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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진화의 산물이며, 생명 현상에 대한 

완벽한 설명은 진화적 역사에 기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Cummins & Remsen, 1992). 생물학에서 진화의 관점을 제외하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으므로(Dobzhansky, 1973), 생명 과학 수업에서 

진화적인 관점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생명 현상의 원인을 궁극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생명 과학의 유일한 공통 개념으로 진화를 선정

(NRC, 2003)한 이래로 미국에서는 생명 과학의 핵심 개념(disciplinary 
core idea) 중 하나로 ‘생물학적 진화: 통일성과 다양성(Biological 
Evolution: Unity and Diversity)’을 포함시켜 왔다(NRC, 2011). 

과거 우리 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진화를 생물학의 중심이 되는 통합

개념으로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화를 과학교육 목표나 지도

상의 유의점에서 언급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한 개의 대단원 또

는 소단원 내용으로만 국한해서 다뤄왔다(Kim & Chang, 2002). 현재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계열 및 

선택과목 선택에 따라 학습 내용의 연계성을 개선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화의 연계성은 이전 교육과정보다 오히려 더 소홀하게 

취급이 되어 왔다(Woo & Cha, 2013). 과거 우리나라 고등학교 생명

과학 교과서의 진화 내용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했었고(Kim & 
Chang, 2002), 최근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진화 관련 내용들은 설명

력이 부족한 요소들을 지님으로써 진화 개념 습득에 오히려 장애가 

되거나, 학생들이 진화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하는데 일조를 해 왔다

(Park, 2013). 미국 교과서의 경우도 진화를 생명 현상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생명 과학 교과 내 일 개 단원으로만 취급함으로

써 의미있는 진화 교수⋅학습을 이끄는 구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고 한다(Nehm & Schonfeld, 2008). 이와 같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진화의 비중은 낮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생명 과학의 

개념을 통합적으로 의미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수 실행 주체인 

교사들이 스스로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교수 실행에 적극적

으로 반 할 수 있어야 한다. 
진화 교육 관련 연구에 따르면, 생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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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이 진화적인 설명에서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다(Nehm & Reilly, 
2007). 많은 교사들이 진화에 대해 제한된 이해 수준을 가지고 있고 

진화를 수용하지 않으며 심지어 생명과학 수업 중 진화 내용을 개인적

인 판단에 따라 생략하기도 하고(Smith, 2010b), 심하게는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일 뿐 진화론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Lee & Lee, 2008). 학교 현장에서 생물 교사들은 진화 

단원을 축소해서 가르치거나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교사들이 진화론을 개인적으로 거부하거나 창조론을 가르

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때문이며, 그런 교사들은 생물 수업에서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한 진화 현상을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Nehm et al., 
2009). 이런 교사들은 진화론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거나 더 많은 

오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진화를 가르치기 더 어렵

게 하는 원인이 됨으로써 진화 교육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진화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개념을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학생들 뿐 만 아니라 교사들 또한 목적론적, 용불용설 

등 많은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Nehm & Schonfeld, 2007; Park et 

al., 2003; Ha et al., 2006). 교사의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정도는 그 교사의 수업에 향을 미치며(Smith, 2010b), 진화에 대한 

교사의 제한된 지식이나 이해 또한 진화 교수⋅학습에 부정적인 향

을 미친다(Smith, 2010b). Meadows et al.(2000)은 진화 수용의 결핍

이 진화 이해를 방해한다고 하 으며, 교사의 진화 수용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종교적인 신념을 들고 있다. 교사의 창조적 신념이 

생명 현상에 대한 개념적인 오류 및 대안 개념을 낳음으로써 학생들

의 생물학 학습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이다(Silva et al., 
2014). 또한 Rutledge & Mitchell(2002)은 진화 수용도가 낮은 교사일

수록 진화과정에 대한 피상적 지식 구조를 갖는 반면에 진화 수용도

가 높은 교사들은 세분화된 지식 구조를 바탕으로 수업에서 과학적 

증거를 들어 진화를 설명하며, 진화 수업에 투자하는 시간도 수용도

가 낮은 교사보다 더 높다고 했다.
진화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진화가 통제

된 실험으로부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으며 진화를 뒷받침하는 증거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과학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Smith, 
2010a). 학생들은 일상 언어, 경험 법칙, 심리적인 요인과 같은 원인으

로 형성된 대안 개념들로 인해 생명 현상이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있다거나, 본래 가진 본질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Smith, 
2010b). 이러한 오개념들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선행 경험들을 통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뿌리가 깊어 쉽게 과학 개념으로 바뀌

지 않는다(Bishop & Anderson, 1990). 그러므로, 특히 생명 과학 교사

는 진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화를 생명 과학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인지해야만, 진화적 관점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들을 재구성

하여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화 단원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진화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어

야 한다(Lee & Cha, 2011). 하지만, 현재 생명과학 교사 양성 프로그램

은 예비 교사들에게 진화의 실용적인 가치를 인식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Ha & Lee, 2011). 또한 진화 교수⋅학습에 부정적인 향

을 미치는 교사 변인에 대한 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과학 교사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 및 적용되어 왔지만

(Lee, 2012; Ku, 2013), 교사들 자신이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 널리 활용되어 오지 못했다. 
생명 과학 교사 양성 과정 및 생명과학 교사 재교육 과정에서 진화

에 대한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수 실

행 주체인 교사 자신이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교사들의 생명 과학 수업 내용을 심층적

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사로서, 진화 교육에 관한 ‘연구 경험이 있는’ 
교사들과 진화 교육 ‘연구 경험이 없는’ 교사들의 교수 실행 사례를 

비교해 봄으로써 생명과학 교사들의 진화의 중요성 인식이 생명과학 

수업에 향을 미치는 지를 질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이 연구는 진화 연구 경험이 있는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생명과학 

교사들의 생명과학 수업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진화 연구 경험이 있는 생명과학 교사와 진화 

연구 경험이 없는 생명과학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연구대

상 교사들의 생명과학 수업 계획과 수업 실행 그리고, 진화 수업 계획

서를 작성하게 했다. 실제 연구 대상들이 진행하는 생명과학 수업 

내용을 녹음하여 전사했다. 연구 대상 교사들의 진화 개념 및 수용 

검사를 수행했으며, 수업 계획 및 수업실행 자료들을 분석틀에 따라 

그들의 진화 개념 및 수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수업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수집이 필요한 내용들의 목록을 마련하여 사후 면담을 

통해 연구자의 분석 내용이 맞는 지 확인함으로써 자료의 신뢰도를 

높 다.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진화 연구 경험이 있는 생명과학 교사

들과 없는 교사들 사이에서 수업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았다. 이를 위해 수행한 연구 절차는 Figure 1과 같다.  

1. 연구 대상

연구를 위해 네 명의 고등학교 생명 과학 교사를 목적 표집하 는

데, 그들에 대한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이 연구에서 진화교육연구경

험교사는 ‘진화교육 관련 연구 주제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교사’
를 의미한다. 진화 교육 연구 경험 교사로서 진화교육 관련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은 생명과학 교사 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경력이

연구 주제 

선정 및 선행 

연구 고찰

→
연구 대상 

선정 및 사전 

면담

→

생명 과학 

수업 자료 

수집 → 검사지 →
수업 자료 및 

검사지 결과 

분석 및 면담 

계획서 개발

→ 사후 면담 → 자료 분석 및 

해석
→ 결론 

도출⋅CoRe
⋅수업녹음

⋅PaP-eRs

Figure 1. Research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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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표집을 할 수가 없었으므로 목적 

표집을 하여 사례 연구를 했다. 
A와 B는 대학원에서의 연구 경험이 없는 고등학교 생명 과학 교사

고, C와 D는 H대학교 대학원에서 ‘진화교육’ 관련 연구 주제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력은 연구 대상 모두 5년 이상이었는

데, 진화교육 연구 경험 교사 C는 14년으로 가장 교직 경력이 많았다. 
A교사만 남자 교사 다. A와 D교사는 종교가 없었고, B와 C교사는 

각각 기독교와 천주교도 다. 자료 수집 당시 A와 C교사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었고, B와 D 교사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생명과학 I을 가르치고 있었다.

2. 자료 수집

가. 수업 자료들

연구 대상 교사들의 생명과학 수업 실행 과정은 스스로 녹음해서 

전송받았다. 수업 실행에 미칠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가 

진화 교육관련 연구라는 사실을 자료수집 전에는 밝히지 않았고, 자
료수집 후에 알렸다. 교사들의 녹화 수업 단원명을 미리 선정하거나 

안내하지 않고, 그들과의 자연스러운 사전 면담 과정을 통해 진화 

단원과 비진화 단원 수업 각각 2차시 정도씩의 수업 실행 내용을 녹음

해서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생명과학 수업 주제

들은 Table 2와 같다. 
연구 대상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관점 및 수업 진행의 특징을 파악

하여 교수 실행에 반 된 교사의 의도를 더 면 히 확인하기 위해 

수업 전과 후에 교사들로부터 CoRe와 PaP-eRs를 작성하게 하 다. 
생명과학 교사들의 교수 실행 시 개념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Loughrna et al.(2004)이 활용했던 CoRe 
(Content Representation)를 사용했다. CoRe는 수업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Big idea)을 중심으로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들이 8가지 항목에 

대해 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요 개념들의 개요, 대안 개념들에 

대한 지식,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통찰력 있는 방법, 혼동되는 부분을 

아는 것, 효과적인 배열, 개념들의 구조에 대한 중요한 접근 방법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PaP-eRs (Professional and Pedagogical 
experience Repertoire)는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서 강조한 특정 수

업 부분이나 내용에 대한 담화적 설명으로, Loughrna et al.,(2004)이 

특정 교수 활동에서의 교사의 생각과 행동 및 추론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했던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업을 실행한 교사 자신이 

수업 후 특정 형식 없이 자유롭게 PaP-eRs를 작성하게 하 다. 
미경험 교사 A와 경험 교사 D의 경우에는 생명과학Ⅰ수업만 담당하

고 있었으므로, 진화에 대한 수업 실행 동 상 수집이 불가능했으므로, 
‘진화의 증거’란 주제의 수업계획서를 요청하여 이에 대한 수업 계획서

를 작성하게 했다. 작성한 수업 계획서는 교사들의 수업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수집된 수업 계획

서는 기존의 수업 지도안과 유사한 형식으로 요청했지만, 전체 내용을 

구어체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실제 수업 실행에 준하는 좀 더 상세한 

시나리오를 얻을 수 있었다. 연구자가 수업 계획서 예시안을 일종의 

양식으로 개발하여 제공했고, 교사들은 그 예시안과 같은 양식으로 작

성할 수 있게 했다. 그 예시안은 진화교육 관련 주제로 10년 이상 연구

해 온 생물교육 전공 교수 1인과 생물교육 박사과정 2인, 생물교육 

석사과정 2인에게 안면타당도를 의뢰하여 수정 과정을 거쳐 완성한 

것이었다.

나. 검사도구

모든 수업에 대한 자료 수집이 끝난 후 교사들의 진화 개념 및 

수용 검사를 실시했다. 연구 대상 교사들의 진화 개념 및 신념에 

따른 교수 실행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차이가 있

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이 연

구에 사용된 진화 개념과 수용 검사지는 Rutledge & Warden(2000)
이 진화 수용, 진화 개념, 과학의 본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했던 검사지를 사용하 다. 개념 검사 문항으로 총 21문
항 중 진화 개념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 관련 문항 1개를 제외한 나머지 20문항으로 검

진화 교육 연구 미경험 교사 진화 교육 연구 경험 교사

A B C D
성별 남 여 여 여

경력 5년 5년 14년 6년
학력 학사 학사 석사 석사

종교 없음 기독교 천주교 없음

진화 연구 경험 없음 없음 석사과정 2년 석사과정 2년
수업 학년 (과목) 고3(생Ⅰ) 고2(생Ⅰ) 고1(과학) 고3(생Ⅱ) 고1,2(생Ⅰ)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research subjects

교사

수업

진화 교육 연구 미경험 진화 교육 연구 경험

A B C D

비진화
1차시 방어작용 호흡계와 순환계 명반응과 암반응 소화계와 호흡계

2차시 군집 배설계 DNA 복제, 전사, 번역 순환계와 배설계

진화

1차시 진화의 증거
생물은 모두 DNA를 가지고 

있을까? 동물계 진화의 증거

2차시 - 우리는 부모를 닮지만 왜 

똑같지는 않을까? 개체군의 진화 -

Table 2. Lesson topics in high school biological science classes taught by research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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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 다. 최종 확정된 검사지는 진화 수용 검사지는 긍정 문항과 

부정 문항이 혼합된 총 20개 문항에 대해 5단계 리커트 척도로 반응

하도록 되어 있다. 긍정 문항을 기준으로 1점은 진화론에 대한 낮은 

수용 정도를, 5점은 높은 수용 정도를 나타낸다. 점수 범위는 20점
에서 100점 사이에서 나타나며, 각각 높고 낮은 수용의 정도를 의미

한다.

다. 면담

교사들의 진화에 대한 견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업을 

모두 마친 후에 심층 면담을 하 다. 면담 시간은 교사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교사에 따라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

었다. Lee & Cha(2011)가 개발한 반구조화된 질문지 양식을 수정하여 

본 연구를 위한 면담에 사용할 질문지를 개발하 다. 질문지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성을 했는데, 배경질문, 생물 교육과 진화, 수업자료, 
생물 교육에서 진화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등이었다.

‘배경질문’ 범주는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 교사의 기초 정보를 수집

할 목적으로 교직 경력, 교원자격증, 최종학력, 종교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했다. ‘생물 교육과 진화’ 범주는 생명과학 교과를 구성하는 7개 

대단원 역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단원을 순서대로 배열하게 함

으로써 생명과학 수업에서 진화의 중요성과 진화의 통합적 역할 인식 

및 활용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에서 진화가 어떻

게 제시되어 있는지, 진화 교육과 종교는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역 세부 질문 내용

진화의 중요성

1. 생명과학 교과의 7개 대단원 역을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2.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3. ‘진화’가 생명과학 수업에서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하는가?

진화의 통합적 역할 인식 및 적용

1. ‘진화’를 생명과학 수업시 전 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2. ‘진화’를 제외하고 생명과학 수업 시 전 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있는가? 그 이유는?
3. ‘진화’ 개념을 ‘진화’ 단원 이외 역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는가?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서의 진화에 

대한 평가

1. 현재 생명과학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서 ‘진화’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 현재 ‘진화’를 수업할 때 느끼는 어려운 점은?
3.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 ‘진화’가 어떻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종교적 신념과 진화 수업의 관계

1. ‘진화’ 수업시 교사의 종교가 수업에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2. ‘진화’ 수업시 학생의 종교가 교사의 수업에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3. 학생의 종교가 ‘진화’ 학습에 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Table 3. Questions of ‘biology education and evolution’ category

 역 세부 질문 내용

비진화 수업

1. 진화적 설명 방식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2. 진화적 설명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발췌된 수업상황 녹음 제시 후]
 이 설명에 진화적인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측면에서 진화적인 관점이 포함되었는가?
설명에 진화적인 관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진화적인 관점을 드러내서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진화적인 관점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가?
4. CoRe, PaP-eRs로부터 도출된 질문

진화 수업

1. 학생들이 이 내용을 아는 것은 어떤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 ｢발췌된 수업상황 녹음 제시 후]
 이 설명의 어떤 측면에서 진화적인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3. CoRe, PaP-eRs로부터 도출된 질문

Table 4. Questions of ‘lessons classes’ category 

지를 물어 생물 교육에서 진화가 가지는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교사들

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생물 교육과 진화’ 범주에 대한 질문들은 Table 
3과 같이 네 가지 하위 역에 대한 세부 질문 내용들을 구성했다.

‘수업자료’ 범주에 관한 질문들은 교사들로부터 제공받은 교수 내

용에 따라 다르게 구성했다. 교사들로부터 크게 진화 관련 단원 수업

과 비진화 관련 단원 수업 실행 과정을 녹취하 으므로 두 역에 

따라 질문의 내용은 달랐지만, 문항의 형태는 유사했다. 특히, 오개념

이 포함된 진화적 설명이 드러난 경우는 발췌하여 면담에 포함시켜 

각각의 연구대상 교사들에게 수업 내용에서 설명한 내용이 오개념인

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 다. 각 수업 전후에 

교사들로부터 받은 CoRe, PaP-eRs의 내용들도 ‘수업자료’ 범주의 면

담 질문 구성에 반 하여 개발했다. ‘수업자료’ 범주의 세부 질문 내

용은 Table 4와 같다. 
‘전반적 인식’ 범주에서는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화 교육 연구 경험 유무에 따라 

두 그룹의 문항 구성을 달리 하 다. 진화 교육 연구 경험 교사에게는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 및 그 이후의 교수⋅학습 실행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을 구성했다. 그리고 진화 교육 미경험 교사에

게는 진화에 대한 인식 및 진화 개념을 향후 교수⋅학습 실행에 활용

할 의향이 있는지,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을 하 다. 이는 각 교사들이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

는 것이 정말 수업 실행에 필요한 요소인 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전반적 인식’ 범주 질문 문항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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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세부 내용

진화의 중요성 

인식

1. 진화의 중요성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 자신이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3.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진화 연구와 

생명과학 

교수⋅학습

1. 연구할 때 관심 분야는 무엇인가?
2. 연구하는 동안 앞으로의 수업에 반 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인가?
3. 연구를 하고 난 후 수업할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4. 연구를 하고 난 후 수업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5. 진화적인 관점으로 수업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6. 진화적인 관점으로 수업할 때 어려운 점은?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발자들에게 바라는 점은?

Table 5. Questions to identify ‘overall perceptions’ category for teachers with research experience of evolution education. 

 역 세부 내용

진화의 중요성 인식

1. 생명과학 교수⋅학습에서 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 진화의 원리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은 무엇이 있는가?
3. 자신이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4.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진화 교수⋅학습에 

대한 인식

1. 생명과학 전 역에서 진화적 관점을 수업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2. 진화적인 관점으로 수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은?
3. 앞으로 수업시 진화적인 관점으로 가르칠 의향이 있는가?
4. 진화적인 관점으로 수업할 때 예상되는 어려운 점은?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발자들에게 바라는 점은?

향후 진화와 관련된 

행동의 변화

1. 진화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2.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연수가 개설된다면?
3.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연수를 들었을 때 어떤 과목의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가?

Table 6. Questions to identify ‘overall perceptions’ category for teachers without research experience of evolution education. 

Table 5 그리고 Table 6과 같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

가. 교수 실행 자료 분석

교사들의 생명과학 관련 수업이 녹음된 자료는 글로 전사하 다. 
교사들의 비진화 수업과 진화수업 사이에서 나타나는 진화 주요 개념 

및 진화 기작에 대한 대안 개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업 실행 전사물

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범주화하 다. 먼저 교사들의 수업에서 나타

나는 진화 주요 개념을 비진화 수업과 진화 수업으로 나누어서 분석

하 다. 그리고 수업 실행에서 나타난 진화 관련 오개념을 진화 주요 

개념과 진화 기작에 대한 대안 개념에 대하여 각각 분석하 다. 이런 

분석 기준을 이원화한 것은 진화 기작에 대한 오개념에 따라 어떤 대안 

개념에도 속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진화 개념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 진화론을 구성하는 7가지 주요 개념들 추출

교사들의 수업에 포함된 진화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Table 7과 

같이 Mayr(1982), Smith(2010b) 그리고 Nehm et al. (2010)이 사용한 

진화적인 설명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을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7가

Mayr(1982)에 의한 

진화 주요 개념들
Smith (2010b)에 의한 진화 주요 개념들

Nehm et al.(2010)에 의한 진화 

주요 개념들

⇒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한 

진화 주요 개념들

개체군 내 변이 무작위 개체들 사이의 향력 또는 

변이의 원인
변이

변이의 기원 개체들에서 종내 변이의 기원 및 역할

변이의 유전
개체에서 표현형적 변이의 유전 가능성

변이의 유전 변이의 유전 및 적응
개체군에서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변이 축적(적응)

제한된 자원 개체들에 의한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
경쟁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
제한된 자원

제한된 생존
개체들의 서로 다른 생존률 (적응에 기반) 개체들의 차등적 생존 자연선택 (차등적 생존률)

차등적 생존

생물 번식 능력 개체들의 서로 다른 생식력
자손의 높은 생식력 또는 

과잉생산
차등적 생식력 및 과잉생산

개체군 내 변화
개체군 내에서 특정 유전형질을 가진 개체들의 분포 변화

변이의 분포 또는 빈도에서 세대 

간의 변화

개체군 내 빈도 변화
종들의 분포 및 생물 지리학

종의 기원
종분화 및 대진화

대진화멸종

개체군 안정성

Table 7. Core concepts of evolution used in the study and the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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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요 개념을 추출하 다. 
연구자 1인이 전사물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범주화 한 내용을 10년 

이상 진화 교육 연구를 해 온 생물교육 전공 교수 1인, 생물교육 박사과

정 2인, 생물교육 석사과정 2인에 의뢰하여 안면 타당도를 확보한 후 

최종 연구 결과로 확정했다. 또한 분석된 결과물들은 사후 면담 질문지 

개발 시에 활용하여 더욱 심층적으로 교사들의 진화에 대한 견해 및 

교수 실행에 반 된 진화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준거로 사용하 다.

2) 진화 기작에 대한 대안 개념들 설정

교사들의 수업에 포함된 진화 기작에 대한 대안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Table 8과 같이 Ha & Cha(2006), Lee et al.(2007), Jung & 
Kim(2009), Nehm et al.(2010)이 연구에 활용했던 ‘자연 선택’이외의 

대안 개념들을 7가지로 압축했다. 예를 들어 ‘예정된 방향적 설명’과 

‘직선형 설명’은 둘 다 생물의 진화 과정을 가지치기형이 아닌 직선형

으로 설명한다는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러나, ‘예정된 방향적 설명’
은 생물의 진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반면, 
‘직선형 설명’은 어떤 목표는 없다는 데 그 차이가 있다. ‘환경 적응적 

설명’은 생물의 진화를 환경에 반응한 적응현상으로써 설명하는 경우

를 말한다. 이러한 ‘환경 적응적 설명’의 대표적인 학생 응답 형태로

는 ‘더운 환경에 적응하여 흑인 아이가 태어난다’, ‘계속 절단하기 

때문에 몸이 적응하여 짧아질 것이다’ 등을 말한다(Lee et al., 2007).

나. 검사 도구 분석 방법

진화 개념 검사지는 총 20문항에 대해 각 문항당 5점씩 배점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채점했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높고 0점에 가까울수

록 낮은 진화 개념 수준으로 해석하 다. 진화 수용 검사지는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형 문항의 경우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에 대해 각각 1점, 
2점, 3점, 4점, 5점을 부여하 으며, 부정형 문항에서는 이를 역변환하여 

점수화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합산된 점수는 89∼100점은 아주 높은 

수용도, 77∼88점은 높은 수용도, 65∼76점은 보통의 수용도, 53∼64점
은 낮은 수용도, 20∼52점은 매우 낮은 수용도로 해석하 다.

다. 면담 내용 분석 방법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한 후 전사했다. 전사물은 동일한 1차적으로 

범주를 만들어 가면서 분류한 뒤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의미 있

는 내용끼리 재차 묶어 나가는 범주화과정인 불변적 비교법을 사용했

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 1인이 1차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만

든 결과물을 10년 이상 진화 교육 연구를 해 온 생물교육 전공 교수 

1인, 생물교육 박사과정 2인, 생물교육 석사과정 2인의 집단 타당도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범주 합의 후에 연구 결과로 삼았다.

Ⅲ. 결과 분석 및 논의

진화교육 연구 경험이 있는 교사들과 연구 경험이 없는 교사들의 

진화에 대한 개념 및 수용 여부와 그들의 교수 실행에 반 된 진화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진화 교육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

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진화 교육 연구 경험 및 미경험 교사들의 진화 개념 및 수용 차이

연구 대상 교사 네 명의 진화 개념 및 수용 검사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진화론의 개념 검사 결과 경험 교사가 미경험 교사보다 

평균 점수가 더 높긴 했지만 네 명의 교사 모두 높은 진화 개념 이해 

수준을 나타냈다. 이렇게 해석한 기준은 Rutledge & Warden(2000)에 

미국 인디애나 주의 현직 생명과학 교사 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21문항, 평균 74.45점)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개념 검사지 

내용상으로 응시한 교사들은 적응 방산, 대진화의 증거, 화석 기록과 

같이 주로 대진화 개념에서 오답을 하 다. Kim & Cha(2014)도 한국

의 생명과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진화 개념 조사 연구에서 생명

과학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대진화 개념이 우수하지 않다고 하 다. 
우리나라 생명과학 교사들이 가르치는 진화 관련 내용이 대진화 개념

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대진화 개념 향상을 도울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진화론의 수용 검사 결과 미경험 교사 B를 제외하고 모두 매우 

Ha & Cha(2006) Lee et al.(2007) Jung & Kim(2009) Nehm et al.(2010)

⇒

자료분석에 사용된 진화 기작에 대한 대안 

개념들

용불용설적 설명 용불용설적 사고 용불용적 사고 용불용설적 설명

목적론적 설명 목적론적 사고 목적론적 사고 teleology 목적론적 설명

예정된방향적 사고 예정된 방향적 설명

직선형 경로 직선형 설명

창조론적 설명 창조론적 사고 창조론적 사고 essentialism 창조론적 설명

내부의지적 설명 intentionality 내부 의지적 설명

환경적응적 사고 환경 적응적 설명

Table 8. A bibliography of alternative concepts of evolutionary mechanisms 

미경험 경험

A B 평균 C D 평균

진화 개념 90 85 87.5 95 85 90
진화 수용 95 73 84 96 93 94.5

Table 9. Comparison test scores for conception and acceptances of evolu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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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용도(89∼100점)를 나타냈다. 이는 Rutledge & Warden(2000)
이 미국 인디애나주의 현직 생명과학 교사 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평균 77.59점)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진화를 높은 정도로 수용하고 있었다. 보통의 수용도(65∼76)를 보인 

미경험 교사 B는 기독교도로 대부분의 문항에 ‘아주 그렇다’ 또는 

‘전혀 아니다’와 같이 확정적인 답변 대신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

다’에만 답하는 중심화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가장 낮은 진화수용을 

나타냈다. 또한 그는 서로 반대되는 문항들에 대해서도 ‘보통이다’로 

답함으로써 다른 교사들에 비해 진화론에 대한 확신이 낮고 이에 대

한 극단적인 판단을 꺼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미경험 교사 B는 진

화 개념 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진화를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

을 나타냈는데, 종교적인 신념이 진화 수용에 향을 미친다는 기존

의 선행 연구(Francis & Greer, 2001; McKeachie et al., 2002; Nehm 
& Schonfeld, 2007)결과에 따라 이 교사의 종교가 진화를 수용에 

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도 있다.

2. 진화 교육 연구 경험 및 미경험 교사들의 생명 과학 교수 실행 차이

진화교육 연구 경험 유무에 따른 교사들의 교수 실행과정에서 나타

난 진화 주요 개념 활용 양상 및 대안 개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교수 실행에서 활용된 7가지 진화 주요 개념 양상

수집된 수업과정을 전사한 자료에 따르면, Table 10과 같이 진화교

육 연구 경험 교사들은 7가지 진화에 대한 주요 개념 활용 양상에서 

미경험 교사들과 달랐다. 진화 연구 미경험 교사들은 총 20번의 진화 

주요 개념을 사용한 반면에 진화 연구 경험 교사들은 총 48번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경험 교사 집단은 20번 중 14번 ‘대진화’ 개념만

을 주로 사용하여 교수한 반면, 경험 교사 집단은 ‘대진화’ 개념을 

17번이나 사용하기는 했으나 대진화 개념 이외의 6가지 진화 주요 

개념들도 활용했다. 
분석결과 두 그룹 모두 오개념이 8회씩 관찰되었는데, 교사들로부

터 제공받은 수업 내용 및 학년이 상이하여 오개념의 횟수 그 자체만

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진화 주요 개념별로 사용

한 총 횟수에 대한 오개념 수의 비율은 미경험 교사의 수업실행에서

는 40%, 경험교사의 경우는 16.7% 으므로, 미경험 교사의 교수 실

행과정에서 오개념이 더 높게 났다. 미경험 교사에게는 ‘제한된 자원

에 대한 경쟁’, ‘자연선택(차등적 생존률)’, ‘대진화’ 개념에서 오개념

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 ‘대진화’ 개념에서 

가장 많은 오개념이 관찰되었다. 경험 교사에게는 ‘변이’, ‘변이의 유

전 및 적응’,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 ‘자연선택(차등적 생존률)’, 
‘대진화’ 개념에서 오개념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대진화’ 개념에서 

가장 많은 오개념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진화 개념 활용에 대한 내용상의 차이는 미경험 A와 

경험 D 교사로부터 동일한 수업 주제로 받은 수업 계획서를 통해

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고래를 이용한 화석상의 증거

에 대해 설명하는 수업 장면에 대한 두 교사의 수업계획서 내용의 

일부이다.

<미경험 교사A>

고래의 진화 과정 그림을 보면, 오늘날의 고래와 달리 고래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화석에서는 뒷다리가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증거는 <대진화>현재 수중 생활을 하는 포유류가 육상 생활을 하는 포유

류로부터 진화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 교사 D>

오늘날의 고래는 뒷다리와 발뼈가 몸 속에 흔적으로 남아 있고, 수영하기

에 적합한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래의 조상인 파키세투스

는 육지에 사는 포유류로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 세대가 

지난 뒤, 암불로케투스는 앞다리와 뒷다리에 물갈퀴를 가지고 있어 수중생

활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육상생활에서 수중생활로 바뀌게 되었는지 

모르나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아마도 서서히 물이 유입되는 환경에 처해지게 

됐거나, 육지에서 점차 바다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차등적 생존률, 자연선택)>세대

를 거치면서 물갈퀴를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게 되었을 겁니다. 또 
<변이><적응><개체군 내 빈도 변화>수 세대가 지나 뒷다리가 짧은 형태를 가진 개체들

이 뒷다리가 흔적으로만 남은 개체들이 많아졌을 것이고, <대진화>지금의 고래

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의 고래도 진화 중이겠지만 진화는 수 천 또는 수 

만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일이라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두 교사의 설명에서 미경험 교사 A는 과거와 현재의 고래 화석

을 비교하여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서 진화 주요 개념 7가지 

중 ‘대진화’ 개념만을 활용하여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경
험 교사 D는 과거와 현재의 고래 화석을 비교하여 그와 같은 형질을 

얻게 되기까지의 진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며 진화 주요 개념 

7가지 중 6가지 개념들을 활용하여 설명을 했다. 
‘비교해부학적 증거’ 중 상사 기관에 대한 설명에서도 다음과 같이 

미경험 교사 A는 ‘대진화’ 개념만을 활용한 반면, 경험 교사 D는 ‘적
응’ 개념을 함께 활용하여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포함시켜 설명함

으로써 학생들의 진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주요

개념

교사

변이
변이의 유전 

및 적응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

자연선택 

(차등적 

생존률)

차등적 

생식력 및 

과잉생산

개체군 내 

빈도 변화
대진화 합계

전체 진화 개념 수에 

대한 오개념 수 비율(%)

미경험

교수 실행에서 나타난 

주요 진화 개념 수
1 0 4 1 0 0 14 20

오개념 수 0 0 4 1 0 0 3 8 40

경험

교수 실행에서 나타난 

주요 진화 개념 수
7 6 2 6 1 9 17 48

오개념 수 1 1 1 1 0 0 4 8 16.7

Table 10. Frequencies and percentages of core concepts and alternative conceptions of evolution used in teach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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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험 교사 A>
<대진화>감자는 식물의 줄기에서 고구마는 뿌리에서 발생했지만 모양과 

기능이 비슷하며, 새의 날개는 앞다리에서 진화한 것이고 곤충의 날개는 

표피에서 진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발생의 기원은 다르지만 모양과 기능

이 비슷한 기관을 상사기관이라고 합니다.

<경험 교사 D>

새의 날개와 곤충의 날개는 기능이 동일하지만 해부학적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대진화>새의 날개는 앞다리가 변화한 것이고, 곤충의 날개는 

표피가 변화한 것입니다. 해부학적 기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적응>같은 환경에 처해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생물이 진화하지 않는다면 상사 기관을 설명하기 

어렵겠죠.

이처럼 미경험 교사 A는 진화의 증거 다섯 가지를 설명하면서 모

두 ‘대진화’ 개념만을 활용한 반면, 경험 교사 D는 ‘대진화’ 개념 뿐 

만 아니라 다른 진화의 주요 개념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설명했다. 
진화는 개체군 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세대를 거칠 때 발생하는 개체

군 내 유전자 풀의 변화인 ‘소진화’와 오랜 시간 동안 소진화의 축적 

및 자연선택을 거쳐 일어나는 종분화 과정인 ‘대진화’로 구분된다. 
Nieswandt & Bellomo(2009)는 진화에 대한 의미있는 이해는 사실 

뿐만 아니라 과정에 입각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종분화에 의한 ‘대진

화’ 과정의 이해는 ‘소진화’ 개념에 연결하여 이해할 때 더 쉽고 이해

가능하다. 진화교육 연구 경험이 있는 교사 D는 ‘대진화’를 ‘소진화’
에 속하는 다른 진화 주요 개념들과 함께 설명함으로써 과학으로써 

진화론이 가지는 잠재적인 설명 능력 및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나. 교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오개념과 그 오개념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차이

교사들의 교수실행 과정에서 드러난 8가지 오개념들을 각각 두 

번째 분석 기준인 진화 기작에 대한 대안 개념에 따라 분류하 는데,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진화에 대한 오개념은 진화 교육에 대한 

연구 경험 유무와는 상관없이 모든 교사들에게 관찰되었으며 미경험 

교사에게는 ‘내부 의지적 설명’에서, 경험 교사에게는 ‘예정된 방향적 

설명’에서 가장 많은 오개념이 드러났다. 
그러나, 자신들의 실행 과정에 오개념이 포함된 사실을 제시했을 

때, 두 집단의 반응은 크게 달랐다. 미경험 교사들은 녹취된 교수 실행 

자료에서 본인의 설명에 포함된 오개념을 여러 번 들려 주어도 스스

로 무엇이 오류인지를 인식하지 못했다. 다음은 미경험 교사 A가 오

개념을 나타낸 수업 상황 중 일부분이다.

<미경험 교사 A: 비진화 수업 2차시-군집>

황무지, 불모지, 용암대지 이런데서 시작되는 게 바로 건성천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데는 아직 토양도 없고 토양에 수분도 없죠. 그래서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애가 개척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척자가 바로 지의류죠. 얘가 개척자, 자 지의류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공생에서 다시 한 번 보게 될 거에요. 자 그러면 얘가 와가지고 토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끼류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는 뭐가 들어오죠? 자 어느 정도 토양이 형성이 되고 토양에 수분

도 좀 많아졌어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초본이 들어오죠, 

초본. 자 그래서 초본이 들어와서 초원이 형성된다라고도 합니다.

미경험 교사 A는 건성천이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 개념 역에 대해 ‘내부 의지적 설명’을 나타냈

다. 미경험 교사 A는 수업 후 면담에서 위와 같은 녹취된 자신의 

설명 내용을 듣고, 그 중에 진화 관련 설명과 오개념이 포함되었는

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또한 사후 면담에서 생물의 다양성 및 

생태계 단원이 진화와 관련된 부분임을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실제 

교수 실행과정에서는 생태적인 측면과 진화적인 측면을 연관시켜 

설명하지 못했다. 한편, 경험 교사들은 오개념이 포함된 자신의 교

수 실행 녹음 내용을 듣자 마자, 본인의 수업 내용에 오류가 있었음

을 인식했고, 자신이 그런 설명을 하게 된 원인까지도 스스로 분석

하려 애썼다. 다음은 경험 교사 C가 오개념을 나타낸 수업 실행과정

의 일부분이다.

<경험 교사 C: 진화 수업 1차시-동물계>

자, 이중에서 누가 가장 그.. 척추동물 중에 3가지 있잖아? 누가 가장 

진화된 애들인 것 같지? (학생: 척추!) 척추겠지. 그럼 누가 가장 진화가 

안된 애 같니? (학생: 미색!) 그렇지, 미색이야∼! 구분을 선생님이 연상

적으로 구분을 하기를∼! 얘는 척색이 머리 쪽에 몰려있고 얘는 척색이 

꼬리 쪽에 몰려있는 거잖아∼! 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에 신경다발

이 더 많이 몰려 있어? (학생:머리) 머리 쪽에 더 많이 몰려 있지? 얘가 

인간이랑 더 가까운 거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진화된다 생각해 주면 

되요.

경험 교사 C는 척추동물을 분류하는 기준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대진화’ 역에 대해 ‘예정된 방향적 설명’을 나타냈다. 경험 교사 

C는 사후 면담 시 이 수업 장면에 대해 오개념이 포함된 설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다. 면담에서 그는 생물이 예정된 방향대로 진화

가 된다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개념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쓰게 된다고 하 다. 
경험 교사 C는 진화 교육 연구 경험을 통해 진화 관련 오개념을 숙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 실행 시 잘못된 설명에 대해서도 금방 알아 

챘었다고 답했다. 
Lee et al.(2007)은 진화 관련 오개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개념

과 관련된 개념적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 다. 이는 교사가 

진화 관련 오개념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개념적 오류를 파악하고 있

어야 가능하다. 교사의 관심사는 교수⋅학습에 향을 미치므로

(Smith, 2010b), 수업의 주체인 교사가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때 

진화 관련 오개념 또한 교수 실행시 의미있게 고려될 수 있다.

대안개념 용불용설적 목적론 예정된 방향 직선형 창조론 내부 의지 환경 적응 총합

미경험 0 0 1 1 4 1 8
경험 0 2 5 0 0 1 0 8

Table 11. Teachers’ alternative conception about evolution mechanism represented in biology class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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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들의 종교성이 생명 과학 교수 실행에 미치는 영향

미경험 교사 B의 경우 교수 실행 시에 나타난 오개념과 과학적 

개념이 각 2회, 3회로 다른 교사에 비해 횟수가 적었다. 그런데, 특이

할 만한 것으로는 교수 실행 분석 및 면담을 통해 교사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교수 실행에 향을 준 사례가 드러났다. 다음은 미경험 교사 

B의 교수 실행 전사자료 일부이다.

생명의 탄생에 대한 2가지 싸우는 의견이 있어요. 진화론과 혹시 그거 

알아요? (학생: 창조?) 오, 맞아요. 창조론이에요. ...(중략)... 그럼 그 생물

체가 대체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거에 대한 2가지 대립되는 의견이에요. 

자, 진화론을, 이걸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는 뭐가 진화되고 진화 되가지고 

생겨난 거야. 이런 거야! 공기 중에 무언가가 모여 가지구 세균이 되고, 

그 세균 중의 일부가 쫌 더 큰 생물이 되고, 뭐 뭐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생겨난 거야. 이게 지금 진화론이야. 근데 창조론은 아니다∼ 이 

세상에 생물은 누가? (학생: 만든거다) 어어 신께서 만든 거다. 이게 지금 

창조론이야. 자 이거는 생물이 막 진화되어서 생겨난 것이다. 이거는 신께

서 만든 거다∼! 자 그대들의 의견은 어때요?

‘생명의 탄생에 대한 2가지 싸우는 의견’과 ‘생물체가 대체 어떻게 

생겨났느냐’와 같은 설명을 통해 미경험 교사 B는 ‘대진화’ 개념 역

에서 ‘창조론적 설명’을 도입했다. 또한 미경험 교사 B는 수업 중 

‘생명의 탄생’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화학적 진화와 생물의 진화인 진

화론을 혼동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화학 진화는 진화론에 포함되어 있지 않

다. 또한 다윈의 진화와 최초 생명체의 기원을 혼동하여 계획한 수업은 

학생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에 대한 거부감을 내포하게 되므로(Smith, 
2010b) 교사는 수업 계획 및 교수 실행 시 이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 

‘공기 중에 무언가가 모여 가지구 세균이 되고, 그 세균 중의 일부가 

쫌 더 큰 생물이 되고, 뭐 뭐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생겨난 거야.’
라는 설명에서 미경험 교사 B는 ‘대진화’ 개념 역에 대한 ‘직선형 

설명’을 나타냈다. 공기 중에 무언가가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사람이 

된다는 설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다리형 설명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사람을 생물들 중 가장 고등한 생물로 두고 진화 과정을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되는 직선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면담 시 

미경험 교사 B에게 이 교수 실행 녹음 자료를 들려 주었을 때, 교사는 

이것이 오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 다. 오개념이 포함된 

설명은 학생들에게도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교수 실행에 

앞서 관련된 오개념에 대해 잘 알아 둘 필요가 있다(Smith, 2010b).
미경험 교사 B는 면담에서, 자신은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며, 그럼에도 진화론에 대해 수업하는 것은 과학이 진화

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 다음은 이에 대한 미경험 

교사 B의 면담 내용이다.

음.. 우선 학생들의 흥미를 좀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이었구요.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볼 필요도 있었어요, 학생들이. 어.. 그리고.. 이게.. 교과

서의 전제이기 때문에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

의.. 생명의 진화라는 거가, 진화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진화한다는 거를 

전제로 내용이 쭉 깔려져 있다∼ 그거를 처음에 언급해야 한다고 했어요.

미경험 교사 B는 창조론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교과 내용을 설명하

기 전에 흥미 유발 및 진화론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

다. 즉, 과학자 사회에서 이러한 논쟁이 있었으며 현재는 과학 사회가 

진화론을 선택하 음을 학생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과학의 사회적인 

측면을 소개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 과학은 사회의 향을 받으며, 잠정적이다(Abd-El-Khalick 

et al., 1998). 그러나 미경험 교사 B가 언급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논쟁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관련 논쟁이 아닌, 과학계와 

종교계 간의 논쟁이다. 이와 같은 교사의 언급은 학생들에게 창조론

이 옳지만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진화론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배우는 

것이라는 진화론 자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9 개정 고등학교 과학 및 생명과학Ⅱ 교육

과정에는 창조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과학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

하고 있지 못했을 때 교사는 창조적인 설명이 왜 과학이 아닌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되며(Hokayem & BouJaoude, 2008), 이에 따라 과학 

시간에 창조론을 진화론과 함께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렇

기 때문에 미경험 교사 B는 나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화론과 창조론

을 비교하여 설명한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

이 개입된 생명과학 교수 실행임이 드러났다. 다음은 미경험 교사 

B의 면담 내용이다.

나는 나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거를 한쪽에 이렇게 져버리고 진화

론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지만은 창조론에 대한 생각을 

아예 접어버리고 수업 시간에는 진화론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 같애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애요.

종교적인 신념은 진화 수용 및 이해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Smith, 2010b). 생물을 전공한 미경험 교사 B는 Rutledge 
& Warden(2000)의 진화론 개념 검사 결과 높은 진화 개념 이해 수준

을 보여주었으나, 진화 수용 검사에서는 보통 수준의 수용 정도를 

나타냈다. 진화 개념 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진화 수용 수준이 높다

(Heo, 2010). 미경험 교사 B는 종교적인 신념에 향을 받아, 진화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진화론에 대한 수용 수준이 높지 

않아, 교수 실행 시에 생명 현상에 대한 진화적 관점의 설명에 소극적

이었던 것이다. 그는 생명 현상을 진화를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화와 관련된 개념들의 언급 횟수도 다른 교사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라. 진화의 증거 설명 방식

수업 계획서를 작성한 미경험 교사 A와 경험 교사 D는 모두 ‘진화

의 증거’를 설명하기 위해 동일하게 화석상, 비교해부학적, 생물지리

학적, 진화발생학적, 분자진화학적인 5가지 증거를 선정하여 수업을 

진행할 계획을 수립했지만,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두 교사가 차이를 

나타냈다. 경험 교사 D는 증거들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진화란 무엇

인지, 진화가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화학 진화와 

생물 진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언급함으로써 학생들이 생물학적

인 진화를 생명 현상의 큰 그림 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진화’를 해당 차시에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 으로 선정하여 명확하게 

정의하는 과정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미경험 교사 A는 진화 개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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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진화의 증거’를 설명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라 보지 않았으며, 
화학 진화와 생물 진화를 구분하여 설명하지도 않고 두 현상을 모두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범위라는 가정하에 설명을 하 다. 
Smith(2010b)는 최초의 생명체 기원에 대한 설명과 다윈의 자연선

택 기작에 설명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

념에 따른 거부감을 느끼고 진화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하 다. 그러므로 경험 교사 D처럼 화학 진화와 생물 진화를 

구분하여 생물학적 진화를 다시 재정의하는 방식은 진화 교육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구상 최초의 생명체 기원에 대한 

설명은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반드시 물질적인 설명으

로만 시도할 필요가 없다(Smith, 2010b).

3. 진화 교수 실행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차이 분석 결과

가. 생명 과학 분야에서 진화 영역에 대한 중요성 인식

교사들에게 생명 과학 교과의 7개 대단원 역을 제시한 후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역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게 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생명 과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7개로 구분한 역들에 대해 중요

하다는 인식에 따라 순서를 매긴 결과는 연구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

었다. ‘과학의 탐구’ 역은 미경험 B, 경험 C, 경험 D 교사들이 모두 

1순위로 배치함으로써 다른 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과학의 탐구’ 역은 

생명 과학이 과학의 한 역임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역이라고 이야기하 으며 이는 교사들이 과학교육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하여 최근에 과학교육과정에서 강조해 온 ‘과학의 본성’이 

과학 수업에 있어서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다.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 역은 미경험 A, 경험 C, 경험 D 교사들

이 1순위 또는 2순위로 배치하여 다른 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

요한 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 역을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우선순위에 둔 교사들

의 면담 내용이다.

<미경험 교사 A>

졸업하고 나서 사실 이 전공을 살리지 않을 바에 뭐가 중요할까 생각해

보니깐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이 난 제일 중요한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연관된게 ‘생식과 유전’, ...(중략)... 그리고 요즘 ‘생태계’가 중요하니깐.. 

물론 여기 생물의 다양성하고 생태계가 쫌 연관되는 거 같아서요.

<경험 교사 C>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 단원이 큰 그림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

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중략)...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인 진화는 다른 

생물의 반, 생물의 성질이나 혹은 특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큰 원인, 근원적

인 원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다룰, 중요한 거 같구요. ...(중략) 물질

대사, 자극과 반응, 생식과 유전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때 가장 

설명하기 좋은 도구? 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 교사 D>

생명과학이 바탕이 되는 게 어쨌든 진화를 가지고 바탕이 되고 있어서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을 먼저 배우고(후략) 

진화 연구 경험 교사들은 진화론을 생명과학 전 역을 설명할 

수 있는 통합 원리로써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화가 생명 과학의 

바탕이 되어 생물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므로, 
중요성에서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하 다. 반면, 미경험 교사 A는 생

물의 다양성과 생태계를 설명하기 위해 진화 개념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과 연관된 ‘생식과 유전’, ‘생태계’를 

그다음으로 중요한 역이라 생각한다고 하 다. 미경험 교사 B는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을 생명과학 대단원 7개 역에 대한 중요도 

순서에서 중간 정도인 네 번째로 두었으며, 진화 개념 자체는 중요하

다고 생각하나 진화를 통합적 개념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 다. 
또한 미경험 교사 B는 진화가 과학의 기본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중요

하다고 생각함으로써 교수자 권위에 의한 개념화 경향을 보 다. 다
음은 이에 대한 미경험 교사 B의 면담 내용이다.

네, 중요한거 같아요. 어.. 모든게∼ 진화를 전제로 되어 있는 거니까 

중요하다 생각해요. ...(중략)... 그러니까 진화라는 거는∼ 그냥 과학의 기

본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중략)... 만약

에 진화가 아니고 다른 창조를 가지고 말을 하면은∼ 그냥 신께서 이렇게 

만들어줬다 하면은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게 좀 더 말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

∼(후략)

미경험 교사 B는 생명 현상 중 물질대사와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

들에 대해 학생들이 아는 것을 중시하 다. 그러나 이처럼 눈에 보이

는 생명 현상들의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근인적 설명에 지나지 

않으며 생명 현상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위해서는 근인적 인과관계 

뿐 만 아니라 근원적 인과관계를 포함해야만 한다(Rosenberg, 1985).

교사 생명과학 교과의 대단원에서의 중요성 인식 순서

미경험

A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
- 생식과 유전 - 생명공학 - 생태계 - 자극과 반응 - 물질대사 - 과학의 

탐구

B 과학의 탐구 - 물질대사 - 생식과 유전 -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
- 생태계 - 자극과 반응 - 생명공학

경험

C
과학의 탐구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

생태계

-
물질대사

자극과 반응

생식과 유전

- 생명공학

D 과학의 탐구 -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 - 생태계 -
물질대사

자극과 반응

생식과 유전

- 생명공학

Table 12. Teachers’ perceptions about the importance orders of the seven areas of biolog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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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화의 통합적 역할 인식 및 적용

네 명의 교사 모두 진화가 중요한 개념이라고 답한 것과는 달리 

진화가 생명 과학에서 통합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대해서는 미경험 

A, 경험 C, 경험 D 교사는 ‘그렇다’라고 답하 다. 이에 따른 적용 

경험 역시 세 명의 교사들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이야기하는 진화의 통합적 역할은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다음은 미경험 A교사와 두 경험 교사들의 면담 내용이다.

<미경험 교사 A>

다 할 수 있죠∼ 과학의 탐구는 연역적 뿐만 아니라 귀납적도 있으니깐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거 같은데.. 말을 언급은 다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물질대사 가게 되면 일단 간단히 순환계만 보더라도.. 음.. 포유류 하게 

되면 뭐 1심방 1심실부터 2심방 2심실까지 있으니깐 이걸 진화와 쫌 연관

지어갖고 설명하면서? (중략) 광합성과 호흡에서 특히 광합성 같은 경우는 

진화 과정상에서 언제 등장했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뭐냐? 원시생명체의 

진화과정 해가지고.. 단세포, 무기호흡, 종속영양 생물로부터 진화된 과정

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 같고, 자극과 반응에서도 감각기관의 진화과정, 

상동상사기관 간단하게만 예를 들더라도..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신경계

도 그.. 뭐냐.. 사다리꼴 신경계인가 뭐 해가지고.. 그러니깐 신경계를 들어

가기 전에 도입 부분으로 이렇게 다양하다∼ 어디든지 다 연관시킬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것만 배울 뿐이다∼ 이러면서 말은 다 

할 수 있을 거 같아

<경험 교사 C>

과학의 탐구 이런 영역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생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깐 모든 생물학을 다루는 영역뿐만 아니라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진화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깐 하다 

못해 심리적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유? 이런 것들도 ...(중략)... 전체적인 흐름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애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다보니깐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 같아요. ..

<경험 교사 D>

음∼ 이런 구조와 기능을 생리학 단원에서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구조가 갖추어지기까지에는 진화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기능이 수행되는 

것은 이런 구조가 진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기능을 위해

서 이런 구조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진화를 

예를 들어 생리학에서 진화뿐만 아니라 생리학에서도 얘길 할 수 있고, 

생태계는 생물이 진화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리고 생태계에서는 또 환경

만 다루는 건 아니고 환경하고 생물하고의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내용이 

또 주를 이루고 있어서∼ 환경하고 생물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는 이게 오랜 

시간되면 그것이 또 생물의 진화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기본을 두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경험 교사 C와 D는 공통적으로 생명 현상의 특성과 관련된 모든 

역에서 진화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 다. 특히 생리학과 같이 구

조와 기능 측면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할 때 진화적인 설명을 하

게 된다고 하 으며, 이에 따라 생태학, 심리학과 같은 분야의 진화적

인 설명 또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 다. 
반면, 미경험 교사 A는 과학의 탐구, 순환계, 배설계, 물질대사, 

신경계와 같이 여러 역에서 진화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 는데, 
이때 미경험 교사 A가 말하는 진화적인 설명은 진화의 주요 개념들을 

포함한 설명이 아닌 생물의 다양성 측면을 강조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진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생물들이 다양하

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이다. 이는 위의 미경험 교사 

A의 면담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인 ‘도입부분으로 이렇게 다양하다’와 

같은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물의 다양성 측면을 강조한 

미경험 교사 A의 면담 내용으로 유추해보았을 때 미경험 교사 A가 

진화적 설명의 근거로 들었던 ‘귀납적 탐구’는 진화를 현재 남아있는 

흔적을 관찰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예시로써 이야기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미경험 교사 A는 실질적으로 진화의 통합적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미경험 

교사 A의 생명 현상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진화의 

통합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구체적인 사례를 안내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Lee & Cha, 2011).
미경험 교사 B는 진화의 중요성은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답하

지만, 통합적 역할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미경험 교사 B의 면담 내용이다.

딱히 연관 지을 만한 걸 못 찾겠어요. 그러니깐 전제된다는 건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가르치긴 하겠는데,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소화랑 진화, 

이렇게 직접 연결시켜 설명할 만한 게 많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제

되는 건 알겠는데 뭔가 당위성을 설명하기 힘든 거 같아요. 그니까 능력 

부족인거 같아요, 이거는

미경험 교사 B는 진화에 대한 내용 그 자체를 가르칠 수는 있지만 

진화의 원리를 다른 역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

을 토로하 다. 미경험 교사 B는 생물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인 신념이 있어서 진화를 자신 있게 설명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생명 

현상과 진화에 의한 근원적인 원인을 적절히 연결하는 것에도 낮은 

효능감을 보 다. 물론 실제 수업에 적용한 경험도 없다고 하 다. 
그렇지만 생명 과학 전 역을 통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진화보다 

더 적절한 것은 생각나지는 않는다고 하 다.

다. 현행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서의 진화 비중에 대한 인식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서의 진화가 가지는 비중에 대한 교사들의 

판단은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다. 미경험 교사 A와 B, 그리고 경험 

교사 D는 진화 단원이 다른 역과는 분리된 별 개 단원으로 설정되

어 특정 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으며, 그 비중 또한 낮다고 했다. 이들

은 공통적으로 생명과학Ⅰ이 생명과학Ⅱ의 선행과목으로써 진화 내

용에서 연계성이 부족하고 생명현상을 설명하는 밑바탕으로 제시되

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 는데,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서 진화 개념의 연계성이 잘 이루어져있지 않다는 Woo & Cha(2013)
의 연구 결과와 같다. 경험 교사 A는 전체적으로 현행 교육과정에서 

진화의 비중이 이전 교육과정에서 보다는 증가하 으나, 어떤 측면에

서 증가하 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다. 생명과학Ⅱ에서는 

세 명의 교사 모두 진화 단원이 비중이 있음을 언급하 으며, 경험 

교사 D는 생명과학Ⅱ 역시 진화 내용을 별개로 구성하여 생명현상을 

설명하는 밑바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 다. 
‘고등학교 과학’에 대해서는 미경험 교사와 경험 교사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 경험 교사들은 과학이 스토리 중심으로 우주의 기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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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생물의 진화까지 연결하여 생물 전반을 진화를 핵심으로 두고 설

명하고 있다고 한 반면, 미경험 교사 A는 진화 관련 내용이 자연선택

과 현대 종합 진화설 부분만 있다고 하 다. 고등학교 과학은 화석과 

같은 지구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도 진화 단원에 포함시켜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나(Woo & Cha, 2013), 미경험 교사 A는 고등학교 과학에

서 진화 단원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현행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서 진화교육의 어려운 점과 개선점으로, 

미경험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진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교수 실행 시에 자신감도 떨어지게 된다고 했다. 
또한 적절한 예시와 같은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도 진화 교육의 어

려움으로 지적하 다. 이는 교사 스스로 진화 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며, 수업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

는 수업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험 교사 D는 교과서의 목적론적 표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동안 진화 교수⋅학습은 목적론적 또는 의인화된 비유적 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 또는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단어에 의

한 의미 혼돈과 같이 본질적으로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언어 사용에 

의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Moore et al., 2002). 그러므로 교사는 진화 

관련 오개념에 대해 알고 이를 학생들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mith, 2010a).
이러한 진화 교육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교사들은 모두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서 진화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 으며 미경험 B, 
경험 C, 경험 D 교사는 진화 단원 뿐만 아니라 비진화 단원에서도 

진화 내용을 밑바탕에 두고 연계하여 학생들이 생명과학 내용을 배우

면서 자연스럽게 진화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

다.

라. 진화 교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인식

교사들은 모두 교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진화 교수⋅학습 상황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하 다. 반면, 미경험 A, 경험 C, 경험 D 
교사는 학생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는 진화 교수⋅학습 상황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 을 때 교사들

은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대처한다고 답했다.

<미경험 교사 A>

답은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그건 과학이 아니다고 그냥, 방법적인 면에

서, 그러니깐 절대로 내가 언급할 필요는 없다! 질문하면 대답해 주긴 하겠

지만..

<경험 교사 C>

이거는 양자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를 받아들인다고 하나

를 버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은 관점이 다르다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증거가 충분한 이론이라는 

것을 여러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게 비단 생물학 교과서 내에 

한정짓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얘기를 하구요.

<경험 교사 D>

설명을 할 때 그 창조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이게 이런 사실이나 이론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서 진화

가 이렇게 된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과학과 종교의 다른 점을 들어서 학생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다고 했다. 즉, 진화론이 과학

이 갖는 특징들을 충족하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과학의 본성적인 측

면을 강조하여 설명한다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미경험 교사 B는 ‘과
학의 탐구’를 중요한 역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이 교과서

에 수록되었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고 했다. Hokayem & BouJaoude 
(2008)에 따르면,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창조론이 

왜 과학적으로 고려할 수 없는 이론인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경험 교사 B는 과학의 본성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

하지 못하고 있어서 과학적 주장과 비과학적 주장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Smith & Siegel, 2004). 다음은 이와 같은 추론이 가능

함을 보여주는 미경험 교사 B의 면담 내용이다.

음.. 어 창조론은 신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사실 현재 교과서와

는 어.. 쫌 충돌되는 내용이 있다∼(웃음) 하지만 교과서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을 거 같아요.

실제로 교사 네 명은 모두 교사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이 진화 교수

⋅학습 상황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지만, 면담 결과 기독교

와 천주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미경험 교사 B와 경험 교사 C는 

종교가 없는 교사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 다. 종교가 없는 교사들은 

진화교육 연구 경험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창조론에 대해 묻는 상황이 

왔을 때만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하여 설명한다고 한 반면에, 기독

교적 기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진화론 수업에 교사가 주도

적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화론

과 창조론에 대해 언급할 때 ‘신께서’, ‘신앙’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

다. 이러한 종교적인 단어의 사용으로 생명 과학에서 갖는 진화의 

중요성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과학과 종교적인 신념의 완벽한 분리가 

어려움을 또 다른 측면에서 엿볼 수 있었다. 미경험 교사 B는 본인과 

학생들은 종교가 진화 교수⋅학습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은 

했지만, 실제로는 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 진화 교수 개선 방안

경험 교사들은 진화 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난 뒤 수업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답하 다. 진화

교육 연구 경험 교사 C는 모든 생명과학 수업 시간의 목표가 진화는 

아니지만, 생명과학 교수 실행에서 전반적인 진화적 관점의 도입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답하 다. 다만, 생명과학 수업에 있어서 진화적

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데, 아직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

지 못하 거나 또는 진화적인 관점으로 수업 내용을 바라보고 재조직

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을 위한 교사재교육 자료나 교사 연수 

과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과학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실험 

연수뿐만 아니라 과학 개념과 관련된 연수도 시행될 필요가 있다(Kim 
et al., 2012). 또한 연수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사 재교육 및 연수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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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교육 연구 경험 교사 D는 주로 학생들이 목적론적 사고를 하

지 않도록 능동형 표현의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 다. 수업은 

언어 중심의 의사소통이므로 조심하지 않을 경우 쉽게 목적론적 또는 

의인화된 설명으로 돌아갈 수 있다(Moore et al., 2002). 이 교사는 

진화에 대한 오개념이 언어 표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

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교수 실행 시 언어 표현에 특히 유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과정 상에서 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진화 단원을 앞에 배치해야 한다고도 하 다. 
한편, 미경험 교사 A는 앞으로 생명과학 교수학습에 진화적 관점

을 적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경험 교사 C 처럼 교사는 수업 

내용을 재조직할 수 있으므로 수업에 진화적인 관점을 도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 다. 또한 진화의 중요성은 생명과학 

교사라면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연수가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 다. 그는 실제

로는 많은 생명과학 교사들이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라고 믿고 있다

고 했다. 또한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부족한 수업 자료 

및 시수, 종교적인 신념, 진화론에 대한 불확실성, 진화적 관점이 부족

한 교육과정 등에 의해 생명과학 교수에 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Lee & Lee, 2008)고도 했다. 
생물 교사가 비생물 교사보다 진화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더 적은 

오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진화의 수용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Nehm et al., 2009), 여전히 진화 교수를 거부하고(Lee & Lee, 2008), 
다른 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생물 

교사들은 많다(Lee & Cha, 2011). 그리고 미경험 교사 A처럼 교사 

스스로는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명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진화 주요 개념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생명 과학 교수 실행 시 많은 오개념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미경험 교사 B는 앞으로 생명 과학을 가르칠 때, 진화적인 관점을 

적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진화적인 관점을 통해 생명과학 

수업을 진행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학생들의 반발을 들었다. 
미경험 교사 B는 앞선 질문에서 교사 자신 및 학생의 종교가 생명과

학 교수⋅학습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하 으나 실제로 녹음된 

미경험 교사 B의 수업에서는 종교와 생명과학 수업이 분리되지 않았

었다. 그리고 진화적인 관점을 도입한 수업에 대한 예상에서 ‘학생들

의 반발’을 어려움이라 이야기한 것은 교사 스스로 진화를 완전히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도 진화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진화 수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 종교, 철학, 
예술 등이 서로 다른 지식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이며, 이 

중 어느 하나를 수용하는 것이 반드시 다른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교사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Smith, 2010b). 
미경험 교사 B는 현재는 본인이 생명과학 교과 내용을 잘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있으므로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연수는 수강

할 의향이 없다고 하 다. 하지만 생명 현상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진화론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므로(Cummins & Remsen, 
1992) 교사는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화적 역사에 기반 한 설명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경험 교사 B는 연수를 거부한 다른 

이유로 과학이라는 잣대로 창조론이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들었는데 이 또한 과학과 종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시킴

으로써 종교적인 신념을 잃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Smith, 2010a). 종교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진화에 대한 저항은 

명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Nelson & Southerland, 2010). 그러므로 

미경험 교사 B가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생명과학 교과 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을 과학과 분리하기 위해서

는 진화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사 재교육 과정과 프로그램

이 반드시 필요하다.

Ⅳ. 결론

이 연구에서는 진화 교육 연구 경험이 있는 교사 두 명과 경험이 

없는 교사 두 명을 목적 표집하여, 그들이 생명과학 교수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진화 교수 내용과 진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교사들이 진화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와 그들이 활용하는 진화 

주요 개념들의 빈도는 관련성이 없었다. 진화 개념 검사 결과는 진화

에 관한 연구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들은 진화 개념을 잘 이해하

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진화 교육 연구 미경험 교사들은 수업

에서 생명 현상을 설명할 때 진화 주요 개념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를 못했다. 생물 교육에서는 생명 현상에 대한 근인적인 설명 뿐 만 

아니라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궁극적인 즉, 진화적인 원인을 반드시 

포함시켜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진화적 설명은 진화 단원을 수업할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과학 수업 전반에 잠정적으로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물교사가 진화 주요 개념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 개념들을 활용하여 

그들이 교수를 실행할 줄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진화 주요 개념들을 활용하여 생명 현상을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성을 나타내기 위한 실질적인 교수학습 자료가 필요하다.
둘째, 진화교육 연구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진화가 제시된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진화교육 연구 경험이 없는 교사들은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했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상에서 진화가 한 개의 단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현재 진화 단원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전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어떤 변화

가 있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또한, 실제 교수 실행에 교육

과정에서 변화된 진화 수업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전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던 진화 내용에 기반으로 

한 교수 계획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변화하는 교육과정에서 진화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수업

에서 어떤 형태로 실행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진화 교육 연구 경험 교사들

은 진화 관련 대안 개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오개념에 대한 

주의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했다. 진화 교육 연구 경험이 있는 교사들

의 교수 실행 과정에서 많지는 않지만, 오개념이 나타났는데 - 진화 

교수 실행에서 오개념없는 수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울 정도로 어렵

다 - 이들은 쉽게 자신들이 수업 실행시 오개념으로 설명했음을 인지

했고, 이러한 오개념이 나타나게 된 원인까지 설명을 했다. 하지만 

미경험 교사들은 진화에 대한 오개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

지만, 실제 자신들의 교수 실행 과정에서 진화 오개념이 어떤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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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지, 교사는 이러한 오개념 형성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또한, 자신의 수업에서 나타낸 오개념

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로 진화 교육에 대한 연구 경험을 통해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교사들은 생명과학 교수 실행 시 생명 현상 

전반에 진화적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과학 수업 실행에서 진화 관련 오개념을 배제하는 수업

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교수 실행의 주체인 생명 과학 교사들이 진화

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진화 교육 연구 과정은 생명과학 교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 연구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국문요약

이 연구는 생명 과학 교수 실행에 있어서 진화 교육 연구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진화 교육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는 

교사 두 명과 이에 대한 비교집단으로 진화 교육에 대한 연구 경험

이 없는 교사 두 명, 총 네 명의 생명과학 교사들을 목적 표집하 다. 
먼저, 사전면담을 통해 교사들의 배경지식을 수집하 으며, 생명 

과학 수업 중 진화 단원과 비진화 단원을 각각 2차시씩 선정하 다. 
녹음된 수업은 전사하 으며, 교사들의 진화에 대한 견해 및 교수 

실행에 반 된 진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 다. 또한, 연구를 위

한 기초자료로 과학 교수내용지식 설문지, 진화론의 개념 검사지, 
진화론의 수용 검사지를 사용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 하 다. 연구 

결과 교사들의 진화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은 진화의 중요성 인식과

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사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

이나,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

함이 진화의 중요성 인식에 부정적인 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진

화교육 연구 미경험 교사들은 진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사 

재교육 기회도 거부하는 경향을 보 다. 또한 미경험 교사들은 교과

서 및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진화 개선점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파악

하고 있었다. 생명과학 교수 실행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경험 교사들

의 진화 주요 개념 활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험 교사

들만이 자신의 교수 실행에서 나타난 오개념을 스스로 인지하고 

이러한 오개념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를 통해 

진화 교육 연구 경험 교사가 진화 주요 개념들을 폭넓게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진화 관련 오개념 방지에 더 실천적임을 확인하 다. 
연구 결과는 생물 교육에서 진화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교사들에

게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진화 관련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을 알려준다. 

주제어 : 교수실행, 진화, 진화 연구 경험, 진화 오개념, 과학 교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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