얻은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물리교수

법’ 이라는 강의 수강 후 교육실습을 다녀온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반성

적 실천 기록지 3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로 반성적 실천 기록지 (3)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

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을 개념 도출로서의 코딩(Charmaz, 2006)을 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개념 도출 코딩한 것과 예비교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 기반 코드인 7개의 수업 요소(why, who, whom, what, how, where, 

when)를 사용하여 코딩(김영천, 2017; Strauss, & Corbin, 1998)을 하였다. 

다음 단계로 각 원인별로 상위 범주화를 통해 예비교사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구 문제 4의 연

구에서는 각 원인별로 예비교사 차원, 사범대학 차원, 부설학교 차원, 사회

적 차원의 4가지 차원에서의 해소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때, 예비교사들의 

진술로부터 예비교사 각각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

정 중 연구 문제 3의 결과 분석을 위한 과정 초기에, 예비교사들의 진술로

부터 4가지 차원을 먼저 설정하고 분석을 시작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예

비교사의 진술에서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은 예비교사 자신, 부설학

교 그리고 사범대학과 관려된 문제로 서로 연관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간극의 원인을 우선적으로 코딩화 한 후 다시 4가지 차원으

로 범주화 하여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3.4.2. 연구의 타당도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연구 참여자로, 공동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 의

해서 이야기되는 바를 ‘듣고 생각하는’, ‘인식하는 주체’이다(유기웅 

외, 2018). 본 연구는 물리교육 전문가, 현직교사(교육학 석사), 물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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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으로 구성된 공동연구자 3인과 자료 분석과 논의를 하였다. 또한, 

현직교사(교육학 석사)인 조교 1인은 강의 수강 기간 동안 예비교사들을 

지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

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고 자료 분석과 논의에 참여 하였다. 이때 연구자들

은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끊임없는 논의를 통한 심층적이고 

순환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심층 면담은 수집한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추

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에 대하여 공동 연구자들의 합의에 의해 질문지를 

만들고, 그 질문지를 바탕으로 예비교사와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음한 후 

전사 및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실습 중에는 예비교사 6명 

모두 한자리에서 집단 면담 방식으로 예비교사들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통하여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예비

교사들은 교육실습 기간 동안에 수업을 진행하며 느꼈던 것들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동 연구자, 연구 참여자(예비교

사), 동료 연구자(자문위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연구 목적, 연구의 의도, 

그리고 연구 결과 분석 내용의 타당성에 관해 논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의

견을 나누며 검토의 과정을 거쳤다(Merriam & Tisdell, 2016). 논의에 참여

한 동료 연구자들은 현직 과학(물리) 교사이거나 물리교육 석사, 물리교육 

박사과정, 물리교육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물리학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3.4.3. 예비교사의 인식 분석 방법

본 연구 방법 중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분석

하기 위해 예비교사들이 학기 초(강의 수강 전)에 작성한 학기 전 기초 설

문지와 강의를 들으며 작성한 반성적 실천 기록지 2, 반성적 실천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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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매주 작성하여 제출한 주

간보고서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생성된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의 삼각화(triangulation)를 통해 연구의 타당도를 획

득 하였다(Lincoln & Guba, 1985). 분석된 자료로는 강의 중 교수자와 수업 

조교를 통한 연구 참여자와의 지속적인 접촉(member checking)과 장기 현

장 관찰 자료, 교육실습 전, 중, 후 수업 시연 녹화 자료 및 조별, 개인별 

심층 면담 자료 등 있었다.

본 연구 문제 1을 위한 자료 분석과정은 크게 ‘좋은’ 과학 수업을 안

내를 위한 강의와 교육실습을 기준으로 시기별 예비교사의 인식을 비교하

였다. 첫 번째 시기로, 학기 초(강의 수강 전)의 예비교사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 시기로, 학기 중(교육실습 전)의 

예비교사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시기

로, 학기 말(교육실습 후)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최종 인

식을 분석하였다.

예비교사의 인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학기 초(강의 수강 

전)에 갖고 있었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 분석은 주

간보고서 4에 나타낸 것으로 파악 하였다. 이 주간 보고서 4에는 예비교사

들이 직접 자신의 인식을 분석틀에 표시하였다. 그 후 추가로 물리 교수법 

강의 중에 이루어진 예비교사 자신의 생각에 관한 설명과 학기 초에 작성

한 기초 설문지를 바탕으로 예비교사의 학기 초(강의 수강 전) 인식을 분

석하였다. 

본 연구 문제 1의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

비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된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을 

매트릭스로 활용하여 질적 연구를 실행하였다. 분석 틀의 자세한 설명은 

자료 분석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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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수업 실천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업 실천 분석을 위한 자료 분석과정은 교육실습을 전, 후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을 비교 분석하

는 과정이다. 첫 번째 시기로, 학기 중(교육실습 전)의 예비교사의 ‘좋

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예비교사의 수업 시연을 비교 분석하였고, 

두 번째 시기로, 학기 말의 예비교사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때, 예비교사의 인식은 학기 말(교육실습 직후) 

예비교사의 최종 인식을 분석하였고, 수업 실천 분석은 학기 말(교육실습 

기간 중) 가장 마지막 수업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 문제 2의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

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된 3종류의 분석 틀을 

매트릭스로 활용하여 질적 연구를 실행하였다. 이때 활용된 매트릭스는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 <수업 구성 분석 틀>과 <수업주제 의미화 

분석 틀>이다. 각 분석 틀의 자세한 설명은 자료 분석에서 이어나가겠다.

본 연구는 <물리교수법> 강의를 수강한 예비교사 6명 전원의 인식과 수

업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 선별하여 분석한 것이 아

니라, 예비교사 6명의 분석 결과를 모두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

만, 수업 실천 분석과정에서, 본 연구자, 동료 연구자와 교수자의 검토 결

과 예비교사 C의 자료들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연구 결과에서 예비교사 C의 자료 분석 결과는 논문에서 제외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림 Ⅲ-4는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전에 수행한 수업 시연과 교육실습 

중에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수업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분석한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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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수업 실천 분석과정

예비교사들의 수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1차 종합 분석과정에서는 연구

자가 예비교사의 수업을 참관 후 작성한 관찰자료와 예비교사들과 공동 

연구자들이 작성한 수업 구성 분석 틀을 바탕으로 공동연구자, 강의 조교, 동

료 연구자들은 논의 등을 통하여  예비교사들의 수업을 분석 하였다. 그 후 2차 종합 

분석과정에서는 수업 영상을 전사한 후에 전사한 내용을 개념 도출 코딩을 통해 수업

에서의 특징을 분석하여 나타내었고, 연구주제 기반 코딩을 통해 7개의 수업 요소로 

항목화하여 예비교사들 각각의 수업 실천에서의 특징을 찾아내었다. 또한, 이러한 분

석 후 3종류의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예비교사들의 수업 실천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자료로 삼각 검증을 시도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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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 분석 방법

연구 문제 3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

구 문제 1과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수업 실천에 관한 

연구 문제 2의 결과로부터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이다. 연구 문제 3과 

관련된 연구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는 ‘물리교수법’ 강의 수강 후 

교육실습을 다녀온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반성적 실천 기록지 3이다. 연구 

문제 1과 2에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자

료들(연구 문제 1, 연구 문제 2 자료수집 참조)을 연구 문제 3의 과정에서

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 문제 3의 자료 분석 방법으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

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자료 

분석 연구(Miles, Huberman, & Saldana, 2014)를 실행하였다. 즉,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하여 코딩화 과정을 거쳐 예비교사들로부터 얻은 자료들을 분석

하였다.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물리교수법> 이라는 강의 수강 후 교

육실습을 다녀온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반성적 실천 기록지 3을 분석 자료

로 활용하였다. 

다음 그림 Ⅲ-5는 이러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의 분석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로 반성적 실천 기록지 3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을 개념 도출로서의 

코딩(Charmaz, 2006)을 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개념 도출 코딩한 것과 예

비교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연구주제 기반 코드인 7개의 수업 요소(why, 

who, whom, what, how, where, when)를 사용하여 코딩(김영천 외, 2017; 

Strauss & Corbin, 1998)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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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 분석과 해소방안 도출 과정

다음 단계로 각각의 원인에 따른 상위 범주화를 통해 예비교사의 ‘좋

은’ 과학 수업에 관한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각의 

원인을 예비교사 차원, 사범대학 차원, 부설학교 차원, 사회적 차원의 4가

지 차원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이 4가지 차원으로 예비교사들은 해소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예비교사의 진술에서 학교 현장의 이

해 부족과 관련된 어려움은 예비교사 자신, 부설학교 그리고 사범대학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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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와 관련된 것임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간극의 원인을 코딩화 하

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 후 이를 다시 4가지 차원으로 범주화하여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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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식과 수업 실천 분석을 위한 도구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특징 분석을 

위하여 3종류의 매트릭스를 분석 틀로 사용하였다. 그 분석 틀은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 수업 구성 분석 틀, 수업주제 의미화 분석 틀로 그 각

각의 특징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5.1.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 개발

본 연구의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Miles & Huberman(1994)가 제시

한 질적 자료 분석의 흐름 모델과 질적 자료 분석의 상호 작용적 모델을 

바탕으로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Miles & Huberman(1994)의 질적 자료 

분석의 흐름 모델에서는 자료수집 전․중․후에 이루어지는 자료 환원, 자료 

전시, 결론 도출/확인의 과정이 모두 자료 분석의 구성요소라고 보고 있다. 

그림Ⅲ-6. 자료 분석의 상호작용적 모델(김영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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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료 분석의 상호작용적 모델(김영천, 2016)에서는 자료수집, 자료 

환원, 자료 전시, 결론 도출/ 확인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순환하듯이 본 연

구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자료 분석의 상호작용적 모텔의 

순환의 과정을 거쳤다(그림Ⅲ-6).

즉, 매트릭스 분석과정 (그림Ⅲ-7)은 선형적이거나 순차적이지 않고, 자

료수집을 하면서, 자료를 요약하고 선택하며, 매트릭스 등의 형태로 자료 

전시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자료는 다시 자료수집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시 자료를 선택하게 되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다가, 다시 

추가적인 자료수집 과정을 통해 자료 전시가 조정되고 잠정적인 결론 또

한, 변경된다. 이렇게 질적 자료를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연구자의 

연구 질문에 가까운 해답을 제시하는 자료로 정선해 가는 과정을 거쳐(김

영천, 2016), 본 연구의 매트릭스가 개발되었고, 이것을 예비교사의 ‘좋

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천 사이 간극의 원인을 파악하는 분석 틀

로 활용하였다. 

그림Ⅲ-7. 매트릭스 분석과정(김영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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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선

행연구(이경호 외, 2016;, 오지은, 2017)를 참고하여 코딩화를 하고 이를 바

탕으로, 공동 연구자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자료의 반복적 읽기의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Palmer, 1969, p.148; 손승남, 2001, p.27)을 통하여 완성되었

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을 

매트릭스인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 위치시킴으로써 질적 연구 분

석 방법 중 매트릭스 분석 기법 (김영천, 정상원, 2016; 민성은, 2016)을 활

용하였다. 각 행의 인자들에는 코딩화한 것을 이용하여 세로 열은 좋은 과

학 수업의 세 가지 지향과 가로 행에는 ‘좋은’ 과학 수업의 요소 들의 

통합도에 따라 영역화한 것을 다양한 각 예비교사들의 맥락적 요인들을 

세분화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학기 초, 

학기 중, 학기 말 예비교사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시기별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에 있어 공통점, 차이

점 등을 도출해 낼 수 있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받게 될 것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매트릭스 분석은 체계적인 틀 속에서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현상에 관한 좀 더 효율적인 분석과 이해를 가능하

게 한다. 또한, 독자 입장에서도 시각적으로 제시된 매트릭스 분석 자료를 

통해 분석과정에 관한 신뢰도와 타당도 증가, 전체적인 자료에 관한 효율

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김영천,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정의를 바탕으로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과 ‘좋은’ 과

학 수업 요소 간 관계성에 따라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을 매트릭스로 

구성하였다.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그림 Ⅲ-8)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분석 틀의 세로 열은 과학 수업의 지향

을 나타내고, 이것을 다시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 ‘단순한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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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 유용성’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과학 수업의 지향 중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은 다른 대상이 아닌 과학 수업 그 자체를 사랑하는 수

업을 의미한다. 이러한‘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을 지향하면, 온전한 지

식의 이해를 할 수 있고, 또한, 지속적인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에, 

‘단편적 유용성’이 추구하는 단편적 지식의 획득이나 ‘단순한 호기

심’이 추구하는 재미 등을 넘어서는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림 Ⅲ-8.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

또한, 과학 수업의 지향 중 ‘단순한 호기심’의 지향은 도구적 관심에

서 학생의 단순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거나 실력을 향상하

기 위해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수업 목적으로 한다. 과학 수업의 지향 중 

‘단편적 유용성’의 지향은 도구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편적인 과

학 지식의 전달이나 단편적인 문제 풀이 능력 향상 등을 최종적인 수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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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분석 틀의 가로 행은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과학 수업 요소 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 고려를 어떻게 하고 있

는지를 나타낸다. 수업 요소에는 수업 목표(Why), 교사(Who), 학생

(Whom), 수업주제(What), 수업 방법(How), 시간(When), 장소(Where) 등이 

있으며, 각각의 수업 요소에 관한 설명을 표 Ⅱ-9에 나타내었다. 또한, 각

각의 수업 요소의 연결성과 통합도에 따라 부분적 고려, 연결성 고려, 통

합적 고려의 세 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부분적 고려는 각각의 수업 요소만

을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수업 요소 간 연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상

태이다. 연결성 고려는 각 수업 요소 중 일부 요소 들 간의 연결을 고려하

는 단계이나 그 연결이 하나의 지향으로 통합되지 못한 상태이다. 통합적 

고려는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모든 요소 들이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 통합되어 있는 상태로 수업 요소 간 관계성의 가장 오른쪽 영역으로 

‘좋은’ 과학 수업에서 추구하는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은 수업에 관한 

사랑의 가치 추구를 바탕으로 수업 요소 간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을 나타내는 영역은 분

석 틀 그림 Ⅲ-7의 오른쪽 위에 구별하여 <‘좋은’ 과학 수업>으로 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구한 ‘좋은’ 과학 수업을 매트릭스의 가로 행과 

세로 열로 나누어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세로 열에서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

인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Palmer, 1993)’은 과학 수업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향은 과학 수업에 있어 자연과 인간 그리고 과학에 관한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연의 실재에 관한 탐구를 추구하며 온전한 지식의 이해가 이루어지며 지속

적인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 세로 열의 ‘과학 수업에 관한 사

랑’의 지향은 가로 행에서 나타내는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모든 요소 들

이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 고려와 별개의 것이 아닌 매우 연

관된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좋은’ 과학 수업에서의 ‘과학 수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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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랑’의 지향과 수업 요소 간 통합적 고려의 긴밀한 관련성은 본 연구

에서 예비교사들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교사들이 수업을 준

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수업 주제가 자신의 과거 경험과 관련되거나 교사의 

수업에 관한 지향이 분명할수록, 수업 요소 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모

습이 나타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그림 Ⅲ-8)과 강의 시

간에 예비교사들에게 제시된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표 Ⅲ-7)에서 제

시된 분석 틀(이경호 외, 2018)은 차이가 있다. 이것은 연구가 진행되는 동

안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강의 시간에 예비교사들에게 

제시된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표 Ⅲ-7에서 제시된 분석 틀)은 ‘좋

은’ 과학 수업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동료 연구자들

과의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강의 시간에 예비교사들에

게 제시된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표 Ⅲ-4에서 제시된 분석 틀)은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과 ‘좋은’ 과학 수업 요소 간 관계성의 고려

가 계속 확장되어 간다는 의미에서 축의 화살표를 넣어 표시하였었다. 또

한, 각각의 지향과 수업 요소 간 관계성을 좌표화 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기에, 예비교사들의 인식의 위치를 (1, 1) 또는 (2, 3) 등으로 표현

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매트릭스로 

변환하여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그림 Ⅲ-8)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

에서의 ‘좋은’ 과학 분석 틀은 그래프에서 화살표가 주는 의미를 연속

성의 의미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프를 매트릭스로 바꾸어, 

‘좋은’ 과학 분석 틀에서 세로 열의 사랑, 호기심, 유용성이라는 3가지 

지향이 서로 연속적인 것이 아님을 나타내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의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은 그래프의 의미로 3가지 지향들 간의 위계관

계가 있다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3가지 지향은 다

른 가치관을 가진 다른 지향으로 위계관계를 이루지는 않는다. 이에 분석 

틀을 매트릭스로 나타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그림 Ⅲ-8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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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스로 된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로 수정하였다.

‘좋은’ 과학 수업에서 사용된 3가지의 지향 중 유용성의 지향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와 다르다. 기존의 선행연구 이경호 외(2018)의 에서 

Palmer가 사용한 Control을 지배(홍은숙, 1999)나 소유욕(이경호 외, 2018)

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학 수업의 지향 중 ‘유용성’이

라는 용어는 과학 수업에서 도구적 관심에서 단편적 지식을 얻기 위한 수

단으로서 지향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로 이루어진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은, ‘좋은’ 과학 수업

을 위한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좋은’ 과학 수업 분석과정에서 제시된 

예시들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실천하고자 교사에게 

도움을 주며, 수업을 처음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에게도 ‘좋은’ 과학 수업

에 관한 실질적인 안내를 해 주어 교사 전문성 발달의 기준과 단계를 마련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을 매트릭스로 활용하여 예

비교사의 인식을 해당하는 위치에 영역(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영역(사

각형)의 크기와 영역(사각형)의 위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9).

예비교사의 인식을 면적이 있는 영역(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이때  영

역의 크기에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해당 영역 사각형을 꽉 차게 그렸

다. 예를 들어 사랑과 호기심이라는 2개의 지향 (또는 수업 요소 간의 관계

성 중 연결성 고려와 통합적인 고려)을 함께 추구할 때, 영역이 2개의 지향 

모두에 걸쳐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면적인 있는 영역으로 표현하였

다. 또한, 다음의 3가지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예비교사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을 나타내는 영역을 위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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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서의 예비교사 인식 분석 기준

그림 Ⅲ-9의 (1)의 경우처럼 한 가지 지향과 한 가지 수업 요소 간 관계

성을 만을 추구하는 경우(굵은 경계선 안)에는 사각형의 중심이 굵은 경계

선 중심에 있다. 즉, 한 가지 지향 추구가 확실하고 수업 요소 간 관계성에

서 한 가지 경향만을 보이는 경우 사각형 안 가운데에 위치한다. 이것은 

예비교사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지향이 한가지로 명확하거나, 수업 

요소 간 관계성 추구가 한 가지로 명확한 경우, 매트릭스에서 해당하는 한 

가지 지향과 한 가지 수업 요소 간의 관계성만을 차지하도록 나타내었다

(그림 Ⅲ-9 (1)).

그림 Ⅲ-9의 (2)의 경우처럼 2가지 지향과 2가지 수업 요소 간 관계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각형의 중심이 굵은 선에 위치한다. 즉, 

수업의 지향이 두 가지 지향을 동등하고 균형 있게 추구하고 수업 요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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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에서 연결적 요소와 통합적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였을 경우 그 

중간에 위치한다. 또한, 예비교사의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 중 두 가

지의 지향(또는 수업 요소 간의 관계성)을 균형있게 추구하는 경우, 한 가

지 지향(또는 관계성)을 4등분한 것 중 2:2로 차지하도록 하여 두 가지 지

향의 가운데에 위치시켜 두 가지의 지향(또는 수업 요소 간의 관계성)을 

동등하게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그림 Ⅲ-9의 (2)). 

그림 Ⅲ-9의 (3)의 경우처럼 2가지 수업 지향과 수업 요소 간 관계성 중 

보다 더 한 쪽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각형의 중심이 가는 선에 위치한다. 

이때 가는 선은 지향(또는 수업 요소 간 관계성)을 구분 짓는 2개의 인접

한 굵은 선 사이를 4등분한 선을 나타낸다. 즉, 하나의 지향이나 하나의 수

업 요소 간 관계성을 4등분 한 것이다. 이러한 등분은 수업의 지향이 2가

지 중 한쪽으로 더 치우치거나,  수업 요소 간 관계성에서 한쪽의 추구가 

치우쳐 있을 경우를 나타내기 위하여 4등분으로 구분했다. 

예비교사의 인식이 (1), (2)의 경우를 제외한 한쪽을 더 추구하는 그림 Ⅲ

-9 (3)의 경우 사각형의 중심을 가는 선 위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예비

교사의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또는 수업 요소 간의 관계성)이 한쪽으

로 더 치우쳐 있는 경우, 4등분 한 것을 3:1로 차지하도록 하여 한쪽을 다

른 쪽과 비교하여 더 치우쳐서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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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 활용 분석과정 예

이번 절은 어떻게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였다. 다음 표 Ⅲ-13은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

인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의 정의 및 관련 예시를 나타내었다.

표 Ⅲ-13 .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의 정의 및 분석 예시 (1)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 -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

정의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인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Palmer, 1993)’은 과학 

수업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향은 과학 수업에 있어 자연과 인간 

그리고 과학에 관한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연의 실재에 관한 탐구를 추

구하며 온전한 지식의 이해가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된

다. 또한, 수업주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수업주제와 관련된 나머지 수업 요소 

들(수업 목적, 교사, 학생, 수업주제, 수업 방법, 시간, 장소 등) 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이것은 수업의 요소 들이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 고려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분석 

예시

<자연의 실재에 관한 탐구 추구>6)

느낀 점은 물리는 실제 값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단순히 이론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작도라는 간접적인 실험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수업을 통해 물리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물리학은 실재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러나 현재 물리 

교육과정에서는 어려운 이론을 주입시키는데 급급한 나머지 물리학의 실재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반하여 나는 실재를 보여주고

자 노력했다. (예비교사 K 반성적 실천 기록지 3)

6) (박승재, 2018; 최무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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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Ⅲ-14는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인 ‘과학 수업에 관한 사

랑’의 정의 및 분석 예시를 나타내었다.

표 Ⅲ-14 .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 분석 예시 (2)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 -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

분석 

예시

<학생들이 과학지식과 실재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함>

예시1 - 수업주제에 대하여 교사가 느끼는 수업주제에 관한 위대함을 학생

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교사 K, p84)

예시2 - 지향하는 수업은 사랑과 통합에 관한 만족하는 수업이었다. 사랑

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느낀 것이다. 사랑 하는 것이 왜 지향하는 수업이라

는 것에 대해 가장 많이 느꼈다.(..중략...)우리가 이론으로 배운 것이,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고, 그 실제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

게 사랑을 전도하고 싶었고 왜 위대한 실험인지 공감하게 하고 싶었다.

                         (예비교사 K, 학기 말-교육실습 후 면담)

<수업주제와 교사의 삶, 학생의 삶, 인류의 삶을 연결시킴>

예시3 - 특히, 세로 열의 지향에 있어 주제가 허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 주어야 

한다. (예비교사 H, 반성적 실천 기록지 2)

예시4 - 좋은 수업은 수업 요소간의 관계가 통합적이고, 지식이나 호기심

을 넘어서 사랑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수업이다...(중략)...좀 더 통합적으로 

과학지식과 우리의 삶, 자연을 연결 짓고, 그 연결 사이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랑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이 진짜 좋은 수업이 될 것이다. (예비교사 J, 반성적 실천 기록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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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Ⅲ-15는 과학 수업의 지향 중 ‘단순한 호기심’의 정의 및 분

석 예시를 나타내었다.

표 Ⅲ-15. 과학 수업의 지향 중 ‘단순한 호기심’의 및 분석 예시

과학 수업의 지향 중 ‘단순한 호기심’

정의
과학 수업의 지향 중 ‘단순한 호기심’의 지향은 도구적 관심 측면에서 학

생의 단순한 호기심 유발에 중점을 두는 것을 수업 목표로 한다.

분석

예시

<학생의 호기심 유발에 중점을 둠>

중등교육의 역할은 경험 제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지향하는 수업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

은 과학 수업은 수업 요소가 통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적 수업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비교사 L, 학기 초, 주간보고서 4)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흥미를 유발 함>

학생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과학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연을 기

술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과학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과

학만의 독특한 자연의 설명 문화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면 학생스스로

가 원동력이 되어 수업이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세부적으

로 특정 과학지식을 학생이 익히고 이후에 이러한 과학지식이 나오게 된 

이유와 연장될 수 있는 과학지식의 가능성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 배울 내용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교사 D, 학기 초, 주간보고서 4)



- 98 -

다음 표 Ⅲ-16은 과학 수업의 지향 중 ‘단편적 유용성’의 정의 및 분

석 예시를 나타내었다.

표 Ⅲ-16. 과학 수업의 지향 중 ‘단편적 유용성’의 정의 및 분석 예시

과학 수업의 지향 중 ‘단편적 유용성’

정의

과학 수업의 지향 중 ‘단편적 유용성’은 도구적 관심 측면에서 분절된 

과학 지식의 전달(습득)이나 문제 풀이 능력 향상을 수업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분석

예시

< 지식을 전달(획득)을 목표로 함>

좋은 과학 수업이란 우선 정확한 지식 전달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중략)...정확한 지식 전달은 정확하게 검정된 교과서와, 정확한 

지식을 알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중략)...내가 생각하는 좋은 과학 수업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리량의 약속이고, 정의다. 좋은 

과학 수업은 우선적으로 학생 들이 물리량을 알 수 있고, 또 다루는 

데 익숙해 질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완료된 다음이라

면, 물리량들을 이용해 식을 전개하고 실제 현상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이 좋은 과학 수업의 가장 중요한 기틀의 기초라고 생

각한다. (예비교사 H, 학기 전 기초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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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Ⅲ-17은 과학 수업 요소 간 관계성 중 수업 주제를 중심으로 이

루어진 통합적 고려에 대한 분석 예시를 나타내었다. 

표 Ⅲ-17. ‘수업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 고려’ 정의 및 분석 예시

  표 Ⅲ-17에서의 관련 예시에 대하여 추가 설명하면, 교육실습 기간 중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예비교사 K는 학생들도 교사가 느끼는 수업주제에 관한 위대

함을 학생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원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수업주

제를 중심으로 교사의 수업주제에 관한 경외감과 이러한 교사의 모습이 학생들에게 

전해짐을 원하고, 학생들이 실재를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 교사의 수업에 관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려는 등의 인식을 보였다. 이것은 수업 목적, 수업주제, 교사, 학생, 수업 

방법 등의 수업 요소의 통합적 고려에 관한 비교적 높은 인식을 보인 것으로 분석하

였다. 

과학 수업 요소 간 관계성 중 ‘수업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 고려’

정의

과학 수업 요소 간 관계 중 통합적 고려는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 

들이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좋은’ 

과학 수업에서 추구하는 수업 요소 간 관계성이다.

분석 

예시

<수업 요소의 통합적 고려에 관한 비교적 높은 인식을 보인 것으로 분석>

교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제와 수업을 진행해야 아이들에게도 사랑받

는 수업이 될 것이다...(중략)...나는 내가 영의 이중슬릿 실험수업을 준비

하면서 설렘이 가득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이러

한 설렘이 어떻게 전달될지 고민한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었다.

[예비교사 K, 반성적 실천 기록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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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Ⅲ-18은 과학 수업 요소 간 관계성 중 한정된 요소 간 ‘연결성 

고려’의 정의 및 분석 예시를 나타내었다. 

표 Ⅲ-18. ‘한정된 요소 간 연결성 고려’ 정의 및 분석 예시

과학 수업 요소 간 관계성 중 ‘한정된 요소 간 연결성 고려’

정의

과학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한정된 요소 간 연결성 고려는 각 수업 요소 간의 

일부 요소 들의 연결을 고려하는 단계이나 그 연결이 하나의 

지향(수업주제)으로 통합되지 못한 상태이다.

분석

예시

< 교사 자신(who), 학생(Whom), 학생들의 수준과 환경을 고려함(how), 흥

미를 가지게 해주고(How)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what)등 수업 요소 

들 간의 연결성 고려로 분석>

이러한 내용을 학생들(특히 과학을 전공할 이과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의 일부

를 할애해 가르친다면 그들이 훗날 과학을 공부하며 진지하게 과학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보았다...(중략)...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과학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고 사랑하는 분야(필자에게는 

양자역학의 신비로움이 그러하다)를 지정해 깊이 학습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흐름과 단계를 거치는 수업을 학교현장에서 구현한다면 아이들

에게 언제나 기억에 남는 수업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예비교사 K의 호기심 

지향과 사랑 지향, 주간 보고서 4, 학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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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9는 과학 수업 요소 간 관계성 중 일부 수업 요소만을 부분적 고

려의 정의와 분석 예시 및 분석 기준을 나타내었다. 

표 Ⅲ-19. ‘일부 수업 요소만을 부분적 고려’의 정의와 분석 예시 및 분석 기준

표 Ⅲ-19에서 예비교사 C는 수업 요소 중 지식 전달이나 문제풀이(what) 

중심의 유용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수업을 ‘좋은’ 과학 수업이라고 인식

하고, 교사의 잘 된 설명(How)으로 학생(whom)의 이해가 잘 되면 충분하

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업 요소 들을 부분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하

였다.

과학 수업 요소 간 관계성 중 ‘일부 수업 요소만을 부분적 고려’

정의

과학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수업 요소만을 부분적 고려는 각각의 수업 

요소만을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수업 요소 간 연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상

태이다.

분석 

예시

고등학교 때 과학 수업이 기억에 남는다.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셨다. 문제

도 잘 풀어주시고,...(증략).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것저것 모두 실험한다는 것

은 말이 안 된다. ...(중략) 설명해주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비교사 C, 학기 전 기초 설문]

분석

기준

부-1. 각각의 수업 요소별 고려하였다.

부-2. 수업 요소 들 간의 연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부-3. 단편적 지식만을 다루었다.

부-4. 학생의 지식 이해만을 다루었다.(예비교사 C, 학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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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 활용으로 과학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그림 Ⅲ-10과와 그림 Ⅲ-11은 각 시기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

업 분석 결과를 하나의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Ⅲ-10. 학기 중 인식과 수업   그림 Ⅲ-11. 학기 말 인식과 수업

본 연구에서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을 

분석할 때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을 가지고, 예비교사들의 수업 실천

에서 표현되고 의도된 것들을 분석하여,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 위

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은 과학 수업에 대한 지향과 수업 요소간의 관계성에 관하여 다음의 것

들을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을 과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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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관한 사랑, 단순한 호기심, 단편적 유용성으로 과학 수업의 지향을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둘째,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을 과학 수업 요소 들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수업 요소 간 

통합도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셋째,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과학수업의 지향과 과학 수업 요소 간 관계성의 두

가지 측면을 한 개의 분석 틀에 함께 가시적으로 나타내어 그 둘 간의 관

계를 분석할 수 있다. 넷째,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수

업을 과학수업의 지향과 과학 수업 요소 간 관계성의 두가지 측면을 한 개

의 분석 틀에 함께 가시적으로 나타내어 그 둘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

다. 다섯째,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분석을 

하나의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 동시에 나타냄으로서 인식과 수업 

실천 사이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여러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하나의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 동시에 

나타냄으로서 여러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비교하여 분석 및 해석할 수 있

다. 일곱째,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여러 예비교사들의 수업을 하나의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 동시에 나타냄으로서 여러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비교하여 분석 및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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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수업 구성 분석 틀

다음 그림 Ⅲ-12는 예비교사들이 직접 자신의 수업을 분석하기 위해 사

용된 수업 구성 분석 틀(2018 <물리교수법> 강의자료)이다. 이 수업 구성 

분석 틀은 연구 참여자들이 교육실습을 위하여 수강하였던 <물리교수법> 

강의 중에 작성한 것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던 교육실습 전과 교육실습 후

에 예비교사가 자신의 수업이나 다른 예비교사들의 수업에 대해 분석하여 

작성하거나, 수업 조교로 강의에 참여하여 예비교사들의 멘토로 활동한 현

직 교사인 동료 연구자들이 예비교사의 수업을 직접 관찰하고 녹화한 수

업 영상을 다시 보고 작성하여 예비교사 수업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교수자는 예비교사들이 작성한 수업 구성 분석 틀과 현직 교사들이 수업

을 분석하여 작성한 것을 토대로 예비교사들의 수업을 평가하는 과정에도 

수업 구성 분석 틀을 활용하여 예비교사들에게 수업에 관한 피드백을 주

었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하여 삼각 측정으로 예비교사의 실제 

수업 구성 및 수업 실천 의도 등을 파악하였다. 다음 쪽의 그림 Ⅲ-12와 

그림 Ⅲ-13은 교육실습 전에 예비교사 D와 예비교사 H가 함께 진행한 조

별 수업 시연에 대하여 예비교사 H가 예비교사 D가 수업 구성 분석 틀에 

작성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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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수업 구성 분석 틀 적용 예시 (출처: 2018 <물리교수법>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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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3. 수업주제 의미화 분석 틀 적용 예시 (출처: 2018 <물리교수법>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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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수업주제 의미화 분석 틀

수업주제 의미화 분석 틀(김홍빈 외, 2018)은 예비교사들이 ‘좋은’ 과

학 수업 실천의 과정에서 수업주제를 찾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였으며, 어

떻게 수업주제를 의미화하였는지, 그리고 수업주제를 의미 있게 드러내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를 나타낸 분석 틀이다. 본 연구의 과정

에서는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을 위하여 수강하였던 <물리교수법> 강의 

중에 작성한 것(그림 Ⅲ-14)으로, 교육실습을 전․후로  예비교사들이 직접 

수업주제 의미화 분석 틀에 자신의 수업을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이 분석 틀은 예비교사들의 수업 실천 분석을 위해, 공동연구자들이 예비

교사들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와 수업 시연 동영상을 이 수업주제 의미화 

분석 틀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Ⅲ-14는 교육실습 전에 예비교사 D

와 예비교사 H가 함께 진행한 조별 수업 시연에 대하여 예비교사 D가 수

업주제의 의미화를 중심으로 수업주제 의미화 분석 틀에 작성한 예시이다.

3.5.6. 인식과 의도 그리고 실천 사이의 관계

연구 문제 1에서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 변화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고, 본 연구 문제 2에서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실천의 관계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다. 이

러한 연구의 과정 속에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특징을 분석하는 할 때, 예비교사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

한 인식과 예비교사가 ‘좋은’ 과학 수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예비교

사의 수업 실천에서 숨겨진 의도와 수업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실천사

이의 구별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사용한 예비교사

의 인식과 수업 실천에서의 숨겨진 예비교사의 수업 실천 의도와 수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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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 수업 실천의 구분을 다음 표 Ⅲ-20에 나타내었다. 

표 Ⅲ-20.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인식, 의도, 실천의 구분

예비교사의 인식

Perception

수업

의도 (수업 계획) 

intention

수업 실천

Practice

정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생각

예비교사의 수업을 위한 

계획

예비교사의 실제 수업 

활동에서의 드러남

시기
학기 전 ~ 학기 말

;학기 전∼교육실습 후

학기 중

; 교육실습 전 ~중

학기 중

; 교육실습 전~ 중

개념 

정리

강의 수강 전 예비교사의 

생각이나 판단

강의 중 예비교사의 생각

일정 기간 동안에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일반적

인 생각

행동을 했던 의도

실제 수업의 의도

예비교사의 소감에서 의

도는 파악된다.

마음속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행동

수업 행동

의도로 보이는 행동 근

거

행동의 차원

수업의 의도가 나타난 

행동

근거 

자료

학기 전 기초 설문지, 반

성적 실천 기록지,

주간 보고서, 면담 자료,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 

학기 전 기초 설문지, 

반성적 실천 기록지,

주간 보고서, 면담 자

료,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 

수업 관찰 자료, 수업 

영상, 수업 자료(PPT 

등 현장 자료),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사용된 예비교사의 인식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생각으로 교육실습 중(5월)에 반성적 실천 기록지, 개별 면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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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등에서 예비교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말한 것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즉, 예비교사가 설문에 작성하듯이 그 사람의 생각을 기술하였는데, 이 생각은, 수

업 전에 교사가 가진 생각이나 일정 기간 동안에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생각을 뜻한다. 

수업 실천의 상황에서는 예비교사의 수업 실천 의도(수업계획, intention)

와 수업 상황에서 나타나는 수업 실천을 구별하였다. 즉,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사용된 예비교사의 의도는 수업을 위해 준비하며 세운 계획이다. 

이것은 교육실습 중(5월)의 예비교사의 수업 중에 나타난 것들로서 수업 

진행 시 예비교사의 행동을 했던 의도, 실제 수업에 나타났던 의도로서 예

비교사가 작성한 반성적 실천 기록지나 면담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사용된 예비교사의 실천은 예비교사의 수업에

서 드러난 것을 말한다. 이것은 교육실습 전에 수업 시연이나, 교육실습 

중(5월) 실제 수업에서 수업 상황에서 관찰되는 행동이나 의도가 나타난 

행동으로 행동 차원의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수업 현장 관찰 자료, 수업 

영상, 수업 자료(PPT 등 현장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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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간극의 원인 및 해소방안 분석

연구 문제 3에서는 그림 Ⅲ-5의 분석 단계의 과정으로 ‘좋은’ 과학 수

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 및 해소방안을 찾

기 위한 질적 연구를 실행하였다.

3.6.1. 개념 도출 코딩을 통한 간극의 원인 분석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

인 분석을 위하여, 반성적 실천 기록지 3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 도출로

서의 코딩을 하였다(표 Ⅲ-21). 예비교사들의 진술인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떠오르는 주제(theme)들로 표현하여 코딩을 하였다(Smith 외, 

2009). 

표 Ⅲ-21. 간극의 원인 분석을 위한 개념 도출로서의 주제 부여 예시

예비교사
개념 도출로서의 코딩 - 주제(theme) 부여

간극의 원인 분석

D

- 학생 개인 특성 파악 미비

- 학교 환경 고려 미비

-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 학생 통제 능력 부족

H 

- ‘좋은’ 과학 수업주제의 의미화에서 어려움을 느낌

-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주제가 따로 있고 생각.

- ‘좋은’ 과학 수업에서 사랑의 지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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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Ⅲ-14에 나타내었듯이 예비교사들의 진술을 개념을 도출하여 

코딩한 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다시 4가지 차원의 상위 범주로 나누어 인식

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 분석을 하였다. 이것은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

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예비교사 차원, 사범대학 차원, 부설

학교 차원, 사회적 차원의 4가지 차원으로 연결시켜 찾아가는 중요한 분석

과정이다.

3.6.2. 연구주제 기반 코드를 통한 간극의 원인 분석

3.6.1절에서 개념 도출 코딩을 한 후에 예비교사의 진술을‘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서 사용된 7개의 수업 요소(why, who, whom, what, how, 

where, when)7)를 연구주제 기반 코드로 부여하여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 분석을 하였다.

연구주제 기반 코드 부여 과정의 예를 들면, “예비교사의 역량 부족”

의 경우 예비교사(Who) 자신의 문제로 코딩되었고, “‘좋은’ 과학 수업

으로 구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예비교사 자신(Who)으로 코딩이 되

었다. 또한, 이것은 추가 분석을 통해, 수업주제(What)의 문제이거나 수업 

방법(How)과도 연관됨으로 코딩되었다. 

“자연에 관한 이해로서 물리 지식이 부족하다.”의 경우는 수업주제

(what)로 코딩되고, 학생에 관한 이해는 학생(Whom)으로 코딩되었다. 즉, 

연구 문제 1에서의 수업 요소에 관한 정의(표 Ⅱ-8)를 바탕으로, ‘좋은’ 

과학 수업의 유기적 연결의 중심은 수업주제(What)가 되고, 수업주제와 예

비교사 사이의 어려움은 교사(who)로, 수업주제와 관련된 시간의 요소이면 

when으로 연구주제 기반 코딩을 하였다.  만약 핵심 개념 자체가 중심이 

7) 본문 p.46 표Ⅱ-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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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수업주제를 찾지 못했다면 수업주제(What)에 관한 어려움으로, 수업

주제와 나와의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 수업 요소 중 예비교사(who)로 코딩

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업 방법(how)에  관한 코딩은 그 내용의 구분을 

더욱 세분화 하여 how 1은 학생 특성과 관계된 수업 방법을 의미하고, 

how2는 수업 전반의 진행 방법을 의미하며, how 3은 ‘좋은’ 과학 수업 

구현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한다(표 Ⅲ-22). 

다음 표 Ⅲ-22는 개념 도출로서의 코딩과 연구주제 기반 코딩을 거친 예

비교사들이 생각하는 간극의 원인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여 종합한 것이다. 

표 Ⅲ-22. 개념 도출 코딩과 연구주제 기반 코딩 예시 

예비교사
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연구주제 기반 코딩

7개의 수업 요소 기준

D

학생 개인 특성 파악 미비

학교 환경 고려 미비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학생 통제 능력 부족

학생 파악 시간 부족

whom

where

where, whom, how1

whom, how1

whom

H 

‘좋은’ 과학 수업이 구현의 어려움

  (수업주제의 의미화에서 어려움을 느낌)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주제가 

따로 있음

‘좋은’ 과학 수업에서 사랑의 지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how3

  (what)

what, how3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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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간극의 원인과 해소 방안에 관한 4가지 차원의 범주화

개념 도출 코딩과 연구주제 기반 코딩 각각을 상위 범주화와의 연결을 

통해 예비교사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분석하였다. 상위 범주는 4가지 차원으로 공동연구자

들의 논의에 의하여 예비교사 차원, 사범대학 차원, 부설학교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하였다. 이때, 예비교사들의 진술로부터 예비교사 각각의 ‘좋

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도

출하는 과정이 포함되었으며, 하나의 원인에 대해 다차원, 다각도로 해소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단계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 및 해소방안을 분석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실

행하였다. 

그림 Ⅲ-14.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4가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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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3은 1차적으로 코딩과 범주화를 거친 예비교사들이 생각하는 

간극의 원인에 관한 진술을 분석한 것이다. 이때, 4가지 차원을 특성 코딩

(attributing coding)하여 자료와 관련된 특성 코드를 붙여 4가지 차원의 구

별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즉, 예비교사 차원은 T, 부설학교 차원은 S, 사범

대 차원은 2가지로 세분화 하였는데, 일반적인 사범대학은 U로 코딩하고 

좋은 과학 수업을 다루는 <물리교수법> 강의 차원은 Ug로 표현하여, 본 연

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이해와 실천을 구별하

였다. 또한, 사회적인 차원은 So로 코딩하였다. 

각각의 차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예비교사 차원은 개인의 역량에 

관한 문제로 개인의 특성인 교직관, 물리교육관, 수업관, 경험 등과 관련 

된 것이고, 부설학교 차원은 교육실습 현장에 관한 파악, 교육실습 지도교

사, 동료 예비교사, 교육실습환경(수업준비 시간, 교육실습기간, 수업횟수) 

등과 관련된 것이고, 사범대 차원은 예비교사가 사범대학에서 교사로 성장

하는데 관련된 것(예를 들어 교육실습 관련 강의)이고, 사회적인 차원은 교

육과정이나 교과서, 입시제도, 사교육, 학부모 등과 관련 것을 말한다. 이

러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 분석을 위한 4가지 차원을 간략히 하여 그림 Ⅲ-13에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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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연구 결과의 4.1절~ 4.4절은 예비교사들의 각각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에 이어 4.5의 연구 논의에서는 

인식, 수업 실천,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예비교사 6명을 종합하여 분

석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예비교사 6명의 인식과 수업 실천에 대한 분석

을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 각각 따로 했던 것을 종합하여 하나의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 위치시킴으로써,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을 

이용하여 연구 결과의 의의를 좀 더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4.1.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물리교사의 인식 특징

본 연구는 교육실습 전 ‘좋은’ 과학 수업에 있어 실현하고자 하는 가

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진행된 ‘물리 교수법’ 강의를 통하여, 

예비교사들에게‘좋은’ 과학 수업의 특징을 소개하고 예비교사들의 각 

시기 별(학기 초-강의 수강 전, 학기 중-교육실습 직전, 학기 말-교육실습 

후)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분석 틀을 이용한 매트릭스 분석

기법으로 학기 초(강의를 수강하기 전), 학기 중(교육실습 전), 학기 말(교

육실습 후) 시기별 예비교사들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을 분석

하였다. 이때, 분석 결과의 순서에 있어서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이 가장 잘 나타난 예비교사를 우선적으로 연구 결과 앞쪽에 기술하

였다. 이것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대표적인 예시를 먼저 제시함으

로써 논문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순서

로 기술하였다. 연구 참여자 예비교사 6명 각각의 인식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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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예비교사 K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 변화

가. 학기 초 - 강의 수강 전

아래 그림 Ⅳ-1는 예비교사 K가 직접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자신

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예비교사 K는 유일하게 학기 초에 사랑의 지향

을 하였다. 학기 초부터 사랑의 지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으며, 수업주

제에 대하여 학생들도 교사가 느끼는 수업주제에 관한 위대함을 학생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원하였다. 그러나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해 학생의 흥

미를 고려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호기심 지향에 더 중점을 두었다.

그림 Ⅳ-1. 예비교사 K가 직접 나타낸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 
(예비교사 K의 주간보고서 4, 2018년 3월 8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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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예비교사 K의 인식은 사랑 지향과 호기심 지향 두 가지 모두를 인식 

하였고, 두 가지 지향 중, 호기심 지향의 모습이 더 뚜렷했다. 이러한 분석

으로 사랑 : 호기심 = 1:3 의 비율로 분석 틀에 예비교사 인식의 영역을 표

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예비교사 K 자신도 주간보고서 4에서 자신이 생

각하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였다(그림 Ⅳ-1).

대중서로 유명한 코스모스는 일반 대중들에게 우주의 신비로

움과 아름다움을 알려주었고 이로써 호기심을 증폭시켰다. 과

학이 쉽게 접근 가능한 학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책을 독

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과학의 호기심을 안겨주는 수업과 일

치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두 권의 과학철학 도서는 과학

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그러니까 과학을 어떻게 대해야하며 연

구해야하는지 지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을 학생들(특히 과

학을 전공할 이과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의 일부를 할애해 가르

친다면 그들이 훗날 과학을 공부하며 진지하게 과학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보았다...(중략)...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

루어진다면 과학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고 

사랑하는 분야(필자에게는 양자역학의 신비로움이 그러하다)를 

지정해 깊이 학습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흐름과 

단계를 거치는 수업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한다면 아이들에게 

언제나 기억에 남는 수업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예비교사 K의 호기심 지향과 사랑 지향, 주간 보고서 4)

학문에 흥미를 가지게 해주는 수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실력을 길러주기 위해 교사가 학생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학생

이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실력을 길러나가게 해주는 수업

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예비교사 K의 호기심 지향, 반성적 실천 기록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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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 K의 인식(학기 초)

덧붙여 설명하면, 학기 초에 예비교사 K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의 지향은, 과학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었다. 즉, 수업주제에 관한 

사랑의 모습을 일관되게 보였다. 이는 과학 수업의 지향이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이 아닌, ‘수업주제에 관한 사랑’으로 인식을 분석하였다.

표 Ⅳ-1.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 K의 인식 분석 요약 (학기 초)

예비교사 K, 학기 초 사랑 : 호기심 = 1:3 / 연결성 고려

과학 수업의 지향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

수업주제에 관한 사랑

양자역학의 신비로움

단순한 호기심
학생의 흥미를 고려

흥미를 가지고 실력을 길러나가게 해주는 수업

수업 요소 간 관계성

한정된 요소 

간 연결성 

고려

학생(Whom), 학생들의 수준과 환경을 고려함

(how), 흥미를 가지게 해주고(how)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what) 등

수업 요소와 수업주제와 관계는 연결성 고려



- 119 -

본 연구에서 ‘좋은’ 과학 수업에서 사랑을 지향한다는 것은 ‘수업을 

사랑하는 것’으로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 들의 유기적인 연결과 

통합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예비교사 K는 ‘좋은’ 

과학 수업 요소 간의 관계성에 있어서 교사 자신(who), 학생(Whom), 학생

들의 수준과 환경을 고려함(how), 흥미를 가지게 해주고(How) 실력을 향상

하기 위한 내용(what) 등 수업 요소 들 간의 연결성 고려로 분석하였다.

나. 학기 중 - 교육실습 전

그림 Ⅳ-3.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 K의 인식 변화 1
(학기 초- 강의 수강 전    학기 중- 교육실습 전)

예비교사 K는 학기 중(교육실습 전)에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

교사의 인식의 모습에 있어서, 사랑의 지향과 수업 요소 간 통합적 고려를 

하였다(그림 Ⅳ-3). 즉, 교사 자신이 실험 수업 준비 과정에서의 설렘이 학

생들에게 사랑으로 전달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며 교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수업주제와 교사의 설렘이 학생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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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비교사 K의 인식을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 그리고 수

업 방법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수업 요소 간 통합적 고려의 인식이라고 

분석하였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에서 읽었던 바와 같이 교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제와 수업을 진행해야 아이들에게도 사랑받는 수

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은 굳게 들었다. 나는 단언컨대 좋은 

수업이란, 사랑이 가득한 수업이다. 여전히 나는 내가 영의 이

중슬릿 실험수업을 준비하면서 설렘이 가득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설렘이 어떻게 전달될지 

고민한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었다. 조금 더 멋진 수업이 되

기 위해 노력한다면 아이들도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확신을 하며..(예비교사 K, 반성적 실천 기록지 2)

다. 학기 말 - 교육실습 후

예비교사 K는 유일하게 학기 초부터 사랑의 지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

였으며, 강의와 교육실습 후에는 더욱 더 온전한 사랑 지향을 하였다 (그

림 Ⅳ-4). 교육실습 기간 중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예비교사 K는 학생들도 

교사가 느끼는 수업주제에 관한 위대함을 학생들도 공감하길 원했다. 이를 

위해 이중슬릿실험이라는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교사의 수업주제에 관한 

경외감과 이러한 교사의 모습이 학생들에게 전해짐을 원하고, 학생들의 실

재를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 교사의 수업에 관한 사랑을 느끼게 하려는 등

의 인식을 보였다. 이것은 수업 목적, 수업주제, 교사, 학생, 수업 방법 등

의 수업 요소의 통합적 고려에 관한 비교적 높은 인식을 보였다고 할 수 

있으며 예비교사 K는 이것을 수업으로까지 연결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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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이중슬릿 실험의 위대함에 경외감을 느낀다. 이러한 모습이 

아이들에게 교사가 수업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라 예상

해본다. 나는 수업을 하면서 진정으로 신이 났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도하고 싶었고 영의 이중슬릿 실험이 왜 위대한 실험인지 끝까지 

공감시키고 싶었다.” 실험을 했다. 이중슬릿실험을 통해 아이들이 그

림으로만 알고 있던 간섭무늬를 직접 보여 주었다. 실재를 직접 눈

으로 경험하게 한 것이었다.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결론부

터 말하자면 교생실습이 끝난 후 받은 편지에서 “실험다운 실험을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했다.”는 문구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나는 단언하건대 영의 이중슬릿 실험의 위대함에 경외감을 느낀다. 

이러한 모습이 아이들에게 교사가 수업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비춰졌

을 것이라 예상해본다. 나는 수업을 하면서 진정으로 신이 났다. 아

이들에게 사랑을 전도하고 싶었고 영의 이중슬릿 실험이 왜 위대한 

실험인지 끝까지 공감시키고 싶었다. 내가 이해하고 가슴으로 품고 

있는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 관한 경외심을 공유하고 싶었다. 이점에

서 아이들은 눈치 챘던 거 같다. 내가 얼마나 뜨겁게 수업을 하고 

있었는지. 수업의 결과나 질과 관련 없이 나는 즐겁고 뜨겁게 수업

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앞으로 교사가 된다면 그 누구보다 

자신의 수업을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와 지적대화를 꾸준히 나눠야

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학생들이 마

음대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그리고 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예비교사 K, 반성적 실천 기록지 3)

예비교사 K는 자신의 수업에 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매우 감동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양방향

의 연결성을 볼 수 있었던 사례였다. 이러한 결과 분석을 하는 과정에 있

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관계에 관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였다. 즉, ‘좋은’ 과학 수업을 시도하는 교사의 수업에 있어, 

학생의 반응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면 좀 더 ‘좋은’ 과학 수업에 관

한 연구로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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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 K의 인식 변화 2
(학기 초- 강의 수강 전 학기 말-교육실습 후)

예비교사  K는 교육실습에서 수업을 진행시키면서, 좋은 수업에 관한 시

도 속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교사 스스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다음의 예비교사 K의 진술에서, 예비교사 K가 학생으로부터 수업에서 

추구해야하는 본질적인 추구를 깨닫게 되는 순간을 찾을 수 있다. 예비교

사 K는 물리학은 실재를 다루는 학문임을 강조하여 그 실재를 찾아가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수업의 목적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과 일치한다. 

아이들의 예리한 질문들이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왔다. 왜 구면거울에서 초점은 구심거리의 절반인

가에 관한 질문은 수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근본적인 질문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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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는 한참이고 고민하다가 다음 시간에 알려주기로 약속하

고 수업을 마쳤다. 물론 다음 시간에는 부담 없이 질문에 대

답을 해줄 수 있었으나, 여전히 신뢰를 잃었다는 생각에 아쉬

움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 나는 두려웠던 것이다. 예상하지 못

한 상황에 관한 두려움,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나에 관한 신뢰

가 사라지는 것에 관한 두려움...(중략)... 아이들이 가장 좋아

했던 것은 문제에서 풀어서 나오는 이론값과 작도해 나온 값

이 일치하는 경험이었다. 여기서 느낀 점은 물리는 실제값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단순히 이론에서만 이해하는 것

이 아니라 작도라는 간접적인 실험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수업을 통해 물리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쳐야하는지 알 수 있었다. 물리학은 실재를 다

루는 학문이다. 그러나 현재 물리 교육과정에서는 어려운 이론

을 주입시키는데 급급한 나머지 물리학의 실재를 찾아가지 않

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반하여 나는 실재를 보여주

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수업에서 

정점을 찍을 수 있었다. (예비교사 K, 반성적 실천 기록지 3)

또한, 교육실습을 경험 한 후 학기 말에 이루어진 면담을 통해서 예비교

사 K의 인식을 알 수 있었다. 예비교사 K는 예비교사의 ‘좋은’ 과학 수

업에 대한 지향이 수업에서 실험을 통한 지식의 실증적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러한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관계로부터 

교사의 ‘사랑’ 지향을 학생들이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

었다.

지향하는 수업은 사랑과 통합에 관한 만족하는 수업이었다. 사

랑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느낀 것이다. 사랑 하는 것이 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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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는 수업이라는 것에 대해 가장 많이 느꼈다.(..중략...)우리

가 이론으로 배운 것이,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고, 그 실제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도하

고 싶었고 왜 위대한 실험인지 공감하게 하고 싶었다.

(예비교사 K, 학기 말-교육실습 후 면담)

요약하면, 학기 초에 예비교사 K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을 

지향한다는 표현을 보였다. 그러나 예비교사 K의 학기 초 사랑의 지향은 

‘과학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수업주제(what)에 관

한 사랑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좋은’ 과학 수업에서 사랑을 지향한다는 

것은 수업을 사랑하는 것으로 수업 목적, 수업주제, 학생, 교사 자신 등 각

각의 수업 요소 들에 관한 사랑을 통합적으로 모두 포함해야 함을 뜻한다. 

학기 초 예비교사 K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좋은’ 과학 수업

의 사랑 지향은 수업주제(what)에 국한되었다.

학기 중(교육실습 전)에는 강의를 수강하면서 예비교사 K의 사랑 지향은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수업에 관한 사랑을 언급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수업 자체에 관한 온전한 사랑으로 인식이 변화되었고, 수업 요소 들이 구

체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통합되었다. 학기 말(교육실습 후)에 예비교사 K

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 지향이 더욱 구체화되고 요소 간의 연

결성이 좀 더 구체적이고 다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적 고려로 변화되었

다. 면담 과정에서 예비교사 K는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과거 경험과 관련지어지면서 생생하고 구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이 나타

났다. 이러한 예비교사 K의 사례는 예비교사의‘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 지향이 분명해 지면서, 수업 요소의 통합적 고려가 함께 수반되

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125 -

4.1.2. 예비교사 L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 변화

가. 학기 초 - 강의 수강 전

예비교사 L은 과학 수업에서 과학적 지식을 쌓고 탐구방법을 익히며 호

기심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예비교사 L은 호기심을 길러주는 것

이 중등교육의 역할에 가장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에 예비교사 L은 유용성

의 지향을 하되 호기심 지향에 치우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비교사 L은 

유일하게 학기 초 강의 수강 전부터 ‘좋은’ 과학 수업 요소 간 관계성에 

대하여 통합적 고려를 언급 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통합적 고려라고 생각으로부터 파생된 것이었다. 

이처럼 예비교사 L은 수업 요소에 대해 설명했으나,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고려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통합적 고려라 함은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수

업 요소 들이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예비교사 인식을 분석할 때, 최우선적으로 예비교사 본인이 자신의 

인식에 관한 분석을 최우선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예비

교사의 진술에 나타나면 그것을 예비교사의 인식으로 분석하였다. 예비교

사L은 ‘좋은’ 과학 수업은 통합적 연결이 되어야 함에 대해 동의하였기

에 예비교사 L의 인식을 통합적 고려를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 예비교사의 진술문에는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

어진 구체적인 통합적 고려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통합적 고

려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추후 어떻게 통합적 고려를 

해야 하는 가에 관한 수업 실천에서의 어려움과도 연관된다.

좋은 과학 수업이란 호기심을 지향하는 통합적 수업이라고 생

각한다.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점을 호기심으로 설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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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지향점 중 중등교육의 역할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중등교육의 역할은 첫째로

는 기본 소양의 습득, 둘째로는 다양한 기초 분야에 관한 경험 

제시이다. 과학에서의 기본 소양 습득은 과학적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니다. 과학적 호기심을 기르고 탐구방법을 익히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호기심을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그와 동시에 유용성에도 발을 담가놓았

다. 물론 아이들이 과학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등교육

의 역할은 경험 제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지향하는 수업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

각한다. 좋은 과학 수업은 수업 요소가 통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적 수업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내

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예비교사 L, 주간보고서 4)

특히나, 예비교사 L은 ‘좋은’ 과학 수업은 학생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처럼 수업 요소 중 학생(whom)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의 모

습이 나타난 것은 예비교사 L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수업 때마다 칠판을 두드리고 공중에 발차기를 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시면서 당신이 설명하는 내용이 얼마나 멋있고 재미있

는 것인지를 전달해주고 싶어 하셨다....(중략)...하지만 모든 학

생들이 그 수업을 좋은 과학 수업으로 생각한 것은 결코 아니

었다. 물리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꼭 그래야하는 것은 아니

지만 대체로 물리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제물

포’라고 불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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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 선생님을 굉장히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했고 수업들도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해서 열심히 들었었는데 몇몇 내 친구들

은 정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 학생에

게는 좋은 과학 수업도 다른 학생에게는 전혀 좋지 않은 과학 

수업이 될 수 있다. (예비교사 L, 학기전 기초 설문)

나. 학기 중 - 교육실습 전

예비교사 L은 학기 중(교육실습 전)에는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하여 

사랑을 지향하고, 수업 요소 들의 통합적 고려를 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

라고 인식하였다 (그림 Ⅳ-5). 그러나 사랑의 지향에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

을 듣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재미가 있어야 하기에 호기심의 지향에도 비

중이 있음을 덧붙였다. 여기에서 예비교사 L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Ⅳ-5.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 L의 인식 변화 1
(학기 초- 강의 수강 전 학기 중- 교육실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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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지향하는 통합적인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은 호기심에 살짝 걸쳐져 

있는데, 이것은 내가 호기심이라는 지향점에 두는 가치가 상당

히 높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의 호기심은 재미라는 

단어와 그 맥락이 거의 같다. 4월초의 그림에서도 원의 위치

는 지금과 동일했지만 지난 반성적 실천 기록지에는 이에 관

한 설명이 빠져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좋은’ 수업이 재미를 지향해야하는 이유는 그것이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원을 사

랑에 훨씬 가까이 위치시켰듯이 학생들이 과학을 사랑하는 마

음이 들 수 있는 수업이야말로 재미나 암기를 위한 수업보다 

백배, 천배 좋은 수업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그것은 지나

치게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을 지향

하는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잘 들어줄 거라는 기대는 생각만 

해도 나의 마음을 따듯하게 만들어주지만 그것은 잘못되면 텅 

빈 외침이 되어버릴 수 있다. 수업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중략)...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이면 자연히 재미있는 수업

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

히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

면 그러한 주장은 옳지 못하다. 일례로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의 저자인 Palmer도 재미있다고는 말하기 힘든 강의식 수업

을 들으면서 사랑을 느꼈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물리에 관한 사랑은 물리에 관한 재미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

지만, 이성적인 사고과정의 차분함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물리 법칙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미를 지향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이다. (예비교사 L, 반성적 실천 기록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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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지향을 추구하는 것은 온전하게 지식을 이해함을 의미하는 것으

로, 지속적으로 배움의 기쁨을 느끼도록 하며 단순한 호기심과 단편적 유

용성이 추구하는 지식의 획득과 같은 가치들은 저절로 따라온다. 예비교사  

L은 ‘좋은’ 과학 수업 지향인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이 단순한 호기심 

지향과 단편적 유용성 지향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웃고 떠들지 않는 진중한 분위기의 강의식 

수업에서도 이성적 사고과정으로부터 나오는 차분함이나, 물리법칙으로부

터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에서 수업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비교사 L은 단순한 즐거움과 이러한 경험에서 나오

는 사랑을 구별했지만, 사실 이는 Palmer가 사랑을 지향하는 수업에서 얻

을 수 있는 즐거움으로 이야기했던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

생들의 관심을 위해서는 호기심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따라서 예비교

사 L의 지향은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이 주를 이루나 단순한 호기심 지향

에도 인식이 머물러있다고 분석하였다.

다. 학기 말 - 교육실습 후

그림 Ⅳ-6.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 L의 인식 변화 2
(학기 초-강의 수강 전 학기 말-교육실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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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말 교육실습을 다녀온 예비교사 L은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을 지향

하고 통합적인 수업이 ‘좋은’ 과학 수업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림 Ⅳ-6). 

그러나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호기심의 지향에 가치를 두고 단순

한 호기심 지향에 인식을 위치시켰다. 즉, 예비교사 L은 교육실습 전, 후 

인식의 변화는 없이 호기심의 중요성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연결 시키

지 못한 것으로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인 진정한 과학 수업에 관한 사

랑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관점은 교육실습 이후에도 크게 변하

지 않았다. 사랑을 지향하는 통합적인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은 호기심에 살

짝 걸쳐져 있는데, 이것은 내가 호기심이라는 지향점에 두는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의 호기심은 

재미라는 단어와 그 맥락이 거의 같다. 재미라는 지향점을 간

과할 수 없다는 생각은 교육실습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

이며, 교육실습을 진행하면서 더욱 강하게 굳어졌다. 실제로 

수업을 참관하고 또 직접 하면서 느낀 것이, 재미가 없으면 애

초에 수업을 듣기조차 하지 않는 학생들이 꽤나 있다는 것이

다. 교육실습을 다녀온 부중의 학업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편

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학교에서 볼 수 있는 학

생들의 평균적인 학업의지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예비교사 L, 반성적 실천 기록지 3)

예비교사 L은 학기 초부터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 고려를 한 학생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실습 후 호기심에 관한 지향이 유지되었다. 

학기 말에 수업 요소의 통합적 고려 ,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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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의미의 통합적 고려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식의 변

화 측면에서, 예비교사 L의 학기 말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은 다

른 인식으로 회귀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비교사 L은 한 층 발전된 인식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경험 자체가 동력인 것

으로 추측된다.

4.1.3. 예비교사 H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 변화

예비교사 H는 학기 초에서 학기 말까지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가치 

추구) 면에서 인식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교사 H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구체적인 인식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가. 학기 초 - 강의 수강 전

학기 초(강의 수강 전)에 예비교사 H는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하여, 학

생에게 과학에 관한 정확한 지식의 전달이 전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과학

에 관한 호기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그림 Ⅳ-7). 즉, 예비교

사 H의 ‘좋은’ 과학 수업 지향은 단순한 호기심 측면도 고려하고 있으

나 단편적 유용성의 수준에 치중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Who)의 역할을 중심으로 수업 요소 중 교과인 물리(What)

와 학생(Whom)의 연결성 고려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나, 예비교사 

H는 정확하게 검정된 교과서를 수업 요소로 인식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

한, 예비교사  H는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교사’ 등의 표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지식(물리량), 물리

적 관점, 식의 전개와 실제 현장에 적용의 일련의 과정을 중요시 하는 특

징을 보였다. 다음은 강의 수강 전에 예비교사 H가 답한 학기 초 설문의 

한 부분이다. 해당 부분에서 예비교사 H의 인식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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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과학 수업이란 우선 정확한 지식 전달이 기본적으로 전

제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물리적 관점을 전달할 수 있는 수

업이  되어야 한다. 정확한 지식 전달은 정확하게 검정된 교

과서와, 정확한 지식을 알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

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중략)...내가 생각하는 좋은 과학 

수업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

나가 물리량의 약속이고, 정의다. 좋은 과학 수업은 우선적으

로 학생 들이 물리량을 알 수 있고, 또 다루는 데 익숙해 질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완료된 다음이라면, 물리

량들을 이용해 식을 전개하고 실제 현상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이 좋은 과학 수업의 가장 중요한 기틀의 기초

라고 생각한다. (예비교사 H, 학기 전 기초 설문)

나. 학기 중 - 교육실습 직전

학기 중 - 교육실습 직전, 예비교사 H는 수업의 지향이 사랑을 향해야 

하고, 수업 요소의 통합적인 고려를 해야 ‘좋은’ 과학 수업이 가능하다

는 점을 깨달았다. 예비교사 H는 학생들이 주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평생 기억에 남을 수업이 되는 좋은 과학 수업을 통한 학생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이것은 예비교사 H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강의와 교육실습을 경험하는 동안 해석학적 시각에서 추구하

는 지평의 융합을 통한 존재론적 변화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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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 H의 인식 변화 1
(학기 초-강의 수강 전 학기 중-교육실습 전)

좋은 수업의 지향점은 언제나 통합적이어야 하고, 소유보다는 

더 높은 단계인 호기심을, 또 가능하다면 그 이상의 단계인 사

랑을 가리키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수업 요소 

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나의 수업 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잘 구조화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주제를 사

랑하는 마음이 들면 흥미가 유발되고,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평

생 기억에 남을 수업이 될 수 있다. 

(예비교사 H, 반성적 실천 기록지 2)

특별히 예비교사 H는 세로 열의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에서 사랑, 

호기심, 유용성 사이의 포함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즉, 예비교사 H는 

‘사랑’의 지향을 추구한다는 것은 온전한 지식의 이해를 의미하고, 지속

적으로 배움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며, 이것은 유용성이 추구하는 지식의 

획득이나 호기심, 재미 등과 같은 경험들은 사랑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저

절로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예비교사 H, 반성적 실천 

기록지 2, 그림 Ⅳ-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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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기 말 - 교육실습 후

예비교사 H의 인식은 학기 중뿐만 아니라 학기 말까지 지속적 변화를 

보였다. 즉, 교육실습 후에도 수업 요소를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호기심 그 

이상의 단계를 항상 고민하고 수업에 녹여낼 수 있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

었다. 또한, ‘좋은’ 과학 수업의 본질적인 지향에 있어 수업 주제가 우

리 삶에 중요한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림 Ⅳ-8.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 H의 인식 변화 2
(학기 초-강의 수강 전 학기 말-교육실습 후)

지금은 이 그림에서 수업 요소를 통합적으로 구성해야 하기에 

가로 행은 3을, 호기심 그 이상의 단계를 항상 고민하고 그것

을 수업에 녹여낼 수 있어야 하기에 세로 열의 3을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세로 열의 지향에 있어 

주제가 허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고, 이 문

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 주어야 한다.  (예비

교사 H, 반성적 실천 기록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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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학기 말에 예비교사 H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은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서는 학기 중과 같은 위치이나, 그 내용면에

서 발전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한 예로, 학기 말에 ‘우리’ 라는 

표현에서 교사의 삶과 학생의 삶을 동시에 생각하는 실존적이고 존재론적

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수업이 ‘좋은’ 과학 수업이라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그림 Ⅳ-8). 요약하면, 예비교사 H는 학기 초 수업 요소 간의 부분적

인 연결성과 절대적 지식 전달을 강조하는 유용성과 호기심을 지향하였으

나, 강의 수강 후 학기 중에 이어 학기 말로 갈수록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이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4. 예비교사 J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 변화

가. 학기 초 - 강의 수강 전

학기 초에 예비교사 J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지향은 호기심으로, 

과학 수업 요소 간 관계성에 대해서는 연결성 고려의 인식을 보였다. 특히

나 예비교사 J는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과학 수업은 흥미

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예비교사 J는 강의 

전 교육 봉사의 경험이나 부모님과의 사례를 이야기하였고, 이로부터 수업 

요소의 부분적 고려에 머물지 않고, 학생에 관한 깊은 고려를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과학 수업 요소 간 관계성에 대해 연결성 고려로 분

석되었다.

학기 초 나는 좋은 과학 수업은 호기심을 추구하는 수업이라

고 생각했다. 학교 수업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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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는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는 과학 수업은 호기심과 흥미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행스럽게도 과학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요소 들을 많

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수업이란 과학지식을 통해 과학

에 관한 호기심을 길러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했었다.  

(예비교사 J, 반성적 실천 기록지 1)

나. 학기 중 - 교육실습 직전

예비교사 J는 학기 중(교육실습 전)에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하여 지

식이나 호기심을 넘어서 사랑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수업이며 수업 요소

간의 관계는 통합적이라고 인식하였다(그림 Ⅳ-9). 

그림 Ⅳ-9.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 J의 인식 변화 1
(학기 초-강의 수강 전 학기 중-교육실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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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수업은 위대한 사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위

대한 사물은 지식, 호기심, 사랑 같은 가치를 한 번에 꿰뚫을 

수 있는 소재이다. 그 차시의 수업주제에 맞는 정말로 위대한 

사물을 교사가 수업의 한 가운데에 가져올 수 있다면, 학생들

은 그 주제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자연스레 사물을 

중심으로 교사와 함께 진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고, 위대

한 사물이 가진 다양한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런 진

리의 커뮤니티가 곧 배움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배

움이 일어난다. (예비교사 J, 반성적 실천 기록지 1-1)

아래 글은 예비교사 J가 ‘좋은’과학 수업에 관한 자신의 인식에 대해, 

학기 초와 비교하여 현재 ‘좋은’과학 수업에 관한 관점에 변화가 있다

면, 그 이유를 기록한 것의 일부이다. 

좋은 수업은 수업 요소간의 관계가 통합적이고, 지식이나 호기

심을 넘어서 사랑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수업이다...(중략)...호

기심을 추구하는 수업은 호기심에서 끝이다. 학생들은 아마도 

‘과학 수업은 신기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좋긴 한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 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좀 더 통합적으로 

과학지식과 우리의 삶, 자연을 연결 짓고, 그 연결 사이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랑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좋은 수업이 될 것이다. 

(예비교사 J, 반성적 실천 기록지 1-2)

이때 통합적으로 과학 지식(what), 우리의 삶(whom), 자연(what)을 연결 

짓고, 그 연결 사이사이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랑과 같은 가치를 추구

하고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수업이라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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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통합적 추구가 좋은 수업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

과였다. 지금까지의 과학 수업에서 벗어나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동의한다. 그러나 아직도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모든 주제에 대해서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 전류계의 사용법을 가르쳐야한다면 어떻

게 사랑, 통합을 지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렇다고 전류계 

사용법을 가르치지 않을 수도 없다. 뒤에 있을 다양한 활동을 

하려면 이 또한, 필요한 일이다. 실습에 나와 학생들을 만나면

서 이런 생각도 들었다. 교사는 수업에서 학생이 의미에 가까

이 가도록 근처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 찾아내는 것

은 학생인 것 같다. 그렇다면 3,3의 수업을 하는 것은 더욱 어

려운 일인 것 같다. (예비교사 J, 반성적 실천 기록지 2)

예비교사 J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이 성장하는 뚜렷한 특징

을 보였으나, 특정한 수업주제에 대해 사랑의 지향과 통합적 고려를 수업 

구현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

다. 학기 말 - 교육실습 후

예비교사 J는 학기 말에도 본질적인 가치인 사랑을 지향하고 수업 요소 

들의 통합적 고려가 학생들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수업이라고 인

식하였다 Ⅳ-11). 특히나 예비교사 J는 이러한 ‘좋은’ 과학 수업이 학생

들이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지 알게 하고, 학생들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음(수업 요소 중 why)에 대하여 인식하였다. 6명의 연구 참여자 중 유일

하게 예비교사 J만이 수업의 요소 중 수업 목적(why)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지향과 통합적 고려의 구체적인 모습을 생각하여 

언급하지 못한 예비교사 J의 인식은 온전한 ‘사랑’의 지향이나 통합적

인 고려의 모습으로 보기에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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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후에도 크게 바뀐 것은 없다. 수업의 요소가 통합적

으로 구성되어야만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우는지 알

아차릴 수 있고, 지향가치를 단편적인 지식이나 호기심에 둘 

때 보다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향할 때 수업 요소 들이 통합적

으로 학생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비교사 J, 반성적 실

천 기록지 2)

그림 Ⅳ-10.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 J의 인식 변화 2
(학기 초-강의 수강 전 학기 말-교육실습 후)

예비교사 J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이 뚜렷하게 성장

하는 특징을 보였으나, 해당 사례의 분석과정에서 부족한 것은, 예

비교사가 교육실습 진행 중 맞닥뜨린 수업 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학기 말에 어떻게 깊어졌는지, 그 다양한 변화에 대한 상세

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추후 내면의 심층적 고민이나 나

머지 문제를 개인 면담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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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예비교사 D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 변화

가. 학기 초 - 강의 수강 전

학기 초 예비교사 D는 단편적 물리 지식 전달 자체를 중요한 수업 목표

로 보았다. 예비교사 D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순한 호기심’을 

지향하고 수업 요소의 연결성을 고려한 수업이 ‘좋은’ 과학 수업이라고 

서술했다. 이때 물리 지식(what), 학생(whom)의 주도적인 학습, 숨겨진 내

용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이 기를 수 있도록 교수방법 고안(how) 

등의 수업 요소의 연결성 고려를 하였다. 그러나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교

사 자신(who)과 다른 수업 요소 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연결짓지 못하였으

므로 통합적 고려는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예비교사 D는 과

학 본성에 관한 고민과 철학적 관심을 갖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였다.

좋은 과학 수업은 전달하고자 하는 물리지식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돕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물리적지식이 구성되어지는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학생이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수업이

라 생각한다. ...(중략)...학생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가르친다면 당연히 

어려워하겠지만 이러한 숨겨진 내용이 있다는 것은 인지해야 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이 기

를 수 있도록 교수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예비교사 D, 사전 기초 설문)

학기 초 좋은 과학 수업이란 인식 그래프를 통해 알아보았을 때 연

결적이면서도 약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과학 수업이란 연결적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과학을 

다룰 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고 있더라도 약간의 변형된 상

황에서 그 내용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에게 교과서에 한정되지 않은 지식의 확장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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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이 과학지식을 올바르게 이해하

고 이 이해에서 멈추지 않고 그러한 과학지식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과학의 지

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과학 지식에 내재된 가치를 연결

한다는 점에서 연결적 위치에 인식 동그라미를 놓게 되었습니다.

좋은 과학 수업이란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과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연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과학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과학만의 독특한 자연의 설명 문화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

다면 학생스스로가 원동력이 되어 수업이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특정 과학지식을 학생이 익히고 이후에 이러

한 과학지식이 나오게 된 이유와 연장될 수 있는 과학지식의 가능성

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배울 내용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식 동그라미

를 호기심의 약간 아래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예비교사 D, 주간보고서 4)

학기 초 좋은 수업이란 호기심과 연결적 부분이 잘 구성된 수업이라

고 생각했다...(중략)... 이렇게 중요한 물리를 학생들이 계속 붙잡고 

나아가게 하는데 호기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신이 

배운 물리적 지식이 어떻게 자연의 현상과 일치되는지 알아보고 추

상적 지식의 경우 실험을 통해 자연과 이론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과

정이 학생들의 배움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학생들이 배우는

데 있어 지식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지식이 파생되는데 

들어간 자연을 바라보는 가정,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유도하

기 위한 절차, 이끌어진 결론이 과학적이라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좀 

더 필요로 하는 이야기는 없는지 스스로 찾아 보게 싶게 만드는 호

기심이란 요소가 필수라고 생각했다. ..(중략)...또한, 과학이 인간의 

숙고의 과정을 거친 생산물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그 숙고

의 과정을 같이 체험해 보는 것이 과학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

라서 위의 세 가지 절차는 필수적으로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

라서 좋은 수업이란 학생과 과학자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비교사 D, 반성적 실천 기록지 1)



- 142 -

나. 학기 중간 - 교육실습 직전

그림 Ⅳ-11.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 D의 인식 변화 1
(학기 초-강의 수강 전 학기 중-교육실습 전)

예비교사 D는 ‘좋은’ 과학 수업의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과 통합적 

고려를 긍정하나, 그것의 실제 수업으로의 구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의

문을 가졌다. 즉, 특정 수업에서 ‘좋은’ 과학 수업의 구현은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모든 수업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예비교사 D는 교사 자신의 내면적 성찰, 학생

(whom)과 교사(who)와의 관계, 환경적 재정(how), 교과 맥락적 요소(how), 

수단이 아닌 본질적인 가치에의 접근으로서의 수업에 관한 구체적인 통합

적 고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예비교사 D는 교사가 이상적으로 나아

가야 할 바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

는 모습이 돋보였다.

물리교수법에서 배운 사랑과 통합적 수업이라는 것이 실제 현

장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직에 계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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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분들도 이러한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본

인들도 이상에 가까운 수업을 짜기 위해 노력하셨다...(중략)...

심리적으로 감명을 받는 것과 즉 하나의 잘 짜인 다큐멘터리

를 보아서 느끼는 깊은 고양감과 자아정체감을 형성시키는 상

황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잘 짜인 

수업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철학적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것이 학생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다가가는지 아니면 수업에서 다루어진 주제로써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로 제시된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아직 숙련도가 부족하여 학생이 그 주제에 대해 교실 밖에서

도 관심을 가지고 찾는지를 관찰하여 이 둘을 구별한다. 학생

의 행동주의적 변화로 알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다. 그렇다면 

위의 감명을 전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할 때 학생들이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중략)... 왜 아이들은 자신과 물리가 동떨어

진 것이라 생각하지? 현 세계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고 논리

적으로 접근해 보고 그러면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새로움에 

대해서 경탄하는 것을 왜 놓칠까. 현실에서 멀어지려 할수록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고 현실에 가까워지려 할수록 신비로운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왜 놓치고 있는 것일까?

다. 학기 말 - 교육실습 후

학기 말에도 예비교사 D는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과 통합적 고려의 인

식을 지속적으로 나타낸다. 나아가, 예비교사 D는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

과 통합적 고려를 넘어선 그 이상의 지향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고 서

술하였다. 이는 지향의 한계를 확장시키는 것이다(그림 Ⅳ-12). 요컨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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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 D는 실존적 고려를 하였으며 이러한 고민은 학기 초부터 이어져 

오던 것이었다.

그림 Ⅳ-12.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 D의 인식 변화 2
(학기 초-강의 수강 전 학기 말-교육실습 후)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나의 관점은 사랑과 통합적 위치에서 

변하지 않는다.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지식의 습득, 그 내용을 

체화하는 과정, 그리고 체화된 내용을 통해 응용, 활용, 정의

적 변화 등을 겪기 위해선 필수조건으로 그 사람이 배울 내용

에 관한 열린 마음이 바탕 되어야하고 그 내용을 견고화할 마

음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때 마음(생각)을 바꿀 수 있

는 일들은 높은 수준의 감정적 자극일수록 변화가 일어나기 

싶고 또한, 그 내용의 깊이는 자신관의 연관성을 많을수록 깊

어지는 것이다. ...(중략)... 또한, 위의 그래프에서 각 축의 원

점으로부터 먼 곳에 제시된 가치는 동일 축에 있는 다른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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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포섭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3,3의 수업을 지향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요한 질문은 

좋은 과학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측면과 통합성의 측면

을 배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이다. 만약 수업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교과의 가치와 그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교과

의 내용을 체험하는 것이라면 필수적으로 3,3수업이 이루어져

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

는 가장 강력한 도구의 한계를 3,3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다. 만약 미지의 4,4 수업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더욱 더 깊은 

체험을 위해서 4,4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예비교사 D, 반성적 실천 기록지 3)

요약하면,  예비교사 D는 현장에서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실천으로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교사의 성찰로 극복할 것으로 보고 사랑의 

가치 추구와 통합적 고려를 하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굳건한 신념

이 있었다. 예비교사 D는 현장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좋은’ 과학 수업

에 관한 지향이 회귀하는 특징을 보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더욱 그 지향

점을 높이는 모습이 큰 특징이다. 즉 과학 본성에 관한 고민, 철학적 관심

과 함께 학생의 내면에 ‘좋은’ 과학 수업이 지향하는 영역으로의 점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을 넘어서, 계속해서 그 지향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려는 인식의 특징을 보였다. 



- 146 -

4.1.6. 예비교사 C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 변화

예비교사 C는 학기 초에서 학기 말까지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과 

과학 수업 요소 간 관계성 모두 인식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교사 C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구체적인 인식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가. 학기 초 - 강의 수강 전 

예비교사 C는 강의 수강 전, 학기 초에 수업 요소 중 지식 전달이나 문

제 풀이(what) 중심의 유용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수업을 ‘좋은’ 과학 수

업이라고 인식하고, 교사의 잘 된 설명(How)으로 학생(whom)의 이해가 잘 

되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업 요소 들을 부분적으로 고려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예비교사는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하여, 수업 목

표(why), 교사 자신(who) 그리고 공간적 개념의 수업 요소(where)에 대해

서는 고려하지 않는 특징이 분석되었다.

고등학교 때 과학 수업이 기억에 남는다.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셨다. 문제도 잘 풀어주시고,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잘 

돌릴 수 있도록 설명도 잘해주셨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것저

것 모두 실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을 잘 돌리게끔 만 설명해주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비교사 C, 학기 전 기초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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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기 중간 - 교육실습 직전

예비교사 C는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에, 사랑의 지향과 수업 요소 들에 

관한 통합적 고려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Ⅳ-13). 

처음에는 지식을 많이 알고 문제 잘 풀게만 하면 좋은 수업인 

줄 알았다. 물론 지금 생각할 때도 지식전달 부분이 중요하지 않

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하버드 졸업생

들 영상을 보고, 오개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 영상을 

보고 나니 많이 배우고 아이들에게 부분적인 것들만 가르치는 

것보다는 사랑과 호기심, 연결적이면서 통합적인 수업을 지향하

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기연 선생님의 수업과 또 다른 

수업들을 보고 더욱 더 확신을 할 수 있었다. 나의 수업 때 한번 

적용해서 수업을 해봐야겠다. 

(예비교사 C, 반성적 실천 기록지 2)

그림 Ⅳ-13.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 C의 인식 변화 1
(학기 초-강의 수강 전 학기 중-교육실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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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예비교사 C가 ‘좋은’ 수업이라는 관점을 ‘시작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식의 전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측면에서 사랑과 호기심, 연결적이면서 통합적인 수업을 지향하는 것이 더

욱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비교사 C는 과학 수업

에 관한 사랑이나 수업 요소 들의 통합적 고려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

진 못하였다. 

다. 학기 말 - 교육실습 후

교육실습 기간 동안 수업 경험 후 학기 말 예비교사 C의 인식은 과학 수

업에 관한 사랑과 통합적 고려를 한 수업을 ‘좋은’ 과학 수업이라고 확

신하는 것으로 변화였다(그림 Ⅳ-14).

그림 Ⅳ-14.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 C의 인식 변화 2
(학기 초-강의 수강 전 학기 말-교육실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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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하버드 졸업생들 영상을 보고, 오개념

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 영상을 보고 나니 많이 배우

고 아이들에게 부분적인 것들만 가르치는 것보다는 사랑과 호

기심, 연결적이면서 통합적인 수업을 지향하는 것이 좋다는 생

각이 들었다. 전기연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교생기간에 수업

을 해보고 더욱 더 확신을 할 수 있었다.

(예비교사 C, 반성적 실천 기록지 3)

예비교사 C는 학기 초에서 학기 말까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

식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비교사 C 역시, ‘좋은’ 과학 수업

의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사랑의 지

향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수업 요소 간의 통합적 고려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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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

앞선 연구에서 교육실습을 앞둔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좋은’ 과학 

수업의 개념 및 특징을 소개하고, 교육실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업 시

연과 분석 및 논의 후 교육실습을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예비교

사들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예

비교사의 인식 변화는 그것이 수업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빛을 발

할 것이다. 이에 연구 문제 2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이 성공적

으로 변화한 후, 이 인식의 변화가 수업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

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좋은’ 과학 수업을 이해하고 

시도하고자 했던 많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

한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기초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 

결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과 수업 구성 분석 틀을 중심으로 연

구 참여자인 예비교사, 동료 연구자 3인, 수업 조교 1인 그리고 교수자와

의 분석 및 논의를 통하여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를 중심

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4.2.1. 예비교사 L의 인식과 수업 실천

가. 학기 중(교육실습 전) 예비교사 L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

학기 중(교육실습 전) 이루어진 예비교사 L의 수업 시연에서 예비교사 L

의 과학 수업의 지향은 학생의 흥미 유발과 지식 전달 중심의 지향을 하였

고, 과학 수업 요소 들 간의 연결성을 고려하였다.



- 151 -

그림 Ⅳ-15. 예비교사 L의 인식과 수업 실천 (교육실습 전) 1

수업의 지향 측면에서, 예비교사 L의 수업에서 나타난 지향은 ‘주장을 

검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적 주장(이 수업에

서는 ‘전하량 보존’이 소재로 사용됨)을 검증할 수 있는 즉, 근거가 되

는 실험을 설계하고 실제로 수행해서, 본인의 주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왜 주장을 검증할 줄 알아야 하는가? 교사는 왜 이 목표를 중요

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교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질문에 관한 대답

이 수업에서 드러났는가? 본 연구의 ‘좋은’ 과학 수업을 준비한 모든 예

비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도전은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이것

을 왜 가르치는가? 이 주제가 나에게 왜 중요한가? 정말 중요한가? 교사는 

이 질문 앞에 직면해야 하며, 이에 관한 대답을 자신에게 명확하게 할 수 

없다면 수업 준비는 되지 않은 것이다. 45분 수업을 능숙하게 진행하는 것

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업주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의미

를 발견했을 때에야 교사의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교사가 경험한 그 의미이지 결코 내

용 지식(개념 등)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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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L의 수업시연은 수업 요소 간 관계성 측면에서는 수업 전반에 

걸쳐 학생(whom)의 참여가 매우 잘 이루어졌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또한, 매우 좋은 수업이었다. 다만, 왜(why) 이것을 배워야하는지 수업 목

적(why)에 관한 요소는 잘 드러나지 않았고, 교사(who)의 요소도 드러나지 

못하였다. 즉 교육실습 전 예비교사 L의 수업은 일부 수업 요소 들 간의 

연결성 고려는 이루어졌으나,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 들 간의 유

기적 연결이 이루어진 통합적 고려는 이루어지지 못한 수업으로 분석하였

다. 또한, 수업에 관한 피드백의 과정에서 예비교사 L의 수업에 관한 교수

자의 다음과 같은 조언이 있었다.

또한, 수업 중 한 학생이 전구를 여러 개 연결했다 해도 여전히 전

구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것 아니냐 질문을 하였을 때, 답이 다양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을 명확하지 않게 이야기를 하면, 잘 정리되지 

않은 채로 수업이 마무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과학 개념을 잘 공유하는 범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

학 탐구라는 것은 끝이 없고, 새로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식의 열린 기술(open description)을 해주는 것은 중요합니

다. 아인슈타인은 이 부분을 매우 지혜롭게 해내고 있는 모습을 우

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물리이야기에서 각 단원별

로 열린 결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

다. (물리 교수법 강의에서의 교수자의 조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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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기 말(교육실습 중) 예비교사 L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

학기 말(교육실습 중) 이루어진 예비교사 L의 교육실습 중 수업 실천에

서 예비교사 L의 과학 수업의 지향은 호기심의 지향에 치우친 사랑의 지

향으로 분석하였고, 과학 수업 요소 들 간의 연결성을 고려였으나 부분적

인 통합적 고려로 분석하였다.

분리수거 수업은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에서 환경 관련 자유 주

제로 배정되어있는 수업이다. 중학교 1학년들이 환경보호를 위

해 직접 할 수 있는 일로써 올바른 분리수거의 방법을 알아보

는 수업이었다. 전반부는 지식 전달 위주였고, 후반부는 전반부

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골든벨 활동이었다. 전반부에는 참여하

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다. (예비교사 L, 반성적 실천 지록지 3)

그림 Ⅳ-16. 예비교사 L의 인식과 수업 실천 (교육실습 중) 2

학기 말(교육실습 중) 예비교사 L의 교육실습 중 수업은 중학교 1학년들

이 환경보호를 위해 직접 할 수 있는 일로써 올바른 분리수거의 방법을 알

아보는 수업이었다. 이 수업주제는 ‘좋은’ 과학 수업으로 드러내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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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건 방법이라는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수업이

었다. 학생들을 위대한 사물(수업주제)로 초대하는 과정이 잘 이뤄지지 못

하였으며, 학생들의 호기심 유발을 시도하였으나 업싸이클링에 대해서 보

여주기식에서 그쳤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분리수거 방법을 골든벨이라는 방법을 활용하고, 

서울시 분리수거와 연결시키는 등 주변과 관련지어서 수업을 구성하였으

나, 수업의 도입부에서 환경보호로 학생들을 수업주제로 초대를 하는데 있

어서, 학생의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가 없었으며, 수업주제 자체에 관한 

고민도 부족해 보였다. 다만 인간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서로 잘 살 수 있

는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수업주제를 선정한 것에서 예비교사가 수업주제

를 어떻게 의미화했는지 드러났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수업 요소 측면에서 예비교사(who), 학생(whom), 지역(where). 방

법(how), 수업 목적(why) 등을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연결과 통합

적 고려가 부족 하였고, 분리 수거 방법에 관한 지식 전달 위주를 이루는 

수업이었다. 특히나 학생들과 주제와의 연결이 부족하였으며, 수업 목적

(why)에 관한 고려가 수업에 드러나지 못하였다.

다. 예비교사 L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

교육실습 전 예비교사 L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천은 차

이가 있었다. 교육실습 전 예비교사 L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이 충분히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업으로 구현해 내는 것은 이뤄내지 못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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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17. 예비교사 L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

Q. 교육실습 기간동안 좋은 수업을 진행했던 상황은 있었는

가?

A. (예비교사 L) 사랑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없지 

않은데, 아이들에게 수업주제에 대해서, 사랑까진 아니어도 관

심을 갖게 하고 싶었던 수업이 끓는점 수업이었다. 생각보다, 

쉽게 끓을 수 있는 수업이 많지 않았다. 에탄올도 어렵고. 기

름이 끓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발연점 때문에 끓지도 않

고.. 준비를 거의 못했다. 두 번째 수업 때는 준비를 많이 하

고, 집에서 기름을 끓여서, 물을 뿌려서, 왜 튀어 오를까 설명

을 하려고 했다. 이런 거에서 일상적이지만, 생활에 밀접하고, 

이전 차시와 이번 차시를 연결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의 맥

락에서 벗어 날 수 있다고 생각. 제 수업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아서 , 말이 어영부영나온다. 밀도 추가 실험할 때, 아이들

이 밀도 탑을 쌓았을 때, 저나 아이들이나 기분이 좋았다. 그

런 것도 있다. 사랑을 지향하는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남은 

시간은 적은데, 실험을 할 수도 없다. 재료도 없는데.. 실험 시

연할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1,2. 1,2 정도의 수업이 되었던 

것 같다.  (학기 말 - 교육실습 후, 예비교사 L의 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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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실습 중에는 예비교사L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

과 실천의 간격이 줄어들었다. 수업의 지향이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의 모

습이 부분적으로 보였고, 한정된 수업 요소 간의 연결성 고려 측면에서  

좀 더 수업주제와의 부분적으로 유기적인 부분적인 연결이 있었다. 즉, 교

육실습 전 보다 교육실습 중 예비교사 L의 인식이 수업 실천으로 더 잘 구

현되었다. 

4.2.2. 예비교사 K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특징

가. 학기 중(교육실습 전) 예비교사 K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

학기 중(교육실습 전) 이루어진 예비교사 K의 교육실습 전 수업 실천에

서 예비교사 K의 과학 수업의 지향은 단순한 호기심 지향과 단편적 유용

성의 지향을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한정된 과학 수업 요소 들 간의 

연결성을 고려였으나 일부 수업 요소만을 부분적 고려함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Ⅳ-18. 예비교사 K의 인식과 수업 실천 (교육실습 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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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좋은’ 과학 수업을 기준으로 한 수업 비

평에서 예비교사 K의 수업에서 교사는 지식 자체에만 몰두하지는 않았다. 

실험, 과학사의 도입 등 교과서의 지식을 다른 요소 들과 연결시키려는 시

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좋은’ 수업에 관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의도는 수업에서 잘 구현이 되지는 못했다. 

교과서의 개념 정리나 용어 설명, 문제풀이 이상의 어떤 시도가 있었으

나 결과적으로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으로까지는 도달되지 못하는 상태에

서 수업이 끝났다. 단순한 호기심과 단편적 유용성 측면의 지향이 균등하

게 있는 정도의 수업으로 분석하였다. 예비교사 K의 수업에서 예비 교사 

K의 의도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근거인 학습 목표의 진술은 “이중슬릿 실

험이 현대 과학에서 가치,  현대 물리학 중 빛의 논쟁에 대해 과학자 입장

에서 참여한다”는 점에서 수업주제의 의미화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는 학생들에게 과학자의 논쟁을 제시만 하였고, 학

생들이 이 논쟁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논쟁에 참여하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즉, 본 수업은 교사가 이해한 과학적 지식을 잘 구

성하여 수업에서 전개한 상태로 마무리 되었다. 예비교사 K는 수업 요소 

중에서 수업주제(what)에 대하여 다양한 수업자료를 준비하여 수업을 진

행(how)하였지만 너무 많은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고, 학생들의 선 이

해나 호기심, 삶 등과의 연결이 부족하였다.



- 158 -

나. 학기 말(교육실습 중) 예비교사 K의 수업 실천의 특징

학기 중(교육실습 중) 이루어진 예비교사 K의 수업 실천에서 예비교사 K

의 과학 수업의 지향은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을 지향하였으나 그 보다  

단순한 호기심을 지향 하는 것에 치우쳤다. 한편, 한정된 과학 수업 요소 

들 간의 연결성을 고려가 주를 이루나 통합적 고려가 부분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예비교사 K의 수업 실천에 관한 분석은 공동연구자들의 비교적 많은 의

견 교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만큼 수업 상황으로부터 교사의 인식과 

실천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느낄 수도 있었다. 왜냐

하면, 예비교사 K의 발언은 있었지만, 수업 상황에서는 나타나거나 적용되

었다고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Ⅳ-19. 예비교사 K의 인식과 수업 실천 (교육실습 중) 2

다음은 예비교사 K가 학생들이 과학지식과 실재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했음이 분석된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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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주제에 대하여 교사가 느끼는 수업주제에 관한 위대함을 

학생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교사 K)

지향하는 수업은 사랑과 통합에 관한 만족하는 수업이었다. 사

랑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느낀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왜 지

향하는 수업이라는 것에 대해 가장 많이 느꼈다.(..중략...)우리

가 이론으로 배운 것이,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고, 그 실제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도하

고 싶었고 왜 위대한 실험인지 공감하게 하고 싶었다. 

(예비교사 K, 학기 말-교육실습 후 면담)

즉, 예비교사 K의 교육실습 중 수업 실천의 모습은, 실험을 통하여 학생

의 참여 유도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레시피를 주고 요리를 하는 식의 과학 

실험이 진행되었고, 교사가 경이롭게 느낀 영의 이중슬릿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 없이 교사가 영의 이중슬릿 실험의 위대함을 

강요하듯이 주장하고 있었다. 이것을 수업 요소 중 학생(whom)요소를 고

려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수업이 진행되는 내내 예비교사 K의 

열정(Who)을 느낄 수 있었다. 예비교사 K는 실험을 통해 학생들이 실재를 

직접 눈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에 매우 신이 나 있었다. 즉, 이러한 예비교

사의 수업 실천은 수업주제(what)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 중 예비교사(who)

와의 연결성으로 분석하였다.

표 Ⅳ–2은 학기 말(교육실습 후)에 이루어진 예비교사 K와의 논의 및 면

담을 전사한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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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학기 말(교육실습 후) 논의 및 면담 전사본 (예비교사 K) (일부)

면담 날짜 2018.  6.  7. 수업 진행 교사 예비교사  K

지향하는 수업은 사랑과 통합에 관한 만족하는 수업이었다

사랑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느낀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왜 지향하는 수업이라는 것에 대해 가장 많이 느꼈다.

3번을 수업을 하였는데, 총 12시간을 하였다. 추가적으로 2시간 더. 14시

간

마지막 수업 - 영의 이중 슬릿 실험. 가장 많이 준비한 수업. 시연도 한 수

업이었다.

그 수업에 대해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 

학생들이 편지를 써서 피드백 비슷하게 해주었다.

선생님이 수업을 사랑하는 것 같아서 수업이 좋았다.

수업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수업이 좋았다 라는 학생들이 써 줬다.

인생에서 실험다운 실험은 한 것 같다는 피드백을 학생으로부터 받았다.

그런 피드백을 받은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이디어가 샘솟는 수업이었고, 창발적이었고,

이것도 알려줘야겠다, 저것도 알려줬야겠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

수업에 대해 설명하면...

무늬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이론으로 배운 것이,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고, 

그 실제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도하고 싶었고

왜 위대한 실험인지 공감하게 하고 싶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어땠을까,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뜻깊게 둔 것은,

그 이후에는 과학사적인 그 실험이 굉장히 굉장히 의미있는 실험이라고 의

미화를 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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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교사 K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

교육실습 전 예비교사 K는 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천

은 큰 차이가 있었다. 교육실습 전 예비교사 K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

한 인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업으로 구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육실습 중에는 예비교사 K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간격이 줄어들었다. 수업의 지향이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보였고, 수업 요소 간의 연결성 고려의 모습이 

좀 더 수업주제와의 유기적인 연결이 있었다. 즉, 교육실습 전 보다 교육

실습 중 예비교사 K의 인식이 ‘좋은’ 과학 수업 실천으로 더 잘 구현되

었다. 

  

그림 Ⅳ-20. 예비교사 K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

본 연구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을 

주제로 하고 있기에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의 의견을 얻기 위한 자료수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의 자료 중 수

업 녹화 자료, 예비교사의 진술문과 면담 자료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시도한 과정에서 고등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로부터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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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 관련된 분석을 할 수 있었다. 그 예로, 교육실습 후에 관한 분석과정

에서 예비교사 K는 자신의 수업에 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매우 

감동받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양

방향 연결성을 볼 수 있었던 사례로 분석했다. 이것은 ‘좋은’ 과학 수업

에 관한 인식과 실천에 있어서 예비교사들의 변화를 주목하는 것 외에 고

등학생들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분

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관계에 관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였다. 

4.2.3. 예비교사 H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특징

가. 학기 중(교육실습 전) 예비교사 H의 수업 실천의 특징

그림 Ⅳ-21. 예비교사 H의 인식과 수업 실천(교육실습 전) 1

예비교사 H는 학기 중(교육실습 전) 이루어진 예비교사 H의 학기 초, 교

육실습 전 수업 시연에 관한 분석은 예비교사 H의 수업의 지향 학생의 단

순한 흥미 유발과 단편적 지식 전달을 하는 단편적 유용성을 지향하였고, 

일부 과학 수업 요소 들의 부분적인 고려와 한정된 요소 간 연결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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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예비교사 H는 학기 중 수업 시연에서 ‘전하량 보존’ 이라는 수업주제

로 수업 시연을 하였다. 예비교사 H는 수업 요소 측면에서 학생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매우 잘 파악하고 있었고, 학생과의 상호작용도 매우 활

발한 모습을 보이는 등 연결성 고려의 모습이 있었으나, 수업 말미에서 전

하량 보존법칙이 과학기술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는지 강조하는 등

의 도구적 지향의 모습을 보였다. 예비교사 H는 수업의 지향 측면에서 다

음의 특징을 보였다. 상자 속 사과, 상자 속 전하, 상자 속 회로 등 ‘상

자’라는 닫힌계를 중심으로 수업주제를 풀어갔다. 예비교사 H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사과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듯이 입자는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마술사도 입자들의 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듯이 전기 현상

에서 전하량은 보존된다는 것을 알려주려 했다. 수업 요소 측면에서는 학

생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교사가 매우 잘 파악하고 있고, 학생과의 상

호작용이 매우 활발했다. ‘보존’이라는 단어의 뜻을 ‘없어지지 않는

다’, ‘그대로 있다’, ‘유지된다’로 소개하며 학생의 눈높이를 맞춘 

도입을 시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의 핵심 개념인 단어의 뜻

을 매우 잘 이해하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학생들의 추가 질문 등 예상 외

의 질문들이 나왔을 때에도 교사가 토론으로 이끌어 가는 등, 전반적으로 

이 수업의 특징은 토론을 계속 이어가는 점이었다. 마치 소크라테스식 문

답으로 수업을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수업이었다. 다음은 이를 잘 나태내

주는 예비교사 H의 교육실습 기간 수업 중 발언의 일부이다.

학생들에게 에너지가 없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여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일깨워 주었고, 과학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라는 대체적인 제시안들을 제공하

여 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그 주제가 어떤 의미인지…(중략)…

(예비교사 H 의 교육실습 기간 수업 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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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기 말(교육실습 중) 예비교사 H의 수업 실천의 특징

예비교사 H는 교육실습 기간 중에 ‘재생에너지’라는 수업주제로 수업

을 하였다. 이때 예비교사 H의 수업은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을 지향하였

고 수업 요소 간 한정된 연결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비교사 

H는 자신의 수업 중 재생에너지 수업을 교육실습 기간 중 가장 만족한 수

업으로 평가했다.

그림 Ⅳ-22. 예비교사 H의 인식과 수업 실천(교육실습 중) 2

재생에너지 수업은 그나마 가장 3,3의 수업에 가까웠다. 학생

들에게 에너지가 없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여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일깨워 주었고, 과학이 그것

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라는 대체적인 제시안들을 제공하여 재

생에너지의 필요성과 그 주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각

인시켰다. 빙고 게임을 통해 흥미와 각 에너지의 특징들도 잘 

얻어간 수업이었다. 아쉬운 점은, 재생에너지가 무조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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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의 해답인 것처럼 가르쳤다는 점이다. 만약 한 차시

가 더 있었다면, 재생에너지의 부정적 측면들도 설명하면서 과

학 기술의 이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겠

다는 생각이 든다.       (예비교사 H, 반성적 실천 지록지 3)

반면 재생에너지라는 주제는 환경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관

련이 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삶이 안 돌아갈 수 있고, 이게 

있어서 우리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감격을 직접적으로 

주기에 아주 적절한 주제였다. 한 차시 안에 재생에너지를 사

랑하게 만들 수 있는 주제였다. 

(예비교사 H, 반성적 실천 지록지 3)

학기 말(교육실습 중) 예비교사 H는 ‘좋은’ 과학 수업 실천에서 수업 

단원이나 수업주제(what)가 ‘전기’ 관련이기에 특별하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려 하지 않았지만, 생활 주변과의 연결은 많이 시도하였다. 그 예시

로 ‘이게 더 위험할까’, ‘큰 냉장고와 작은 냉장고 비교’ 등의 물음을 

수업 중 시도하고 피카츄, 송전탑 등의 흥미로운 수업자료 사용을 하였으

나, 이것은 유용성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 학생에게 앎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호기심 측면이 아님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예비교사 H의 

교육실습 중 수업 실천은 재미라는 요소가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단편적 

유용성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예비교사 H는 자신의 수업에 대한 평가가 학생들에게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고 하였지만, 실제 수업에 나타난 수업의 요소 들은 수업주제

(what)가 수업 방법(how) 측면에만 있었다. 학생(whom)의 존재에 관한 고

민이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지식을 어떤 것을 알려줄까에 관한 것만이 수

업에 표현되었다. 그러나 예비교사는 수업의 진행에 있어 학생의 오개념을 

생각해서 수업을 구성하였다. 이것은 다른 예비교사의 수업에서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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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학생(whom)에 관한 고려를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수업주제인 전압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에 관한 고민이 덜 되어 있

다. 따라서 수업 요소의 연결성 부분에선 학생(whom) 과 수업주제(what)에 

관한 한정된 요소 간 연결성 고려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일부 수업 요소 만을 부분적 고려 하는 것은 수업 요소 각각을 고

려하는 것이고, 한정된 요소 간 연결성 고려는 수업 요소간의 관계를 고려

하는 것이다. 예비교사이기 때문에 그 수업의 효과가 부족할 수 있기도 하

다는 것은 예상될 수 있으나, 예비교사 H는 수업 요소 중 학생(whom)과 

수업주제(what)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그 요소를 다루기보다는, 수업에서 

연결시키려는 수업이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교육실습 중 예비교사  H의 

수업은 수업 전체적으로는 분절적이지 않고, 흐름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

러나 수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많고 수업 요소 들이 유기적

으로 연결된 통합적 고려는 하지 못하였다. 

다. 예비교사 H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

  그림 Ⅳ-23. 예비교사 H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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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H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 사이의 관

계에 있어,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차이가 학기 중 보다 학기 말에 그 간극

의 차이가 없었다. 즉, 예비교사 H는 수업 실천이 학기 중 보다 학기 말에 

성장하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났다.

예비교사 H의 사례에서처럼,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 수업 실천을 분석함

에 있어, 학생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업 효과는 배제하고, 예비교사의 인식

이 수업 실천에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즉, 연구자

들은 관찰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였느냐, 예비교사의 인식을 가지고 그러한 

시도를 했느냐, 수업상황에서 실천의 노력이 보였느냐를 가지고 예비교사

의 수업 실천을 분석하였다.

4.2.4. 예비교사 J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특징

가. 학기 중(교육실습 전) 예비교사 J의 수업 실천의 특징

예비교사 J는 교육실습 전에 등속직선운동을 수업주제로 수업을 하였다. 

이때 예비교사 J는 수업 요소 간 부분적으로 고려하고 단순한 호기심을 지

향하기도 하였으나 단편적 유용성으로 치우친 지향으로 분석되었다. 

예비교사 J의 의도는 에어 테이블이라는 위대한 사물을 가지고 진리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예비교사 J의 수업은 다

른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업 시연이었다. 대학생들이었기에 실

험에 집중하였지만 수업 대상이 중학생들이었다면 이 실험은 진행이 수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 연구자들은 분석하였다. 수업에서 예비교사 J는 학

생들에게 미션을 주었으나, 수업목표의 제시나 수업 주제의 의미화가 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실험 과정에 관한 안내도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체

계적이지 못하였다. 실험 결과에 관한 판서나 결과 분석 및 해석 등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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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림 Ⅳ-24. 예비교사 J의 인식과 수업 실천 (교육실습 전) 1

에어 테이블은 위대한 사물로써의 가능성을 가지고 수업 공간의 한 가운

데에 위치하였지만 수업 요소 들간에 통합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진리탐구

가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물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또한, 예비교사 

J의 수업에서는 에어 테이블 위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과학자의 활동

을 경험하도록 했지만 과학자의 활동이 어떻게 위대한지에 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실험 도구를 준비해 주고 실험 활동을 하도

록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중학생들이 진행하기에는 힘든 수업이었다. 전시

학습에 관한 언급만 있었을 뿐, 전시학습과 본 수업에 관한 연결이나 그에 

관한 안내도 부족하였다. 이렇듯 수업 요소 간 관계성에서, 학생의 자기주

도적인 활동을 있을 수 있는 기획은 좋았으나, 적절한 단계 및 세밀한 안

내와 피드백 등의 과정이 부족한 수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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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기 말(교육실습 중) 예비교사 J의 수업 실천의 특징

예비교사 J의 수업의 의도는 과학적 탐구실험으로 그 관계성을 찾는다고 

했지만 주어진 안내대로 실험을 하였고, 엑셀로 가시적으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했지만, 감전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식적인 측면에 치우친 수업

이었다. 따라서 교육실습 중 예비교사 J의 수업 실천의 지향은 유용성에 

가깝고, 호기심을 일부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것은 ’좋은‘ 과

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 J의 인식과 차이가 나는 수업 실천에서는 ’좋은

‘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

러나 예비교사 J 자신은 본인의 수업 실천에 관한 평가는 사랑의 지향과 

통합적 고려로 하였다. 

그림 Ⅳ-25. 예비교사 J의 인식과 수업 실천 (교육실습 중) 2

예비교사 J의 수업은 수업의 진행이 매끄럽고 예비교사로서 수업에 관한 

긴장의 모습도 없었으며, 수업을 많이 경험한 현직 교사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단편적 지식 전달을 수업 목표로 하는 학교에서의 모습

으로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좋은’ 수업의 형태와는 거리가 있다.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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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J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잠시 집중하는 순간은 있었지만, 학생들의 호

기심을 끝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한편, 수업을 진행함에 실험과정에서 학생의 활동 시도함으로써 수업 요

소 중 학생(whom)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예비교사 J는 수업 요소의 

통합도 측면에서 한정된 요소 간 연결성 고려를 의도하고 있지만, 수업 실

천에서는 잘 나타내지 못하였다.

다음은 예비교사 J가 자신의 수업 실천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옴의 법칙은 발견학습 모형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고, 관계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구성했다. 우수

한 학생들은 스스로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활동이 끝나고 교사와 함께 정리하는 시간가져

서 모든 학생들이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수업에서는 과학교육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인 과학적 탐구 

측면을 강조하였고, 옴의 법칙을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

험인 감전과 연관시켜 설명하여 아이들이 좋아했던 것 같다.  

(예비교사 J, 반성적 실천 지록지 3)

다. 예비교사 J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

예비교사 J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 사이의 관계

에 있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을 이루어졌으나, 이것을 수업으

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예비교사 J는 수업 실천과 인

식 사이의 간극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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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26. 예비교사 J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

4.2.5. 예비교사 D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특징

가. 학기 중(교육실습 전) 예비교사 D의 수업 실천의 특징

예비교사 D는 학기 중(교육실습 기간 전)에 전하량 보존이라는 수업주제

로 수업 시연을 하였다. 이때 예비교사 D의 수업 시연은 단순한 호기심 지

향과 단편적 유용성 지향을 하였고, 일부 요소의 부분적 고려와 한정된 요

소 간 연결성 고려의 수업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예비교사 D의 교육실습 전 수업에서 ‘전하량 보존’이 단

순히 물리 개념으로 그치는 것을 넘어서 자연의 다른 영역과 우리의 삶과

도 연결되는 것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지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두 번째 수업 목표가 “전하량 보존 법칙을 통해 ‘자연의 흐름’, 

‘자연의 머무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우리

의 삶과 연관시키려는 교사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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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7. 예비교사 D의 인식과 수업 실천 (교육실습 전) 1

다만, 단어가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진술 단계에서부터 아이

들의 삶과 연결하는 더 상세한 수업주제로의 초대(도입)가 필요했다고 본

다. 수업 후반부 바둑알 활동 이후에 탄소의 순환, 물의 순환 등 자연의 다

른 측면과도 연결 짓는 교사의 언급이 있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보

존’이라는 개념이 교사에게 왜 중요했는지, 예비교사 D에게 어떠한 의미

가 있었는지 수업을 통해 잘 드러나지는 않았다. 예비교사 D에게 “ ‘보

존’이라는 주제가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선생

님에게는 왜 중요한가요?”라는 물음에 답을 수업에는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예비교사의 수업은 단순히 물리 개념 습득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단순한 호기심을 채워주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으려는 교사의 의지가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교사의 역량, 시간, 소재, 활동 등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요

소 들이 많았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현직에 계신 교사들이 

이상적 수업을 짜지 않는 것이 아닌 본인들도 이상적 수업을 

항상 인지하고 있으나 구성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예비교사 D, 반성적 실천 지록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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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기 말(교육실습 중) 예비교사 D의 수업 실천의 특징

예비교사 D는 학기 말(교육실습 기간 중)에 끓는점이라는 수업주제

(what)로 수업을 하였다. 이때 예비교사 D의 수업 실천은 단순한 호기심 

지향에 치우쳤으며 단편적 유용성 지향도 추구하였고, 일부 수업 요소 간 

부분적 고려를 주로 하였으나 한정된 요소 간 연결성 고려의 수업으로도 

분석되었다. 예비교사 D는 교육실습 중 수업 실천에서 끓는 점이라는 수

업주제(what)를 가지고 ‘분별 증류 – 끓는 점 – 분별 증류 확인’이라는 

방식으로 수업주제(what)의 일관성 측면에서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으나, 수업 요소 간의 관계성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에 있어서는 한

정된 수업 요소 들의 부분적 고려에 치우친 수업으로 분석했다.

그림 Ⅳ-28. 예비교사 D의 인식과 수업 실천 (교육실습 중) 2

자료 준비의 상황에서 학생(whom)에 관한 고려를 하였고, 학생이 수업

주제에 관한 호기심을 갖도록 실험 시뮬레이션을 수업에 이용하기도 하였

으며, 그 외 관련 실험 영상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호기심 불러일으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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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였다. 또한, 끓는점의 정의를 활동지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할 수 있

도록 한 것은 수업주제(what)와 학생(whom)의 연결성으로 분석하였다.

끓는점 수업에서는 각각 1, 2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

는데 도입을 통한 수업주제에 관한 흥미와 문제해결 욕구를 

제대로 증진 시키지 못해 실패한 것 같고 이후 학생들을 가르

칠 때 아무리 열변을 해도 벽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 2,2 

수업에 머물러 버렸다. 특히 2학년 아이들을 다루기가 어려웠

다. 그 다음 수업인 전류 수업은 처음에는 1차시에 많은 것을 

전달하려 해서 6차시 수업을 진행한 듯 했지만 이후에는 학생

들의 활동위주의 수업을 고려하여, 몸으로 전류체험하기, 도선 

속 전자를 옮겨보기, 전류송 부르기 크게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전류에 관한 반 전체의 이미지를 만들려 노력했고 담임반이다 

보니 수업주제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 수월했다. 이 점

에서 학생들의 수업주제에 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단순

한 지식 전달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동원하여 전류를 표현하

려 했다는 점에서 약간 통합적이라 생각했다. 

(예비교사 D, 반성적 실천 지록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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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교사 D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

예비교사 D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 사이의 관

계에 있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의 위치가 왼쪽 아래 쪽으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예비교사 D가 ‘좋은’ 과학 수업에 관

한 인식을 이루어졌으나, 이것을 수업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

다. 또한 예비교사 D는 인식과 수업 실천 사이의 간격이 교육실습 전 후 

모두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Ⅳ-29. 예비교사 D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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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 원인 

앞선 논의에서 예비교사들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예비교사들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

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인식을 수업 실천에서 구체적으로 구현

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은 그 원인으로 예비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

업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에 구현을 할 때 여러 가지 차원의 어려움이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에서 나타나는 예비교사들의 어려움의 특징에 관한 추가 분석으로 예

비교사들의 수업 실천 어려움의 해소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며, 이것으로부터 교육실습과 관련한 사범대학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지원

책으로 확장된 연구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봉우(2016)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인식한 좋은 수업과 경험한 좋은 수업 사이에 차이에

서 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때

문에 좋은 과학 수업 사례의 발굴과 상호작용이 강조된 수업의 지원 등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며 과학 교사들을 위한 좋은 과학 수업 사례를 발굴하

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이번 

연구 문제 3은 연구 문제 1과 연구 문제 2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좋

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에 관한 해소방안을 찾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실천의 간극을 질적 자료 

분석 연구(Miles, M. B., Huberman, A. M. & Saldana. J., 2014)를 실행하여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 이해와 수업 실천에 도움이 

되는 답을 찾고자 본 연구를 하였다. 이것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인 이경호(2016), 오지은(2017), 이경호 외(2018), 김홍빈 외(2018)

의 연구로부터 이어져 논의되고 있는 ‘좋은’ 과학 수업을 이해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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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고자 하는 많은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욱이 ‘좋

은’ 과학 수업에 관한 연구 결과는 아직 학교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예비

교사들에게 과학교육의 실제를 이해하고 교육현장에서 진행하게 될 수업

실습을 미리 준비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 문제 1과 연구 문제 2를 통하여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

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간극의 원인

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교사들이 진술을 개념 도출 코딩과 연

구주제 기반 코딩을 한 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예비교사들

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에 관한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 차

원으로 범주화하여 그 해소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은 6명의 예비교사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

의 간극의 원인을 개념 도출 코딩과 연구주제 기반 코딩으로 분석한 결과

이다. 

4.3.1.  예비교사 D의 간극의 원인 분석

예비교사 D는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 통제를 가장 힘들어했던 학생이

다. 수업 준비를 할 때도 생각이 깊은 학생이었는데, 교육실습 기간 동안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과의 교감 형성이 잘 되지 않았다. 이러한 예비교사 

D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에 관한 

개념 도출 코딩으로 학생 개인 특성 파악 미비, 학교 환경 고려 미비, 다양

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학생 통제 능력 부족, 학생 파악 

시간 부족 등을 수업 실천에서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학생 개인 특성과 *학교 환경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 178 -

고 생각한다. 수업을 통해서 학생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의 공감 능력을 자극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하지만 

수업 외적인 요소의 영향으로 학생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의 교칙과 분위기, *수업 

환경에 따라 학생들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학급이 가지는 

분위기에 맞추어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사의 성향

에 맞추어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는 수업을 해야 하는지 고민

하게 만든다. 이후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은 

마치 허물어진 울타리에 양들을 가두어 두는 효과를 가져와 

전반적인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만든다. 

(예비교사 D의 반성적 실천 기록지 3-3 (1)번)

예비교사 D는 간극의 원인에 관한 진술에서 외적인 요소를 언급하였는

데, 이것은 다양한 외적 요소가 있겠지만 일단 학생들과 교육실습 전에 학

생들에 관한 정보를 갖거나 전혀 어떠한 관계 맺음 없이 수업을 한다는 것

과 학생 자체의 문제(수면 부족, 가정 문제...) 등을 예비교사가 컨트롤 하

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대한 것을 어려움이 있음이 분석되었다(표 Ⅳ-3).

표 Ⅳ-3. 예비교사 D의 간극의 원인 분석을 위한 2가지 코딩

예비교사 D

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연구주제 기반 코딩

7개의 수업 요소

- 학생 개인 특성 파악 미비

- 학교 환경 고려 미비

-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 학생 통제 능력 부족

- 학생 파악 시간 부족

-whom

-where, who, what

-where, who, how1

- whom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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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예비교사 H의 간극의 원인 분석

예비교사 H의 진술은 ‘좋은’ 과학 수업 구현의 어려움 중 수업주제의 

의미화에서 어려움을 느낌,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주제

가 따로 있음, ‘좋은’ 과학 수업에서 사랑의 지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함 등으로 개념 도출 코딩화 되었다.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에 적

합한 주제가 따로 있음에 관한 것은 ‘좋은’ 과학 수업에서 사랑의 지향

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좋은’ 과학 수

업에서 사랑의 지향은 수업주제의 적절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또한, 연구주제 기반 코딩의 결과로, 예비교사는 ‘좋은’ 과학 수업

이 구현의 어려움을 수업주제의 의미화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수업 요소 중 수업주제(what)와  예비교사(who)의 두 가지 수업 요

소와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Ⅳ-4. 예비교사 H의 간극의 원인 코딩

첫째, *주제의 탓이 크다. 전압이 나에게도 어떤 의미인지 파

악할 수 없었다. 전압은 그냥 전기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능

예비교사

H

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연구주제 기반 코딩

7개의 수업 요소

- ‘좋은’ 과학 수업이 구현의 어려움

   (수업주제의 의미화에서 어려움)

-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주제

- ‘좋은’ 과학 수업에서 사랑의 지향을 이해하지 

못함

- how3

- what, how3

-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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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고, 따라서 이 특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일 뿐, 직접적으로 

*삶과 관계된 의미는 없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것들이지만, 전압의 개념을 설명하고 전압계 사용

법을 가르쳐야 하는 순간인 과학 시간에 그 큰 주제를 다 끌

어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전압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인

류애적 가치나, 삶에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수업은 애초에 불가

능했다고 생각한다. 반면 *재생에너지라는 주제는 환경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삶이 안 돌

아갈 수 있고, 이게 있어서 우리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감격을 직접적으로 주기에 아주 적절한 주제였다. 한 차시 안

에 재생에너지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주제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제마다 물리교수법에서 이야기한 좋은 과학 수업이 

가능한 주제가 있고, 아닌 주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STS 수업 모형에서도, 주제별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적절

한 주제에 있어 STS 수업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

고 있다.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도 이러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과학의 도구적 관점 (유용성) 과 학생

의 호기심도 중요한 요소였다. 만약 전압 수업을 정말 작정하

고 사랑을 지향하려고 했다면, 전기 현상이라는 그 넓은 의미

들을 다 끌어와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은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전압계를 다루는 방법과, 전압을 전기 에너지와 구

분 못하는 오개념의 해결과, 전압의 추상적 개념을 물 높이라

는 비유를 통해 이해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배워

야만 그 다음 전기 현상들을 논하고, 그 토대에서 다시 또 다

른 가치를 지향할 수 있게 된다. *내 수업 시간에서는 이 지

식과 학생의 호기심은 포기할 수 없는 요소였고 과학 수업을 

하루 종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수업 차시에서는 사랑 지

향을 포기했다. (반성적 실천 기록지 3-3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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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H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 사이의 어

려움은, ‘좋은’ 과학 수업 자체에 관한 어려움이 대부분이었다. ‘좋

은’ 과학 수업을 실제 수업으로 구현할 때, 수업주제를 의미화 하는 것이 

어려웠고, 교육과정상의 수업주제들은 ‘좋은’ 과학 수업을 하기에 어려

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주제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예비교사 H는 ‘좋은’ 과학 수업에서 

사랑의 지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수업으로 구현하지 못하였다

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절에서, 예비교사들에게 ‘좋은’ 과학 수

업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안내를 하여야 함을 해소 방안과 연결시켜 분석

하였다(표 Ⅳ-4).

  

4.3.3. 예비교사 L의 간극의 원인 분석

예비교사 L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 큰 

편이었는데, 그 간극의 원인에 관한 개념 도출 코딩은 ‘예비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이었다. 예비교사 L은 교육실습 기간에 수업 준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수업 준비를 채 못하여 수업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러

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교사 L은 대학에 교육실습을 위해 듣는 강의에서 

미리 수업 준비를 하여, 교육실습 때 준비한 수업주제로 수업을 할 수 있

으면 좋겠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1과 #2의 차이는 굉장히 컸다. 내가 교생 실습 기간에 진

행한 수업은 좋은 수업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

았다. (1) 이 간격이 발생한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큰 것은 *나의 역량 부족이다. 수업 진행

에 있어서의 역량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실습에서 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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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게 느낀 것은 *수업 준비에 있어서의 역량 부족이다. 대

체로 한 차시에 수업을 구상하는 데에 12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그로 인해 결국 성에 차지 않는 수업을 하게 되

었다. 심한 경우 수업 당일 아침 지도 교사분께 연락하여 수업

을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다.

(반성적 실천 기록지 3-3 (1)번)

표 Ⅳ-5. 예비교사 L의 간극의 원인 코딩

예비교사 

L

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연구주제 기반 코딩

7개의 수업 요소

- 예비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 - why, what, who, whom, how 

예비교사 L의 개념 도출 코딩에서 예비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을 수업 요

소와 연결 지으면, 수업 지향(why), 예비교사(who), 학생(whom), 수업주제

(what), 수업 방법(how) 등 수업 요소 전반에 대해 예비교사가 숙련되지 못

하여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이해가 수업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함으

로 분석하였다(Ⅳ-5).

4.3.4. 예비교사 C의 간극의 원인 분석

예비교사 C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 사이 간극

의 원인에 관한 개념 도출 코딩은 학생 파악 시간 부족과 수업주제에 관한 

파악 부족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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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간격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완벽하게 일

치하지 않은 이유를 찾아보자면, 우리가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지만, 

우리는 우리를 잘 안다고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접해보

지 않은 아이들과 수업을 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생 수업 

때 아이들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있는 것 도 아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간격인 것 같다. 상대론 수업을 살펴보

자면, 상대론에서 말하는 사건이란, 사건이 그 위치에서 일어

난 것이다. 사건이란 말을 자연스럽게 쓰는데, 왜 사건이란 말

을 쓸까? 전과 후가 나뉘게 되는 포인트가 사건이다. 시공간

에서의 한 점이 사건이다. 시간과 공간상의 한 점 = 어떤 시

간에 어떤 위치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전개해가면서 아이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런 생각을 하기 까지 한 달이 걸렸다.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

하기 전에는 나오기 힘든 전개라고 생각한다. 

(반성적 실천 기록지 3-3 (1)번)

표 Ⅳ-6. 예비교사 C의 간극의 원인 코딩

예비교사

C

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연구주제 기반 코딩

7개의 수업 요소

학생 파악 시간 부족

수업주제에 관한 파악 부족

- whom

-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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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C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 사이 간극

의 원인에 관한 개념 도출 코딩으로부터 수업 요소와의 연결을 지어보면, 

학생 파악 시간 부족은 수업 요소 학생(whom)과 연결되고, 수업주제에 관

한 파악 부족은 예비교사(who)와 수업주제(What)의 연결됨으로 분석하였

다(표 Ⅳ-6). 예비교사들 C는 수업주제와 수업 요소 들 간의 유기적 연결 

이전에, 각각의 수업 요소에 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즉, 수업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 들 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통합적 고려를 하

기 전에, 각각의 수업 요소 들에 관한 충분한 교육이 예비교사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4.3.5. 예비교사 J의 간극의 원인 분석

예비교사 J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

인에 관한 개념 도출 코딩은 교육과정의 수준,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

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려움으로 파악되었다.

*교육과정에는 학습목표와 성취수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데, 이런 성취 수준은 지식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어 전류가 주제인 차시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는 ‘전류

는 전하의 흐름임을 말할 수 있다.’이고, 옴의 법칙 주제에서

는 ‘전류, 전압, 저항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이다.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업 내용을 교사가 재구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학적 탐구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게 

하거나, 과학사나, 과학의 본성에 관한 내용을 수업에 구성하

는 것이다. 그러나 *수업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

한 내용이 많아지면 결국 차시의 수업 목표에 투자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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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학생들은 수업이 주제 없이 흘러가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수업 목표 하나조차 달성하기 어려워진

다. 그렇다면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통합적 요소, 가

치적 요소를 적절히 분배하여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인

데,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먼저 수업주제에 맞는 통합적 

요소나 가치적 요소를 찾는 것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

한 요소를 찾아내어 수업에 구성할 때에 수업의 흐름은 잃지 

않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반성적 실천 기록지 3-3 (1)번)

표 Ⅳ-7. 예비교사 J의 간극의 원인 코딩

예비교사

J

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연구주제 기반 코딩

7개의 수업 요소

- 교육과정의 수준

-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려움

- why, what

- how, when, what

예비교사 J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

인에 관한 개념 도출 코딩을 수업 요소 들과의 연결로 연구주제 기반 코딩

을 하면, 교육과정의 수준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히나 수업 목적과 지향

(why)과 관련이 있다. 즉, 예비교사 J는 현재 교육과정이 ‘좋은’ 과학 수

업과는 다르게 성취 수준이 지식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는 것이 어려우며, 

예비교사가 더욱 ‘좋은’ 과학 수업을 사전에 경험하고 그것을 예비교사 

자신의 수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숙달이 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표 Ⅳ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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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예비교사 K의 간극의 원인 분석

예비교사  K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에 관한 개념 도출 코딩은 예비교사의 수업 내용 이해의 부족으로 분

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마음처럼 잘 되지 못했다. 막상 수업에 들어가 

보니 굉장히 긴장되었고 원하는 직선이 그려지지 않아 전혀 

이상한 상이 그려졌다. 아이들은 당황하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았고 교사에 관한 신뢰를 잃었다는 눈빛이 역력했다. 

아쉽지만 첫 번째 수업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다. 수업이 끝

나고 든 생각은 판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나는 완

벽하게 상의 형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략) 

결국 내 판서에 자신이 없었던 이유는 완벽하게 구면거울과 

구면렌즈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생각을 통해 나는 두 번째 수업을 준비했다. 두 번째 수

업도 첫 번째 수업과 같은 주제로 다른 반을 담당했는데 이때

는 내용에 관한 완벽한 이해를 했기에 자신감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여전히 긴장되었다. 같은 주제로 

실패해본 경험을 발판삼아 이겨냈지만 아이들의 예리한 질문

들이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왔다. 왜 

구면거울에서 초점은 구심거리의 절반인가에 관한 질문은 수

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나는 한참이고 고

민하다가 다음 시간에 알려주기로 약속하고 수업을 마쳤다. 물

론 다음 시간에는 부담 없이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었으나, 

여전히 신뢰를 잃었다는 생각에 아쉬움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 

나는 두려웠던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관한 두려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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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학생들의 나에 관한 신뢰가 사라지는 것에 관한 두

려움.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면은 있었다. *사랑을 더 보여주

기에는 나의 지식이 부족했고 통합적인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나의 노력이 부족했다. 내가 가장 선호하는 포맷인 ‘이론을 배

우고 실험을 직접 진행해보고 의미를 찾아가는 수업’을 진행

했으나 실험 시간이 너무 늘어졌고 아이들이 던져온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아이들이 나보다 더 깊

은 사고로 핵심을 밟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느꼈다. 마

치 노인이 파릇한 젊은이를 보듯이. 문득 나의 고등학생 시절

이 기억났다. 나는 물리학을 사랑하고 증오했다. 끝까지 이해

하고 싶었고 그렇기에 나의 한계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괴

로웠다. 기억난다. 나는 그때에 비해 열정이 죽었다는 사실을 

교생실습이 끝나가며 느낄 수 있었다. 그러기에 나는 더 자극

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교사가 된다면 그 누구보다 자신

의 수업을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와 *지적대화를 꾸준히 나

눠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학생들이 마음대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그리고 내 스스로 부

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수업실습과 수업에 관한 이상향의 간극

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반성적 실천 기록지 3-3 (1)번)

표 Ⅳ-8. 예비교사 K의 간극의 원인 코딩

예비교사

K

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연구주제 기반 코딩

7개의 수업 요소

- 예비교사의 수업 내용 이해 부족 -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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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K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에 관한 개념 도출 코딩을 수업 요소와 연결하여 분석하면, 예비교사 

K의 수업 내용 이해 부족은 수업주제(what)가 그 주를 이룬다. 즉, 예비교

사 K는 교사 자신이 수업주제(what)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좋은’ 과학 수업을 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였다(Ⅳ-8).

4.4.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 해소방안 도출

예비교사들은  <물리 교수법> 강의와 교육실습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

탕으로 간극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반성적 실천 기록

지 3)하였다. 다음의 내용은 이러한 각각의 예비교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질적 내용 분석과정을 거쳐 개념 도출 코딩, 연구주제 기반 코딩 및 범주

화 후 과학교육 전문가와 현직 교사들과의 논의를 통해 분석된 결과이다. 

즉 이번 절에서는 각 간극의 원인으로부터 범주화한 예비교사 차원, 사

범대학 차원, 부설학교 차원, 사회적 차원의 4가지 차원에서의 해소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 연구 문제 3의 결과 분석을 위한 과정 

초기에, 예비교사들의 진술로부터 4가지 차원을 먼저 설정하고 분석을 시

작하였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예비교사의 진술에서 학교 현장의 이해부족

은 예비교사 자신관 관련된 문제인지, 부설학교 차원의 문제인지, 사범대

학 차원의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고 여러 차원과 관련되어 있음이 발견되

었다. 이러한 이유로 간극의 원인을 코딩화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 후 

다시 4가지 차원으로 범주화 하여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분석하여 결

론을 도출하였다. 다음은 6명의 예비교사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

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해소방안을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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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예비교사 H의 간극의 해소방안

예비교사 H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에 대하여, ‘좋은’ 과학 수업으로 구현할 때 수업주제를 의미화하는 

것이 어렵고,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는데 적합한 주제가 있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 특히나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을 지향하는 것에 큰 어려움

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예비교사 H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해소 방안에 대하여 크게 2가지 차원의 해소방안을 제안하

였다. 이 해소방안 두 가지 모두 수업주제(what)에 관한 것인 것이 특징인

데, 이것은 예비교사 H의 어려움과 연결되는 것으로, 예비교사 H는 ‘좋

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해소방안으로 예

비교사 H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표 Ⅳ-8).

부설학교 차원으로는 교육실습 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형태의 

수업 진행을 제안하였으며, 좋은 과학 수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보자인 예비교사에게 수업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 실습

을 준비하기 위한 <물리교수법> 강의 차원에서 교육실습 전에 수업주제에 

관한 안내와 연구의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예비교사  H는 사범

대 차원 중 <물리교수법> 강의에서 주제별 특징에 관한 고려와 교육실습 

중에 수업해야 할 단원들에 관한 안내를 사전에 받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초보 교사로서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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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는 예비교사 H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차원별로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Ⅴ-9. 예비교사 H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 방안

간극의 원인

간극의 해소방안 제안
해소방안 

차원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연구주제 

기반 코딩

(수업 요소)

‘좋은’ 과학 수업이 

구현의 어려움

- what

- how

S 다양한 주제를 수업할 수 있도

록 해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부설학교 

차원 S

‘좋은’ 과학 수업이 

구현의 어려움. 

(수업주제의 

의미화에서 

어려움을 느낌)

- how3

Ug 주제별 특징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교생실습에 나가

서 수업해야 할 단원들이 부설학

교 지도 선생님들을 통해 미리 

고지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수업기간동안 전달받지 못했

다. 초보자이기 때문에, 미리 전

달받고 그 주제들에 대해 더 생

각해보고 수업도 준비해 보는 시

간을 가졌으면 더욱 효과 있었을 

것이다.

사 범 대 

차원 Ug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주제

- why, what, 

how3

‘좋은’ 과학 

수업에서 사랑의 

지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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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예비교사 J의 간극 해소방안

예비교사 J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 원인

으로 교육과정의 수준과 ‘좋은’ 과학 수업을 실천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랑을 지향하고 수업 요소에 관한 통

합적인 고려를 하여 ‘좋은’ 과학 수업을 구성하는 것도 어려움이었다.

예비교사 J는 간극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설학교 차원에서는 수

업 시간의 부족에 관한 어려움과 함께 다른 예비교사들의 참관이 도움이 

됨을 이야기하였고, <물리교수법> 강의 차원의 해소방안에 관한 제안으로

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개념들의 모호함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적용도 어려웠으며, 특히나 위대한 사물의 개념 이해에 대하여 어

려움이 있음을 말하였다. 이것은 ‘좋은’ 과학 수업을 위한 강의의 과정

에서 위대한 사물 즉, 수업 주제(what)를 찾고 수업주제의 의미화(how)를 

하는 과정에서, 수업주제의 의미화 틀이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졌는지 설명

이 부족하여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수업주제의 의미화 

틀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의미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을 지향하는 것은 그 용어의 포괄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즉, 예비교사 J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해소방안 제안은 예비교사 교육에 있어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함으로 분석하였다. 

표 Ⅳ-10은 예비교사 J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차원 별로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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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예비교사 J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 방안

간극의 원인

간극의 해소방안 제안
해소방안 

차원

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연구주제 

기반 코딩

(수업 요소)

매일 참관을 3시간 이상 해야 하

기  때문에 수업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 하지만 수업을 참관하

는 것에도 도움을 얻기도 하므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다.

부설학교 

차원 S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려움

- why

- what

- how

- when

전체적으로 개념들이 모호하여 이

해하기 어려웠고, 적용하기에도 어

려운 것 같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위대한 사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다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것 

같다. 결국 지향가치 중 ‘사랑’

을 지향해야 하는데 사랑이 너무 

포괄적인 단어인 것도 어려움의 

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사물/주제를 찾기 위해 

‘수업주제의 의미화 틀’을 이용

한 수업주제의 의미화를 하라고 

하였는데, 틀이 어떤 관점에서 만

들어 졌는지 설명이 부족하여 사

용을 잘 할 수 없었다. 방법을 설

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사 범 대 

차원 U

교육과정의 

수준

- why

- what

사회적인

차원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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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예비교사 D의 간극의 해소방안

예비교사 D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은 학생 개인 특성 파악 미비, 학교 환경 고려 미비, 다양한 학교와 학

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학생 통제 능력 부족, 학생 파악 시간 부족 

등을 수업 실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표 Ⅳ-11).

표 Ⅳ-11. 예비교사 D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 방안

간극의 원인

간극의 해소방안 제안
해소방안 

차원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연구주제 

기반 코딩

(수업 요소)

학생 개인 특성 파악 

미비

학생 파악 시간 부족

학생 통제 능력 부족

학교 환경 고려 미비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 whom

- where, 

who, 

what

- where, 

who, 

how1

- whom

- who

좀 더 많은 주제를 통한 수업 시

연을 통해 교생학생들의 수업 시

연 경험을 늘리고 학생소통 경험

을 만들어야 한다. (반성적 실천 

기록지의 간략화 및 수업시연 시

수 증가)

사 범 대 

차원 U

학생 개인 특성 파악 

미비

학생 파악 시간 부족

학생 통제 능력 부족

학교 환경 고려 미비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 whom

- where, 

who, 

what

- where, 

who, 

how1

- whom

- who

부설학교 

차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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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D의 어려움은 대체로 학생(Whom)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는데, 

해소방안 역시 사범대학 차원에서 교육실습에서의 수업 시연의 경험을 늘

려 학생 소통의 경험을 제안하였고, 교육실습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업 시연 횟수도 증가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예비교사  D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은 부설학교 차원으로도 그 원인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예비교사 D

가 가지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과 관련된 어려움이기에 이를 

부설학교 차원과 사범대 차원 두 가지 모두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비교사가 갖는 학생(whom)에 관한 어려움은 사범대와 부설학교가 협력 

차원에서 해소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4.4.4. 예비교사 L의 간극의 해소방안

예비교사 L은 교육실습 기간에 수업 준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수

업 준비를 채 못하여 수업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예비교사 L의 

간극의 원인을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교사 L은 대학에 교육실습을 위해 듣는 강의 때, 미리 교육실습 때 진

행한 수업주제를 바탕으로 수업을 많이 할 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간극의 해소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예비교사 L의 개인의 역량 

부족을, 수업 요소와 연결 지으면, 예비교사(who), 수업 목적(why), 수업주

제(what), 수업 방법(how) 등 수업 요소 전반에 대해 예비교사가 숙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이해가 수업 실천으로 연

결되지 못함으로 분석하였다.

다음 표 Ⅳ-12는 예비교사 L의 인식과 수업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

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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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예비교사 L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

간극의 원인

간극의 해소방안 제안
해소방안 

차원
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연구주제 

기반 코딩

(수업 요소)

- 예비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

- who

- what

- how

예비교사 

차원 St

수업의 배분이 교생 실습 기간 전체

에 골고루 나눠지도록 교생을 배정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부설학교 

차원 S

우선 교생 기간의 수업주제와 물리교수법

에서 수업 실습의 주제를 일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양한 수업주제를 다뤄보는 것도 의

미가 있는 일이지만 보다 완성도 있는 수업

을 위해서는 같은 주제를 다루어 그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한다. 교대의 경우 교생 실습을 전

학년에 걸쳐 3~4회 진행한다고 들었다. 1, 

2학년의 경우 수업 참관만 진행하고, 3, 4

학년들은 직접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설명 들었는데, 사범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도 

(교직 이수자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와 같이 교생 실습 자체를 더 많이 진행

한다면, 학교와 학생, 교과와 수업에 관한 

고민과 이해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을 것이

다.

사 범 대 

차원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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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L은 교육실습 준비를 위한 강의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배

우는 과정에서 수업주제에 대해 교육실습 전에 미리 연습을 할 수 있는 것

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범대 차원의 제안을 하였다. 또한, 교육실습을 1회

성으로 하는 것 보다, 교육실습의 횟수를 늘려서 학교와 학생, 교과와 수

업에 관한 고민과 이해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더욱

이 교육실습생 기간의 수업주제와 교육실습 준비를 위한 물리교수법 등의 

강의 수강 과정에서 수업 시연 주제를 일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큰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예비교사 L의 제안에서 사범대학과 부

설학교의 연계, 즉 사범대학과 교육실습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과의 긴밀

한 연계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예비교사 교육의 과정에서 

다양한 수업주제를 다뤄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보다 완성도 있

는 수업을 위해서는 같은 주제를 다루어 그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조금이

라도 더 갖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예비교사 L은 사범대 차원에서의 해소방안으로, 초등 교사 양성 

기관인 교육대학교에서는 교육실습을 전 학년에 걸쳐 3∼4회 진행하는 것

을 참고해 보면, 1, 2학년의 경우 수업 참관만 진행하고 3, 4학년들은 직접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처럼, 사범대학 재학생도 이와 같이 교육실습을 

위한 교육의 기회 자체를 더 많이 제공된다면, 학교와 학생, 교과와 수업

에 관한 고민과 이해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비교사 L

은 부설학교 차원으로 수업의 배분이 교생 실습 기간 전체에 골고루 나눠

지도록 교생을 배정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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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예비교사 K의 간극의 해소방안

예비교사 K가 작성한 반실지 3에서 예비교사 K의 진술은 독특하였다. 

질문에 적합한 답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자신의 교육실습에서의 일련의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진술하였다. 그러하기에 예비교사 K의 진

술을 가지고 각 차원에 해당되는 것을 연구자가 분류하여 분석하였다(표 

Ⅳ-13).

표 Ⅳ-13. 예비교사 K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 방안

간극의 원인

간극의 해소방안 제안
해소방안 

차원
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연구주제 기반 코딩

(수업 요소)

예비교사의 수업 

내용 이해의 부족
why,  what

아이들의 예리한 질문들이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근

본적인 질문을 던져왔다. 왜 

구면거울에서 초점은 구심거

리의 절반인가에 관한 질문

은 수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중

략)...신뢰를 잃었다는 생각

에 아쉬움을 저버릴 수가 없

었다. 

예비교사 

차원 St

예비교사의 수업 

내용 이해의 부족

why, who, whom, 

what, how, where, 

when

나는 두려웠던 것이다. 예상

하지 못한 상황에 관한 두려

움,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나에 관한 신뢰가 사라지는 

것에 관한 두려움.

사 범 대 

차원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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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가 된다면 그 누구보다 자신의 수업을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와 지적대화를 꾸준히 나눠야겠다는 결심을 하

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학생들이 마음대로 질

문을 던질 수 있게, 그리고 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

게. 수업실습과 수업에 관한 이상향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비교사K의 반실지 (3)

즉, ‘좋은’ 과학 수업을 실천하기 위한 예비교사 K의 어려움은 수업주

제에 관한 교사 자신의 이해가 부족함이었다. 이러한 예비교사 K의 어려

움은 교육실습의 과정이 사범대학 4년 동안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함을 

생각하게 하는 결과로 해석한다. 예비교사가 사범대학에서 배우는 교과와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수업과의 연결을 예비교사로서 늘 고민하며 준비

해야 예비교사 K의 어려움은 해소될 것이라고 본 연구자는 판단한다. 

4.4.6. 예비교사 C의 간극의 해소방안

예비교사 C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 사이 간극

의 원인은 학생 파악 시간 부족과 수업주제에 관한 파악 부족을 이야기 하

였다. 예비교사 C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 사이 

간극의 원인에 관한 개념 도출 코딩으로부터 수업 요소와의 연결을 지어

보면, 학생 파악 시간 부족은 수업 요소 학생(whom)과 연결되고, 수업주제

에 관한 파악 부족은 예비교사(who)와 수업주제(What)의 연결됨으로 분석

하였다. 예비교사들 C는 수업주제와 수업 요소 들 간의 유기적 연결 이전

에, 각각의 수업 요소에 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즉, 수업주제

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 들 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통합적 고려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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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각각의 수업 요소 들에 관한 상세한 안내와 수업으로의 적용 연습

이 예비교사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교

사 C는 사범대학 차원에서 교육실습 전 교육실습을 위해 사전 준비하는 

강의 시간을 늘려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부설학교 차원에서는 학교 현

장의 학생들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표 Ⅳ-14). 

표 Ⅳ-14. 예비교사 C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 방안

간극의 원인

간극의 해소방안 제안
해소방안 

차원
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연구주제 기반 

코딩(수업 요소)

학생 파악 시간 

부족
whom

학생들 파악을 더 빨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부설학교 

차원 S

학생 파악 시간 

부족
whom

일단, 강의 시간을 더 늘려야 

할 것 같다. 강의 시연하는 

횟수도 늘려야 한다. 그래야 

교생가서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반성적 실천기

록지를 쓰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은 써야할 것이다. 반실지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

이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

게 3월 달 수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제시해야 

할 것 같다.

사범대 차

원 U
수업주제에 관한 

파악 부족

why,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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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보면, 예비교사 C의 간극의 원인은 학생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여겨지며, 이는 부설학교와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현재 많은 사범대

학에서 단발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실습이 아닌, 일정 기간을 두고 

교육실습의 횟수를 늘려 학생에 관한 이해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교육실

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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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연구 논의

  본문의 연구 결과의 4.1절~ 4.4절은 예비교사들의 각각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그에 이어 4.5절 연구 논의에서

는 예비교사의 인식, 수업 실천,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예비교사 

6명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였다.

4.5.1.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물리교사의 인식의 특징

  

그림 Ⅳ-30.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 변화 
(학기 초 VS. 학기 말)

본 연구는 교육실습 전 ‘좋은’ 과학 수업을 강조하는 ‘물리 교수

법’ 강의를 통하여 ‘좋은’ 과학 수업의 특징 및 개념을 예비교사와 함

께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수업 동영상 및 관련 사례집 등 구체

적인 ‘좋은’ 과학 수업의 사례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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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관한 깊은 이해를 갖도록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의 

각 시기별(학기 초, 학기 중-교육실습 직전, 학기 말-교육실습 후) ‘좋

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았다(그림 Ⅳ-30). 이러한 과정

에서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부터 도출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각각의 인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좋은’ 과학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과학 수업 자체를 사랑

(Palmer, 1993)하는 것이다. 이 수업은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 들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 고려를 하는 수업이다. 예를 들어 자연에 

관한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연의 실재를 탐구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진리의 커뮤니티와 같은 수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좋은’ 과학 

수업에서의 지향은 분석 틀을 그림 Ⅲ-8의 오른쪽 상단(1행 3열) 위치에 

구별하여 나타낸 ‘좋은 과학 수업’ 영역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좋은’ 과학 수업을 매트릭스의 가로 행과 세로 열로 나누어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분석 틀의 1행은 과학 수업의 지향 중 ‘과학 수업에 관한 사

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연을 향한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연의 실

재에 관한 탐구를 추구하며 과학 수업 그 자체를 사랑하는 수업을 의미하

고 온전한 지식의 이해와 지속적으로 배움의 기쁨을 느끼도록 하는 특징

의 지향이다. 분석 틀의 3열은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모든 요소 들이 긴밀

하게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있는 통합적 고려이다. ‘좋은’ 과

학 수업에서의 지향인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과 수업 요소 간 통합적 

고려의 긴밀한 관련성은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 K 등의 사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과거 경험

과 관련지어지면서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교사의 수업에 관한 지향이 분명

한 경우 수업 요소 들의 통합적 고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결과를 볼 수 있

었다. 또한, 예비교사 D는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교사의 성

찰로 극복할 것으로 보고, 사랑의 가치 추구와 통합적 고려를 하는 ‘좋

은’ 과학 수업에 관한 굳건한 신념이 있었다. 현장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지향이 강의를 듣기 전의 인식으로 회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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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보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더욱 그 지향점을 높이고자 하는 모습이 

큰 특징이다. 즉, 예비교사 D의 경우 과학 본성에 관한 고민과 철학적 관

심과 함께 학생의 내면에 ‘좋은’ 과학 수업이 지향하는 영역으로의 점

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을 넘어서, 계속해서 그 지향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려는 인식의 특징을 보였다(예비교사 D).

그림 Ⅳ-31은 학기 초 예비교사 6명의 인식을 한 개의 ‘좋은’ 과학 수

업 분석 틀에 나타낸 것으로 예비교사 6명의 인식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수강 전(학기 초)에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은 대체

로 도구적 관심인 단순한 호기심이나 단편적 유용성을 지향하였고, 수업 

요소 간 통합도는 부분적 또는 연결성 고려의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학기 전 기초 설문에서 예비교사 K와 L의 경우 예비교사들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수업과 이를 담당했던 교사의 영향 또는 

간헐적으로 접했던 대중서적 등의 영향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그

들의 인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Ⅳ-32에서 나타내었듯이 예비교사들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세 차례의 수업 시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좋

은’ 과학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주제에 관한 ‘사랑’의 지향을 바

탕으로 과학 수업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좋은’ 과학 수업의 특징으

로 인식하였고, 과학 수업에 있어서 자연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

야 한다는 것과 수업 요소 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Ⅳ-32에는 학기 초(강의 수강 전)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학기 중(교육실습 후)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모두 하나의 분석 틀에 

나타내어 시기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인식 변화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것

으로부터 예비교사들은 학기 초에 비교하여 학기 중에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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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Ⅳ-31, 그림 Ⅳ-32, 그림 Ⅳ-33은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 학기 초(강의 수강 전), 학기 중(교육

실습 전), 학기 말(교육실습 후) 각 시기 별 예비교사들의 인식 분석 결과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Ⅳ-31. 예비교사들의 인식 비교   그림. Ⅳ-32. 예비교사들의 인식 변화1   그림. Ⅳ-33. 예비교사들의 인식 변화2

            (학기 초)                       (학기 초 학기 중)           (학기 초 학기 중 학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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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3에서는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학기 초(강의 수강 전), 학기 중

(교육실습 전), 학기 말(교육실습 후) 세 시기를 모두 한 개의 분석 틀에 나

타내었다. 학기 말에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해 보면 예비교사들은 교육

실습을 경험한 후에도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학기 중(교육실습 직전) 

때와 동일하게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의 지향과 수업 요소의 통합적 고려

를 추구하였다. 여기에서 본 연구자는 예비교사들은 학기 중에 ‘좋은’ 

과학 수업의 인식을 한 이후 교육실습을 다녀온 학기 말에도 ‘좋은’ 과

학 수업에 관한 인식이 다른 영역으로 회귀하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특히, 

예비교사 L은 다른 예비교사들과 다르게, 교육실습 전까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영역을 부분적으로만 인식하였음에도, 교육실습을 다녀온 학

기 말에 다른 영역으로 회귀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여 ‘좋은’ 과학 수업

에 관하여 더욱 발전된 인식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것은 ‘좋은’ 과

학 수업에 해당하는 영역에 관한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이라는 학교 

현장의 경험 후에 다른 영역으로 회귀하지 않고 ‘좋은’ 과학 수업에 관

한 인식이 계속 발전하게 되는 동력이 ‘좋은’ 과학 수업의 경험으로부

터 온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본 연구와 관련된 <물리교수법> 강의에

서는 학기 초부터 예비교사들에게 ‘좋은’ 과학 수업의 조건, 특징 및 개

념 등을 관련 문헌을 통해 함께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수업 동

영상 및 관련 사례집(손우정, 2012; 남경운 외, 2015) 등 ‘좋은’ 과학 수

업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깊은 

이해를 갖도록 시도하였다. 이때, 예비교사 6명은 현직 교사 3명으로 이루

어진 조교, 그리고 교수자와 함께 강의 때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논의

를 하며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을 형성하였다. 즉, ‘좋은’ 과

학 수업을 학기 초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일관된 지향으로 교

육했던 방법이 결과적으로 예비교사의 인식을 상당히 성장시키는데 도움

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학기 중의 인식이 학기 말에도 ‘좋은’ 과학 

수업 영역의 위치에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물리 교수법이라는 강의의 과

정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등의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결론은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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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이 계속 발전하게 되는 동력은 무

엇이었는지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은 추후 후속 연구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4.5.2.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을 준비하기 위해 진행된 <물리교수

법> 강의를 통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개념과 특징에 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기 중(교육실습 전)과 학기 말(교육실습 중) ‘좋은’ 과

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실천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림 Ⅳ-34

에서 볼 수 있듯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의 위치보

다 수업 실천의 위치가 항상 더 왼쪽과 더 아래쪽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Ⅳ- 34. 학기 중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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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예비교사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은 비교적 성공적으

로 이루어졌으나, 그와 같은 인식을 수업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Ⅳ-35은 학기 중에 예비교사들의 과학 수업에 대한 인식과 수

업 실천을 분석하여 하나의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Ⅳ-35. 학기 중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변화 비교

그림 Ⅳ-35에 나타난 것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기 중에 예비교사들

은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을 지향하고, 수업 요소 들이 유기적으로 연

결된 통합적 고려를 하였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의 실제 수업 실천은 도구

적인 관심인 단순한 호기심이나 단편적 유용성 지향의 수업이 이루지고 

일부 수업 요소 들을 부분적으로 고려하거나 한정된 수업 요소 들의 연결

을 하였다. 이러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

천이 일치하지 못하고 인식과 실천의 간극이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 간극

의 원인이 예비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업을 실제 수업에 구현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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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차원의 어려움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Ⅳ-35에서 볼 

수 있듯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실천 사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교육실습 전 인식과 실천의 간극이 큼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Ⅳ-36은  학기 말(교육실습 중)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

비교사들의 인식과 실천의 관계를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Ⅳ- 36. 학기 말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

그림 Ⅳ-36과 참고하여 학기 말(교육실습 중) ‘좋은’ 과학 수업에 관

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실천 사이의 특징을 분석하여 보면 학기 말(교육

실습 중)의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는 학기 중(교육실습 

전)과 동일한 패턴으로,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의 위치보다 수업 실천의 위치가 항상 더 왼

쪽과 더 아래쪽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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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Ⅳ-37은 학기 중의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을 하나의 ‘좋

은’ 과학 수업분석 틀에 나타낸 것이고, 그림 Ⅳ-38은 학기 말의 예비교

사들의 인식과 수업을 하나의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 나타낸 것이

다. 이러한 그림 Ⅳ-37과 그림 Ⅳ-38을 참고하여 학기 중(교육실습 전)과 

학기 말(교육실습 중)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실

천 사이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Ⅳ-37. 학기 중 인식과 수업   그림 Ⅳ-38. 학기 말 인식과 수업

첫째, 학기 말(교육실습 중) 인식과 실천의 간극이 있으나 학기 중(교육

실습 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간극의 정도가 작다. 이는 예비교

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실습을 경험하는 동안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은 회귀하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과학 수업을 지향하는 성

장의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성장

이 내면에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해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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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과학 수업

에 관한 사랑을 지향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초

기 인식의 영향이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 후에도 계속 발전하였던 것은 예

비교사의 인식이 거짓이 아닌 확고한 것이었다라고 생각된다. 다만 구체적

인 사례의 경험이 없어, 그것을 어떻게 수업 실천으로 구현해야 하는지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분석했다. 또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

들의 인식이 수업 요소의 통합적 고려를 하더라도 그것을 수업 실천에서

는 수업 구현이 구체적으로 되지 못하고 추상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그림 Ⅳ-34에서 예비교사에 따라 간극의 정도가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 D처럼 어떤 주제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

과 실천이 가까운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교사로서 준비 중인 예비교사 특

성상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비교사가 수업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익숙한 것들에 비

하여 다루기 어려운 수업주제에 있어서는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업주제가 교사에게 익숙하다 느꼈을 때, 다

양한 시도를 하고 간극의 차이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비교사 각각

의 개인차의 원인에 대하여서는 4.5.3.절에서 논의하였다.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 지향과 수업 요소의 통합적 고려에 대하여 다양한 결과

가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실습 중에 예비교사마다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

에서 나타나는 각 예비교사의 특징별 어려움에 관한 추가 분석 결과는 예

비교사들의 수업 실천 어려움의 해소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며, 이것으로부터 사범대 차원과 교육실습이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에서의 

지원책으로 확장되어 연구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여 

셋째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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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39. 학기 초 예비교사들의 인식   그림Ⅴ-40. 학기 중 인식 변화          그림Ⅴ-41. 예비교사들의 인식 변화

               

                                    그림Ⅴ-42. 학기 중 예비교사들의 수업   그림Ⅴ-43. 예비교사들의 수업 변화

인

식

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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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 논의

이번 절에서는 예비교사들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

천의 간극의 원인에 관한 분석 결과를 논의하였다. 

표 Ⅳ-15. 예비교사 6명의 간극의 원인 비교

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연구주제 기반 코딩

(수업 요소)

예비교사

D

- 학생 개인 특성 파악 미비

- 학교 환경 고려 미비

-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 학생 통제 능력 부족

- 학생 파악 시간 부족

- whom

- where, what

- where, how1

- whom

- whom

예비교사

H

- ‘좋은’ 과학 수업이 구현의 

어려움 (수업주제의 

의미화에서 어려움)

-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주제

- ‘좋은’ 과학 수업에서 사랑의 

지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 what, who, how3

- what, how3

- why

예비교사 

L
- 예비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

- why, who, what, 

how

예비교사

J

- 교육과정의 수준

-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려움

- why, what

- how, when, what

예비교사

K

- 예비교사의 수업 내용 이해 

부족
- what

예비교사

C

- 학생 파악 시간 부족

- 수업주제에 관한 파악 부족

- whom

-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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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는 수업 요소에 따른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

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을 코딩화 한 표이다. 이러한 코딩으로부터 ‘좋

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을 수

업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예비교사들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이 잘 형성되었으나 

그것을 수업으로 구현할 때 수업 목적(why)에 관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즉 ‘좋은’ 과학 수업에서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수업으

로 나타내는 것과 ‘좋은’ 과학 수업 실천에서 수업주제의 의미화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더욱이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주제

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

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또한,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과는 다르게 교육과정의 

수준이 단편적 지식 이해 중심으로 되어있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재구성 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둘째, 예비교사들은 ‘좋은’ 과학 수업 개념 이해의 어려움을 갖고 있

었다.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교사의 특성상, 일

반적인 수업 방법에 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좋은’ 과

학 수업을 구현하기 위한 지향과 수업주제 의미화 등에 관한 어려움을 갖

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문제 1과 연구 문제 2에서 예비교사들은 

수업주제(what)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것과 연관되는 결과이다. 

셋째, 예비교사들은 수업에 있어 교사 자신(who)에 관한 생각을 하지 못

하였고, 수업 상황과 연결시키지 못하였다. 즉, ‘좋은’ 과학 수업에서 교

사 자신의 삶에서의 수업주제의 의미, 또는 수업주제와 교사 자신의 삶은 

어떤 관계인지에 관한 고민을 하지 못하였다. 수업주제와 교사와의 연결을 

통해, 교사 자신이 궁금한 것, 교사 자신에게 중요한 것 등을 학생에게 공

유하고 싶고 가르쳐주는 과정이 포함하는 ‘좋은’ 과학 수업을 예비교사

들은 수업을 구현할 때 나타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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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예비교사들은 수업을 진행할 때 지식을 이해시키는 대상으로서의 

학생(whom)을 고려하거나, 학생(whom)에 관한 고려 없이 수업을 진행하였

다. 이것은 바로 ‘좋은’ 과학 수업으로 구현되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했

다. 즉, 기존의 다른 수업에서는 한정된 고려를 하는 반면에 ‘좋은’ 과

학 수업에서는 다양한 측면의 수업 요소 들을 고려 한다. 이러한 ‘좋은’ 

과학 수업에서 고려되는 학생에 관한 깊은 관심으로부터 학생 삶 자체에 

관한 이해와 배려 등을 예비교사는 수업 실천의 과정에서 고려하여 나타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좋은’ 과학 수업을 수업으로 구현하는데 겪는 

예비교사들의 어려움에 관한 분석 결과로부터 ‘좋은’ 과학 수업의 실천

을 위한 제안은, 예비교사들이 학생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기회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이것은 예비교사 차원, 사범대학 차원, 부설학

교 차원, 사회적인 차원 등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다. 

다섯째, 예비교사들은 학교 환경 등 장소(where)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못하였다. 예비교사의 인식에서도 장소(where)에 관하여서 고려되지 않았

는데, 그렇기에 수업 실천에서 예비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서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예비교사들은 ‘좋은’ 과학 수업이라는 이상적인 수업을 

구현하기에 한정된 시간 등 시간(when)에 관한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예비교사의 역량과 관련하여 한정된 시간 안에서,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으로부터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 주제를 

의미화 시키고 학생들을 파악하는 등, 여러 수업 요소 들을 유기적인 통합

적 고려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는데에는 더욱 어려움이 있었다.

표 Ⅳ-16은 코딩한 것(표 Ⅳ-15)으로부터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

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을 수업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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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수업 요소에 따른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

수업 요소 간극의 원인

수업목적

Why

- ‘좋은’ 과학 수업이 구현의 어려움

   (수업주제의 의미화에서 어려움)

-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주제

- ‘좋은’ 과학 수업에서 사랑의 지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려움

- 교육과정의 수준

수업주제

What

- ‘좋은’ 과학 수업이 구현의 어려움

   (수업주제의 의미화에서 어려움)

-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주제

- 예비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

- 교육과정의 수준

-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려움

- 예비교사의 수업 내용 이해 부족

- 수업주제에 관한 파악 부족

교사

Who

- ‘좋은’ 과학 수업이 구현의 어려움

   (수업주제의 의미화에서 어려움)

- 예비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

- 수업주제에 관한 파악 부족

학생

Whom

- 학생 개인 특성 파악 미비

- 학교 환경 고려 미비

-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 학생 통제 능력 부족

- 학생 파악 시간 부족

수업방법

How

-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 학생 통제 능력 부족

- ‘좋은’ 과학 수업이 구현의 어려움

   (수업주제의 의미화에서 어려움)

-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주제

- 교육과정의 수준

-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려움

시간

When

- 학생 파악 시간 부족

-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려움

장소

Where

- 학교 환경 고려 미비

-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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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4는 수업 요소에 따른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Ⅳ-44.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 분석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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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 해소방안 논의

이번 절에서는 4.5.3절에서 이루어진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

극의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간극의 해소방안을 4가지 차원(예비교사 차원, 

사범대학 차원, 부설학교 차원, 사회적 차원)과 관련지어 요약 후 논의를 

하였다. 

이번 절은 앞 절의 연구 결과인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 분석으로부터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좋은’ 과

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구체적인 해소방

안을 도출하였다. 4가지 차원은 예비교사 차원, 사범대학 차원, 부설학교 

차원, 사회적인 차원으로 구성된다. 

가. 예비교사 차원의 해소방안

6명의 예비교사들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

극의 원인이 되는 어려움에 대하여, 예비교사 차원으로는 크게 3가지로 분

석하였다(표 Ⅳ-17). 구체적으로 어려움에는 교과 지식 이해에 대한 예비

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 학생 파악 미비와 학생 통제 능력 부족 그리고 

‘좋은’ 과학 수업주제에 관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예비교사들은 수업주제(what)에 관한 이해 

부족을 예비교사 자신의 역량 부족으로 연결하여 교과에 관한 지식 이해

가 부족함을 고민하였다. 이것은 예비교사들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은 것과 연결된다. 즉, ‘좋은’ 과학 수업으로 구현하

는데 있어 수업주제를 의미화하는 것이 어렵고, ‘좋은’ 과학 수업을 구

현하는데 적합한 주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나 ‘좋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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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사랑의 지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

었다. 표 Ⅳ-17은 예비교사 차원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 Ⅳ-17. 예비교사 차원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 

예비

교사

예비교사 차원의 간극의 원인
예비교사 차원의

해소방안 제안
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연구주제 기반 

코딩(수업 요소)

K
예비교사의 수업 내용 이해의 

부족
- why, what,

D

- 학생 개인 특성 파악 미비

- 학교 환경 고려 미비

-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 학생 통제 능력 부족

- 학생 파악 시간 부족

- whom

- where

- where, whom, 

how1

- whom

- whom

L 예비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
- who, what, 

how

J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려움

- why, what, 

how, when

C
- 학생 파악 시간 부족

- 수업주제에 관한 파악 부족

- whom

- what, who

H

- ‘좋은’ 과학 수업이 구현의 

어려움. (수업주제의 

의미화에서 어려움을 느낌)

-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주제

- ‘좋은’ 과학 수업에서 사랑의 

지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 who, what, 

how3

- why, what, 

how3

- why

초보자이기 때문에, 

미리 전달받고 그 

주제들에 대해 더 

생각해보고 수업도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더욱 효과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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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비교사들의 어려움 중 좋은 과학 수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예비교사가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해여 인식할 수 있는 기

회를 갖고, 교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

사 개인적인 관심과 연결해보는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비

교사 차원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종합하여 표 Ⅳ-18에 나타내었다. 

둘째, 예비교사들은, 학생 파악 미비에 관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학생 

개인 특성 파악 미비, 학생 통제 능력 부족, 다향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사범대학 차원

과 부설학교 차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다시 논의하겠다.

표 Ⅳ-18. 예비교사 차원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 종합

예비

교사

예비교사 차원의 간극의 원인
예비교사 차원의 

해소방안 제안개념 도출 코딩 : 주제(theme) 부여 

종합

- 예비교사의 수업 내용 이해의 부족

- 예비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

초보자이기 때문에, 미리 

전달받고 그 주제들에 대

해 더 생각해보고 수업도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가졌

으면 더욱 효과 있었을 

것이다.

- 학생 개인 특성 파악 미비

- 학생 통제 능력 부족

- 학생 파악 시간 부족

- 학교 환경 고려 미비

-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려움

- 수업주제에 관한 파악 부족

- ‘좋은’ 과학 수업이 구현의 어려움. (수업주제의 

의미화에서 어려움을 느낌)

-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주제

- ‘좋은’ 과학 수업에서 사랑의 지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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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범대 차원의 해소방안

본 연구 문제 3에서는 교육실습 전 <물리교수법>이라는 강의를 통하여 

예비교사들에게 ‘좋은’ 과학 수업을 안내하고, 예비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성공적인 인식이 수업 실천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

한 원인을 분석하여 그 해소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나, 이 모든 

과정의 대부분이 사범대학 차원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본 연구에서 고민

하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것이므로, 예비교사의 ‘좋은’ 과학 수

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에 관한 사범대 차원의 해소방안을 

‘좋은’ 과학 수업의 7개의 수업 요소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1) 수업 목적(why)과 관련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

예비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하여 성공적인 인식은 하였지만,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에 관한 구체적인 경험이 없고, 수업 요소 전반

에 대해 예비교사가 숙련되지 않았음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원인들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이해가 수업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함으로 분

석하였다. 예비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하여 성공적인 인식은 하

였지만,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에 관한 구체적인 경험이 없고, 수업 

요소 전반에 대해 예비교사가 숙련되지 않았음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원

인들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이해가 수업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함

으로 분석되었다. 특히나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인  과학 수업에 과한 

사랑은 예비교사들의 인식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실습 전 물리교

수법이라는 강의를 통하여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으부터 비롯되는 자

연을 향한 본질적인 관심을 예비교사들이 이해하고 인식하기까지에 어려

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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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에서와 같이 예비교사들은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을 잘 이

해하지 못하고 있음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예비교사들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개념들의 포괄성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수업 

실천에서의 적용도 어려웠으며, 특히나 위대한 사물의 개념 이해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였다. 이것은 ‘좋은’ 과학 수업을 위한 강의 과정

에서 위대한 사물 즉, 수업주제(what)를 찾기 위해 ‘수업주제의 의미화 

분석 틀(그림Ⅲ-13)’을 이용하여 수업주제의 의미화(how)를 하는 과정에

서, 수업주제의 의미화 분석 틀이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졌는지 설명이 부

족하여 사용을 잘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좋은’ 과

학 수업과 관련하여 수업주제의 의미화 틀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수업주

제 의미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예비교사 J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해소방안 제안은 

예비교사 교육에 있어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구체적인 수업 상황 

예시 등의 안내가 필요함을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Ⅳ-19. 수업 목적(why)과 관련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

수업 요소 간극의 원인

수업 목적

Why

- ‘좋은’ 과학 수업이 구현의 어려움

   (수업주제의 의미화에서 어려움)

-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주제

- ‘좋은’ 과학 수업에서 사랑의 지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 어려움

- 교육과정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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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해소 방안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제안에서, 예비교사 교육에 있어서 ‘좋은' 과학 수업에 관

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함으로 분석하였다. 수업 요소에 관한 통합적인 

고려를 하여 ‘좋은’ 과학 수업을 구성하는 것 또한 어려움으로 분석되

었다. 구체적으로 예비교사들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각 수업 요소

별 자세한 안내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 간

의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는 통합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과

학 수업에 있어 수업 요소 각각에 관한 정의와 구체적인 예시가 예비교사

들에게 안내되고 수업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 들 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통합적 고려

를 하기 이전에, 각각의 수업 요소 들에 관한 충분한 교육이 예비교사들에

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수업주제별 특징에 관한 고려와 교육실습 특성상 교육실

습 중에 수업해야 할 단원들에 관한 미리 안내를 받고 미리 생각할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사범대학과 부설 학교 현장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교육실

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 L은 교육실습 준비를 위

한 강의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배우는 과정에서 수업주제에 대해 교

육실습 전에 미리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범대 차

원의 제안을 하였다. 또한, 교육실습을 1회성으로 하는 것 보다, 교육실습

의 횟수를 늘려서 학교와 학생, 교과와 수업에 관한 고민과 이해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관련하여 교육실습생 기간의 수업주제

와 교육실습 준비를 위한 물리교수법 등의 강의 수강 과정에서 수업 실습

의 주제와 일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예비교사들의 제안에서 사범대학과 부설학교의 연계, 즉 사범대학

과 교육실습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예비교사 교육의 과정에서 다양한 수업주제를 다뤄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완성도 있는 수업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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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제를 다루어 그에 대해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에 관한 충분히 고

민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해결 방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좋은’ 과학 

수업에서의 수업 목적(why)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범대 차

원에서는 예비교사들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다른 차원과의 연계를 통

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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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주제(what)와 관련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

예비교사들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

인에 대하여, ‘좋은’ 과학 수업으로 구현하는데 있어 수업주제를 의미화 

하는 것이 어렵고,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는데 적합한 주제가 있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좋은’ 과학 수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업 

주제에 관한 파악을 하기에 수업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표 

Ⅳ-20). 

표 Ⅳ-20. 수업주제(what)와 관련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

수업 요소 간극의 원인

수업주제

What

- ‘좋은’ 과학 수업 구현(수업주제의 의미화)의 어려움

-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주제

- 예비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

- 교육과정의 수준

-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 어려움

- 예비교사의 수업 내용 이해 부족

- 수업주제에 관한 파악 부족

이러한 예비교사들의 어려움은 교육실습의 과정이 사범대학 4년 동안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함을 해소방안으로 제안한다. 예비교사가 사범대

학에서 배우는 교과와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수업과의 연결을 예비교사

로서 사범대학에서 교육받는 전반에 걸쳐 고민하며 준비해야 예비교사들

의 어려움은 해소될 것이라고 본 연구자는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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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교사(who)와 관련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

예비교사들은 개인의 역량 부족을 ‘좋은’ 과학 수업의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으로 이야기 하였는데, 이것을 분석하면 예비교사들이 ‘좋

은’ 과학 수업에 대하여 성공적인 인식은 하였지만 ‘좋은’ 과학 수업

의 지향에 관한 구체적인 경험이 없고 수업 요소 전반에 대해 예비교사가 

숙련되지 않았음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원인이 ‘좋은’ 과학 수업에 관

한 이해가 수업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함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은 예비교사들이 수업주제와 교사 자신(who)의 

관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부터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 Ⅳ-21).

표 Ⅳ-21. 예비교사(who)와 관련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

수업 요소 간극의 원인

예비교사

Who

- ‘좋은’ 과학 수업이 구현의 어려움 (수업주제의 의미화에서 어려움)

- 예비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

- 수업주제에 관한 파악 부족

수업 요소 중 ‘교사(who)'는 수업주제를 향한 수업의 주체이며, 이것은 

교사 자신이 수업주제(what)와 교사(who)와의 관계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그것을 수업에서 교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관한 것이다. 더불어 교사

(who)라는 수업 요소가 다른 수업 요소 들 간의 관계성이 있느냐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예비교사들은, 수업주제와 예비교사 자신을 관계시켜 생각하거나, 수업 

실천에서 그 관계에 대해 나타지 못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것은 수업주제

와 교사 자신과의 관계 맺음에 관한 경험이 없고,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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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분석하였다.

(4) 학생(whom)과 관련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

표 Ⅳ-22. 학생(whom)과 관련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

수업 요소 간극의 원인

학생

Whom

- 학생 개인 특성 파악 미비

- 학교 환경 고려 미비

-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 학생 통제 능력 부족

- 학생 파악 시간 부족

예비교사들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

인으로 학생 개인 특성 파악 미비,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

법 모름, 학생 통제 능력 부족, 학생 파악 시간 부족, 학교 환경 고려 미비 

등을 수업 실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표 Ⅳ-22). 

예비교사 D의 어려움은 대체로 학생(Whom)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는데, 

해소방안 역시 사범대학 차원에서 교육실습에서의 수업 시연의 경험을 늘

려 학생 소통의 경험을 제안하였고, 교육실습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업 시연 횟수도 증가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예비교사가 갖는 학생

(whom)에 관한 어려움은 사범대와 부설학교가 협력 차원에서 해소방안을 

찾아야 해결될 것이다. 교육실습을 통한 예비교사로서 준비의 시간이 학교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공된다면, 수업 현장인 학교와 학

생에 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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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 방법(how)과 관련된 인식과 실천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

  예비교사들의 수업 방법(how)과 관련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 사이 간극의 원인은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좋은’ 과학 수업이 구현의 어려움,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려움을 분석하였다(표 Ⅳ-23). 

표 Ⅳ-23. 수업 방법(how)과 관련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

수업 요소 간극의 원인

수업 방법

How

-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 학생 통제 능력 부족

- ‘좋은’ 과학 수업이 구현의 어려움

   (수업주제의 의미화에서 어려움)

-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주제

- 교육과정의 수준

-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범대 차원의 해소방안으로는 ‘좋

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는데 수업 주제화 의미화, 교육과정 재구성 등의 

경험의 기회와 고민의 시간을 사범대학에서 충분히 같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범대학 차원만의 문제 해결이 아닌, 예비교사 차원, 부설학교 차원, 

사회적인 차원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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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간(when)과 관련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 

예비교사들의 수업 요소 중 시간(when)과 관련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 사이 간극의 원인은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

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려움, 학교 환경 고려 미비, 다양한 학교

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으로 분석되었다(표 Ⅳ-24). 

표 Ⅳ-24. 시간(when)과 장소(where)와 관련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

수업 요소 간극의 원인

시간

When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려움

장소

Where

학교 환경 고려 미비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표 Ⅳ-24, 표 Ⅳ-25, 표 Ⅳ-26은 예비교사들의 사범대 차원의 간극의 원

인과 해소방안 제안을 분석하여 나타낸 것이다.

사범대 차원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해소방

안에 대하여 종합하여 보면, 표Ⅳ-27과 같이 크게 3가지의 차원의 해소방

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선으로부터, 예비교사에

게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내를 해야 함

을 알 수 있다.

둘째, 예비교사들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을 이루어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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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수업 실천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좋

은’ 과학 수업의 구체화 된 예시가 부족한 것으로 더욱더 구체화 된 ‘좋

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을 가능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노

력하였다. 이것은 연구 문제 1에서 설명이 되었다.

셋째, 연구 문제 1에서 만들어진 더욱 구체화 된 ‘좋은’ 과학 수업 분

석 틀을 참고하여, ‘좋은’ 과학 수업의 구체화 된 안내 자료가 개발되

어, 예비교사들의 ‘좋은’ 과학 수업 이해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현장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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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5. 예비교사들의 사범대 차원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 제안 (1)

예

비

교

사

간극의 원인

간극의 해소방안 제안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연구주제 

기반코딩

(수업 요소)

H

‘좋은’ 과학 수업이 

구현의 어려움. 

(수업주제의 의미화에서 

어려움을 느낌)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주제

‘좋은’ 과학 수업에서 

사랑의 지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 how3

- what,

- how3

- why

Ug 주제별 특징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교생실습에 나가서 수업해야 할 단원들이 부설학교 

지도 선생님들을 통해 미리 고지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업기간동안 전달받지 못했다. 초보

자이기 때문에, 미리 전달받고 그 주제들에 대해 

더 생각해보고 수업도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

면 더욱 효과 있었을 것이다.

D

학생 개인 특성 파악 

미비

학생 파악 시간 부족

학생 통제 능력 부족

학교 환경 고려 미비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 whom

- where, 

who, 

what

- where, 

who, 

how1

- whom

- who

좀 더 많은 주제를 통한 수업 시연을 통해 교생학

생들의 수업 시연 경험을 늘리고 학생소통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 (반성적 실천 기록지의 간략화 및 

수업시연 시수 증가)

J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려움

- why

- what

- how

- when

전체적으로 개념들이 모호하여 이해하기 어려웠고,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것 같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위대한 사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명확하게 설

명하지 못할 것 같다. 결국 지향가치 중 ‘사랑’을 

지향해야 하는데 사랑이 너무 포괄적인 단어인 것

도 어려움의 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사물/주제를 찾기 위해 ‘수업주제의 의미화 

틀’을 이용한 수업주제의 의미화를 하라고 하였는

데, 틀이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 졌는지 설명이 부

족하여 사용을 잘 할 수 없었다. 방법을 설명해주

시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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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6. 예비교사들의 사범대 차원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 제안 (2)

예 비

교사

간극의 원인

간극의 해소방안 제안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연구주제 

기반 코딩

(수업 요소)

L
예비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

- who

- what

- how

우선 교생 기간의 수업주제와 물리교수법에서 수업 

실습의 주제를 일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큰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양한 수업주제를 

다뤄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보다 완성도 

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같은 주제를 다루어 그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한다.

교대의 경우 교생 실습을 전학년에 걸쳐 3~4회 

진행한다고 들었다. 1, 2학년의 경우 수업 참관만 

진행하고, 3, 4학년들은 직접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설명 들었는데, 사범대학 재학생의 경우에

도 (교직 이수자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

와 같이 교생 실습 자체를 더 많이 진행한다면, 

학교와 학생, 교과와 수업에 관한 고민과 이해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을 것이다.

K
예비교사의 수업 

내용 이해의 부족

why, who, 

whom, what, 

how, where, 

when

나는 두려웠던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관한 

두려움,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나에 관한 신뢰가 

사라지는 것에 관한 두려움.

C

학생 파악 시간 부

족

수업주제에 관한 

파악 부족

whom

why, what

- <물리교수법> 강의차원 : 일단, 강의시간을 더 

늘려야 할 것 같다. 강의 시연하는 횟수도 늘려야

한다. 그래야 교생가서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반성적 실천기록지를 쓰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씩은 써야할 것이다. 

반실지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3월 달 수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제시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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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7. 사범대 차원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 종합

예비

교사

간극의 원인

간극의 해소방안 제안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종합

‘좋은’ 과학 수업이 구현의 어려움. 

(수업주제의 의미화에서 어려움을 

느낌)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에 적

합한 주제

수업주제에 관한 파악 부족

‘좋은’ 과학 수업에서 사랑의 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려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

선으로부터, 예비교사에게 ‘좋은’ 과학 수

업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내를 해야 함

예비교사들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을 수업 실천으로 연결시키지 못하

는 특징을 확인. 이것은 ‘좋은’ 과학 수

업의 구체화된 예시가 부족한 것으로 더

욱더 구체화된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

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번 연

구에서는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을 가

능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안내

가 필요함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 바탕으로 ‘좋

은; 과학 수업의 구체화된 예시가 포함

된  안내 자료가 개발 되어, 예비교사들

의 ’좋은‘ 과학 수업 이해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현장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임

예비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

학생 개인 특성 파악 미비

학생 파악 시간 부족

학생 통제 능력 부족

학교 환경 고려 미비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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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설학교 차원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 

‘좋은’ 과학 수업을 수업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갖는 

어려움 중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려

움, 학생 개인 특성 파악 미비, 학생 파악 시간 부족, 학생 통제 부족, 학생 

환경 고려 미비,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수업주제

에 관한 파악 부족,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 등의 어려움을 부설학교 차원

의 어려움으로 분석하였다.

표 Ⅳ-28은 부설학교 차원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하여 요약한 

것이다. 부설학교 측면에서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간극에 관한 해소방안으로는, 다양한 수업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수업 경험

을 할 수 있게 하며, 수업 경험의 기회가 교육실습 기간 전체에 골고루 나

누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예비교사의 어려움 중 학생 

파악에 관한 어려움을 부설학교 측면에서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하

였다. 또한, 교육실습을 위한 사범대 강의 프로그램 개선 방향으로, 교육실

습 강의가 너무 일회적임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에 

관한 이해의 기회가 교육실습 1번 뿐이며, 이러한 일회성은 학생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학교 상황에 관한 이해의 기회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

로 인해 학생 이해에 관한 부족이 교육실습 기간 동안의 어려움 중 가장 

컸다. 이것은 부설학교 차원과 연결되는 원인이다. 따라서 예비교사가 학

생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사범대학 교육과정 전반적으로 계획되어 교

육실습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과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종합하여 보면, 예비교사들은 수업 요소 중 학생(whom)에 관한 어려움

이 많았는데, 이는 부설학교와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현재 사범대학

에서 1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단 1회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실습이 아닌, 일정 기간을 두고 교육실습의 횟수를 늘려 학생에 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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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교육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Ⅳ-28. 부설학교 차원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

예비

교사

간극의 원인

간극의 해소방안 제안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연구주제 기반 코딩

(수업 요소)

J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려움

- why, what

- how, when, 

what

매일 참관을 3시간 이상 해

야 다음 때문에 수업 준비

할 시간이 많지 않다. 하지

만 수업을 참관하는 것에도 

도움을 얻기도 하므로 일장

일단이 있는 것 같다.

H
‘좋은’ 과학 수업이 

구현의 어려움

- what

- how

다양한 주제를 수업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

야 한다.

D

학생 개인 특성 파악 

미비

학생 파악 시간 부족

학생 통제 능력 부족

학교 환경 고려 미비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 whom

- where, who, 

what

- where, who, 

how1

- whom

- who

L
예비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
- who, what, how

수업의 배분이 교생 실습 

기간 전체에 골고루 

나눠지도록 교생을 배정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K
예비교사의 수업 

내용 이해의 부족
why,  what

C

학생 파악 시간 부족

수업주제에 관한 

파악 부족

- whom

- what
학생들 파악을 더 빨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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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실습을 이루어지는 동안, 수업의 배분이 교생 실습 기간 전

체에 골고루 나눠지도록 교생을 배정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임을 제안하였

다. 나아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해소방안으

로 사범대학과 부설학교가 연계하여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같은 지

향으로 교육실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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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적인 차원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

표 Ⅳ-29. 사회적인 차원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

예비

교사

간극의 원인

간극의 해소방안 

제안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연구주제 기반 코딩

(수업 요소)

J 교육과정의 수준 - why, what

‘좋은’ 과학 수업은 교육과정, 교과서, 입시제도, 사교육, 학부모 등의 

사회적인 차원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과 연관되어 있

다. 하나의 예로, 예비교사 J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어려움으로 교육과정의 수준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것은, 

현재 교육과정 자체가 교육의 목적에 있어 지식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으

며 이것은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좋은’ 

과학 수업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

을 분석하였다. 표 Ⅳ-29는 사회적인 차원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대

하여 요약한 것이다.

따라서 ‘좋은’ 과학 수업에서의 지향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 예비교사들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 그 이

해를 바탕으로 수업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구성, 학부모의 올바

른 교육관 등 사회적인 차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예비교사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표 Ⅳ-30과 그림 Ⅳ-45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

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분석한 것을 종합하여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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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0.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 분석

예비교사

간극의 원인 해소방안

개념 도출 코딩

주제(theme) 부여 

연구주제 기반 코딩

(7개의 수업 요소)
상위 범주 차원

D

- 학생 개인 특성 파악 미비

- 학교 환경 고려 미비

-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에 관한 대처 방법 모름

- 학생 통제 능력 

- 학생 파악 시간 부족

- whom

- where, who, what

- where, who, how1

- whom

- whom

-T

-T,U

-S

-T,U,S

-T,U,S

-예비교사차원

-예비교사차원, 사범대학차원

-부설학교차원

-예비교사차원, 사범대학차원, 부설학교차원

-예비교사차원, 사범대학차원, 부설학교차원

H 

- ‘좋은’ 과학 수업이 구현의 어려움(수업주제의 

의미화에서 어려움을 느낌)

- ‘좋은’ 과학 수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주제가 

따로 있다.

- ‘좋은’ 과학 수업에서 사랑의 지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 how3

- what, how3

- why

-Ug

-Ug

-Ug

-사범대학차원(‘좋은’과학수업)

-사범대학차원(‘좋은’과학수업)

-사범대학차원(‘좋은’과학수업), 

L - 예비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 - who -T -예비교사차원

J
- 교육과정의 수준

- 한정된 수업 시간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려움

- why

- what

-

-U, Co

-Ug, 

-S

-사범대학차원, 사회적인차원

-사범대학차원(‘좋은’ 과학수업)

-예비교사차언

K - 예비교사의 수업 내용 이해의 부족
- who

- what
-T, S -예비교사차원, 부설학교차원

C 
- 학생 파악 시간 부족

- 수업주제에 관한 파악 부족

- whom

- what
-T

-G

-예비교사차원

-사범대학차원(‘좋은’과학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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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5.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 간극의 차원별 해소방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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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5.1. 요약

본 연구는 ‘좋은’ 과학 수업이라는 수업을 제안한 <물리교수법> 강의

를 수강하는 예비교사들에게 ‘좋은’ 과학 수업의 조건, 특징 및 개념 등

을 함께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좋은’ 과학 수

업의 사례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깊은 이해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진행된 강의는 교육실습을 준비를 위한 것으로 강의

가 진행되는 동안 수업 시연을 통하여 자신의 수업과 다른 동료 예비교사

들의 수업을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며, 교육실습 전, 후 수업 실습 과정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비교사들을 준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

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는 첫째로, 예비교사들의 ‘좋은’ 과학 수

업에 관한 각 시기별 인식 변화를 알아보았다. 둘째로, ‘좋은’ 과학 수

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셋

째로, 앞선 연구에서 진행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

식과 수업 실천 사이의 관계에서 그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과 예

비교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넷째로 예비교사들의 제안을 바

탕으로 연구 참여자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인식과 실천의 간극 해소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해석과 분석에 있어 질적 내용 분석 방법으로 

연역적 내용 분석 방법과 매트릭스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예비교사들로부

터 수집된 자료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문제 1의 연구 과정에서 개

발된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을 매트릭스로 사용하여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 변화를 수집된 자료로 질적 분석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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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2의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

의 인식과 그에 따른 예비교사의 수업 실천 분석을 위해서는 <‘좋은’ 과

학 수업 분석 틀>, <수업 구성 분석 틀>과 <수업주제 의미화 분석 틀>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문제 3과 4의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을 분석하

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코딩화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본 연구 문제 1의 분석 결과로 예비교사들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학기 초, 강의 수강 전에 ‘좋

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은 도구적 관심인 단순한 호기

심이나 단편적 유용성의 지향을 하였고, 수업 요소 간 통합도는 일부 수업 

요소만을 부분적 고려하거나 또는, 한정된 요소 간 연결성 고려의 경향을 

보였다. 그 후, 학기 중, 예비교사들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세 차례의 수업 시연 과정에서 과학 수업 그 자체를 사랑하

는 ‘좋은’ 과학 수업 영역을 인식하였다. 그 후 예비교사들은 학기 말, 

교육실습을 경험한 후에도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학기 중, 교육실습 

직전 때와 동일하게 과학 수업의 지향이 과학 수업에 관한 사랑을 나타내

었으며 수업주제를 중심으로 수업 요소 들의 유기적 연결의 통합적 고려

를 추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좋은’ 과학 수업의 인식에 해당

하는 영역은, 과학 수업 그 자체를 사랑함으로써 수업 요소 간 관계를 통

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자신의 과거 경험과 관련짓거나, 예비교사의 수업에 관한 지향이 구체

적이고 분명할수록, 예비교사들은 수업 요소 들을 통합적 고려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과학 본성에 관한 고민, 철학

적 관심과 함께 예비교사의 내면에 ‘좋은’ 과학 수업이 지향하는 영역

으로의 점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넘어, 계속해서 그 지향 이상

의 단계로 나아가려는 인식의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 문제 2에서는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을 준비하기 위해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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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통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개념과 특징을 소개하는 과정 중, 

학기 중(교육실습 전)과 학기 말(교육실습 중)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 문제 2에서 분석 

결과에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관계를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 나타내었을 때, ‘좋은’ 과학 수업

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의 위치보다 수업 실천의 위치가 항상 더 왼쪽과 

더 아래쪽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예비교사가 ‘좋은’ 과학 수업

에 관한 인식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수업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을 나타낸다. 즉, 예비교사들 모두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에 있

어서는 예비교사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수업의 지향이 ‘수업에 관한 사

랑’이며 수업 요소 들을 유기적인 연결된 통합적 고려를 하였으나, 예비

교사들의 실제 수업 실천은 도구적인 관심인 호기심이나 유용성의 지향의 

수업이 이루지고 각각의 수업 요소 들을 부분적으로 고려하거나 수업 요

소 일부의 한정된 연결을 하였다. 또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

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차이가 학기 중 보다 학기 말에 그 간

극의 차이가 적었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실습을 경험하

는 동안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은 회귀하지 않았고 오히려 ‘좋

은’ 과학 수업을 지향하는 성장의 모습을 보였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로 학교 현장에서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해 내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

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그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

천의 간극의 차이가 줄어든 것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

의 인식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라 생각한다. 

연구 문제 3에서는 연구 문제 1과 연구 문제 2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

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었다. ‘좋은’ 과학 수업에 관

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은 그 원인이 예비교사들이 겪는 

‘좋은’ 과학 수업을 실제 수업에 구현할 때, 여러 가지 차원의 어려움으

로 나타났다. 예비교사들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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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에 대하여 수업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예

비교사들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이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좋은’ 과학 수업 실천의 과정에서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과 수

업주제 의미화 등 ‘좋은’ 과학 수업 요소에 각각에 관한 ‘좋은’ 과학 

수업 개념 이해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비교사들은 ‘좋

은’ 과학 수업을 직접 구현할 때 ‘좋은’ 과학 수업으로서의 본질적인 

수업 목적(why)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거나 수업주제(what)의 의미화를 어

려워하고, 교육과정 재구성(how)에 관한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예비교사 

자신(who)과 수업 상황과 연결시키지 못하였으며, 지식을 이해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학생(whom)을 고려하거나, 학생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하

거나 학생의 삶에 관한 고려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좋은’ 과학 수업

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 분석과정에서, 예비교사

들은 ‘좋은’ 과학 수업을 어떻게 수업으로 구현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함을 분석하였다. 예비교사들은 수업 실천의 상황에서 학교 환경 

등 장소(where)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좋은’ 과학 수

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에서도 고려되지 않았던 것과 연결된다. 그렇기

에 수업 실천에서 예비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서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시간(when)과 관련되어서는 한정된 수업 시간을 ‘좋은’ 과학 수업을 구

현하는데 겪는 어려움의 원인으로 연결 짓는 예비교사의 모습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연구 문제 4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

천의 간극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 해소방안에 관

한 예비교사의 제안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었다. 즉, 선행연구와 연

구 문제 3의 연구를 통하여 ‘좋은’ 과학 수업을 수업으로 구현하는데 겪

는 예비교사들의 어려움의 분석 결과 예비교사 차원, 사범대학 차원, 부설

학교 차원, 사회적인 차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에,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에 관한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 차원으

로 범주화하여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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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결론

예비교사들은 학기 중에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좋은’ 과학 수업을 경

험하였고, 그 후 교육실습을 다녀온 학기 말에는 학교 현장이라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이 다른 영역으로 회귀하

지 않고 오히려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이 분석

되었다.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실천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예비교사들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인식을 수업 실천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과 수업 실

천의 간극은 그 원인이 예비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업을 실제 학교 현

장에서 수업에 구현을 할 때 여러 가지 차원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교육실습 전에 비해 교육실습 후에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

사의 인식과 실천의 간극은 줄어들었다. 따라서 ‘좋은’ 과학 수업에 관

한 예비교사의 변화된 인식은 괄목할 만한 성장의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이 줄어든 것 또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이 매우 안

정적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

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성공적인 초기 인식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을 언급할 수 있다. 예비교사 몇몇의 경우에는 교육실

습 후에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이 줄어드는 

모습이 확연히 나타났던 것은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해 성공적으로 형

성된 초기 인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라

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교육실습 전에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

교사들의 인식이 회귀하지 않았고 그 인식과 수업 실천 사이의 간극이 줄

었다는 것은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해 형성된 초기 인식이 교육실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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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학교 현장의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 좀 더 덧붙여 보면, 학기 초

(3월 초)에 교육실습을 위한 <물리 교수법>이라는 강의에서의 교육적 논의

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하여 예비교사

들의 긍정적인 동의를 얻었고 그 결과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

사들의 인식이 형성되었다. 그 후 예비교사들은 학기 중(교육실습 전)에 수

업 시연을 경험하며, 그에 관한 결과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

사들의 인식이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형성되었다. 따라서 교육실습 전,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수업 실천 사이의 컸던 

간극이 교육실습을 경험한 후 줄어든 것은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해 학

기 초에 형성되어 있었던 예비교사의 인식이 교육실습 기간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즉, 교육실습 전 ‘좋은’ 과학 수업에 관

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이 잘 형성되어 있었으며 또한, 교육실습 기간 동안 

학교 현장이라는 수업 실천을 경험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인식과 수업 실

천의 간극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전 형성된 초기 

인식이 ‘좋은’ 과학 수업을 구현하는 수업 실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좋은’ 과학 수

업의 성공적인 초기 인식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예비

교사들이 교육실습을 위해 학교 현장에 가서도 ‘좋은’ 과학 수업에 관

한 인식이 수업 실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

비교사의 인식의 안정된 성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이번 

연구 결과는 예비교사에서 확장되어, 예비교사 뿐 만 아니라 학교 현장 교

사들에게도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이해와 수업 실천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좋은’ 과학 수업의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예비교사들로부터 ‘좋은’ 과학 수업 요소 들을 기준으로 결핍된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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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여러 차원의 어려움이 있음을 결론 내릴 수 있다. 

그 어려움을 살펴보면, ‘좋은’ 과학 수업에서의 수업 요소에 각각에 대

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거나, 한정된 시간 안에서 ‘좋은’ 과학 수

업을 구현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즉,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좋은’ 과학 수업에서의 각각의 수

업 요소 들이 그 모호함 때문에 수업 실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좋은’ 과학 수업에서의 지향에 대해 예비교사들은 이해하

고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동의를 하였지만, 예비교사들의 인식은 수업 실

천으로 이루어지기에는 불완전한 것임을 결론 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인 이경호(2016), 오지은

(2017), 이경호 외(2018), 김홍빈 외(2018)의 연구로부터 이어져 논의되고 

있는 ‘좋은’ 과학 수업을 이해하고 시도하고자 하는 많은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연구결과

는 아직 학교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예비교사들에게 과학교육의 실제를 

이해하고 교육현장에서 진행하게 될 수업실습을 미리 준비하는데 구체적

인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 그림 Ⅴ-1은 본 연구 전체의 요약 및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 247 -

<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물리교사의 인식과 실천의 관계 >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정의 

‘좋은’ 과학 수업의 이해와 예비물리교사의 인식 및 실천의 역동적 과정

연구 문제 1.

예비교사의 인식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변화된 인식은 

성장의 모습으로 볼 수 있으

며,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

이 줄어든 것 또한, 예비교사

들의 인식이 매우 안정적으

로 변화한 것.

연구 문제 2.

인식과 수업실천의 관계

교육실습 전 형성된 초기 

인식이 수업 실천의 성장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어, 교육실습 

기간 동안 학교 현장이라는 새

로운 환경에서 수업 실천을 경

험 후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

극이 줄어 듬. 

연구 문제 3.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

‘좋은’ 과학 수업에서의 각

각의 수업 요소 들에 관한 수

업 실천의 어려움 - 수업 목

적과 관련된 ‘좋은’ 수업의 지

향, 수업 주제의 의미화, 수업

과 교사와의 연결, 학생 파악, 

‘좋은’ 과학 수업 준비 등.

연구 문제4.

인식과 실천 간극의 해소방안

∙ 예비교사 차원 - ‘좋은’ 과학 수업의 

지향과 교사의 삶과의 연결

∙ 사범대 차원 -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강의 개선 및 수업 개발

∙ 부설학교 차원 - 사범대학과 연계된 

지속적인 교육실습

∙ 사회적인 차원 - 교육과정 변화,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관

∎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해 형성된 초기 인식이 교육실습이 이루어진 학교 현장의 상황에서도 지속 됨

∎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변화된 안정적인 인식은 ‘좋은’ 과학 수업 실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이 수업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여러 차원의 어려움과 해소방안 논의 및 도출

그림 Ⅴ- 1. 연구 전체의 구성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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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후속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안하고 향후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연구 및 담

론의 확장을 위하여 다음의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을 이해하

고, 그 인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들의 수업 실천을 분석하였으며, 

이 인식과 수업 실천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

정에서 무엇보다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으로 예

비교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았다. 즉, 예비교사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간극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연결시켜서 더욱 

자세하고 풍부한 루브릭을 제시함은 ‘좋은’ 과학 수업을 실제로 구현 

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좋

은’ 과학 수업 분석 틀을 교사들이 수업으로 구현을 할 때 활용할 수 있

도록 ‘좋은’ 과학 수업에서의 지향과 수업 요소의 통합도 등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에 관한 구제척인 예시와 함께 루브릭 형태로 개발할 것을 제

안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 등으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나, ‘좋은’ 과학 수업의 구체적인 

수업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좋은’ 

과학 분석 틀이 반영된 ‘좋은’ 과학 수업 안내 자료를 개발할 것을 제안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좋은’ 과학 수업 요소별 어떻게 수업에 반영해

야 할지, 어떻게 수업 요소 들의 유기적인 통합이 이루어질지 등에 관한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중, 교육실습이라는 학교 현장의 경험 후에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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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학 수업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이 회귀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게 

되는 동력은 ‘좋은’ 과학 수업의 경험으로부터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인식이 계속 발전하게 되는 동력은 무엇

이었는지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은 추후 후속 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교육실습 관련 강의 프로그램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또한, ‘좋은’ 과학 수업 연구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분석과정에서 예비교사 K는 자신의 수업에 

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매우 감동 받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가 학생 사이의 양방향의 연결성을 볼 수 있었던 사례

이기도의 하였다. 이러한 결과 분석과정에 있어, ‘좋은’ 과학 수업에 관

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관계에 관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였다. 즉, ‘좋

은’ 과학 수업을 시도하는 교사의 수업에 있어 학생의 반응이나 수업에 

관한 평가를 탐색하는 연구가 추후 후속 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후속 연구는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인 이경호(2016), 오지은(2017), 이경호 외(2018), 김홍빈 외

(2018)의 연구로부터 이어져 논의되고 있는 ‘좋은’ 과학 수업을 이해하

고 시도하고자 하는 많은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연구 결과는 아직 학교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예비교사들에게 과학교육의 실제를 이해하고 교육현장에서 진행하게 될 

수업실습을 미리 준비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초․중

등 과학 교사들이 ‘좋은’ 과학 수업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그들 사

고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면, 교과 교육 연구자가 해야 할 일은 교사들이 과

학 교육의 새로운 가치와 그것을 실현하기 이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접

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오필석, 2013).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가 예비

교사 및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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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18년 1학기 물리교수법 기초 설문지

2018. 3. 6.

학번: 2014-*****           성명: 예비교사 K

1. 물리학이란 무엇인가? (어떤 학문인가?)   

규칙성을 가지고 반복되는 현상을 수학적 방법을 통해 기술하는 학문

합리적인 방법으로 논리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현상을 기술하는 학문

2. 왜 중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쳐야 하는가?

직관을 길러주는데 물리학만큼 좋은 학문은 없는 것 같다. 특히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역학을 공부했다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우리 아버

지는 어렸을 때 공구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며 역학적 원리를 설명해주셨다. 

또한, 형광등을 갈아 끼우는 법을 가르쳐주셨다. 이로 인해 훗날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형광등을 갈아 끼우며 매력을 발산할 수 있었다.

3. 물리교육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예: 물리학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최근 ‘김상욱의 양자공부’라는 책을 읽었다. 양자역학이라는 신비로운 세계

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었다. 이 지점에 물리교육학이 필요한 것 같다. 어려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독자들에게, 더 나아가 학

생들에게 물리학의 신비를 보여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성공이라고 믿는다. 나

본 설문지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3월 6일 (화) 첫 수업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주간보고서 및 수업 참

여’ 항목의 일부로써 평가에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작성한 설문지는 3

월 5일(월) 정오까지 eTL 해당 게시판에 업로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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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학교육을 통해 과학의 대중화를 실현시키고 싶다.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와 같이 멋진 과학 대중서를 통해 과학의 엘리트 주의를 타파하고 싶다. 물리

교육학을 정의내리기는 힘드나, 이러한 활동에 물리교육학이 필요할 것이라 

믿는다.

4.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물리를 가르치는 일이 나 자신에게 왜 중요한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남들이 사랑하게 만든다면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있을까?

가령 내가 만든 창작물을 남들이 좋아해줄 때 느끼는 기분과 비슷하다.

5. ‘좋은’ 과학 수업이란 어떤 수업인가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좋은’ 

과학 수업의 중요한 특징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시오.

좋은 과학 수업이란 없다. 학생들의 수준과 환경을 모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어떠한 수업이 좋다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요소 들을 판

단하고 고려한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가정한다면 학문에 흥미를 가지게 해

주는 수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실력을 길러주기 위해 교사가 학생을 이

끌어가는 것보다 학생이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실력을 길러나가게 해주는 

수업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장하석 교수님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라는 도서를 읽게 되었다. 내

게 과학철학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해주었고 내가 믿고 있던 과학의 절대

성을 타파해주었던 도서로 기억될 것이다. 나는 내가 꿈꾸고 있는 과학 수업

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과학도서를 지정하고 아이들과 독서 후 

진지하게 토론을 하며 의견을 나누는 수업을 하고 싶다. 과학도서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인문학 도서를 지정해 과학학도들과 과학철학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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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K1] 학기 중(교육실습 중) 논의 및 면담 전사본(예비교사 K) (일부)

면담 날짜 2018.  5.  17. 수업 진행 교사 예비교사  K

-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가 즐거워야 한

다고 느꼈다.

- 통합적인 수업을 진행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 영의 이중슬릿 실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 대학 때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이라는 것이 의미를... 관심을 갖고 책을 많이 읽다 보니, 역사

적 관점과 철학적 관점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의 양자설이나, 흑체 복

사.. 현대물리의 시발점. 빛이 항상 대두되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철학적으로 다가

왔다. 지도안을 작성하다 보니, ....수업 자료까지 45쪽에 해당한다. 2시간 수업. 왜 

그만큼 썼는지 생각을 해 보니, 교사인 제가 좋아하다보니 아이들도 좋아 한다고 생

각했고... 근본적인 철학적 관점은 무엇이고... 고민을 하는 시간이 고등학교 때 가지

면 좋을 것 같다. 순수 물리학에 관한 고민이 적은 것 같다. 기회가 적은 것 같다. 

근본적인 질문을 수업시간에 많이 던진다. 앞으로 생각을 해볼만한 계기가 되는 것

도 같다.

- 지도안으로 설명

: 파동성을 이해하면서, 물리적인 직관을 이해하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있다. 

교사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Q. ‘좋은’ 과학 수업(3.3 수업)을 시도 했었나?

첫 번째 수업은 .. 아이들이 실력이 많이 있었다. 가령, 건축 공학에 관한 관심이 있

었는데, .. 프로그램, 내진 설계 등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 부탁을 받았다. 기하광학에서,, 작도 법을 많이 같이 했다.

기하광학 파트를 준비했다. 대학과정에서 배운 작도법을 활용하는 것이, 아이들도 

호기심을 갖을 .... 전지에 직접 실제 사이즈로 하고, 이론 값과 일치한다는 것에 신

나하고 즐거워 했다. 

렌즈가 3개 있고, 2개 있고,, 이론으로 계산한 값과 딱 떨어질 때 희열을 느꼈다. 아

이들이. 전지를 붙이고 ,,, 설명하고 끝냈는데, 활동중심이어서, 흥미는 매우 좋았고, 

물리2 교육과정은 이론 값만 접근하는데, 실제로 진짜 작도를 해 보고 , 이론값과 

맞는 것을 보니, 사랑하는 수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더 진행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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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K2] 학기 중(교육실습 중) 논의 및 면담 전사본 (예비교사 K) (일부)

면담 날짜 2018.  5.  17. 수업 진행 교사 예비교사  K

영의 이중슬릿 실험. 

교육 목표는? 기하광학을 하면서, 테크닉이라고 생각했다. 사이즈가 이

렇게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수학적 공식에만 대입해서, 허 초점이라고.. 

막상 아이들을 가르칠려고 보려니까, 작도를 해 봐야.. 이론값과 실험이 

일치하는 것이 물리아닌가? 그것이 탐구와 지식을 습득 하는 것이 아닌

가?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타파하고 싶었다. 자신이 직접 했

다고 성취했다.

Q. 진행했던 수업에서 어려웠던 것은?

예비교사 K : 학생들의 질문이 날카롭다. 굴절율이 뭐에요? 굴절율이라

는 것이 빛의 속도에 의해정해 지는 것이더라. 광속이 매질에 따라 속도

가 감소하는 것이었는데.... 아차 싶은 것이.. 학생들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았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리한 질문을 받았을 때 힘들었다. 그것

이 힘들어서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였다. 참관 수업을 했는데 발표 수업

을 하는 4, 5차시 수업을 했는데, 6∼10분 정도를 여러 가지를 보여주

는... 많이 놀랐던 것이, 해석 역학 부분이서 뛰어난 학생이 많았다. 물병 

세우기... 그것을 실제로 실험을 구현해서, 물병을 .. 이론 값으로 해서 

모델링을 했다. 실험으로 구현했다. 들었던 생각은 , 그 아이의 논문, 과

제 연구였다. 모델링도 놀라웠던 것이, 유체가 어떤 것을 따라야 하고, 

유체가 출동하는 것이.. 1/3 채울 때 가장 세우기 쉽다. 나보다 물리를 

잘하는 구나. 이 학생들을 뭐 가르쳐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일일

이 만들어서 논문으로 발표를 하였다. 물리학에 대해서, 물리를 듣는 친

구는 무서웠다. 너무너무 잘하고 물리를 잘한다는 생각에, 교수실을 계

속 찾아온다. 계속 물어본다. 자괴감도 많이 들었다. 

Q. 남은 시간 대표 수업까지.. 5시간이남았는가?

예비교사 K : 1시간, 1시간이 실전이다. 3.3.을 향해서, 교육실습 초기부

터 지향해 왔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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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K3] 학기 중(교육실습 중) 논의 및 면담 전사본 (예비교사 K) (일부)

면담 날짜 2018.  5.  17. 수업 진행 교사 예비교사  K

Q. 대표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 되었는가?

예비교사 K : 사랑까지는 아닌 것 같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다. 실제로 그것을 

연구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친구들은 사랑하는 구나. 호기심에 머물고 있

다. 대신에 유용성에 머무는 친구는 없다.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일 수도 있는데, 

재미있고, 알고 싶고.. 이론적으로 알고 싶어 하나, 특별히 실천하려고 하는 지는 

모르겠다. .. 사랑으로 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어야 하는데... 어려운 방법인 것 같

다. 사랑하는 것도 잘해야지 된다 생각했다. 상호 보완적이다. 잘 해야지 사랑하고, 

사랑해야 잘하고, ..

교수님 : 사랑이라는 부분이.. 꼭 실천으로 보여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뭘까.. 가만

히.. 멍하게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아이들 주제에 관해서 지향하는 학생일 수도... 

그리고 가끔은, 프로젝트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호기심 차원도 안되는 경우도 있

을 수 있다. 과학교육연구소 차원에서도, R&E 에서도 모르고 발표하는 학생도 많

다. 어깨 넘어 배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프로그램이 의미를 찾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있는 ..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자체를 ... 노력 하는 ... 길게 움직이

는 무엇이 될 것이다. 수업 실습 초기부터 3.3을 

예비교사 H : 낮은 학습자 고려를 위한 수업 시연을 하셨고, 높은 수준의 학습자를 

고려한 시연을 하셨는데. 어떤 비교...

예비교사 K : 지향하는 바가 어떻게...

교사에 관한 생각을 다시 했다. 교사밖에 할 일이 없다 생각을 가졌었다. 가르치는 

게 좋았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좋았다. 예술가가 되는 것을 소질이 없

는 것 같고. 잘하는 애들 나름데로 잡아 먹히까 두렵고, 못하는 애들 내가 잡아먹

는 것이 아닌가.. 지향 하는 것 조차 헤깔린다.

등속직선 운동 수업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다. 헤깔렸다. 수준이 높은 데서 하

는 것이 편한 것 같다. 실력이 안 좋은 곳을 가면, 나에게 집중도 안되는 교실 붕괴

가 두려웠다. 오히려 수준 높은 데가 쉬운 것 같다. 무서워서 쉬운 쪽을 택하려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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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K4] 학기 중(교육실습 중) 논의 및 면담 전사본 (예비교사 K) (일부)

면담 날짜 2018.  5.  17. 수업 진행 교사 예비교사  K

Q. 3.3을 향하는 모습은 학생들 마다 각양각색이다. 교사로서 어떤 방향

성을 가져야 할까? 수준이 높은 학생들을 위한 3.3 지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A. 예비교사 K : 기초에는 충실해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 자기 전공 분야 

아니면, 오히려 건축 쪽에 관심이 있으면, 기하 광학에 약해서.. 그런 학생

들에게 3.3이 배이스란 생각이 들었다. 교무실에 찾아온 학생들을 개인적

인 지도, 수업이라는 교실 상에서는 , 기초적인 것은 베이스로 하되, 공학

을 가르치고 싶지 않고, 물리를 가르치고 싶다. 그런 것 보다. 좀, 도데체 

, 물리라는 학문 그대로, 자연이란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 왔

는데, 물리적인 것인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인지.절대적인 규약이 있는지, 

확장 시키고 싶었다. 책도 많이 읽히고 싶고, 고민을 안한다면 아까울 것 

같다. 장하석 선생님의 온도계의 철학 책으로 방과후 학교를 열고 있다. 

그런 수업도, 과학사과학철학에 관심을 갖어서, 방과후 학교에서 관심있

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고,,, 잘하는 애들이나 되야 관심을 돌리니까, 쉬

운 쪽으로 ... 빠지는 경향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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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D1] 학기 중(교육실습 중) 논의 및 면담 전사본 (예비교사 D) (일부)

면담 날짜 2018.  5.  17.
수업 진행 

교사
예비교사  D

A. 예비교사 D - 학교를 처음 갔을 때, ,,, 교감 선생님이... 나쁜 학생의 분포...

교생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분포가 아닐까...

어떤 학생들이 이런 말을 했다. 서울대 나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

다.  

1차시 수업이 6차시 수업이었다는 피드백에 충격을 받았다. 

Q.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하였기에, 재미를 찾는 수업을 했다.?

예비교사 D - 깨달음의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부족했다. 2일에 걸쳐 1차시

씩 해서, 코멘트를 반영해서, 다음 수업을 했다. 3번째는 

Q. 2.5, 2.5에서 3,3 으로 이상적인 수업이라고 표현을 해 줬다 . 

현재의 변화는? 현장에서 나가서 좋은 과학 수업에 관한 관점이 어디인가?

A. 예비교사 D - 현장에서도, 3.3 수업을 추구하려 하셨다. 다만, 상황에 따라 조금 

2.7 , 2.7 정도 되기도 하지만 ,추구는 3,3 .. 실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Q. 3.3 수업을 들어온 학생이라면, 그 학생들은 사랑을 지향하는 수업에도 잘 참여 

할까?

A. 예비교사 D -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학생들이 감명을 받는다는 것과 감명

을 받아서.. 심리적인 감명, 와~신기하다 호기심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호

기심에서의 감명과, 학생의 자아 자체정체감 감명과 구별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수

업이 끝나고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전지 연결에 관계된 질문, 1.5 2개를 병렬 연

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쇼트가 나서 안된다는 질문 했던... 교생이 잘 알고 있나 

물어 보려고 했던 거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Q. 학생의 재미를 조금 고려하는, 저 정도의 수업을 하고 있고, 지향과 실천 사이

를 괴리가 있는... 지향과 실천 사이의 극복이 가능한가? 지향과 실천을 분리 할 것

인가?

A. 예비교사 D - 3.3을 향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감명을 받아야 3.3을 향한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중학생들은 머릿속에서 진행된 작

업이 실제로 해 볼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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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H1] 학기 중(교육실습 중) 논의 및 면담 전사본 (예비교사 H) (일부)

면담 날짜 2018.  5.  17. 수업 진행 교사 예비교사  H

A. 예비교사 H - (그래프에 관한 이야기) 일단, 학기 초의 생각은 2.2/// 3.3을 지

향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호기심을 넘어 사랑을 지향

하면 더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 이런 생각이 들었고, .. 가장 큰 차이

는,  ... 일어난 수업은 1,2,3.

창체수업은 교사의 재량으로 모든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 자율적인분위기, 학습 목

표 구성 - 통합적인 수업이 가능하다. 많은 것들을 보았다. 행성우주라는 주제를 잡

아서, 호기심 유용성, 사랑.. 지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수업이다.

전압, 정전기 유도 수업을 했는데... ^^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취기준...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

홍혜진 - 성취기준이 포괄적이다. 

A. 예비교사 H - 끓는점 수업, 끓는점이라는 것이 인간이 정의한 것. 그 부분가 압

력에 따라 변한다. 

성취기준이 있는 상황에서는 3.3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닌가.

창체수업에서는 자율성이 주어지고, 

Q. 수업은 교사가 하는 것이지, 교육과정을 넘어서자. 교과서에만 있는 것은 학생

을 이해시킬 수 없다. 끓는점에 관해서는 피드백은 누가 했는가? 기본적인 체크를 

주었을 것이다. 

A. 예비교사 H -  다른 교과에서 피드백 주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차시에

서 사랑을 지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Q. 1,2,3차시가 사랑을 지향을 한다. 주로 용어에 관한 정의가 되었을대, 뜻을 이해

하는 것으로 끝나면, 유용성에 멈추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시간은 큰 지

향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부분의 의미를 설명한다면, 45분 수업을 뜻풀

이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이것이 어느것을 지향하는 지에 따라

서 다르다. 무엇이 지향하는지, 교사도 명확하고, 학생과도 공감이 되어야 한다. 수

업의 의미화. 잘 정의가 그렇게 해서.. 잘 정의해서, 문제 풀이나 하고 , 성적이나 

잘 받으려 하는지, ... 

A. 예비교사 H -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속에서 의미화 하기에 

한계가 있다. 

Q. 우리가 한쪽으로 강화된 것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 복잡하게 많이 아는 것이 아

닌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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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K1] 학기 말(교육실습 후) 논의 및 면담 전사본 (예비교사 K) (일부)

면담 날짜 2018.  6.  7. 수업 진행 교사 예비교사  K

Q. 

A(K): 지향하는 수업은 사랑과 통합에 관한 만족하는 수업이었다

사랑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느낀 것이다.

사랑 하는 것이 왜 지향하는 수업이라는 것에 대해 가장 많이 느꼈다.

3번을 수업을 하였는데, 총 12시간을 하였다. 추가적으로 2시간 더. 14시간

마지막 수업 - 영의 이중 슬릿 실험. 가장 많이 준비한 수업. 시연도 한 수업이

었다.

그 수업에 대해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 

학생들이 편지를 써서 피드백 비슷하게 해주었다.

선생님이 수업을 사랑하는 것 같아서 수업이 좋았다.

수업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수업이 좋았다 라는 학생들이 써 줬다.

인생에서 실험다운 실험은 한 것 같다는 피드백을 학생으로부터 받았다.

그런 피드백을 받은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이디어가 샘솟는 수업이었고, 창발적이었고,

이것도 알려줘야 겠다, 저것도 알려줬야 겠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

수업에 대해 설명하면...

무늬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이론으로 배운 것이,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고, 

그 실제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도하고 싶었고

왜 위대한 실험인지 공감하게 하고 싶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어땠을까,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뜻 깊게 둔 것은,

그 이후에는 과학사적인 그 실험이 굉장히 굉장히 의미있는 실험이라고 의미화

를 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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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K2] 교육실습 후 논의 및 면담 전사본 (예비교사 K) (일부)

면담 날짜 2018.  6.  7. 수업 진행 교사 예비교사  K

과학사에서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큰 축이라고 생각했다.

준비하면서 흥분했다.

아이들이 공감했음 좋겠다

과학사를 많이 설명했다.

패러다임을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양자라는 것에 들어가면, ...

실제라를 것에 대해,

양자 역학이 뭡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을 했다.

이것 만큼은...

지향하는 수업을 했다고 생각

확실한 것은 사랑했고,

단순히 실험만 한 것이 아니라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었다.

실제 수업은 지향하는 수업과 가깝다 생각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지향하는 수업에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교사라는 것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

저에게는 교사는 성취감이 없을 것 같다.

음악은 완성된 것이 나왔을 때 성취감이 있는데

교사는 완성이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뜻깊게 생각을 했던 것이

작도 부분에서, 판서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판서를 못하면 물리 교사가 될 수 있을까,

간접실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작도를 했는데도 다르게 나왔다.

판서가 중요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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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K3] 교육실습 후 논의 및 면담 전사 (예비교사 K) (일부)

면담 날짜 2018.  6.  7. 수업 진행 교사 예비교사  K

첫 번째 수업 전날에 연습을 했다.

학생들 앞에서 시간 부족하고,

예상지 못한 질문이 나오고, 

작도를 했는데, 작도가 틀리고,

애들은 그림을 잘 그리면 되지 못 그렸냐는 반응이 나오고

거기서 자괴감이 들어서,

작도를 크게 5개로 나누는데, 

볼록, 오목, 4개, 4*5 = 20개

큰 전지에 20개를 그렸다.

다시 해보자.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신뢰감 형성에 수업 2번 정도 걸렸다.

또 하나는 확실히 교사는 테크닉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테크닉이 없으며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PPT를 만드는데, 

교육실습전 후 갭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테크닉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설명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타인이 어떻게 이해하는 것

물리적 지식을 더 길러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노력을 길러야겠다.

활동은 귀찮아 지는 경우가 있다는 지도교사의 말,

교생은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음

마지막으로, 수업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느긋하지 못한 사람이어서, 

진지하게 몰두하고 정리해 나가야 하는데,

아이디어가 떠다녀서, 갑자기 하는 것에 대해 즉흥적이고 오래 걸린다.

교사를 해야 하는 것에 고민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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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K4] 교육실습 후 논의 및 면담 전사 (예비교사 K) (일부)

면담 날짜 2018.  6.  7. 수업 진행 교사 예비교사  K

** 강태욱 선생님 피드백

교사는 시간과, 경험과, 능력이 필요한 몇 안되는 직업인 것 같다.

1시간의 수업을 했을 때 조금씩 조금씩 ... 교사가 되는

외적인 도전은 크지 않지만, 내적인 도전은 성장하는,

한 반 한 반 수업을 해 나가며 성장하는 

정년퇴임 하는 날까지 성장하는 ...

아이들에게,

나는 이런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해결했다.

반도체 레이저 등으로 보여 줄 수 있고

내가 문제 인식을 이렇게 했다, 

단순한건데,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쌓여 나가는 것이다.

예비교사 K - 광선 추적이 몇 개 있는데, 그리기 쉬운 것을 몇 개 그리

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기 쉬운 것은...

예비교사 L - 하나고라는 고등학교가 특별한 집단인데, 하나고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모습은 어떤지?

예비교사 K - 자긴 잔다. 기본적으로 .. 호기심이 많다. 그것이 좋은 편

인 것 같다. 점수 받으려고 들어야지.. 그런 생각은,  저는 그랬다. 

점수 때문에 혈안되지 않을까. 점수는 추후 고민이고,

고급 과목을 듣고 싶은데, 제가 될까요? 그런 질문들이었다.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망설이는 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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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L1 ] 교육실습 후 논의 및 면담 전사 (예비교사 L) (일부)

면담 날짜 2018.  6.  7. 수업 진행 교사 예비교사  L

5월 달 당시 생각에도,

기본적으로 사랑을 지향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향점을 호기심에 걸치게 ,,, 호기심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재

미, 재미있는 것을 추구 하는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사랑을 전달하고 싶었지만, 자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과 맥락이 비슷하다. 

아무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은 말도 의미가 없다,

학생들이 좋은 수업이 되기 위해선 듣고 싶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재미가 듣고 싶은 수업

재미있는 선생님이 재미있다.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이라는 펌푸로, 

마중물이고 생각한다.

보다 효율적이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수업이 

부중이 나쁜 학교는 결코 아니다.

그런 측면에도, // 재미를 추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 5차시 수업을 9회 진행하였다.

밀도 추가 실험.

지도안 4개씩 썼다. 

끓는점 수업 - 원래 2차시에 

물질의 밀도 - 탑을 쌓을 때,,, 발산적인 수업도 만족스러운 수업이었다. 

이런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수업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

최소 12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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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L2 ] 교육실습 후 논의 및 면담 전사 (예비교사 L) (일부)

면담 날짜 2018.  6.  7. 수업 진행 교사 예비교사  L

죄송하지만, 수업 준비를 못해서 수업을 못할 것 같다. 4교시니까 해보자, 

지도교사 분이 결국은 수업을 했다.

부설학교 차원에서는 전체 9번의 수업에서, 지도안 쓰는 것이 몰려있었다. 

균형 잡힌 일정이 배분이 된다면, 치이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실습 기간이 되지 않을까.

Q. 카톡방에서 논의는 없었는가?

Q. 교육실습 기간 동안 좋은 수업을 진행했던 상황은 있었는가?

예비교사 L - 사랑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없지 않은데, 아이

들에게 수업주제에 대해서, 사랑까진 아니어도 관심을 갖게 하고 싶었던 

수업이 끓는점 수업이었다. 생각보다, 쉽게 끓을 수 있는 수업이 많지 않았

다. 에탄올도 어렵고. 기름이 끓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발연점 때문에 

끓지도 않고.. 준비를 거의 못했다.

두 번째 수업 때는 준비를 많이 하고, 집에서 기름을 끓여서, 물을 뿌려서, 

왜 튀어 오를까 설명을 하려고 했다. 이런 거에서 일상적이지만, 생활에 밀

접하고, 이전 차시와 이번 차시를 연결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의 맥락에

서 벗어 날 수 있다고 생각.

제 수업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아서 , 말이 어영부영나온다.

밀도 추가 실험할 때, 아이들이 밀도 탑을 쌓았을 때, 저나 아이들이나 기

분이 좋았다. 그런 것도 있다. 사랑을 지향하는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남

은 시간은 적은데, 실험을 할 수도 없다. 재료도 없는데.. 실험 시연할 시간

도 없는데.... 그래서, 1,2. 1,2 정도의 수업이 되었던 것 같다.

이경호 교수님 - 수업 준비 할 때 12시간이 걸리는데... 

예비교사 L - 수업을 짜면.... 계속 막히고, 발문이 어떻게 해야 할까

디테일에 신경을 쓰고,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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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D1] 교육실습 후 논의 및 면담 전사 (예비교사 D–1) (일부)

일시 2018.  6.  7. 수업 진행 교사 예비교사  D

예비교사 D - 1. 동그라미가 1개, 지향과 같다. 

학생의 생각을 변화시는 것은 1. 환경, 2. 그 변화된 생각이 얼마나 오래 

유지 될 수 이쓴가... 변화 시키는 것을 ... 사랑이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부

터 변화된 생각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것은 좀더 경험적이고, 체화된 내

용과 얼마나 연결될 수 있을까, 즉 통합적이어야만 좋은 수업이다.

이 그래프에서 3,3을 지향하는 수업,

3,3을 찍을 수 밖에 없다. 

사랑과 통합을 넘어서는 4,4을 발견한다면 4,4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3,3 수업을 지향한다고 해서, 교사의 사랑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 인위적으로 만든 수업은 1,1 수업보다는 못하다고 한다. 

예비교사 C - 인위적인 사랑이라도 안하는 것보다 낮다.

예비교사 D - 5개의 수업

(2) 간격 해소 방안 - 실상 알고 보니, 

학생들의 수업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사랑을 받고...

문제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 

학생 개인의 특성, 주변 환경을 고민하지 못해서,

그 이전에 생활지도가 충분히 이루어 져서, 

학생의 마음을 열어야..  - 수업 시연을 더 많이 해야,

그 대신에 반실지를 줄인다던가, 3월 가르칠 수 있는 용기 등을 단순히 의

견을 줄이기 보다는, 수업 시연을 늘리는.

예비교사 K - 교생나가면서 느낀 것이, 사범대 차원에서 너무 이론적이다. 

배우는 것들이 경험과 동떨어져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허상을 

쫒다가 실상을 만나는.

이경호  - 구체적인 예는?

예비교사 K - 실습이 길어야 한다. 학교 현장과 교류가 필요하다. 좀더 교

수자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상담이 굉장히 필요하다. 학생을 이해하는 것

이 필요한데, 상담을 하는 ...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 실습 말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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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H1] 교육실습 후 논의 및 면담 전사 (예비교사 H) (일부)

면담 날짜 2018.  6.  7. 수업 진행 교사 예비교사  H

- 가로 행보다 세로 열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 재생에너지 수업 3.3 수업이었다

- 전압 수업은 동떨어졌다. 주제 차이다.

재생에너지 수업은 재생에너지는 지구와 환경,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업

이었고, 그것이 좀 아이들의 감정적으로 45분 수업 시간 안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전압 수업 같은 것은, 전압이라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전기 파트의 하나의 부분이라... 학생들에게 의미화 되

려면, 다른 것들을 끌어와 수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랑을 전달하는 것

이 가능한가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불가능 했다 생각이 들었다.

일단은 한 학기 쭉~ 이러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수업 중간에서, 호기심과 배워야 할 점 들.

아이들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기반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유기적으로 통합적인 것을 지향하는 수업을 ...

한 차시라는 것에 대해 한계를 많이 느꼈고,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를 느꼈던 수업이었다.

유용성과 호기심도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했다.

이것도 지향하고, 이것도 지향하고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교과나 .. 

공식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협의회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만들었으면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의 오개념에 관한 분석이나, 학습자에 관한 분석 논문도 도움이 되

었다.

다양한 수업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강태욱 선생님 질문 - 전압 통합적인 부분은?

예비교사 H - 물에 연결해서 수업을 했고, 다 끌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험에서 전압계를 ... 논리적인 발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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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1] 교육실습 후 논의 및 면담 전사 (예비교사 H, L, J, K ) (일부)

일시 2018.  6.  7.

강태욱 - 전개를 막라해서,,,

예비교사 H   - 학생 활동 - 전압계의 사용법을 배우고, 전압을 측정, 전압

의 특징을 실험을 통해 활동을 하였다

Q. 좋은 과학 수업이 되는 주제가 있고, 아닌 주제도 있다. 이에 관한 의견

은?

예비교사 L - 교생 실습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단원이 좁으니까, 그런 생각

을 많이 했는데, 

하나하나

예비교사 L -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과학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다. 그래서 나쁜 것은 아

니라 생각하고,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경호 - 사랑의 지향을 표기했다고 봐야 할 것인지... 지식 적인 측면, 흥

미를 강조한다는 것이,,, 개별 적인 것이어서 하나하나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비교사 J - (-)에서 (+)로 가면 좋겠다. 전류가. 왜 그러하게 되었는지, 호

기심... 자기 생각과 다른,... 곁다리로 전달하려고, 과학의 성질, 어느 정도,

- 일단 재미있는 수업을 해보자. 추가 실험으로 주어지니까, 뭐든지 해보면 

될 것 같아서 밀도를 가지고 놀아보자 / 주위에서 , 

- 생태계 . 수업.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많이 하고, 생태계를 파

괴하면 안된다하지만, ... 동물이 되어, 동물의 마음을 .... 결국에 마지막에

는, 생태계 파괴는 인간이 한 것이고, 환경에 관한, 지구에 관한, ... 이쪽의 

추구를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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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2] 교육실습 후 논의 및 면담 전사 (예비교사 H, L, J, K ) (일부)

일시 2018.  6.  7. 수업 진행 교사 예비교사  

추격자, 속도전이다. 빨리 넣는 것을 먼저 넣다보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넣지 못한다고 생각

큰 자갈이 사랑이다. 왜 

우리 수업이 결국 왜에 관한 질문이다 보니까,

경영학 책에서 와이라는 것이 나왔다.

재미있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일하는가?

이런 유의 강연, 책,,, 기업이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다보니,

교육에 관한 부분도 있다 - 진정성을 무시하고, 보상 ... 우리 안에 진정

성은 무엇인가? 왜 가르치고 배우는가, 그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국은 추적자 모델을 썼는데....

빨리 추적해 왔지만, 열매만 따먹어서는 안되고, 

예비교사 K - 좋은 시도였다. 정말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선포하였다.

김현철 학생의 열정과 , 주제 자체를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잠을 자다

가도 

전기현의 업그레이드된 수업, 좋은 수업의 모델이었다. 한편으로는 물리

교수법이라는 수업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 걱정도, 그러나 교육실습 대

표수업을 향해서 참여했던 교생들이 자기수업 같았고, 긴장하며 볼 수 

밖에없는, 한마음으로 ..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가지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채워지면, 나머지 것

들은 사랑 때문에 흡입된다. 

학생을 사랑하는데,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고, 가르칠 내용에 대해 더 관

심을 갖고, 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 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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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C2] 교육실습 후 논의 및 면담 전사 (예비교사C) (일부)

일시 2018.  6.  7. 수업 진행 교사 예비교사 C

3. (1) 수업 실천 간격?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학생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아얘 모르는 학생들을 보고 하니까, 접해보지 않은 아

이들과 수업을 해 보니, 그것이 가장 큰 간격이다. 교생수업 때 아이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간격이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학생들을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수업이 좋았다. 예를 들어 상대

론 수업을 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전개해가면서 전달해주려 했다. 

3월 달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제시해야 할 것 같다.

강의시간을 늘려야 할 것 같다. 

시연 횟수를 늘려야 할 것 같다.

반실지도 더 써야 할 것 같다. 

예비교사 L - 아이들에게 사랑을.. 대표적인 것?

예비교사 C - 사랑을 표현하려 하면, 아이들을 커뮤니케이션이 되야 한다

고 생각. 처음 반아이들 이름을 다 외웠다. 하기 전에도 의견 많이 물어보

고, 끝나고 피드백을 받고 그것에 대해 고쳐나가려 했다. 서비스..봉사.. 그

것이 확장되면 사랑이다. 이것이 생각보다 힘든데 저는 했다. 그것이 사랑

이라 생각했다. 사랑을 느끼기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3월 달 활동이 도움

이 되었다. 책 읽고, 도움 많이 됬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좀 더 많이 

읽히고 , 교육과정에서 숙제 내준, 검치 호랑이 교육과정... 3월달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4월에... 5월에 수업 하는 

강태욱 선생님 - 일단 , 교생이 5월 한 달을 수업하니 어려움이 있다. 상대

성 이론이 왜 교육과정에 들어갔냐.. 2009 교육과정에서, 제일 많이 바꿘 

것이다. 독특하게도, 첫 단위가 시간이다. 상대성 이론이 위치가 어디고, 전

체 흐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간을 잴까, 자연을 반복되는 것을. 해뜨는 

거 진자, 해시계, 시간팽창 이야기 할 때, 시계보면 되지... 단순히.. 우리가 

보면 완벽한 반복운동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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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J] 교육실습 중 예비교사 J의 수업실습 전사본 (일부)

일시 2018.  5 . 23  . 수업 진행 교사 예비교사 J

지도 대상 부설중학교  2학년 6반 단원 및 주제 전류와 전압의 관계

(학습 목표) 판서되어 있음

1. 실험을 통해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확인한다.

2. 옴의 법칙을 설명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지요?

면적, 길이에 따라서 저항이 바뀐다.

저항이 왜 생길까요?

전자가 움직이면서, 원자핵과 충동을 합니다.

저항이 작은 물질은 덜 충돌합니다.

저항이 크면, 방해를 많이 하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웅이가 무엇을 하는지 영상을 봅시다.

02:15 영상 시청

처음에는 전기 공격이 통하지 않았죠? 나중에는 통했어요?

학습 목표 읽기

실험을 해서 옮의 법칙을 알아볼 꺼에요.

오늘 실험은 전압을 높여가며, 전류를 측정할 꺼에요.

활동 1, 전압을 높여가며 전류 측정(니크롬선)

실험 방법

1개 연결, 1개 더 연결, 1개 더 연결

엑셀 파일에 기록까지 하는 것으로 합시다.

주의사항은 안전, 감전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하고,

니크롬선이 뜨거워지니까 장난으로 만지지 마세요. 

화상 위험이 있으니 만지지 않도록 하세요.

5분을 줄 테니, 실험을 시작합니다.

06:40

12:06 시간 5분 더 주겠습니다. 실험 완료 하고, 기록까지 끝내도록 해요.

다 된 조는 앞으로 나와서 

17:30 마무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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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좋아요.

실험을 다 했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전압이 증가하면, 할수록 전류가 증가하였지요,

20: 30 두 번째 실험 - 모둠별 실험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겠지요?

24:11 시간 2분 30초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학생의 활동할 시간과, 생각할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왜 계속 재촉

하는가?)

다했으면, 정리해서 앞으로 놓으세요.

25:00

27:36 각 조별로 실험 결과 표에 넣기

28:00 앞에 한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실험 결과에요.

선생님이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도록 준비를 해왔어요.

파란 것이 첫 번째 니크롬선, 주황색이 전구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하고 있다.

니크롬선과 전구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차이는 무엇일까?

저항 때문에 증가함에 차이가 난다.

결과를 정리를 해 봅시다.

(학생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없다.)

전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류가 증가한다. 

수학에서 이런 관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비례한다.

전류이 세기가 전압에 비례한다.

전압이 1일 때, 180, 전압이 2일 때, 360, 

접압이 2배가 되면, 전류도 2배, 전압이 3배가 되면, 전류도 3개가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저항 때문에.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반비례 한다.

전항이 2배가 되면, 전류는 1/2

저항이 3배가 되면, 전류는 1/2

학습지에 식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PPT에 그래프들이 그려져 있음 (*** 판서로 함께 그리면 좋을 텐데...)

전류는 전압을 분자, 저항은 분모에 와서 수식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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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의 단위, 옴, 단위의 모양을 사람이 양쪽으로 손으로 밀어내는 모양으로 생각하

면 쉽겠죠 (*** 설명이 빠르다.)

수학시간에 거속시를 했지요. 무당벌래,

전압을 가리면, 전류와 저항이 나란히 있었다.

아이를 구하고 싶으면, R분에 V.

여러분이 이 식을 다 배운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식이 옴의 법칙이고

(*** 이수업에 관한 선생님들의 조언은 무엇일까?)

형성평가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볼요?

1.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 무당벌레를 기억해요. ,,, 정답은 O 

2번. 

3번. 

생각해보기

한 번 더 선생님이 깔끔하게 설명해보면,

같은 100만 볼트를 걸어 주면,

그러면,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41:30

롱스턴 주위에 물이 묻었더라면,

병렬연결이 되어 있다면, 

피카츄, 100만볼트 걸었다면, ..  물이 묻었더라면,

병렬 연결이 되는 꼴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지

42:20

질문 있나요? 

롱스턴, 

아무거나 해주세요.

쉬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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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연구 문제 2의 학기 중(교육실습 전) 예비교사 K 의 수업 구성 분석 틀 (영의 간섭 실험) 수업

일시 2018. 5.   . 수업 진행    예비교사  K 분석 점수 C+

지도 대상 학교  학년 학생 단원 및 주제

단계 평가 요소
수행 수준

미흡 초보 우수 탁월

계획
목표

내용 구조

도입 공동목표화 ◯

전개 

내용 구성 및 전개 ◯

학생 참여 ◯

배움의 순간 ◯

결말 평가 및 피드백 ◯

1. 공동목표화 (위대한 사물을 중심으로 한 초대)

학습 목표에는 수업주제의 의미를 추구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수업의 흐

름이 수업 목표의 달성과정과 잘 연결되지 않는다. 이중슬릿 실험을 그

냥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미 실험을 했는데...빛은 

파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입자적인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의 질

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다루고 싶었던 것(개인 것

으로 의미화한 주제)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우선 수업주제를 개인적으로 충분히 의미화한 후 이를 바탕으로 더 자세

한 초대가 필요하다. 친절한 안내로, 학생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학생 참여를 위한 활동 (도전 질문 및 주제 중심, 개인 – 소그룹 – 전

체 활동)

실험과 질의 응답의 기회를 통해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으나, 

빠른 진행으로 상호작용의 여유, 활용의 기회가 제한됨 

(예)

학생의 질문 - 단일 슬릿은 어디 있는가요?

선생님 - 레이저를 이용해서 필요 없어요(전체적으로 진절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수업 흐름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단

일 슬릿에 관한 설명 후,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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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구성 및 전개

(1) 일관된 이야기 흐름 (Main stream – Side stream)

영의 이중 슬릿 실험과 관련된 일관 된 내용 전개를 하고자 했으나...설

명이 너무 빠르다, 학생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학생들의 이해도를 파

악하며, 같이 호흡하며 진행해야하는데 설명 부분은 마치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다. 수업은 교사의 지식을 쏟아 붙는 시간

이 되어 서는 안된다.)

수식 증명 – 지금 이 수업에서 수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

각된다.(그런데 왜 수업시간에 했는가?)

오차가 작게 나온 사람? 실험을 잘하는 사람이다.(?)

예비교사 J - 0.15 % 가 나왔어요.

선생님 - 우와~

(무엇에 놀랐는가? 무엇을 위한 실험인가? 확인 실험인가?)

오차라는 것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다.

(충분한 과학적인 분석이 없다.)

(2) 단계적 진행 (Hop – Step – Jump)

3가지 실험 진행 - 녹색 레이저, 적색 레이저, 2인 1조, 실험 2번 1팀...

(실험을 다르게 진행 하는 이유는?)

(수업 시간에 실험 1가지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다른 실험 3가지를 진

행하는 것은 간단한 실험이라 해도 무리이다. ) 

( PPT는 계속(수업 30분동안) 한 장만 띄워져 있다. 활동지의 내용을 화

면에 띄어 같이 확인 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 )

(위대한 주제에 관한 공유가 부족했던 것일? 왜 그러한 위대한 주제로

의 접근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

4. 배움의 순간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가 나타나는 

순간 혹은 상황)

(교사의 지식을 계속 쏟아 부은 수업이었다. 학생들의 배

움이 일어 났을까?

우리는 더욱더 친절하고, 치밀한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1시간동안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전체 내용

을 줄이고 위대한 주제/사물로 집중하며, 진정한 탐구/배

움의 기회를 만들어야한다. 이 수업의 위대한 주제는 무엇

인가?)

실험이 3가지로 나누어진 것에 관한 안내가 없었다. 학생

들의 활동이라기 보다는 선생님의 실험이라는 생각이 들

었다. 벽에 종이를 가지고 하면 더 좋았을 팁. 선생님이 

추구했던 목표가 다루어지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다.

5. 평가 및 피드백

상호작용과정에서 약간의 피드백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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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학기 중(교육실습 전) 예비교사 L의 수업 구성 분석 틀 - ( 전하량 보존 )수업 - 물리교수법  

일시 2018. 4. 26. 수업 진행 교사 예비교사 L   분석점수 B0

지도 대상 중학교  3학년 학생 단원 및 주제 전하량보존

단계 평가 요소
수행 수준

미흡 초보 우수 탁월

계획
목표

내용 구조

도입 공동목표화 v

전개 

내용 구성 및 전개 v

학생 참여 v

배움의 순간 v

결말 평가 및 피드백 v

1. 공동목표화 (위대한 사물을 중심으로 한 초대)

학생의 문제인식으로부터 탐구가 일어난 것. 학생이 주제

에 관한 의미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업이었음. 전하량 

보존에 관한 학생들의 의문을 다양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좋았음. 학생의 생각에서 시작했고, 원하

는 대로 실험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학생들

이 위대한 사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수업의 전개와 마무리 과정이 충분히 

3. 학생 참여를 위한 활동 (도전 질문 및 주제 중심, 개인 

– 소그룹 – 전체 활동)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수업과 잘 연결됨. 열린 탐구과정이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가치있음. 학생들이 활동을 할 

때 참여를 유도하는 교사의 피드백이 좋았다.

그러나, 다양한 학생들의 실험결과가 발표와 공유로 내면

화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이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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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위대한 사물이 

드러난 것 같지 않다. 또한, 전차시와 본차시의 수업의 

연관과 더불어 차별화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어야 함

2. 내용 구성 및 전개

(1) 일관된 이야기 흐름 (Main stream – Side stream)

일관된 이야기 흐름이 있었으나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 

학습목표1. 전하량보존에 관한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아쉬움

(2) 단계적 진행 (Hop – Step – Jump)

전반적으로 단계적 진행이 잘 이루어짐. 다만 학생들이 

설계한 실험을 발표 후 수정되는 활동이 있었다면 더 좋

았을 것

(3) 제반 요소 간의 연결

학생의 발표를 학생의 용어로 잘 정리함(주장과 근거)

4. 배움의 순간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가 나타나는 

순간 혹은 상황)

학생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좋았음. 

그러나, 학생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근거가 과학적이지 

않았음에도 교사는 수업의 마지막까지도 학생과 함께 이

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드러나지 않았음. 또

한, 측정에 관한 오차, 평균값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음.

5. 평가 및 피드백

[기타] 

감전에 관한 조심의 강조로 학생이 전기에 대해 지나치

게 두려움을 갖게 할지도...

수업의 진행에서 불필요한 사과는 없어야 함. 단계(예측 

등)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수업자료(ppt)도 함께 제시되었

으면 더 좋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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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연구 문제 2의 학기 중(교육실습 전) 예비교사 H의 수업 구성 분석 틀 ( 전하량 보존 ) 수업 : 물리교수법  

일시 2018. 4. 26. 수업 진행 교사 예비교사 H 분석점수 B-

지도 대상 중학교 3학년 학생 단원 및 주제 전하량보존

단계 평가 요소
수행 수준

미흡 초보 우수 탁월

계획
목표

내용 구조

도입 공동목표화 v

전개 

내용 구성 및 전개 v

학생 참여 v

배움의 순간 v

결말 평가 및 피드백 v

1. 공동목표화 (위대한 사물을 중심으로 한 초대)

용어들로부터 수업을 시작한 것이 좋았다. 용어로부터 위대

한 주제로 초대하고자 함

  그러나 위대한 주제(전하량보존)에 관한 교사의 명확한 

이해가 부족했다 (솔직히, 수업의 주제가 교사에게 의미화

되었는지 의문이다). 실제를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실험에서

의 오차가 더 잘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두 가지 수업 목표 

간의 연결성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3. 학생 참여를 위한 활동 (도전 질문 및 주제 중심, 개인 

– 소그룹 – 전체 활동) 수업에 소외된 학생을 인지하고 참

여를 독려하는 것이 좋았다. 관련짓고 음. 학생의 생각을 

판서로 정리해서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함. 학생의 

질문과 (교사가 생각한) 위대한 주제와 학생들에게도 연결

지어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눈금 읽을 때) 선생님은 잘 

읽었다. 부분은 학생의 참여를 장려하지 못함. 본 수업과 

같은 (산파술) 수업이 실제 교실에서 학생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좀 더 실제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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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구성 및 전개

(1) 일관된 이야기 흐름 (Main stream – Side stream)

(2) 단계적 진행 (Hop – Step – Jump)

사과, 계란, 전자의 순서로 도입된 것은 학생의 이해를 도

움 그러나 논리의 점프가 오개념을 일으킬 수 있다

(3) 제반 요소 간의 연결

단원명에 관한 세세한 언급이 좋았음

4. 배움의 순간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가 나타나는 순

간 혹은 상황)

전류와 전하량의 관계(L학생의 질문), 물이 떨어질 때(K학

생의 질문) 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생의 배움의 순간을 살

리지 못함.

5. 평가 및 피드백

[기타] 

수업 준비 시 미리 전류계의 영점조절 필요. 회로에서 전자

가 돌아오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오개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 단위에 관한 언급이 없는 부분이 아쉬움



- 288 -

[부록 15] 연구 문제 2의 학기 중(교육실습 전) 예비교사 J의 수업 구성 분석 틀 ( 힘과 운동 ) 수업 : 물리교수법  

일시 2018. 4. 30. 수업 진행 예비교사 J 분석 결과 C+

지도 대상 고등학교  학년 학생 단원 및 주제

단계 평가 요소
수행 수준

미흡 초보 우수 탁월

계획
목표

내용 구조

도입 공동목표화 ◯

전개 

내용 구성 및 전개 ◯

학생 참여 ◯

배움의 순간 ◯

결말 평가 및 피드백 ◯

1. 공동목표화 (위대한 사물을 중심으로 한 초대)

학생에게 실험 도구를 주고 실험을 해 나가도록 기회를 제

공한 수업이었다. 그러나 무엇을 왜 해야하는지 학생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초대)는 별로 

없었다. 

에어 테이블 위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해보고, 과학자의 활

동을 경험해 보도록 의도했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3. 학생 참여를 위한 활동 (도전 질문 및 주제 중심, 개인 

– 소그룹 – 전체 활동)

우수한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

하였다. 수행 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따라가기 어려운 수업

이었다. 학생 참여를 위한 교사의 관심과 격려도 필요하다. 

실제로 한 학생은 실험 시간에 참여하지 않았다. 토의 역

시, 학생들이 알아서 하기를 바란 듯 보였다. 잘 구조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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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실험을 진행할 

뿐이었다. 그 실험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소외된 학생도 있

었고...

에어 테이블이 위대한 사물이었다면 이를 제대로 부각시켰

어야한다 교사 본인이 개인적으로 의미화한 경험을 바탕으

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 수업에서는 수업목표 제시가 의미화가 되지 않았다. 

실험 과정에서도 안내가 많지 않았고 실험 오차에 관한 설

명도 부족하여, 실험을 통한 위대한 사물과의 만남은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

지 못했다. 학생이 무엇을 해야 할지 단계적인 안내가 필요

하다)

2. 내용 구성 및 전개

(1) 일관된 이야기 흐름 (Main stream – Side stream)

(이 수업의 위대한 주제는 무엇인가? 

측정 실험으로 선생님을 설득하기/ 그것이 과학자의 하는 

일이니까, 과학자의 일을 경험한 것인가?) 좀더 설득력있는 

수업 설계와 진행이 필요하다!

(2) 단계적 진행 (Hop – Step – Jump)

(3) 제반 요소 간의 연결

4. 배움의 순간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가 나타나는 순

간 혹은 상황)

학생 발언에 관한 전체적인 환기와 자세한 설명 필요, 발언

한 학생 외에는 그것에 관한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교사는 한생의 언급을 풀어서 다른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학생이었으면, 수업이 제대로 되기 어려운 

수업이었다.

5. 평가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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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개인별 시범 최종 수업 수집 및 분석 자료

예비

교사
예비교사 D & H 예비교사 K & H 예비교사 C

수업 

주제

전하의 흐름 - 전하량 보존

- 전류가 흐를 때 변하지 않는 것은?

- 전하량의 뜻과 단위, 전하량 보존 법칙

( 등속 직선 운동 - 속력이 일정해)

-등속직선운동, -실생활 적용
( 전기에 관한 용어 설명 )

분석

자료

1. PPT

2. 수업 지도안(교생 수업 교수·학습 과

정안)

3. 활동지

4. 수업 참고 자료(교사용, 학생용)

5. 인식과 수업 실천의 특징 분석을 위

한 메트릭스(분석 틀) (자신의 수업, 다른 

조의 수업)

(1) 수업주제의 의미화 분석 틀 

(2) 수업 구성 분석 틀

(3)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 

6. 수업 영상

7. 수업 영상 전사 자료

1. PPT

2. 수업 지도안(교생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3. 활동지 (실험보고서)

4. 수업 참고 자료(교사용, 학생용)

5. 인식과 수업 실천의 특징 분석을 

위한 메트릭스(분석 틀) (자신의 수

업, 다른 조의 수업)

(1) 수업주제의 의미화 분석 틀- 

(2) 수업 구성 분석 틀

(3)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 

6. 수업 영상

7. 수업 영상 전사 자료

1. PPT

2. 수업 지도안(교생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3. 활동지 (실험보고서)

4. 수업 참고 자료(교사용, 학생용)

5. 인식과 수업 실천의 특징 분석을 

위한 메트릭스(분석 틀) (자신의 수

업, 다른 조의 수업)

(1) 수업주제의 의미화 분석 틀 - C, 

(2) 수업 구성 분석 틀 

(3)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 - C, 

6. 수업 영상

7. 수업 영상 전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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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 교육실습 중 수집 및 분석 자료

예비

교사
예비교사 K 예비교사 C 예비교사 H 

수업 

주제
영의 이중슬릿 실험 물2 - 이상 기체 상태방정식 끓는점

분석

자료

1. PPT

2. 수업 지도안(교생 수업 교수·

학습 과정안)

3. 활동지 (실험보고서)

4. 수업 참고 자료(교사용, 학생

용)

5. 인식과 수업 실천의 특징 분석

을 위한 메트릭스(분석 틀) (자신

의 수업, 다른 조의 수업)

(1) 수업주제의 의미화 분석 틀

(2) 수업 구성 분석 틀

(3)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 

6. 수업 영상

7. 수업 영상 전사 자료

1. PPT

2. 수업 지도안(교생 수업 교수·

학습 과정안)

3. 활동지 (실험보고서)

4. 수업 참고 자료(교사용, 학생

용)

5. 인식과 수업 실천의 특징 분석

을 위한 메트릭스(분석 틀) (자신

의 수업, 다른 조의 수업)

(1) 수업주제의 의미화 분석 틀

(2) 수업 구성 분석 틀

(3)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

6. 수업 영상

7. 수업 영상 전사 자료

1. PPT(끓는점)

2. 수업 지도안(교생 수업 교수·

학습 과정안)

3. 활동지 (실험보고서, 학습지)

4. 수업 참고 자료(동영상)

5. 인식과 수업 실천의 특징 분석

을 위한 메트릭스(분석 틀) (자신

의 수업, 다른 조의 수업)

(1) 수업주제의 의미화 분석 틀

(2) 수업 구성 분석 틀

(3) ‘좋은’ 과학 수업 분석 틀 

6. 수업 영상

7. 수업 영상 전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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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on 'Good' Science Teaching

Seongeun Lee 

Physics Major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started with the belief that I should study 'good' science 

teaching that aims for the intrinsic value of education that is not just a 

means to an end for high school entrance exams. A good teaching in 

school is what everyone wants, not only the teachers but also the 

students, parents and educational researchers. Therefore, research and 

data development has been carried out in various forms and methods 

which included the names of such as good teaching, good science 

teaching, and good physics teaching, both at home and abroa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on good teaching, it is said that it 

seeks truth in the classroom in modern society. In fact, however, schools 

often seek piecemeal knowledge or simple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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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good’ science teaching is that of the love(Palmer, 

1993) of the science teaching itself. This teaching is a teaching where the 

elements of a teaching are connected organically and considered 

comprehensively. It refers to the teaching as the community of truth 

where the members join together to explore reality with an intrinsic 

interest in na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perceptions of 'good' science teaching and to analyze the 

teaching practices of pre-service physics teachers as they change their 

perceptions in order to find out the possible causes of gaps and to draw 

out solu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following 

itemized research tasks.: (1)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perceptions of a 'good' science teaching? (2)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perceptions and their teaching practices for the 'good' science teaching. 

(3) if there is a gap between perception and practice regarding 'good' 

science teaching, what causes it? (4) what do pre-service physics teachers 

suggest as ways to bridge the gap between perceptions and practices?

The six pre-service physics teachers involved were in the Physics 

Education department of a Seoul-based University in the first semester of 

2018. They took the <Physics Teaching Method> course, designed to 

prepare for practicum. The Physics teaching method course proposes 

'good' science teaching to pre-service physics teachers. The course 

discusses the terms, characteristics and concepts of 'good' science 

teaching together with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professors and 

current teachers in charge of teaching classes through related papers and 

books. Based on this, the teachers have tried to gain a deep understanding 

of 'good' science teaching, through videos of teaching and relate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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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roughout the semester in which the 

cours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pre-service physics 

teachers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records of self-reflection 

collected over three sessions, and a weekly report describing the teacher's 

thoughts every week were the main data sources. During the semester, 

in-depth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during the process of continuous 

self-reflection assessment and discussion during the demonstration of 

group teaching and individual teaching to ensure that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perceptions of 'good' science teaching were formed. At 

the end of the semester, I collected in-depth interview data from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both before and after the practicum, while 

trying to apply on-site applications of 'good' science teaching. In addition, 

various materials generated during the course were collected during each 

lecture period such as observation records and the recordings of the 

researchers collected during the course of discussions with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professors, teaching assistants and fellow researchers 

who are current teachers. They recorded material for the purpose of the 

demonstration of classes by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The collected 

data was qualitatively analyzed through deductive content analysis and 

matrix analysis. At that time, the 'good' science teaching analysis 

framework was developed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data analysis. The 

research was developed to enhance the validity of the research itself by 

going through an analytical cycle of constant discussion and review 

involving the research participants, fellow researchers and scientific 

education experts.

The first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good' science teaching 

perceptions of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was directed toward curiosity or usefulness, which can be bo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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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and technical interest(Eger, 1989). In addition, there was a tendency 

to take partial or connective considerations into account with respect to 

the degree of integration between the elements of the teaching (why, who, 

whom, what, how, when, where). In the middle of the semester however,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recognized that the intrinsic problems 

regarding nature should be contemplated and that the elements of the 

teaching should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In other words, most of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recognized that they still needed to pursue 

the direction of love for the class and the integrated consideration of the 

elements of the teaching even after returning from the training exercise. 

This perception has widened the understanding of 'good' science teaching 

beyond what is maintained at the end of the semester.

The second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did not realize as much as they perceived 'good' science teaching 

as being practical. The actual practice of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was different from their perception of 'good' science teaching. Lessons by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appeared to be directed toward curiosity 

or usefulness corresponding to the tool interest, and only partial 

consideration was being given in terms of the connection of the teaching 

elements. However, these gaps in perception and practice regarding 'good' 

science teaching had decreased by the end of the semester.

The third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gap between perception 

and practice regarding 'good' science teaching was due to the various 

levels of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When analyzed around the teaching elements,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had difficulties understanding concepts such as the orientation of 

the class and the meaning of the subject. In other words, when 'good' 

science teaching were implemented,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did 

not think about the intrinsic ‘purpose’ of the teaching and why they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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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them. They found it difficult to ‘present a class subject meaningfully’ 

on what they should teach. It also showed there to be difficulties in how 

to reconstruct the curriculum in teaching and they were unable to link the 

principal of the teaching and the teacher as an individual to the class 

situation.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 students were considered only to 

be objects who needed to understand the piecemeal knowledge. When it 

comes to time, limited class time was the cause of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good' science teaching in relation to other class elements. 

In addition, the 'good' science teaching recognition analysis found that the 

teachers did not consider where the classes were held, such as the school 

environment. In the course of practice, they did not consider places at all. 

Having had difficulties with 'good' science teaching, the teachers wanted 

to know specific ways to implement 'good' science teaching. 

The fourth result of this study drew up four levels to address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when implementing 

'good' science teaching.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auses regarding the gap 

between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perception and teaching 

practices,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when implementing 'good' science teaching were categorized into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level, university-level, school-level and 

social-level solutions.

In conclusion, it is significant that the perception of the 'good' science 

teaching does not revert to the before the lecture or the beginning of the 

lecture. It continues to be in the 'good' science teaching area even at the 

end of the semester after the recognition of the 'good' science teaching 

that they are pursuing in this study. The decline in the size of gap 

between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perceptions and practic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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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od' science teaching is a sign of growth toward 'good' science 

teaching. This is much more than the perception of the 'good' science 

teaching that has persisted while the teachers have experienced practicum 

in the school sites. The changed perceptions of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have become stable. As regards to the results related to the 

analysis of the causes of the gap between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perceptions and their teaching practices, it was specifically 

proposed by categorizing the four main level of how to solve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in implementing 

'good' science teaching. Based on the ‘good’ science teaching analysis 

framework developed in this study and the examples given, we also 

propose some implications for the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and 

practicing 'good' science teaching in the future.

keywords : ‘good’ science teaching,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teaching practice, ‘good’ science teaching analysis frame, practicum, 

teac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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