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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인 구성주의 과학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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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사범대학은 예비교사들 뿐만 아니라 현장의 과학교사들에게도 변화하는 교육과정상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계속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할 펼요가 있다. 사범대학 과학교육과에서 운영하게 될 구성주의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은 현직 과학교사들에게 구성주의 인식론， 학습이론 및 교수내용적 지식을 인

식하게 하여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을 겸한 교과 교육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한다. 나아가 현직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은 모범적인 구성주의 교사들을 실천적 지식이

강한 교사교육자들로 양성함을 그 궁극적 목표로 한다. 구성주의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의 목표， 교과 과정， 사후 관리 방안 및 기대효과 등도 토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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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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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인식론 및 학습이론은 현재 과학교육 및 교육학 전 분야에 걸쳐서 그 이론

적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구성주의 학습이론 및 인식론을 적용하고 실

천할 것으로 요구되어지는 현직 과학교사들은 구성주의 인식론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연

구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론 및 지식에 대해 문외하며 변화하는 교육과정상의 요구에

부응할 만한 교수내용적 지식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범대학에 재학중인 예비 과학

교사들뿐만 아니라 현직의 과학교사들도 구성주의 인식론 및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첨단의 연구 및 이론을 접할 기회가 필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각 사범대학이 주축이

되어 실행할 것으로 요구되어지는 현직의 과학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의 나아가야 할 빙

향， 교과 과정， 사후 관리 방안 및 대외적 파급효과 등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현직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전문가로서의 교사， 즉， 모범적인 구성주의 과

학교사의 정의부터 살펴본다.

1. 구성주의 과학 교사란 무엇을 말하는가(구성주의 과학교사의 이론적

근거)?

구성주의는 현대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서 현대의 과학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주요

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Richardson 1996; Matthews 1994). 구성주의는 학습이

론， 교수이론 및 인식론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쓰여지고 있으나， 구성주의가 현 과

학교육에서 주도적인 패러다임이라는 사실에는 연구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Matthews, 1994; Phillips, 1997a). 건축에서의 은유를 공유하면서 구성주의는 넓게는

하나의 연구 패러다임에서부터 좁게는 개개 학생의 그들 자선의 의미구성을 통한 주변

현상의 이해라는 의미로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 연구 패러다임으로써 구성주의는

과학에 대한 인식론적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학교육과정 개혁 프로그램들을 고취

하고 있고， 과학교육에서 주요 연구 프로그램들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구성주의

교수방법들이 널리 지지되고 있는 많은 교사양성프로그램들의 이론적 근간이 되고 있다.

가. 교육과정 변천사의 고찰을 통한 구성주의 인식론의 위치 확인: 세 가지 유

형의 과학 교사

과학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관점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Baroody &

Cos1ick,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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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학습은 내용의 단순한 암기이다.

이는 전통적인 행동주의적 학습관에서 비롯된 관점으로써 학생들을 용기로서 과학적

내용 지식들로 채워져야 할 대상들로 본다. 과학이 고립된， 관련성 없는， 무의미한， 그리

고 불변하는 사설들， 절차들， 규정들의 집합체이고， 학습자를 교육을 받지 않은， 스스로

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대상들로 본다면， 과학학습은 이미 정해진 정보들을 기

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을 수반할 수밖에 없게된다.

2) 과학학습은 I과학내용의 이해 ' 0 1 며 따라서 유의미한 암기에 학습의 초점을 둔다.

과학이 기술과 개념들의 망상 조직체라면， 과학학습은 과학적 사실， 절차， 규정 및 공

식들에 대한 개념적 바탕 및 이론적 근거들을 이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관

점에 따르면 전통적인 관점과 마찬가지로 과학 학습은 사전에 미리 정해진 내용들을 내

면화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통적 관점과의 차이점은 학습이 단순， 기계적 암기보다는

유의미한 암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3) 과학학습은 과학적 사고능력의 개 발이 다.

과학이 탐구과정 또는 방법이라면， 과학학습은 과학적 탐구 수행에 필요한 문제해결

전략과 추론능력등 사고 단계를 개발시켜야만 한다. 과학학습을 주의 갚게 꾸려진 과학

지식의 내면화 과정으로 보는 다른 관점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관점을 가진 교사들 빚

학습자들은 과학학습을 사고를 확장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해석한다.

교육과정 개혁자들은 전통적인 사실 및 지식암기를 강조하는 과학교육과정에 대한 불

만에서 학생들이 고차원의 사고기술， 즉，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금까지 이러한 개혁 시도를 가장 잘 지원한 예가 미국에서

1960년대와 70년대의 미국 과학 재단 (NSF) 지원을 받아 행해진 과학적 탐구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개혁이었다. 탐구중심 교육과정은 그 이래로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교육을

주도해왔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탐구중심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학업성과에 별다른

기여를 못함으로써 그 목표달성에 실패하였다는 진단이 내려지게 된다. 따라서 1980년

대 이후에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혁의 방향은 크게 세 갈래로 구분될 수 있다:(1)여전히

탐구중심에 초점을 둔 세력 집단과 (2)과학 교수의 목표 및 내용의 변화에 초점을 둔

STS 그룹 및 (3)학생들의 사고 및 발달에 보다 큰 강조를 두는 개념변화 집단이 그것

이다 (Roth, 1992). 이 모든 집단은 개념적 이해의 발달과 고차원적 사고기술의 개발이

라는 개혁의 공통된 펼요성과 목표에 있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었다 즉， 암기

중심보다는 학생들이 과학적으로 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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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구성주의 과학교샤의 자질 및 구성주의 교사양성의 필

요성: 구성주의 과학 교사의 자질 및 그 고유의 특성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대항한 피아제 주도의 인식에서의 혁명에 그 유래를 두고 있는

교육학적 구성주의는 그 자체의 다양한 이론적 분지현상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학습과

정에서 활발히 참여하여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지식을 형성 및 구성해 나간다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다양한 해석과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구성주의는 크게 연구 패러다염으

로서의 구성주의， 사회학적 구성주의， 교육학적 (또는 심리학적) 구성주의， 및 철학적 구

성주의로 나누어 질 수 있다 (Kw삶， 2001; Phillips , 1997b, Ernest, 1995). 이 중 철학적

구성주의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전제들 및 기본 가정들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여러 종류

의 구성주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전문성을 가진 과학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은 반드시 (a) 과학을 가르치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방법 뿐만 아

니라 (b) 그들이 취하고 있는 교수방법이 배경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 (rationale)를 이해

해야만 한다 (Baroody & Coslick, 1998). 즉， 교사들은 단순히 가르치는 비결 이상으로

왜 특정한 교수법이 효괴적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육과정 및 교육학 연

구 패러다임에서 지지， 채택되고 있는 구성주의적 교수방법이 유용한지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상당한 이론적 배경이 필요하다. 이라한 이해가 없이는 현장의 교사들이 어떤

교수법이나 수업에서의 권장사항을 비효과적으로 또는 그릇 되이 실행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이려한 맥락에서 현직 교사들을 위한 구성주의 인식론의 해설 및 소개는 교사 재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 〈표1) 은 행동주의적

학습관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수엽과 구성주의 인식론 및 학습이론에 입각한 구성주의

적 수엽이 어떻게 다른 지를 참고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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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전통적 교수/학습관과 구성주의 교수/학습관의 비교

전통적 교수/학습관 구성주의 적 교수/학습관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정보를 교사는 학생들이 그들의 비공식적인 일상의 지

학습자에 받아들이는， 각 단계마다 이끌 식을 활용해서라도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대한관점 어 주어야 할 무력한 양 떼들 다고 보기 때문에 수업을 문제 해결 전략들을

로봄 설명해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음

각각의 고립된， 제한된 적용
여러 가지 측면의 상호 연결된 수업목표 및 보

학습내용 다 과학적으로 풍부한 수업 들 (즉， 과학적 개념
범위를 가진 학습목표

이해에 수학을 이용 등)

전통적 수업에서는 교사가 대
구성주의 교사는 평가 및 판단을 보류， 자제하는

답의 진위에 대한 최종 평가

자이다. 따라서， 교사는 비판
경향이 있다. 대신 교사는 학생들에 의해 제안된

교사의 역할
적， 평가적으로 학생들의 실수

해결책 및 탑에 대해 그 합리성 및 적절성 여부

를 학생들 간의 합의를 통해 그들 스스로가 평
를 재빨리 지적해내며， 정탑에

가， 판단하도록 장려한다.
대해서는 칭찬을 해준다

학생들은 단독으로， 고립되어 협동적 학습은 수업에서 하나의 정규적이고도

학생들 집단 학습하며， 교사는 주어진 과제 중요한 접근 방법이다. 구성주의 수업에서 학생

활동에 대한 에 대한 학생들 간의 의견교 들은 다른 학생의 사고를 자극， 도전， 촉구하여

7J3::ζ {:j 환이나 상호 협릭을 허용하지 보다 효과적인 전략 및 보다 완전한 이해에 도

。~ζnL 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적 이해나 사고는 외부에서 부여될 수 있는 성질익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개념에

의 적극적인 참여 및 탐구에 의해 구성되어야한다. 이러한 학습자에 의한 적극적인 개

념의 탐색 및 학습에의 참여는 시간과 노력을 들일 만한 과학적 과제를 선정해주는 교

사에 달려있다. 상황을 배제한 무미건조한 개념의 집합체로서의 과학의 암기학습이 아

니라，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는 흥미롭고 도전적인 과제，

지식 구성 및 탐색을 적극 촉진하는 학습환경 및 학생들 간의 대화를 함께 융합시키려

고 노력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학교사는 과학을 가르치는 방법만큼이나 어 떤 과학， 즉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

러한 맥락에서 구성주의적 학습이론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성주의 과학교사의

양성은 물론 현재 활동 중인 교사들을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들로

전환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유의미한 과학 학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하겠다 (Brooks

& Brooks, 1993; Kw.따<:， 2001; Kw따<: & Beeth,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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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교사 재교육의 재고

가. 현재의 과학 교사들의 전형 및 특성은 무엇인가?

교실 현장은 오랜 경험으로부터의 실천적 지식 측면은 강하면서도 현 교육과정 및

대학연구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과 관련 연구들과의 의사소통은 단절된 상태이다. 현

행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의 괴리를 좁히기는

어렵다. 바람직한 교사재교육 프로그램 또는 연수 프로그램은 현장의 교사들에게 견고

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한 실

천적 측면의 교수방법론도 아울러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사 재교육 프로그

램은 이론이 실린 실천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라한 취지에서 각 사범대학 파학

교육과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은 과학교육과 관련된 최근의 이론들

과 함께 이러한 이론의 구체적 구현방법까지 모텔링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개선안

현재의 각 사범대학의 예비교사 양성 프로그램들을 보면 일단 예비교사들은 졸업과

동시에 대학 측과 중 • 고등학교 학교현장간의 벽 이 너무나 두꺼워지고， 대학원에 진학

하는 현직 교사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의 연구자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것이 현

실이다. 그 결과 대학에서의 교과교육 관련 연구들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채 진행되어

왔으며 현직 교사들 역시 각 교과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시대의 연구 결과 빛 이론

적 배경에 대하여는 무지한 상태로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구

자와 현장교사 두 집단의 전문적 성장을 위하여 집단 간 협력이 요구된다. 두 집단 간

의 동료적 관계를 통한 상호간의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교수 방법에 대한 토의， 교수/

학습 상황에 대한 공동의 설계 및 수업， 교실 관찰， 교수 방법론적 기술의 개발， 현장연

구 및 대화가 필요하다. 연구자와 교사들 간의 상호 호혜적이고 서로 의존하는 협력 관

계를 통하여 서로가 공유하는 목표 (교실현장에서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

는 것)를 향하여 함께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모델

하에서， 교사는 그들이 실제 행하는 일상의 수엽에 기초하여 학습하게 되며， 연구자의

연구는 더 이상 교실 생활의 현실로부터 격리된 탁상공론의 관념적인 이론 개발에서 벗

어날 수 있게 된다. 이들 두 집단 간의 전문가적인 인간관계를 개발하고 유지하는데는

갈등과 스트레스가 자연히 수반된다. 그러나 공동의 목표인 학생들의 유의미한 학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업 및 노력일 것이다.

사범대학의 과학교육과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고자 하는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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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교사 교육에서 보다 중추적 역할을 해야함을 인식하게

하는 것을 그 근본 목표로 한다. 교사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일상의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을 함께 이용하여 그때 그

때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비 교사양성 프

로그램은 물론 현직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들은 (예비)교사들이 실천적 문제. 해결력을

양성하도록 도와야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바탕을 둔 연구 및 현장의 중등학교들과의

협력관계의 전통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모범적인 구성주의 교사양성을 위한 사범대학의 교사 재교육 과정

각 사범대학 과학교육 관련 학과에서 운영하게 될 구성주의 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

그램은 교과교육 전문가로서의 과학 교사 양성의 섬각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써 하기 및 동기 방학을 이용하여 현직교사 연수 교육을 통한

구성주의 과학 교사를 양성하고자 한다. 각 대학의 사범대학 과학교육관련 각 학과는

기존의 역할인 예비교사 양성뿐만 아니라 교사 연수 과정으로 영:성된 구성주의 모범 과

학 교사와 함께 현직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양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현직 교사블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

록한다.

가. 구성주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목적

사범대학 과학교육 관련 학과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게 될 구성주의 과학교사 양성을

위한 현직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현재 대학원 과학교육과에서 수행되어온 다양한 연구들

의 교실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

육과정 개발자는 그때 그때의 연구자들이 밝혀놓은 교수/학습이론 및 교육과정 개혁의

필요성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발표하지만， 이를 실제 교실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할 현

장의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이 바탕하고 있는 연구결과 및 원리에 대해

서는 거의 문외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이론을 만들어내고 재발견해나가는 대학원생들이

나 교수들뿐만이 아니라 현장의 각 교실에서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도 학습이 어

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육그과정 개발자

의 원래의 의도를 왜곡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현대의 과학 교육 및 모든 교육분야에서

그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구성주의 인식론 및 학습이론이 어떻게 매일 매일의 교수학

습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를 교사들이 폼소 체험하게 할뿐만 아니라 이들 모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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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성주의교사들을 차후에 각 학교 및 지역내의 현직교사 연수를 이끌어 나갈 수 있

는 모범 현직교사들(exempl따y constructivist teachers)로 양성하는 것을 그 근본 목표

로 한다. 탈리 말해， 단순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대학 교수들에 의해 주기적으로 재교육

혹은 연수를 받아오던 지금까지의 관례를 벗어나 앞으로의 현직교사 연수 혹은 재교육

프로그램을 각 분야에서 담당하거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범적인 교사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해당되는 과학 영역의 교과 내용적 지식에 교수 방법만을 접

목하여 그때， 그때 당면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단순한 의미의 교사의 원초적 역할을

벗어나，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도입하도록 충고 받고 있는 특정한 교수/

학습 접근볍에 깔린 이론적 배경도 이해하고 그 타당성 및 현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

여 스스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지식과 이해를 갖춘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요약하면， 가르치는 기술만을 가진 기술자로서의 교사가 아

니라， 교사 연구자(teacher-reacher)로 양성하는 것을 본 현직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로 한다. 교사의 전문가로서의 성장과정에서 본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위치

및 역할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범대학 강것>
예비교사교육

교과 교육 연구

교사연구자

(teacher-reacher)

현직교사

재교육 (연수)

〈그림1) 구성주의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

결론적으로 본 구성주의 현직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의

수 있다.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1) 구성주의 학습이론 및 제 7차 교육과정 이전에 사범대학 또는 교사 양성 프로그

램을 졸업한 대부분의 현장 교사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 및 실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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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준비가 안된 상태이다. 따라서， 현직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입각한 제 7차 교육과정의 도입， 실시와 함께 교사뜰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에 대해

학습해야 할 필요가 았다. 이러한 교사 측에서의 그들의 변화된 역할 및 교육방법에 대

한 적응 및 인식은 학생들 측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학엽 성취 및 학습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의도된 새 교육과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현장의 (모범적)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혁의 이론적 배경， 변화의 과정 및 이론의 실천화(theory into

practice)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2) 현장 교사들이 변화하는 역할에 대해 적응，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원

장치 및 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즉， 일단 예비교사 교육프로그램을 떠난 후 교실 현장

에 투입된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제 1 급 정교사가 되기 위한 단 한번의 의무적인 자격

연수를 제외하고는 과학 교사들이 변화하는 교육과정상의 요구에 부응할 만한 교수 내

용적 지식 측면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의 재교육프로그램이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현직 교사들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계속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수

단과 자원의 공급이 요구된다.

3) 현장의 교사들도 초보 교사들이나 예비교사들 못지 않게 그들의 수업을 평가적

입장이 아년 관점에서 그들의 수업현장을 참관하여 가르치는 교과내용 분야 및 교수방

법과 관련하여 전문가적 의견과 제안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4) 대학 측의 교사교육자들은 물론 동료교사들로 구성된 역락망 (support network)

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사들 간의 연락망 구축을 통하여 교사들은 그들의 의견 및 지식

을 교환，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의 실패와 성공사례들에서 간접적으

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계기로 그 부산

물로서 교사들 및 대학측의 교사교육자들로 이루어진 연락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러한 교사 측의 교수에 대한 학습 (learning to teach) 및 재교육 과정을 통한

집약적 노력을 통하여 교사들은 (l) 학생들을 위한 바람직한 학습환경 및 학습활동을

고안하는 방법， (2)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에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방법， (3) 학습에서

학습자 스스로의 책임감을 조장하는 방법 및 (4) 교실에서의 학습자 상호간의 또는 학

습자와 교사간의 상호존중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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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과정

사범대학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구성주의에 입각한 공통과학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현대 과학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바탕하고 있는 이론적 배경 (즉， 구성주의 학습이론，

협동학습， 교육과정 변천의 원동력 등등)을 현직의 교사들에게 도입， 소개하여 이들 현

직 교사들을 그들의 교실현장에서 이러한 이론들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교과 교육

잔문가들로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수학습 및 교육연구에 관련된 연구들에 기초하여

그 교과과정이 구성된다. 다음의 순서도는 본 교사연수 프로그램 빚 그 이후의 후속 연

수 및 연구 수행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필댐옆짧렇 |변
Practicuum:

현장교실 떤〉
Follow-Up:

추적 연구

〈그림2>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및 그 이후의 후속 연구 수행과제

구성주의를 자신의 교살 수엽상황에서 구현할 수 있는 (공통)과학 교사 양성을 위해

현재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의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학부 프로그램에서는 구성주

의에 엽각한 교수/학습 방법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예비교사 양성과 관련된 수업과

정들에서 이들 예비교사들은 구성주의 및 교과교육과 관련된 일선의 연구이론 및 방법

론을 접할 뿐만 아니라， 구성주의 교수/학습방법론을 모델링하고 있는 교과교육 교수진

의 영향으로 예비교사들 스스로 학습자의 입장이 되어 구성주의 학습의 실례들을 몸소 체

험해오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현직 교사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현장

교사들에게 관련 교과 교육 및 교수적 내용 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과 관

련하여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실제 적용 과정을 현직교사들이 직집 학습자의 입장

이 되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연수과정의 제 1 단계얀 마이크로티칭 (microteaaching)

에서 제공한다 이 단계에서 현직의 과학교사들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교실수업을 이론

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최근의 교육이론들을 이해해나가면서 이론과 실천의 관련성을

재발견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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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구성주의 연수 교육과정의 제 2 단계 (Practicuum)얀 이론을 실천화(theory

into practice)에서는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사들이 그들 각 자의 교실현장

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내띤화한 교수학습 이론 및 마이크로티칭에서의 경험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현해보는 단계이다. 그러나， 여러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러한

실제 실습 및 적용 단계에서 교사들은 현실의 불리한 여러 가지 여건들 (학생들의 구성

주의 수엽에 대한 생소한 역할， 다른 주변 교사들의 이해 및 원조 부족， 과중한 수업내

용으로 언한 진도 문제 등등)과의 충돌로 인해 쉽게 벽면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사

범대학의 교사 연수를 담당했던 대학의 교수진 및 모범 교사 교육자들은 단지 연수과정

을 마친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 현직 교사틀이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

에서 난국에 부딪혔을 때 이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 주고 이끌어 주는

지도교사(mentor)의 역할을 수행해나가며， 연수를 거쳐간 교사들이 말 그대로의 모범적

인 교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 교사들은 단지 대학 측

의 교수진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들간에도 나름대로의 동료집단을 형성하여 교류와 협

력을 통하고 그들이 당면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나아가， 제 2단계는 현장의 교사들과 대학 측의 교사교육자 간의 협력 하에 액션리

서치 {Action Research}가 실습되는 시기 이다.

각 학교 현장 및 학습자의 관찰 및 수업에서의 실험 처치 등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의 교실 현장 및 동료 교사들의 수업현장에서 연구자료를 수집， 평가 및 이론의 적용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하나의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면서 교육연구자로서의 전문

성이 함양된다. 즉， 기존의 교사들이 발표되거나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통하여 또는 강

의를 통해 교육에 관련된 지식을 피상적으로 접하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교사들 스스로

다양한 현장에서의 교육실천들(educational practices)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과교육

이론 및 지식을 재발견 및 개발해 나가게 된다. 대학 측의 교수 및 교육연구자들과 공

동으로 현장 교사들의 과학수업에서 협동학습이 학습자들의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

하거나 개념변화 학습 방법이 학생들의 과학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등의 액

션리서치를 통하여， 교사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비롯된 지식을 현장에 적용， 평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 지식의 발견에 기여하게 할 수 있다. 연구나 이론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평가하려는 이러한 노력에 의해 교육연구와 교육

실천 사이의 툼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현장

교사를 기존의 단순히 가르치는 기능적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 전문가로서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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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더하게 된다. 나아가， 이들 전문성을 가진 모범적 과학교사들에게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한 적절한 직위 부여 및 자격 인정이냐 승진의 기회 등 신분상의 배려는 보다 우수

한 자질을 가진 교사들을 발굴，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장 교사들의 꾸준한

전문성 개발을 통한 교육전문가로의 성장에는 사범대학 측의 교수진이나 교사교육자들

과의 계속된 연계 및 협력관계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The Holmes Group, 1995). 이러

한 현장으로부터의 교사교육자들 (the field-based faculty)은 (l)교육연구에서의 동료 연

구자로서 (2)모범 적 교수방법의 시범자로서 (3)교생실습 기간 중 도제과정을 통해 예비

교사들을 양성해내는 지도교사로서， 그라고 (4)다른 현장교사들에 대한 교사교육자로서

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Holmes Group, 1995, p. 56). 따라서 이들의 역할

은 다음 제 3단계의 연구과제와 직결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제 3 단계언 교육전문가로서의 현장교사의 단계에서는 연수를

거쳐간 교사틀을 계속 추적하여， 그들이 교사 재교육연수를 마친 후 그 후속의 1년 내

지 2년 동안 어떻게 구성주의 교수/학습적 신념 및 실천에 있어서 변화해 가는 지를 질

문지， 인터뷰 및 대학 측 교사교육자에 의한 수업 관찰， 녹화 등을 통하여 기록， 연구하

고자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들 모범적 교사들은 후속의 현직교사 연수 프로그램

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과 배운 것을 다른 후배나 동료 교사들에게 가르치고 공유하게

되는 교사교육 전문가 (teachers as teacher educators)로서 성장해 가도록 돕는 것이

본 연수 프로그램의 최종의 목표중의 하나이다. 즉， 모범교사의 양성 및 배출을 통하여

앞으로의 교사의 (재)교육은 현장의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모범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궁극적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본 교사연수는 교과

내용적 지식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이론에도 정통하면서도 교육의 여러 이론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지도 알고 있는 모범적 교사들에 의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도

모한다. 이러한 현직교사들의 교사 교육자로의 역할 전환은 경험을 가진 노련한 기존의

교사들에게도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전문 직엽에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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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및 그 이후의 follow-up

시기 내 용 연구 계획 비 고

현장의 과학 교사들은 사범대학의 교사 재교육 프로 재교육 프로그램의 사

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과학 교육연구 분야에서 발견 전단계로서 현직의 교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되고 있는 이론을을 숙지하고， 실천에서 요구되는 사들이 요구하는 프로
에서 현장의 경험과 이

교 개선점을 인식하며， 연구와 설천 사이의 간극을 이 그램의 내용 수렴→프

~ 해하려고 노력한다. 이 때， 과학 교사 재교육을 계 로그램 교육과정의 개
론의 연결 및 이론의

:IT 재발견 (teachers as
로

획， 추진하고 있는 대학 측의 과학교사교육자 및 교 발및 확정
learners: making

J 수들은 과학교사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그들의 필요 교사들의 재교육 프로
connection between

램 에 맞는 교육과정 및 재교육 내용을 조절해 나가야 그램 전， 후의 교수/학
practice and theory)

하고， 나아가， 현장에서 요구되는 과학 교육연구의 습관의 조사 및 기록

주제 및 관심사를 파악하는데 주력 한다.

재교육 프로그램 후 교실현장으로 돌아간 과학교사 。 재교육을 받은 후， 현장

들은 대학 측의 교사교육자들과의 협 력 하에 그들의 으로 복귀하였을 때， 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과학수업을 대상으로 액션 리서치를 수행한다. 이때， 간의 흐름에 따른 교수 문제에 대한 연구 및 해

차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실제 수업으로 실천하는 과정 /학습관의 변화 조사 결자로서의 모범교사들
주

은 단기간의 검사지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액션리서치의 수행， 평 (theory into practice)•
기/-→-

여L→ 6개월에서 1년에 걸치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실제 가및 출판 이때 사범대학과 학교

구 현장에서 이론을 적용하여 수행되는 이 과정에는 현 。 현장연구를 통해 발견 현장의 긴밀한 유대가

장의 교사들과 대학 측의 이론가들 간의 협력이 필 된 새로운 이론의 재적 핵심적 역할을 한다.

수적이다. 용 및 평가

지금까지의 교사 재교육 및 액션리서치의 경험을 통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모

범교사들의 역할 및 교

2
해 함양한 이론 및 실천적 측면에서의 교사로서의

수/학습관에 대한 조사 다음 세대 교육 및 재교

차
전문성을 살려서， 모범 교사틀은 다음 해의 과학교

。 모범교사들에 의한 제2 육의 주축으로서의 모범

주 사 재교육에서 그 연수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설계，
차 교사 재교육 프로그 교사들

「/A- 실행， 및 평가의 단계에서 주도적 역할은 한다， 또

연 한， 이들 모범 교사들은 사범대학 측의 예비교사들，
램의 개발 (exemplary teachers

구
새로운 신참 과학교사들은 물론 현장의 후배 교사들

교육전문가로서의 모범 as teacher educators)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에게 상담， 지도적 교사 (mentors) 로서 역할 한다.

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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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통과학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위에 상술한 표에 따라 본 구성주의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서l

분될 수 있다.

1) 교사들의 교수， 학습， 학습자 및 그들의 교과 내용에 대한 기존의 선념의 변화:

교사들의 교수학습 및 i학습자에 대한 신념은 그들의 전문가로서의 교육을 시작도 하기

전에 오랜 학교 교육 기간동안 학습자의 신분으로 그들의 교사들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대개는 전통적인， 행동주의적 인식론에 바탕하고 있다. 나아가 이라한 교

사들의 전통적 교수/학습관은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쉽게 변화되기 어려

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구성주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사들의 기존 선

념체계의 변화에 도전한다.

2) 교과내용에 대한 학습: 각 과학 교과내용에 관련된 보다 섣화된 지식 및 과학적

방법을 학습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해당되는 교과 영역에 숙달한 교사로부터 배운 학

생들이 그렇지 못한 교사들로 배운 학생들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인다고 한다 (NRC, 2001). 교사들이 이 러한 보다 고차원의 교과내용을 학습함에 있어

서 배우는 구체적인 내용만큼이나 ‘어떻게’ 배우는가가 중요하다. 교과내용을 담당한 대

학의 교수들이나 교사교육자들은 어느 과목을 가르치든 간에 개념적 이해를 강조하여야

한다. 나아가， 교사들의 교과내용의 학습 결과로서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자신의 해당되

는 과학 과목을 학습하는 방법으로서도 탐구(inq띠ry)가 중요하다 (NRC, 2001).

3) 학습자에 대한 학습: 구성주의 인식론의 관점에서 변화해 가는 학습자의 역할 및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예비교사들과 비교할 때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동기 유발 및 학습 준비도 측면에서 이런 섬화된 과목들을 배울 준비가 더 잘 되어 있

을 수도 있다. 즉， 교실 경험을 통하여 학습이론이나 인지이론은 물론 보다 높은 수준의

교과 내용 등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온 현장 교사들은 이러한 고급의 연수 내용들을 더

쉽게 이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이론과 현실의 관련성을 스스로 찾아볼 수도

있게 된다.

미
*
이
사

4) 교수학습에서 실천적 방법론의 학습 (the practice of teaching): 다른 교사들

교사교육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실천에 옮길 수

는 교수방법론을 고안，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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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로부터의 학습 (Learning from Research): 현재 과학 교육에서 행해지고 있

는 얼션의 연구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교사들에게 소개하고 교사들 스스로가 그들의

교수학습 현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액션 리서치 (Action Research)의 장점에 대

해 인식하게 한다. 본 구성주의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출발점으로 하여 현장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교사들이 대학의 교사교육자들， 대학원생들 또는 동료교사들과 함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액션 리서치를 통하여 현장교사들

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 및 지식 발견에 동참하고 나아가 그

툴 스스로의 교실에 새로운 지식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6) 협력적 탐구과정을 통한 학습: 대학의 교사교육자 및 교사들로 이루어진 팀이 과

학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교수학습 상황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에서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동료

들 간의 의견교환 및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속적인 워크숍 및

교실방문을 통한 교사교육자 및 동료교사들의 원조로 이러한 수업개선을 위한 협력관계

를 유지해 나가도록 한다.

7) 인터넷 및 멸티미디어에 대한 학습: 웹 기반 학습 및 다른 강의식 교수학습법을

대신할 수 있는 교육매제에 대해 학습한다.

8) 현직 교사들의 교사교육자들로의 양성 및 교육을 위해， 어떻게 모범적 교사로서

다른 후배교사 및 예비교사들을 지도하는 지에 대한 학습에 필요하다 (즉， training in

being a mentor)

약 4주간 (120시간) 운영될 구성주의에 입각한 공통과학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에

서 다루어질 교육과정 및 개략적인 시간 배당은 다음 〈표2) 와 같다. 보다 상세한 교

육과정의 구성 및 내용은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사들이 원하

는， 필요로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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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사범대학이 주최가 될 (공통)과학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전체 교육 프로그램의 약 20%의 시간
진체 ￡로그램의 전체 표로그램의

시간할당
40%의 시간 40%의 시간

교육과정 교수방법론 수엽
모율 (module)응

과학 교육에서의 동향 과학 교수학습이콘 이용한

내용 (Methods COLπses)
마이크로티칭

1.연구 패러다임 구성주의 학습이론 개념변화학습을 실제 각 교수학습이룬을

2.인식론으로서의 구성 1.개념변화학습에 대한 관 수업에서 어떻게 이용한 수엽 모둘

주의 점변화 적용하는 지를 개발 및 동료

3.교육과정 개혁의 2.협동 (또는 협략) 학습 교수방법론 수 엽에서 교사틀을 대상으로

역사 3 과학사 및 과학철학을 교수나
한 팀티칭 또는

4.교육섬리학의 동향 이용한 과학 수업 (과학 교사교육자들이 그
마이크로티칭을

(대표적인
의 본성과 PCK의 융합)

실해를 모델링 과정을
하여 현장 교실과

교육심리학자
4. 탐구학습 통하여 보여준다

같은분위로

:Piaget,Vygotsky’
5.문제 중심 또는 문제 해 교수를 경험한다

Dewey, etc.)
결학습， 문제 발견학습

5. 액션 리서치 6.Web-based teaching
(설천 활동을 연구 and Ie따ning (infonnation
대상으로 하는 technology)

과학적 연구 방법) 7. S1'S (Science,

6.파학의 본성 Technology , & Society)
(Nature of Science)

7. 과학교육괴 인터넷

8. 교수내용적 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역할분담 1년차 2년차 3년차

대학측의 역할분진간에판라춤촌 { 二i2
------

현장의 모범빠들의역밸4빼빠해 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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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후관리방안 기대효과

구성주의 교사 연수 교육은 단기적 일회용 처방 또는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수받은 교사들을 위한 계속 교육 및 재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원격 교육시스

템을 도입하면 연수 후 현직 교사들의 사후관리 및 재교육을 담당하는 데， 그리고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수를 경험하지 못한 타 현직

교사에게 구성주의 교수/학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아가 본 구성

주의 교사연수 프로그램이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 교육에 미치게 될 기대효과 및 활용방

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현재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범적인 예비교사 양성 프로그램들에서와 같이 대학

의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방법론 수업들 (methods classes)과 각

학교 현장의 직접적 연결을 도모한다. 이때， 본 구성주의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거쳐

간 모법적 교사들이 각 학교 현장에서 염상교사 (cli띠cal teachers)의 역할을 맡아 이론

과 현장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데 기여한다.

2) 앞서 밝힌바와 같이 구성주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현장 교사 인력들

이 향후의 현직 교사재교육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for teachers) 및 계속

교육 프로그램들에서 그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중 · 고등학교 학교 현장과 대학의 교사교육자들 간의 의사소통의 증대를 통하여 교

수 및 학습에 대한 가장 최선의 교수방법론이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4) 나아가 교수/학습에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생성될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 및 새로운 지식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험되고 및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5) 교육과정의 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대학 측의 교사교육자들이나 과학교육 전문가들

과 함께 현장의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NRC, 2001).

‘교사의 전문성 발달의 연속 (the continuum of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이라는 미국의 NRC 모델 〈그림 3> 에 의하면， 교사들은 그들의 전 경력 기간을 통하

여 계속적으로 전문성 성장의 기회를 가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직의

모범적 교사들은 그들이 소속한 학교 현장 및 지역에서는 물론 협력 관계에 있는 지역

의 교사양성 대학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한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들은 교사 개인의 전문성 성장 및 발달을 위한 기회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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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교사 전문성 발달의 연속선 (NRC, 2001 , p. 107)

예비교사 기간

(Teacher Preparation)

도입기간/초보교사
I~

(InductionlIntem ship)

다른 전문적，

직업적 경험들

경력 교사

(Experienced Teacher) •

숙련된 지도적 교사

(ExemplaIYαiIaster/Mentor

Teacher)

계속된 전문적 성장를-----.계속된 전문성 개발를-----.교육전문가로서의 지도적 역할

(Professional Leadership)

과학교사들의 전문성 발달이라는 연속선상에서 교사교육과 관련된 각 부분에 기대되

는 역할은 다음 〈표3> 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3> 은 미국의 NRC (2001) 의

추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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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과학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

해당기관 비고개선 방안 및 권장 사항

정부 빚 | 。 정부는 과학 및 수학 분야에서의 교사 교육 개선의 펼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교 육 인 적 1 。 과학 교사들의 계속적인 현직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원부 j 。 과학 교수/학습을 개선할 수 있는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교사교육은 예비

교사로부터 숙련

된 교육전문가로

까지의 연속된 과

정이다

대학의

교사교육

프로그램

。 사범대학 과학교육 각 과에서는 예비교사들에게 초 · 중등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교과 내용에 맞게 엄선된 과학내용을 갚이 있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학의

교수들은 해당되는 과학내용을 가르침에 있어서 효과적인 교수기법들의 모범을 보

여， 예비교사들이 그들 스스로의 교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즉， 교

사틀이 배우는 구체적인 내용만큼이나 그들이 학습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 사범대학의 예비교사를 위한 과학 과목들은 순수 자연대학에서 개설되는 과목과는 1

[대학 교수들은 오
달리 미래의 과학교사들의 요구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즉， 대학의 교수들은 예 |

1 랜 동안의 현장
비교사들이 해당되는 과학내용 및 과정의 이해는 물론이고， 다른 교과들과의 관려 |

~I 경힘을 통하여 강
성， 학습자의 삶 또는 사회 속에서 과학의 역할， 과학적 태도를 개발하도록 도와야|
한다 |한 교수적 지식을

|가진 숙려된 모
0 교사교육 및 교수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연구하고， 나아가 연구자료에 대한 전자 자 | 귀

|범적 현장 교사들
료망 (database)를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배포한다 |

|로부터 도움을 받
。 사범대학은 졸업생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여 교사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 | 。 A 시사

니라 그들의 업무 성취도를 조사하여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향후 개선을 위해 활용 | 늘 , :M'-f

하도록 한다. 현장 교사들을 위한 계속 교육의 일환으로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과

학내용 또는 교과교육 관련의 대학원 수준의 과목을 개설， 제공하고， 현장의 교사

틀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현직 과학교사 재교육 및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에 대학이 근본적 책임을 진다.

드
。
F
。

중
한

.
교

-
조
하
「

。 초 · 중등학교에서는 대학측과의 협력을 통하여 예비교사들에게 보다 우수한 교생

실습 경험을 서l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현장은 예비교사들에게 교실경험을 얻을

수 있는 실험실 역할을 한다.

。 사범대학과 협력관계에 있는 초 · 중등학교들은 새로 임용된 신참 과학 교사들이 |교육개혁은 교사

현장에 적용하여 전문가로서 성장해 가는 데 그 일차적 책임을 진다 들에게 무엇을 할

。초·중등학교 측은 대학 측과의 협력 하에 현직 교사뜰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 l것인가를 지시함

한다 초 · 중등학교는 대학 측이 현직 교사틀을 위한 대학원 과정의 과목들을 개발 |으로써가 아니라，

하도록 적극 협력한다 이러한 대학원 교육과정에서는 현대의 교육 및 학습이론 및 |교사들이 펼요한

관련 주제들이 다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쳐간 현직 교사들은 협력 | 것을 그들 스스로

관계에 있는 대학익 예비교사들이나 다른 교사틀의 지도교사 (mentor)역 할을 할 1행할 수 있도록

것이며， 나아가 그들이 속한 학교지역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l권한을 부여함으

들은 또한 후속의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및 실행에 그들의 전문성 및 소중 1로써 이루어질 수

한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l있다
。 초 · 중등 학교측은 이들 숙련된 교사들이 교사 재교육 및 예비교사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업무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 현직 교사들에 대한 보상 및 전문 직업에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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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및 토의

본 고에 제시된 사범대학 구성주의 과학 교사 재교육(연수) 프로그램의 운영은 다음

과 같은 대외적 확산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1.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인 7차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

게 된다.

2. 현직 교사들의 구성주의 교사로의 연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범대학 과학 교육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구성주의 예비교사 양성과 접목시켜 이들 예비교사

및 현직 교사들이 이론을 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게 한다. 즉，

이들 예비교사들의 현장 실습(교생 설습) 기간 중 구성주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수료

한 현직의 모범교사들의 학교로 배치함으로써 이들 구성주의 현직 교사들이 예비교사들

의 지도교사 (mento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사범대학 재학

기간 중 배운 교수학습 이론적 측면에 보다 많은 지식을 가진 예비교사들과 몸소 체험

을 통한 실제 상황에서 습득한 지식이 풍부한 지도교사들과의 의사소통 및 상호 보완

과정을 통하여 서로간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구성주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과 더불어 구성주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질적

화를가져올수있다.

변

4. 사범대학의 구성주의 현직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l급 정교사 연수와 대신할 수 있

게 함으로써 현직 교사들이 그들 자신의 재교육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는 본 현직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활동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학원

코스로 지정하여 대학원 학점을 부여하고 교사들의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 위주로 수업과정을 편성한다. 일례로 교사들은 그들 자신의 수업을

녹화한 것 등 여러 가지 교수/학습 상황을 기록한 실례들을 다른 동료 교사들 및 교사

교육자들과 분석함으로써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게 된다.

교사교육 교재로 만들어 출간함으

교육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주의 교사양성 과정의 내용을 구성주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교사들에게도

5. 본

로써 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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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아가， 본 연수를 계기로 현직 교사 재교육을 위한 각 과학 교과별 웹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현장의 교사들의 그들이 당면한 일상의 문제를 대학 측의 또는 다른 전문

기관의 교사교육 전문가들과 전자 메일 상으로 또는 웹페이지 상의 Q&A 코너를 통하

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여러 교사틀의 독특한 교수학습 방법 및 전

략을 교환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나아가 교육과정 개혁 및 다른 과학 교육상의

현안 문제에 대해 안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각 교과 협의회를 온라인 상에 구성，

운영한다. 이러한 웹페이지 상에 전자메얼망Oistservs)이나 이야기방 (chat rooms)을 운

영함으로써 새로운 신참교사들은 물론 예비교사들이 교사들의 공통된 관심사나 이슈들

을 다른 동료 교사들 및 숙련된 교사들과 토의할 수 있도록 한다.

7. 마지막으로 본 구성주의 교사 재교육(연수)을 거쳐간 교사들이 어떻게 그들의 역

할 및 교수방법을 변화 시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를 추적 조사， 연구하여 사례연

구로서 온라인 상에 또는 문서로 제시하여 다른 교사들이 참고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구성주의 과학 교사 재교육(연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구성의

철학적 배경으로 보아 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 중심의 교육 목표를 바람직하게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키워 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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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of a Teacher Re-education

Program for Exemplary Constructivist Science

Teachers at the College of Education

Choe, seung-Urn* . Kwak, Young-Sun**

The college of education at each university needs to provide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with a professional development opportunity so that they can

keep up with a new curriculum and experience professional growth as teachers. The

science education department at a college of education is in charge of developing

the constructivist teacher re-education program. This program will provide

experienced teachers with theoretical foundations and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with which teachers can put constructivist learning theory into practice. An ultimate

goal of the constructivist teacher re-education program is to have teachers develop

into teacher-educators and teacher-researchers who have theoretical as well as

practical knowledge in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The goals of the constructivist

teacher re-education program, courses of the program, follow-up programs and

plans, and expected results and impacts of the program are also discussed.

* 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 , College of Educ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 Gaepo High School in Seo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