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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의 변화는 그 사회에 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교육을 요구하며, 따라서 미래 

사회에 한 교육의 변화요구를 교육과정에서 극

으로 반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곽 순 등, 2014).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사회  요구에 한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 환에 따라 다양한 교육정책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들은 제도나 

구조를 바꾸는 거시  차원은 물론 교육과정과 교

실수업의 변화를 통해 교육개 의 성과가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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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study has developed the earth science class model based on flipped learning and analyzed the effects 
of that model at the elementary pre-teachers’ science classes. The model of this study, the material which was 
consists of all contents and information about classes was offered to learners before science class as a substitute 
for preceding homework at general flipped learning. In science class, the knowledges which were recorded in 
materials were explained directly to learners by instructor for 20minutes. So the learners resolved some inquiry 
questions in materials through mutual debate·collaboration with learners in small group. After inquiry questions’ 
resolving, the learner among small group makes a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whole class. At the same time, 
the instructor evaluated learning action of all small groups’ learners during the classes as process evaluation. The 
final evaluation results of semester were obtained scores of the small group in 14 classes and the achievements 
of individual portfolio as final exam. The learners were very positive perception to this science class model, why 
it is helped to concentrate on the class, extended debating and thinking ability. Consequently, the class model 
of this study is useful to applicate the earth science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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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실질 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추구한다는 

에서 큰 의미가 부여된다(이민경, 2016). 컨  핵

심역량교육을 강조한 2015개정교육과정의 시행과 

교과수업에서 거꾸로 교실의 운 제안 등 최근 교

육당국에 의해 취해지는 일련의 조치들은 재 상

황에 한 한 응으로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추구해왔던 ‘지식’ 자체에 

한 학업성취의 목표를 뛰어넘어 핵심역량함양을 학

습 성과로 목표함은 미래사회를 살아가야 할 학생

들에게 시 ·사회  요구에 따른 정합  교육제공

이라는 당 성에서 큰 설득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

이다.

한편, 교실수업에서 극 으로 제안되는 거꾸로 

수업은 기존에 통  수업에서 진행한 강의 형태

의 지식습득을 사 에 과제형태의 동 상강의로 

체하고, 실제 학교교실 수업에서는 사 에 학습한 

지식을 기반으로 학습자는 자기주도 인 맞춤화 학

습의 형태로 심화 학습  로젝트 학습, 토론  

체험학습 등 유의미한 학습 활동을 구성하는 교수 

학습 모델로 정의할 수 있다(신  등, 2016). 재 

학교 장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강의식 수업은 

학생들의 수업  행동과 학습과정을 교사가 통제

하면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직  제공하고, 학습

자는 수동 으로 이를 수용하는 교사의 가르침이 

심이 되는 교사주도의 교수/학습활동이다(박상 , 

2014; 2015). 

반면 거꾸로 수업은 통 으로 교실에서 행해졌

던 학습활동이 학습자의 과제로 교실 밖에서 이루

어지고, 학습자의 개별과제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교

실의 집단 환경에서 수행됨으로서 교실공간을 개별

학습활동을 기반 한 교사  동료 들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역동 인 학습 환경으로 변형시키는 

‘교육  근법’이다(Bergmann & Sams, 2012; FLN, 

2014; 박상 , 2015). 즉, 통 인 수업방법에서 추

구했던 단편지식에 한 학습활동과는 달리, 거꾸로 

수업은 집단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의사소

통능력, 비  사고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함양이 학습효과로 얻어질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재의 학교교육 패러다임과 정 으로 일치

하는 효과 인 교수법이다(신 , 2016; 김동원 등, 

2016; 이희숙 등, 2016). 

미래사회를 비한 핵심역량교육과 거꾸로 교실, 

거꾸로 수업이 큰 심을 받고 있는 재 상황에서 

지구과학교육계의 연구차원  처는 다소 미흡하

다고 보여 진다. 과거 Mayer (1995)는 지구시스템교

육(ESE) 개념을 도입하여 통합과학교육 의 교

육과정과 과학수업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지구과학

교육을 기반으로 과학교육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

하 다. 이는 재사회가 맞이한 학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응하여 지구과학교육이 마땅히 담당

해야 할 새로운 교육  역할에 한 논의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 즉, 지 까지 지구과학교육에서 요

하게 다루어왔던 지구시스템교육 의 교수법, 

컨  인지  역은 물론 정의 ·심미 역과 창

의성을 포함한 사고 역에 이르기까지 교수효과를 

인정받았던 지구과학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략(김

순식과 이용섭, 2014; 문병찬 등, 2016)들에 해 새

로운 학교교육 패러다임에서 요구되는 학습의 성과

에서도 유효한지의 여부를 재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지구과학교육과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정합  조화로움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 하다는 

것이다. 

와 같이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응한 지구과

학교육 분야의 연구  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 고등학교에서는 지구과학 수

업과 련하여 거꾸로 교실, 거꾸로 수업, 핵심역량

교육에 한 담당교사들의 심은 크게 높아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일부 교사들은 거꾸로 수업을 지

구과학 수업에서 극 으로 운 하고 있다. 거꾸로 

수업을 실제 운 하고 있는 교사들  일부는 우리

나라 학교교육이 지니고 있는 재의 여건 속에서 

학생·학생 그리고 교사·학생 간 토론과 력기반의 

상호작용을 통해 단원별 학습목표 달성  핵심역

량함양을 교수/학습활동의 성과로 달성하는 것에 

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교사들이 자주 

언 하는 어려움으로는 ‘제한된 수업시간에서 가르

쳐야 할 내용의 많음과 선행과제로 제공해야 할 동

상 등의 제작 어려움, 선행과제에 한 학생들의 

습여부와 습한 학생들 간 차별 인 학습 성취

수 에 따른 교수/학습  응, 그리고 교실수업에

서 토론과 력활동에 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

지 않다는 것’ 등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구과학 수업에서 거꾸로 

수업을 운 한 일부 교사들이 제안한 수업운 에서

의 어려운 들을 교수/학습 략을 통해 일부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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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서 이에 필요한 수업모델을 개발하고자 

하 다. 재 우리나라 학교교육과 련하여 거꾸로 

수업에 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김남익 등, 2014)에서 특정 교과를 상으로 거꾸로 

수업에 기반 한 새로운 수업모델개발의 본 연구는 

많은 제한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핵심역량교육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지구과학교육 분야에서도 핵심역량교육에 정  

기 를 받고 있는 거꾸로 수업에 해 더 많은 심

을 가져야 한다는 시  요구에 부흥하고, 이후 

와 련된 후속연구들에 해 기 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교육과 수업여건에서 지

구과학 교육이 목 하고 목표하는 교육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거꾸로 수업기반 지구과학 수업모

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수업모델의 용을 통해 그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 이 있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거꾸로 

수업의 운 에서 나타난 어려움 분석. ②어려움을 

제거하기 한 교수/학습 략 고안 ③어려움 극복

을 한 교수/학습 략을 수업모델에 반  ④거꾸로 

수업기반 지구과학 수업모델 개발 ⑤ 비 등 교사

들에 한 용  효과분석이다.

연구방법은 지구과학 수업모델개발에서 선행연

구결과에 한 문헌분석을 심에 두었으며, 개발된 

수업모델은 G교육 학교 1학년 6개 반과 2학년 6개 

반의 비 등 교사들을 상으로 ‘자연의 이해’ 

‘과학교육’의 14차시 수업에서 용하 다. 일부 수

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활동의 내용을 동 상

으로 기록하 으며, 한 캠코더 외 녹음기, 소음측

정기를 동원하여 수업 에 나타난 비교사들의 

학습행동 활동, 소음도, 소음내용을 조사하 다. 추

가로 수업에 참여한 비 등 교사들에게 수업과 

련된 설문을 실시하 고, 일부 학생들을 별도로 

선정하여 면담하 다. 개발 될 지구과학수업모델에

서는 인지 , 정의 , 핵심역량 역에 한 학습효

과의 달성함을 목표하 으며, 해당 역에 한 학습

효과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수업 략을 반 하기 

해 일반 인 거꾸로 수업의 형식과 내용을 재구

성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모델 용에 학

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이끌어내기 한 목 에서 

학기말 평가를 폐지하고, 이를 신한 평가로서 수

업에서 학생들에 한 학습행동 50%, 학기 종료 후 

학생들이 제출한 포트폴리오 완성도 50%를 반 하

다. 수업모델의 효과성은 동 상자료와 녹음자료, 

소음측정 결과, 설문지, 면담내용 그리고 학생들이 

제출한 포트폴리오 내용을 종합 으로 분석하여 최

종결론을 도출하 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지구과학 수업모델 개발 

언 한 바와 같이 거꾸로 수업을 운 한 교사들

이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자주 언 하는 내용

은 ‘제한된 수업시간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의 많음

과 선행과제로 제공해야 할 동 상 등의 제작 어려

움, 선행과제에 한 학생들의 습여부와 습한 

학생들 간 차별 인 학습 성취수 에 따른 교수/학

습  응, 그리고 교실수업에서 토론과 력활동에 

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다’의 문제해결에 

효과를 발휘하는 수업모델을 고안하기 해 ‘교육

과정 재구성’을 용하고, 반면 거꾸로 수업에서 일

반 으로 운 되는 ‘선행과제’를 폐지하 다. 우리

나라에서 학문 용어로서의 교육과정 재구성은 학자

들에 따라 그 정의가 다양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박

윤경 등(2016)이 제안한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  

정의, 즉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교사가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의 학습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을 학생 특성과 교육 환경  상황에 맞게 수정·보

완하고 변형하는 교육 행 ”, 김진필 등(2012)에 의

한 “교사가 국가 수 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

의 학습을 효율 으로 가르치고, 지원하며, 상호작

용하기 해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구상, 계획, 변형, 용, 운 한 결과를 아우르는 총

체 인 실천”을 차용하 다.

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재구성’ 개

념 정의에 기반 한 본 연구의 거꾸로 수업모델에서

는 교수/학습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내용  방법

을 재구성하 다. 교육과정재구성의 시는 다음과 

같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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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꾸로 교실운 을 한 일반 인 거

꾸로 수업형식에 기반 하 으므로, 거꾸로 수업에서 

특별히 운 되어지는 ‘선행과제’를 일방 으로 폐지

한다는 것은 거꾸로 수업이 추구하는 교수/학습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에서 선행과제를 

신하는 체  차를 설정하 다. 선행과제를 체

한 교수/학습 차로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업의 

과정과 내용을 구체 으로 제작하여 한 일 형식

으로 수업 에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하고, 학생들

은 제공된 자료를 개인별로 인쇄하여 포트폴리오를 

제작한 후, 교실수업에서 교재로 사용 하 다(Fig. 

1). 거꾸로 수업은 해당수업에서 다루어질 교수/학

습내용과 계된 핵심지식을 수업 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은 수업 에 선행과제로 수행함으

로써 교실수업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해 심화 는 

핵심역량 등의 실질 인 것들에 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선행과제가 지닌 핵심  

기능이다(신  등, 2016). 반면, 교실수업에서 교

수/학습을 주도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학생 개인

별 선행과제에 한 수행여부와 과제의 성취수 에 

한 한 응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꾸로 수업의 선행과제가 

추구하는 교수/학습의 본질  취지를 반 함과 동시

에 교사들의 어려움 해결에 효과 으로 처하기 

한 략으로서, 교실수업의  과정과 내용에 

해 학생들이 미리 인지하고,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수업에서의 교수/학습활동에 해 습

해 올 수 있도록 교수/학습과정과 내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거꾸로 수업의 선행과제를 체하 다. 선행

과제의 형식으로 제공된 강의록은 실제 수업의 각 

단계별 교수/학습의 순서  내용과 동일하게 구성

하여 제시하 다(Table 1). 교실수업 50분 동안 수행

되는 교수/학습활동의 차는 강의식 지식설명 20

분, 학생들의 탐구문제해결 학습활동  발표 25분, 

정리 5분이며,  내용구성은 핵심지식 25%, 지식과 

계된 탐구문제 25%,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문

제해결에 필요한 참고자료 50%를 할애하 다(Fig. 

2). 단 강의록에 수록된 직 지식은 수업 에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내용만을 수록하 으나 탐구문제는 

차시별로 평균 5-6문항을 수록하고, 25분의 수업시

간의 제약으로 2-3문항을 임의로 선정하여 문제해

결활동에 활용하 다. 그리고 참고지식은 문제해결

에 직  계된 내용을 포함하여 간 으로 참고

할 수 배경지식들을 수록하 다.    

교실공간은 토론· 력학습을 수행하기 해 모둠

단 의 책상배치로 구성하 다. 학생들의 모둠구성

에서는 모둠단 별 구성원의 수는 4-5인 단 로 확

정하되, 모둠 구성원은 수업시간마다 서로 다른 학

Fig. 1. The example of the reconstitution a course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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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로 하는 것을 권장하 다. 와 같이 수업별 각 

모둠의 구성원을 변동시킨 것은 토론· 력을 통한 

집단지성 환경에서 성향이 서로 다른 구성원들에 

의한 토론· 력활동  결론도출이 2015개정교육과

정에서 과학과 핵심역량으로 설정된 과학  사고력, 

과학  탐구 능력, 과학  문제 해결력, 과학  의사

소통 능력, 과학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등의 학

습 성취도에 정 인 효과가 있음을 기 하 기 

때문이다(최상호 등, 2016). 20분에 걸쳐 이루어진 

통  강의식 수업은 이미 강의록을 통해 제공된 

‘교과지식’에 해 련 자료와 칠 을 이용하여 학

생들에게 개념 심의 설명을 제공하 다. 강의식 수

업 후, 탐구문제해결  발표활동에서는 학생들의 

학습행동과 활동에 자율권을 부여하 다. 탐구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 간 그리고 교수에 한 질의·

응답, 강의록에 수록된 참고자료 뿐 만 아니라 추가

자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검색을 허용하 다. 

와 같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검색  강의록 외

에 추가 자료들을 활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지식의 

활용능력 신장’  과학  탐구 능력, 과학  문제 

해결력, 과학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등을 학습

효과로 이끌어내기 함이었다. 

탐구문제 해결과 결과 발표에서, 문제해결의 완

료시 은 발표할 모든 내용이 문서로 작성되었을 

때로 정하 다, 그리고 모둠의 발표의사 표시는 모

둠 원 모두가 거수한 경우에만  인정하 다. 이는 

모둠 별 토론· 력을 통해 합의된 결론의 내용을 

과 그림을 사용한 발표보고서를 제작하는 학습과정

에서 모둠 원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기 한 조치

다. 발표할 모둠의 선정은 교수가  두 가지 조건

을 만족시킨 모둠 들  한 모둠을 선정하 으며, 

모둠을 표하여 발표할 학생은 교수가 임의로 한 

명을 선정하 다. 교수가 모둠 원  한 명을 임의

로 선정한 까닭은 특정 학생이 모둠별 토론· 력활

동에서 배재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략  의도 다. 

발표자는 모둠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가감 

없이 칠 을 사용하여 발표하도록 하 다. 학생의 

발표가 끝나면 다른 모둠의 학생들은 발표된 내용

에 해 질의  보완, 수정 등을 할 수 있는 단계를 

설정하 다.   

평가 내용과 방법은 지필형식의 1회성 평가인 기

말고사를 폐지하고, 수업 에 나타난 학생들의 ‘학

습행동과 내용’에 해 모든 차시의 수업에서 과정

평가를 실시하 다. 그리고 14차시의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제출한 개인별 포트폴리오에 해 내

용의 완성도와 질  수 을 평가하여 각각 50%씩 

반 하 다. 본 연구에서 ‘학습행동’이란 강의식 수

업과 토론· 력활동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정합

 학습행동으로서, 강의식 수업에서는 교수의 강의

에 집 하는 개인의 학습태도를 평가항목으로 하

고, 토론· 력활동에서는 토론과 력활동, 발표 등

에서 정합성, 극성 등을 모둠단 로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 총 평가를 폐지하고, 수업에서 학생들

의 ‘학습행동’을 평가의 심항목으로 설정 한 것은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높이는데 주요 목 이 있었

기 때문이다. 한 학생들의 학습행동을 매 수업에

Table 1. The results of the class model comparison between Park’ and Mo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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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가한 것은 1회의 평가결과로 한 학기 동안의 

학업성취도가 측정되는 재의 문제 을 극복함으

로써 학생들에게 여러 번의 평가기회를 제공하고자 

의도하 기 때문이다. 수업의 정리단계에서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출석체크를 통해 수업에서 획득한 

개인별 수를 출석부에 기재하 다. 한편, 박 상

(2015)은 거꾸로 교실의 실제 운 에서 나타나는 제

한 들을 해결하고, 거꾸로 교실운 의 정 인 효

과를 높이기 한 목 에서 거꾸로 교실 수정모형

을 제안하 다. 지 까지 언 한 본 연구의 거꾸로 

교실 기반 지구과학수업 수업모델과 박 상 에 의

해 제안된  거꾸로 교실 수정모델을 비교하면 다음

과 같다(Table 1)

박 상 (2015)이 제안 한 거꾸로 교실 수정모델과 

본 연구에서 제안 한 수업모형은 ‘학습 자료의 제

공’ 과 ‘학습 자료의 학습’ ‘과제의 제출’ ‘평가’ 항

목에서 차이 을 가지고 있다. 와 같이 두 개의 

수업모델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근본 인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선행과제에 한 학습수행

여부를 교실수업의 학습 성취도에서 변인통제 한 

반면 박 상 의 수업모델은 선행과제의 학습수행여

부가 변인으로 작동하는 수업구조의 차이 때문이다. 

한 ‘평가’항목에서 학생들의 수업 에 나타난 학

습행동의 정합성과 포트폴리오의 내용을 평가항목

으로 운 한 본 연구의 수업모델과는 달리 박 상

은 학생들의 과제물과  수업에서 제작한 학습결과

물을 평가의 상으로 하 다는 에서 차이가 나

타난다. 결론 으로 본 연구의 수업모델에서는 학습

내용에 한 학업성취도는 50% 만 반 하 고, 수

업 에 나타난 학생들의 학습행동 역에 50%를 평

가에 반 함으로써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행동참

여도를 높이기 한 략을 운 했다는 것이 큰 특

징이다.   

2. 수업모델의 적용 및 학생들의 인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모델은 비 등교사 과

학 련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운 하 다. 수업  

공지를 통해 한 학기동안의 수업에서 이루어질 교

수/학습내용의 강의록을 개인별로 아래한  일로 

제공하고, 포트폴리오 제작방법 등을 안내하 다. 

평가는 수업  학습행동의 과정평가(50%), 학기 종

료 후 제출한 포트폴리오의 내용평가(50%) 등으로 

함을  사 에 안내하 다. 일반 인 거꾸로 수업의 

선행과제를 체하기 해 사 에 제공한 강의록의 

형식과 내용구성의 시는 다음과 같다(Fig. 2).

수업에서 첫 번째 교수행동은 모둠별 4-5명의 구

성원 여부  모둠 구성원의 내역, 해당차시의 강의

록이 개인별로 비되었는지에 한 검이다. 본 

수업에서 모둠 별 학생 구성원들이 차시에 따라 변

동되도록 조치한 것은 학생들이 서로의 친분에 따

라 모둠을 구성함으로써 탐구문제의 해결에서 유사

한 성향을 가진 집단지성에 의한 결론도출을 방

하기 한 조치 다. 수업의 개에서 첫 단계로 20

분 동안에 걸쳐 강의록에 제시된 학습목표와 련

된 지식에 해 ‘교수주도의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

다. 지식에 한 교수 주도의 강의식 수업에서 

련개념  법칙, 원리의 근간에 지구시스템(ES)에 

기반한 지구시스템교육(ESE)를 운 하 다. 지구 

계 교육(ESE)은 지구를 여러 하  계, 즉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 으로 작

동하는 하나의 계(system)로 인식하는 교육활동으로

서 자연 상을 개별보다는 통합  근을 통해 학

생들에게 과학지식을 습득하게 할 뿐 만 아니라 지

구의 아름다움에 한 이해와 지구환경에 한 책

임의식 함양, 여러 문화에 한 이해 증진  다문

화에 한 개방성 등을 갖는  지구  소양을 함양

하는 것을 심에 두고 있다(Mayer et al.,1992; 

Mayer, 1995. 문병찬, 2014). 지식에 한 강의식 수

업에서는 칠 과 련사진, 동 상 등의 강의 자료

를 활용하 다. 

수업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업과정 안에 제시

된 탐구문제를 모둠별 토론· 동 활동을 통해 해결

하고, 모둠별로 합의된 결론을 과 그림으로 작성

하여 발표하는 학습활동을 진행하 다. 본 연구의 

설계에서 모둠별로 탐구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을 7분 상 했으나, 일부 문제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그 이상의 시간이 제공되었다. 차시별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요구된 탐구문제해결활동을 6분 이

내에 완료한 모둠의 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Table 2).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차시의 수업에서

는 한 개 모둠이 최종발표보고서를 완성하고 발표

의사를 표시하 다. 모둠을 표하여 발표 할 학생

은 교수가 임의로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모둠 

활동에서 소극 이거나 평소 수업활동에서 극성



거꾸로 수업기반 지구과학 수업모델 개발 및 적용 사례                                     97

구분 내용

지식
(25%)

이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지층과 화석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과거에서 재까지 지구의 모습
과 생명체의 변화에 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도록 한다...( 략)....생물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
을 추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석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한다.
(가) 성취기  

[4과06-01] 여러 가지 지층을 찰하고 지층의 형성 과정을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

다. [4과06-02] 퇴 암을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고 퇴 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4과06-03] 화석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화석을 찰하여 

지구의 과거 생물과 환경을 추리할 수 있다.

(나)  성취기  해설
[4과06-01] 지층의 두께나 색 등을 다루고, 지층이 휘어지거나 끊어진 모습을 소개하되 생성 
원리는 다루지 않는다..( 략)... [4과06-03] 화석의 표본은 동물과 식물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학습 요소
지층, 지층의 형성과 특성, 퇴 암, 화석, 화석의 생성, 과거 생물과 환경

탐구
문제

(25%)

PQ. 1. 지층은 퇴 물들이 물에 의해 운반된 후, 특정지역에 퇴 되어 딱딱하게 암석으로 
굳은 후우리 에 찰된다. 과거 수천만 년 에  A지역에서 만들어진 퇴 물들이 큰 강
을 통해 B지역을 통과하여 C지역에 있는 큰 호수에 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과거 C지
역은 재 라남도 해남지역으로서 지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 C지역에서 지층이 형성되어 

재 우리 에 찰된 과정을 과 그림으로 자세히 어보시오(※ 재 해남에서 나타난 
지층의 총 두께는 지하에 묻힌 것까지 합하면 총 500m라고 가정하자)
PQ. 2. 다음 사진은 우리나라 시화호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이다. 
공룡은 생 에 번성해서 생  발 백악기에 멸종한 육상생활 했
던 거  충류를 말한다. 과거 생 에 이 화석은 알로 있었을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재 화석으로 발견되었
는데, 공룡알이 화석화되어 우리 에 찰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
히 어보시오
PQ. 3.  PQ. 4.  PQ. 5.  PQ. 6. PQ. 7.

참고
자료

(50%)

◉ 지층이란? 
지층은 퇴 물이 층층이 쌓여 굳어진 층을 말하며,..( 략)...지층은 퇴 된 이후 지층의 변

동이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층리? 
퇴 물이 쌓이는 바다나 호수 바닥은 부분 수평게 가깝다...( 략)... 퇴 물의 종류와 색, 

운반한 매질 등의 변화에 의해 생긴다. 
◉여러 가지 지층 

재 남아있는 지층의 모양으로 보아 수평 층, 경사 층, 수직 층, 습곡, 단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략)............드러난 곳을 노두라고 한다. 

◉퇴 암이란? 
지표에 노출된 암석은 표면으로부터 끊임없이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아 쪼개지거나 물에 

녹는다. 이 게 분리된 물질이 유수, 지하수, 해수, 빙하  바람에 의해 이동하여 바다나 호
수  강바닥에 쌓이게 된다. ....( 략)..........퇴 암이라고 한다. 

◉(이하생략)...... 

Fig. 2. The example of providing material to learners before science classes



98                                              문 병 찬

이 낮다고 단되는 학생을 발표자로 선정하 다. 

발표자로 지목된 학생은 모둠의 토론· 력활동을 

통해 제작한 발표보고서를 교실 앞에 있는 칠 을 

활용하여 발표하도록 하 다. 발표자의 발표가 끝나

면 교수가 발표내용  발표태도 등을 평가한 뒤, 

해당 모둠 원 모두에게 동일한 수를 부여하 다.

특정 모둠의 발표가 끝나면, 발표한 모둠을 포함

한 다른 모둠의 학생들에게 발표된 내용에 해 3분 

동안 토론활동을 하도록 하고, 토론결과를 발표하도

록 하 다. 그 결과 발표 한 내용이 충분히 타당하

다고 평가된 경우, 발표 모둠의 모둠 원 모두에게 

동일한 수를 부여하 다. 이는 토론· 력활동기반 

수업에서 발표내용을 다른 학생들이 경청하고, 이에 

한 비  사고 능력을 신장함과 동시에 학생들 

간 상호작용을 진시키는 것에 략  목 이 있

었다. 탐구문제 해결은 실제 수업에서 제한된 수업

시간으로 인해 평균 2개 정도가 운 되었다. 와 

같은 교수/학습방법으로 14차시의 수업을 진행한 결

과, 차시가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학습활동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매우 정 인 변화가 나타났다. 첫

째, 정합 인 학습행동이 증가하 다. 본 연구에서 

‘학습행동’이란 ‘교사에 의해 수립된 수업의 각 단

계별 교수/학습활동에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요구하

는 정합  행동‘으로 정의하 다. 컨  교사의 지

식에 한 강의식 수업에서 핸드폰 는 기타 학습

과 계없는 것들에 한 찰  조작행동, 학습내

용과 계없는 내용의 그림 는 을 쓰는 행동, 

학습내용과 계없는 내용에 한 타인과의 상호작

용, 교사와 학습자간 시선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의 

개인행동 등은 ‘학습행동’에서 제외된다. 토론· 동

학습에서의 학습행동은 동료의 이야기를 경청 는 

질문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행동, 동료의 

의견을 듣는 것과 의견에 해 동의 는 이의  

반응을 보이는 행동, 토론· 동과 련된 내용을 

과 그림으로 기록하거나 동료에 한 질문 는 응

답행동, 그리고 자료검색행동 등으로 하 다. 본 연

구에서는 학생들의 평가를 수업에서의 학습행동 정

합성  인지  역 50%, 포트폴리오 완성도 50%

로 하 으므로, 수업에 한 학생들의 정합  학습

행동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와 같

은 결과는 본 수업모델에서 수업에 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한 교수/학습 략으로서 ‘학습행

동’에 한 평가방법은 효과 으로 작용하 다고 

볼 수 있다.  

구분
1
차
시

2
차
시

3
차
시

4
차
시

5
차
시

6
차
시

7
차
시

8
차
시

9
차
시

10
차
시

11
차
시

12
차
시

13
차
시

14
차
시

거수 모둠 수

(총 6모둠)
1 5 4 6 5 6 6 6 6 5 3 6 6 6

Table 2. The number of the mean groups which were settled theirs’ task in six minutes

Fig. 3. The mean value of an interval noisy in the 1st and 7th science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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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토론· 동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소음측정기{Sincon(Digital Sound Level Meter), 

Range 30dB-130dB}를 칠 이 설치된 교실의 우측창

가 모서리 1m 높이에 설치하여 수업동안 교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 다. 본 수업에서 1차시 수

업의 교실소음도와 7차시 수업의 교실소음도 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Fig. 3). 본 연구에서 7차시 수업

의 소음도의 결과만 제시한 이유는 8차시부터 14차

시의 소음 값이 7차시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았

기 때문이다. 소음측정치의 결과와 캠코더에서 나타

난 학생들의 학습행동의 정합성을 비교·분석한 결

과, 토론· 동학습활동에서 일정구간의 소음 값과 

학생들의 학습행동 정합도 간 상호 비례  계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토론· 력활동에서 모든 학

생들이 매우 정합 인 학습행동을 나타낼 경우, 교

실 우측 앞 1m 높이에 설치된 소음기의 값은 약 

80dB-90dB를 나타내었다. Fig.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차시 수업에 비해 7차시 수업의 토론· 력활

동에서 약 80dB-90dB 정도의 소음이 빈번하게 나타

나는 결과는 본 수업이 학생들의 토론· 력 학습활

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자기 주도  학습능력 신장에 효과 이었

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학습자는 매 차시의 

수업에서 다루어질 내용과 탐구문제를 이미 수업 

에 자료로 제공 받았으며, 학생들은 수업과정 안

을 매 차시별로 구분하여 포트폴리오로 제작한 상

태이다. 따라서 다음 수업에서 개되어질 교수/학

습활동을 학습자는 이미 악하고 있으며, 한 수

업과정 안에 제시된 5-6개의 탐구문제  2개의 탐

구문제만 실제로 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조건에서 해당차시의 수업과정 안에 제시된 5-6

개의 탐구문제 체에 해 미리 답안을 작성해 온 

뒤, 실제 수업의 모둠활동을 통한 탐구문제 해결에

서 토론 자료로 활용하는 학습자들이 찰되었다

(Fig. 4). 한 일부 학생들은 사 에 모둠을 구성하

여 수업과정 안에 수록된 탐구문제에 한 발표보

고서를 미리 작성해 온 경우도 있었다. 와 같이 

습을 해온 일부 학생들과의 면담 결과, “이 과목

은 수업은 수업 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별도의 기

말고사를 보지 않으므로 미리 탐구문제에 한 답

을 비해 와서 수업에서 다른 모둠보다 더 빨리 문

제를 해결하고 발표하여 다른 친구들보다 더 높은 

수를 받기 해서” “학기말에 포트폴리오를 제출

하여 평가를 받으므로, 미리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학기말고사 때 다른 과목에 한 시험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해서” 등의 응답이 부분이었다. 학생

들의 진술내용에서 학생들의 습 목 이 수업에서 

다루어질 교수/학습내용에 한 흥미와 호기심, 탐

구  욕구와 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결

과 으로 학생들은 본 수업을 비하여 자기 주도

으로 습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본 수

업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활동에 정 인 

효과가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와 같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활동을 유도하는데 기여한 수업

략은 평가와 련된 자료를 미리 제공해  것과 수

업 에 수행된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한 평가가 

학기말 평가를 체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수업시

간에서의 학습활동이 매우 요하게 인식되었을 것

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수업에 참여한 비 등 교사들을 

상으로 본 수업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인식조

사는 설문지에 제시된 다음과 같은 문항에 답하고, 

이유를 서술하도록 하 다. 문항내용은, 본 수업에

서 운 한 교수/학습 략을 미래 등과학 수업에서 

용하시겠습니까?  본 수업의 교수/학습 략이 교

육 학교의 과학 련 교과수업으로서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수업의 교수/학습 략이 교육

학교의 타 교과에서 운 되면 좋겠습니까? 이다. 이

에 한 학생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Table 3)

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수집한 인식조사 

결과, ‘본 수업의 방식을 미래 등교사가 된 후 과

학수업에서 용하고 싶다’에 해 정 인 응답

이 70%(109명), 부정 인 응답이 7%(12명) 그리고 

21%(34명)는 ‘보통’이라고 응답하 다. ‘본 수업방

식이 학의 과학교과의 수업으로서 하다고 생

각 한다’에 해서는 정 인 응답이 70%(109명), 

부정 인 응답이 5%(8명) 그리고 24%(38명)는 ‘보

통’이라고 응답하 다. ‘본 수업방식이 과학교과가 

아닌 타 교과 에서도 용되었으면 한다’ 에 해 

정 인 응답이 58%(91명), 부정 인 응답이 

9%(14명) 그리고 21%(50명)는 ‘보통’이라고 응답하

다. 이는 본 수업모델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로

부터 정 인 반응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서술한 내용  본 수업모델의 정  

요소로는 ‘수업에 한 참여도가 높다’ ‘학생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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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xample of the prepare learner’ lesson

구분

1학년 (자연의 이해) (N 56) 2학년(과학교육) (N 99)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등 과학
수업 용성

1 4 13 36 2 0 7 21 53 18

교육 학교 과학
수업 성

0 5 19 24 8 0 3 19 49 28

교육 학교
타 교과수업 

용 성
2 3 25 22 4 0 9 25 45 20

정  요소

수업시간 집 력 강화, 졸리지 않음, 수업참여도 신장, 학습 효과 성 높음, 토론을 통한 

의견조율, 포트폴리오평가, 발표력신장(학생 스스로 발표유도 략), 평가방법  방식, 

학생 심수업 략, 집단지성(토론과 사고활동)방식, 창의  사고력 신장....

부정  요소

모든 학생들에 한 발표기회 한계, 모든 수업시간 용은 무리, 포트폴리오 평가기 의 

애매함, 사고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음, 짧은 수업시간의 한계, 사고시간의 제한, 지식학

습량 부족..

Table 3. The results of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about cla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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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업’ ‘토론  발표능력 신장’ ‘평가내용과 방법’ 

등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부정  요소들은 ‘모든 모

둠에게 발표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음’ ‘제한 된 

수업시간에서 운 의 한계’ 등이 우세하 다. 본 수

업모델에 해 학생들이 서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

면, 학생들은 교수에 의해 제공된 강의식 수업과 미

리 제공된 강의록에 해서는 정  는 부정  

측면과 련된 내용의 언 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

다. 반면 25분 동안 학습자 심의 토론· 력으로 

운 된 ‘탐구문제해결’ 활동과 포트폴리오 평가와 

련하여 많은 의견을 진술하 다. 이는 본 수업 모

델에서 학생들이 가장 인상 으로 받아들인 것은 

학생 심의 토론· 력활동을 통한 ‘탐구문제해결’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학습행동평가  포트폴리오 

평가방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발표력신장, 

평가내용과 방식 등은 주로 탐구문제해결과 발표에

서 학생들이 경험한 학습활동과 계가 깊은 것들

이다.

Ⅳ. 결론 및 제언

최근 학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핵심역량

교육이 비  높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과거 학

습목표 수 에서 지식 심의 효과 인 과학수업을 

한 다양한 교수/학습 략들이 핵심역량 신장을 학

업성취도로 달성하는데 여 히 그 효과성이 보장되

는지에 한 검토가 필요한 시 이다.  에서 

본 연구에서는 거꾸로 수업에 기반 하여 지구과학

련 과학수업을 한 모델을 새롭게 개발하고, 이

를 비 등 교사들의 수업에 용한 후 수업운

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분석해 보았다. 

사실, 학교 장에서 거꾸로 수업을 운 한 경험

을 가진 많은 과학교사들은 학생 참여 심 수업과 

핵심역량신장 측면에서 거꾸로 수업운 이 효과

이라는 것을 체로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 운 에

서 사 과제물 제작  선행과제에 한 각각 학생

들의 수행여부와 서로 차이가 있는 학업 성취도에 

따라 교실수업에서 학생별로 하게 처하는 것, 

그리고 토론· 력활동을 운 하는 교수/학습 략 등

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기도 한다. 따라서 핵

심역량교육에 정 으로 작용하는 거꾸로 수업 운

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한 교

수/학습 략과 이를 반 한 새로운 수업모델 개발은 

과학교육의 발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거꾸로 수업에서, 선행과제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는 교실수업에서 다루어질 핵심지식을 집에서 충분

한 시간동안 미리 자기 주도  학습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반면, 교사들은 제한된 수업시

간에 핵심지식에 한 교수/학습활동을 하지 않음으

로서 학생들 간, 교사와 학생 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이끌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핵심지식 련 심화내용

을 교수/학습할 수 있는 시간 확보에 유리하다. 그러

나 와 같은 들은 교사가 수  높은 선행과제물

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은 교사가 의도한 

수 에서 선행과제를 수행했을 때 기 되는 결과이

다. 실 으로 학생들의 선행과제 수행여부와 성취

수 을 검하고, 각각의 학생들에게 한 교수/

학습 략을 운 하는 것은 오히려 제한된 수업시간

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습내용을 축소

하고, 심화내용을 반 한 탐구문제를 개발하 으며, 

탐구문제 해결에 용 가능한 참고자료를 제작하여 

수업 에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하는 략을 운

하 다. 이는 학생들에게 교실수업에 한 정보를 

제공해 으로써, 실제 수업에서 교사의 강의식 설

명으로 짧은 시간에 학생들에게 핵심지식을 이해시

키고 이는 선행과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

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한 모둠별 토론과 력활동으로 핵심지식과 련된 

심화내용의 탐구문제를 해결하고 발표하는 과정에

서 제공된 참고자료와 스마트기기의 검색 활용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  핵심역량 신장 등이 학습

효과로 얻어질 수 있음을 기 하 다. 특히 수업에

서 나타난 학생들의 학습행동요소와 포트폴리오의 

완성도를 평가하여 학습활동에 한 학생들의 극

인 참여도를 유도하 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수업모델은 

제한된 수업시간 동안에 핵심지식을 학생들에게 이

해시키고, 핵심지식과 련된 심화내용의 탐구문제

해결과 발표활동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

다. 뿐 만 아니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습행

동이 과정평가로 운 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에 

한 참여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효과가 나타났다. 학

생들의 본 수업에 한 인식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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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업모델에 해 정 인 평가를 하 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모델은 · ·고등

학교의 지구과학 수업에서 운 할 만 한 충분한 가

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즘, 학교교육과 련하여 ‘학생참여 심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평가’ ‘핵심역량교육’ ‘질문

이 있는 교실’ ‘배움이 있는 수업’ 등 다양한 용어들

이 사용되고 있다. 이  과정평가는 주체가 명확하

지 않음으로서 무엇에 한 과정을 평가해야 하는

지에 해 혼란이 있는 듯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

업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학습행동’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에 한 ‘학습활동에 한 과

정평가’로서의 개념을 확립하 다. 그 결과 학생들

의 수업참여도를 높이는데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

다. 물론, 본 수업모델이 지구과학 수업에서 인지 , 

정의 , 그리고 핵심역량 등을 학습효과로 얻어내는

데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가 재 학교교육에서 직면한 새로운 패러다임

을 구 하는데 효과 인 수업모델 등의 개발연구에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국문요약

이 연구는 거꾸로 수업에 기반 한 지구과학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등 비 교사의 과학수업에 수

업모델을 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 다.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수업모델은 교실수업에 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과 정보를 사 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거꾸로 수업에서의 선행과제를 체하 다. 

교실수업에서 ‘지식’내용은 교수에 의한 강의식 설

명으로 20분 동안 학생들에게 수행되었으며, 그 후 

학생들은 지식과 련된 심화탐구문제를 토론· 력

을 통해 모둠별로 해결하 다. 탐구문제 해결 후, 모

둠원  발표자로 선정된 한 학생이 모든 학생들 앞

에서 모둠에서 수행한 결과를 발표하 다. 14차시 

수업 에 나타난 학생들의 학습과정과 사 에 제

공된 학습 자료의 포트폴리오는 기말고사를 처한 

한 학기의 과정평가로 교수에 의해 운 되었다. 수

업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은 본 수업 모델이 수업에 

한 집 력, 그리고 토론기술과 사고능력을 향상시

키는데 있어서 매우 정 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결론 으로 본 수업모델은 지구과학수업

에서 용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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