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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탐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과학적 지식을 생
산하는 과정이다. 또한 탐구를 통해 과학자가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과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Lofgren et al., 2013).
일반적으로 초등 예비교사들은 교육대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과학 탐구의 경험 기
회를 가진다. 물론 이러한 과학 탐구의 경험은 교
육대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부터 수년
간의 실험실과 교실, 야외 활동을 통해 축적된다. 
이들은 교사, 동료 예비교사들로부터 그리고 교과
서와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형식적인 배움뿐
만 아니라,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한 채 암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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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ivided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knowledge conversion into four types, socialization, 
externalization, combination and internalization, based on their inquiry activities on the life cycle of cabbage 
butterfly. As research subjects, this study collected results from 24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carried out inquires on the life cycle of cabbage butterfly for about 2 months. The type of socialization indicates 
the conversion of tacit knowledge into tacit knowledge, and this study found out that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cquired and accumulated tacit knowledge from their fellow pre-service teachers, professors and 
even acquaintances inside and outside the lab. However, there appeared no process that they shared their tacit 
knowledge with other pre-service teachers or delivered it to them. The type of externalization indicates the 
conversion of tacit knowledge into explicit knowledge, and this study discovered some cases that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expressed their inner tacit knowledge into explicit knowledge. However, there was 
no case found that they converted the verbally-unexpressed tacit knowledge of their fellow teachers or experts 
into well-defined explicit knowledge. The type of combination indicates the conversion of explicit knowledge into 
explicit knowledge, and this study discovered some cases that they collected explicit knowledge and converted 
it into new explicit knowledge for the acquisition, integration and delivery or distribution of explicit knowledge. 
However, there were few cases that they creatively devised new explicit knowledge by acquiring new knowledge 
through direct observation and supplementing the existing explicit knowledge. The type of internalization indicates 
the conversion of explicit knowledge into tacit knowledge, and this study discovered both explicit knowledge 
embodied through personal experiences and explicit knowledge embodied through simulations and experiments 
that formed tacit knowledge in process of examining the existing explicit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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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기술을 배워 쌓아가고 있다.
초등 예비교사들이 탐구를 시작할 때 교과서나

지도서에 나오는 안내를 차근차근 따라 할 수는 있
겠지만, 이를 통해 한 번에 완전한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교과서나 지도서에 없는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동료 예비교사들이나 지도
교수의 도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가? 교과서나
지도서, 강의를 통해 배울 수 없는 지식이 있다. 즉, 
언어를 통해 전달될 수 없거나 표현할 수 없는 암
묵지(tacit knowledge)가 존재한다(Nonaka & Konno, 
1998). 암묵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개인들에
게 내재되어 있어 언젠가 관련 일을 수행할 때 도
움이 되는 작용을 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적용되는
경험화 된 지식을 말한다(Hast, 2017; Howe et al., 
2003). 암묵지도 언어로 표현되는 지식과 마찬가지
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습득된 것이나, 공식화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적인 현상이면서 개인적인 해석
을 바탕으로 형성된 경험화 된 지식이다. 따라서
암묵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므로 책
이나 문서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형식지(explicit knowledge)는 어떤 한 형태의 언어
로 전달이 가능한 지식으로 연구보고서, 책, 컴퓨
터, DB 형태로 기술하여 나타날 수 있는 지식을 말
한다(Lee & Jang, 2004; Nonaka & Takeuchi, 1995). 
형식지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형태로 어느 정도
객관화되어 있으며, 밖으로 표출되는 지식이므로
형식화되었거나 검증된 지식일 가능성이 높다. 즉, 
암묵지는 내재되어 있는 기술이나 경험이며, 형식
지는 교과서나 지도서에 있는 실험방법에 관한 매
뉴얼이다. 쉽게 말하면, 빙산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
는 것이 형식지이며,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몸체가
암묵지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지식
을 평가하는데 있어 형식지만으로 평가가 이루어
지면 거대한 빙산의 몸체인 암묵지를 놓칠 가능성
이 높다. 이와 같이 Polanyi (1958)는 최초로 지식의
유형을 형식지와 암묵지로 나누었고, Polanyi의 지
식 이론을 바탕으로 Nonaka and Takeuchi (1995)는
지식은 형식지와 암묵지 사이의 상호작용의 나선형 
과정(Spiral Process)을 통해 창조된다고 보았다.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성공적인 탐구를 수

행하는데에 있어 교과서나 지도서에 나와 있는 형
식화된 과정이 있으나, 어떻게 실험 장치를 설치하
고 특정 실험기구를 어떻게 다루면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
할 때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는 노하우
(know-how), 결과를 표현하는 노하우 등 성공적인
실험을 위해 알려지지 않은 지식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형식지와 암묵지는 생활 과학 속에서 각종
시행착오를 통해 습득되는 지식일 수 있으며, 동료
예비교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수될 수 있는
지식일 수 있다.
교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는 허다하며, 특히
과학교사가 과학 지식을 자신의 이야기로 재구성
하지 못한 채, 수식과 논증 위주로만 전달한다면
학생들에게 그 수업은 재미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
다(Kim, 2003). 과학 교과에서 탐구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전문적인 형식지도 필요하지만, 암묵지 또
한 앞으로 현장에서 과학을 가르칠 교사에게는 필
요한 지식이다. 무엇보다도 형식지와 암묵지의 상
호작용을 통해 언어와 문서를 통해 매체화되어 전
달 및 공유되어야 그 효과를 밝힐 수 있으며, 이러
한 과정을 명시화라고 하며 지식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Yoon, 2011). 형식지와 암묵지가 함께 작용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창의적인 탐구의 접근에 도
움이 되며,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는데도 유용할 수
있다(Takala, 2008).
한편, 탐구는 일반적으로 계획하기, 실행하기, 결

론 내리기 등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며, 각 단계에
서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앞 단계에의 경험
과 수집한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 즉, 특정 단계가 미비
하거나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음 단계의 진행
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결국 포기에 이를 가능
성이 높다(Lofgren et al., 2013). 따라서 단계에서 단
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식변환과
전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지식변환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효과적인 탐구 진
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국내의 과학교육에서는 Kim and Kim (2003)이

Polanyi의 인식론을 고찰한 연구는 있으나, 과학 탐
구 과정에서의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변환에 관
한 분석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암묵지와 형식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체

득할 수 있으며,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은 본
질적으로 사회적인 프로세스로 이러한 상호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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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라는 장에서 개인들의 상호작용이 전제가 된
다(Na, 1998). 이러한 맥락에서 어떠한 지식변환의
유형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모둠(그룹)활
동을 통해 지식변환의 유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교사로서 직접

탐구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탐구활동으로 알
려진 배추흰나비 한살이 탐구 과정에서(Kim, 2014),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형식지에서 암묵지로 순환적
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탐구활
동 수행과 앞으로의 초등 과학 교사교육에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교에서 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수강한 초등 예비교사 241명 중에서 배추
흰나비 한살이를 약 2개월간 탐구를 수행한 2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자료는 조별(3명으로
구성)로 작성한 탐구보고서와 관찰일지를 기본 데
이터로 삼았으며, 탐구보고서와 관찰일지의 보충자
료로서 발표자료, 조별 피드백을 통한 면담내용(조
별 2~3회)을 활용하여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 변
환 유형을 분석하였다.

2.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 변환 분석 내용
Nonaka는 지식은 암묵지와 형식지 사이의 상호

작용 나선형 과정을 통해 지식이 창조되며, 지식변
환은 사회화(Socialization), 표출화(Externalization), 
종합화(Combination), 내면화(Interanlization) 4가지
창으로 이루어진다고 제안하였다(Nonaka & Konno, 
1998)(Fig. 1). Nonaka의 주장은 생각을 언어로, 언
어를 형태로, 형태를 자신의 역량으로 변화시키는
나선형 프로세스가 작동할 때 개인과 조직은 자기
실험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Lee & Jang, 2004). 즉, 개인의 지식은 지식 창조에
서 시작해서 집단, 조직의 차원으로 나선형으로 회
전하면서 공유되고 발전해 나가는 창조 프로세스
로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Na, 1998). 개인의
지식은 이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계발 및 창조됨과
동시에 집단지로 공유되면서 새로운 개념 형성의
시초가 된다. 이러한 지식의 상호 간의 변화를 훌
륭하게 수행하여 그것들을 유용성 있고 실질적인

지식으로 전환해 온 활동들이 교수학습에 있어 경
쟁우위를 발휘할 수 있다(Nonaka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Nonaka의 4가지 지식변환 유형

(Table 1)의 기본 특징을 바탕으로 배추흰나비 한살
이 탐구내용에서 나타난 지식변환 유형을 분석하
였다.

3. 분석 절차
분석의 객관화를 위하여 모든 분석은 배추흰나

비 한살이 활동을 9년간 진행해 본 담당 교수 1인
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생들과 배추흰나비
한살이를 직접 탐구한 경험이 3회 있는 초등교사 1
인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인 초등 예비교사들의 배추흰나비 한

살이 탐구 활동은 교과서 분석, 아동의 실태 조사, 
알 채집부터 표본제작까지 이루어지나, 본 연구에
서는 초등 예비교사들의 실질적인 탐구내용인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4단계 활동에서 경험한 탐구
내용에서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변환 과정을 분
석하였다.
분석 대상인 보고서와 관찰일지, 발표자료, 면담

내용을 2인이 일차적으로 2주간 각자 분석한 후, 
담당 교수 연구실에서 분석한 결과를 2일에 걸쳐
상호 비교하여 4가지 지식변환 유형의 분류 의견이 
불일치하는 내용은 분석 결과에서 제외하였으며, 
100% 일치하는 명확한 내용만 분석 결과로 삼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추흰나비 한살이 탐구

에 참여한 8개 조의 각 한살이 단계별 나타난 지식
변환 4가지 유형을 빈도로 제시하였으며, 지식변환
유형에 따라 한살이 각 단계별 대표적인 예시를 추

Fig. 1. Nonaka’s 4 types of knowledge conversion (Nonaka & 
Konno,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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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es of knowledge conversion

지식변환 유형 특징

사회화(Socialization)

∙ 암묵지를 다른 사람의 암묵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식을 생각 속에 공유하는 과정이다.
∙ 언어에 의하지 않고 체험, 관찰, 모방 등과 같은 신체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통하여 지식이 공유되고 변환
되는 과정이다.

∙ 암묵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여러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과정이다.
∙ 실습교육, 브레인스토밍 캠프, 그룹 내의 각종 토의토론, 가상공간에서 주고받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휴
식 시간의 그룹 구성원 간의 정겨운 대화 등을 들 수 있다.

∙ 개인이 다른 개인과 교류하며, 머릿속에 만들어진 자기만의 지식을 보완하는 과정이다.
<세부 유형>
∙ 교실 및 실험실 밖을 배회하면서 암묵지를 획득: 주변 사람들과 대화나 주변 환경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정보를 모으는 과정

∙ 교실 및 실험실을 배회하면서 암묵지를 획득: 교실 및 실험실 각 부문을 돌아다니면서 대화나 관찰을 통해
정보를 모으는 과정

∙ 암묵지의 축적: 정보수집에 그치지 않고 획득한 지식이나 정보를 자기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과정
∙ 암묵지의 전수 전이: 아직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자기 생각이나 이미지와 같은 내부의 암묵지를 동료나
교사와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과정

표출화(Ecternalization)

∙ 드러나지 않는 암묵적 지식이 눈에 보이는 형식적 지식으로 변환되는 과정이다.
∙ 개인이나 집단의 암묵적 지식이 공유되고 통합됨으로써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 탐구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책이나 글로 써내는 과정이다.
∙ 자신의 아이디어나 이미지를 언어나 도형 및 삽화 등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 자신이 얻은 문제점에 관해 나름대로 생각해낸 해결방안을 구두 보고나 형식을 갖춰 외부로 전달하는 과
정이다.

∙ 생각이나 노하우를 말이나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세부 유형>
∙ 자기 내부의 암묵지를 표출: 아직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자기의 생각 사고나 이미지 노하우를 말이나 그림
과 같은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

∙ 암묵지를 형식지로 치환 번역: 말로 표현하지 않은 동료와 전문가의 사고방식이나 지식을 번역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는 과정

종합화(Combination)

∙ 형식지를 또 다른 형식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 개인과 집단이 각각의 형식지를 분류, 추가, 결합하는 방법을 통하며, 제3의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종합
과정이다.

∙ 교과서나 지도서에 있는 정보를 자신의 노트에 요약하는 과정이다.
∙ 개인에게서 표출된 지식과 정보가 공유돼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식이 창조되는 과정이다.
∙ 언어, 문서, 설계도, 각종 회의, 각종 데이터베이스, 전화, e-mail 컴퓨터 통신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분류하
여 가공/처리 축적 검색하고 편집함으로써 자신이나 조직에 맞는 지식이 창조되는 과정이다.

∙ 기존 지식을 정보를 교환하고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이 창조되는 과정이다.
∙ 그룹 간의 교류와 상호 다른 지식을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유형이다.
<세부 유형>
∙ 형식지의 획득과 통합: 형식화된 지식, 공표된 데이터, 조사정보, 수치 등을 안팎에서 모아 결합시키는 과정
∙ 형식지의 전달 보급: 프레젠테이션, 토의, 상호 간의 조정 등 형식지를 형식지로 전달하거나 의사소통하는
과정

∙ 형식지의 편집: 문서화를 비롯해 정보나 지식을 이용하게 만드는 과정, 형식지의 전달이나 보급을 위한 전
제가 되는 것으로 형식지를 특정의 표현 형태로 종합하여 편집하는 과정

내면화(Internalization)

∙ 드러난 형식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지로 변환되는 과정이다.
∙ 그룹 내에 공유된 형식지가 그룹 구성원 개인에게 체험을 통해 고유의 지식, 기술로 체질화되는 과정이다. 
∙ 탐구의 노하우가 담긴 책을 읽고 열심히 연습하는 과정이다.
∙ 어떤 개인이 어떤 경험을 하거나 어떤 지식을 접하게 되면 기존에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연관하여 머릿
속에는 다른 발전된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세부 유형>
∙ 개인적 체험을 통한 형식지의 체화: 기존에 체계화된 탐구 전략을 실제 개인적 탐구에 정착시키기 위해
직접 개인의 체험을 통해 체득 시 하는 과정

∙ 시뮬레이션과 실험에 의한 형식지의 체화: 가상 상태에서 새로운 전략이나 컨셉 및 기술 등의 현실성을
시뮬레이션해 보면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실험을 통해 점검 및 학습하는 과정, 기존 형식지를 점검하
는 과정

(Lee, 2014; Lee & Jang, 2004; Na, 1998; Nonaka & Konno, 1998; Nonaka & Takeuchi, 1995; Yo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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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논문에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또한 지식변환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변환이 이루어졌는지를 모식도로 정리하
여 초등 예비교사들의 효과적인 배추흰나비 한살
이 탐구와 교사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사회화 유형: 암묵지에서 암묵지로의변환
배추흰나비 한살이 탐구에서 나타난 사회화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사회화의 유
형은 전체 19회 나타났으며 알, 번데기, 성충 단계
에서 각각 5회, 애벌레 단계에서 4회가 나타났다.

‘알’ 단계에서는 채집과 관련하여 한 조에서 사
회화의 유형을 이야기하였다. 즉, 알 채집은 초등
예비교사들이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로
(Kim, 2014), 알을 채집하지 못하면 한살이 활동을
시작조차 못 하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
때 평소 배추를 재배하면서 배추흰나비에 대한 경
험이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알
채집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처음으로 채집을 하러 주말농장인 ○○○에 찾아갔

다. (중략) 아침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있어 조언을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배추흰나비는 오후쯤 해가 쨍쨍할 때 

보통 나타나는데 나비가 앉았다 간 배추를 보면 알이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략) 이렇게 채집에 실패하

고 가려고 하는데 농장 관리 아저씨께서 농약을 안 치면 

벌레들이 갉아먹어서 채소를 먹을 수 없어서 요새 약을 

많이 친다고 말씀해주셨다. 아마 농장 주인들이 농약을 

사용하여 알을 발견 못 한 것 같다. 이번을 계기로 해가 

쨍쨍하게 떠 있을 때 농장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 채집은 조원들과 오후에 가기로 약속을 잡았다.(1

조 탐구보고서)

‘애벌레’ 단계에서는 애벌레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여 죽은 것으로 잘못 판단한 이야기를 하였다. 
즉, 평소 애벌레 관찰에 따른 경험 부족으로 탈피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
는데, 선배를 통해 암묵지를 체득하고 이를 통해
직접 관찰을 하여 자신들의 암묵지로 전환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벌레)4령 애벌레가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 조는 이 애

벌레가 죽은 줄 알았다. 선배님이 애벌레가 움직이지 않

을 때는 탈피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인내

심을 가지고 관찰해 본 결과, 탈피 전 애벌레는 평소보

다 진한 초록빛을 띠고 줄기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작은 

반응에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지만 죽음을 의심해볼 만큼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 오랜 시간 두고 보면서 

탈피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2조 관찰일지)

‘번데기’ 단계에서의 사회화의 유형으로는 같은
조원끼리 대화를 통해 의견을 모아 새로운 암묵지
를 구성하게 된 것이 확인되었다. 즉, 암묵지의 대
표적인 형태인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견들을
그룹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이어서 다른 구
성들의 암묵지를 보완하여 좀 더 객관화에 접근하
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번데기)번데기 단계는 딱히 신경을 써줄 것이 없어 그

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중략) 번데기가 같은 곳

에서 알을 채집했음에도 색깔이 서로 다르다는 의견을 

보여서 함께 논의한 결과, 주변색에 따른 보호색을 띠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다.(3조 관찰일지 및 면담내용)

‘성충’ 단계에서 경험한 사회화의 유형으로는 표
본제작에 따른 경험으로 평소 경험으로 축적된 암
묵지만으로 표본제작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경험
이 추가되어 새로운 암묵지를 형성한 경험을 이야
기하였다. 전문가가 보여주는 직접적인 실습과정을
통해 표본을 제작하는 것은 보았으나, 직접 해보는
체득 과정에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또 다른 어

Table 2. Conversion of tacit knowledge into tacit knowledge
(unit: times)

조/단계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계

1조 1 0 0 1  2

2조 1 1 0 0  2

3조 1 0 2 0  3

4조 0 2 1 1  4

5조 1 0 0 1  2

6조 1 0 1 0  2

7조 0 1 0 1  2

8조 0 0 1 1  2

계 5 4 5 5 19



<연구논문> 초등 예비교사들의 ‘배추흰나비 한살이’ 탐구에서 나타난 지식변환 유형 탐색 : 김동렬 489

려움이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으로 새로운 암묵지
를 구축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충)... 다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얼마나 세게 잡아야 

기절하는지 감을 못 잡고 한참을 헤맸었다. 몇 번 해보

고 나서야 꽤 세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살아있

는 나비는 연화 과정을 안 거쳐도 된다고 해서 바로 가

슴 부분에 표본용 핀을 꽂고..(중략)..교수님이 직접 제

작하는 과정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표본제작이 

어려워서 날개가 상하거나 날개를 제대로 펴지 못해 좌

우 날개의 위치가 맞지 않게 제작된 표본이 많아서 아쉬

웠다.(8조 탐구보고서)

이와 같이 초등 예비교사들의 배추흰나비 한살
이 탐구에서의 사회화에 따른 지식변환의 세부 유
형을 정리하면 Fig. 2와 같다. 초등 예비교사들이
경험한 사회화의 유형으로는 실험실에서의 동료나
교수로부터 정보를 모으는 형태나(9회), 배추흰나
비 한살이 활동의 특성상 실험실 밖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암묵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나 직접 채집하는 경험을 통해 정보를 모으는
과정(7회)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사회화
의 유형은 암묵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나, 자신의 머
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암묵지
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 형성되므로 체계적
으로 암묵지를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부분
의 암묵지는 신체와 오감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획
득한 지식인 경험지(experiential knowledge)이며, 개
개인의 원체험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Na, 1998). 
그러나 대부분이 동료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암묵
지를 전수받는 것이었으며, 본인들의 암묵지를 전
수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는 경험이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암묵지 획득은 그룹 활동 내부의 문
제점을 머릿속에 담고, 암묵지로 획득한 지식과 정
보를 자신의 생각과 관련지으며, 언어화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이미지를 그룹 내외 사람에게
직접 이전하는 과정을 통해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
다(Lee & Jang, 2004). 즉, 암묵지를 전수하는 과정
을 통해 본인의 암묵지를 평가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화의 유형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비교사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
편, 배추흰나비 한살이 활동은 언어화를 통해 지식
을 전달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암묵지가 또 다
른 암묵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 알 채집과 사육
과정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표출화 유형: 암묵지에서 형식지로의변환
초등 예비교사들의 배추흰나비 한살이 탐구에서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변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표출화 유형은 전체 12회 나타
났다. 알 단계에서 4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번데
기, 성충 단계에서 각각 3회, 애벌레 단계에서 2회
나타났다.

‘알’ 단계에서의 표출화 유형으로는, 암묵지로
정리되어 있던 배추흰나비 알의 특징과 채집방법
을 직접 채집해본 경험을 통해 문서로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을 이야기하였다. 즉, 알 채집 단계에서
암묵지에서 형식지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직접 채집의 경험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Kim (2014)의 연구에서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
이 직접 알을 채집하기보다는 업체를 통해 구입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보다도 알 채집 단계에서
는 직접 채집 경험을 통한 암묵지에서 형식지로의
지식변환이 필요하다.

Fig. 2. Analysis results on detailed knowledge conversion types 
by socialization.

Table 3. Conversion of explicit knowledge into tacit knowledge
(unit: times)

조/단계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계

1조 0 0 0 1  1

2조 1 1 0 0  2

3조 1 0 0 0  1

4조 0 1 1 0  2

5조 1 0 0 1  2

6조 0 0 1 0  1

7조 1 0 1 0  2

8조 0 0 0 1  1

계 4 2 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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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배추흰나비 알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아 답답한 마음

에 머릿속에 배추흰나비 알은 노란 옥수수 모양일 것이

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밭 저 밭을 돌아다니게 되었다. 

또한 밭에서는 맨눈으로 밖에 알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

에 작은 알들이 다 비슷하게 보였다. 지금은 한번 찾아

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과 동료 예비교사들을 위해 

보고서를 통해 알 채집 노하우를 잘 정리하여 전달할 수 

있다. 배추흰나비가 앉았다가 날아간 자리를 자세히 살

펴보면 알을 찾을 수 있다.(7조 탐구보고서)

‘애벌레’ 단계에서의 표출화와 관련해서는, 직접
애벌레를 사육해 본 경험을 축적하여 새로운 사육
상자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최적의
환경을 갖춘 사육상자를 설계하고, 실제 제작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였다.

(애벌레)애벌레의 똥을 치워주고 신선한 잎을 추가적으

로 넣어주어야 하는 것을 놓쳤다. 신선한 잎을 매번 넣

어주고 똥을 치우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2령 

애벌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밀폐 용기는 더 이상 애벌

레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원

들과 함께 애벌레를 위한 새로운 사육환경을 만들어 주

기로 결심했다. 애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사육 상자 만드

는 방법을 설계하고 실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4조 관

찰일지)

‘번데기’ 단계에서의 표출화 내용으로는, 배추흰
나비는 고치를 만들지 않고 띠실을 뿜어 안전벨트
역할로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떨어지면 우화로 진
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그
러나 한 조에서는 실수로 번데기가 떨어졌을 때 풀
을 이용하여 다시 고정시켜 우화가 된 것으로 보고
하면서 이러한 정보는 지도서나 백과사전에도 찾
을 수 없으므로 나중 현장에 가서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대처방안으로서 메모하여 활용해야 할 것으
로 이야기하였다.

(번데기)우여곡절 끝에 번데기가 되었는데, 사육 상자

를 떨어트려 줄기에 붙어 있었던 번데기가 떨어졌다. 번

데기가 붙어있던 곳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 당연히 죽을 것이라 생각했다. (중략) 지도

서나 지식백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이지만 목공

풀을 살짝 묻혀 원래 있던 자리에 붙여주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관찰하니 그 전보다 더 투명해져서 날개의 무늬

가 비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루 뒤 나비가 되었다. 이

러한 내용은 실수로 번데기가 떨어졌을 경우에 대처방안

으로 현상에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메모해 두었다.(7조 

탐구보고서)

‘성충’ 단계에서는 성충의 특징에 관해 알고 있
었던 암묵지를 바탕으로 암수를 구별할 수 있었고, 
이를 알기 쉽게 직접 촬영한 사진에 성충의 부위별
명칭을 표시하고, 관찰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배추흰나비 한살이는 탐구 과정 요소
중에서 관찰이 주가 되는데, 관찰은 자연스럽게 암
묵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암묵지를 바
탕으로 이루어진 관찰 결과를 잘 정리가 되면 의미
있는 형식지가 표출될 수 있다.

(성충)10월 13일 나비 표본제작과 알 채집을 위해서 ○
○에 가서 잡아 온 5마리 나비 중에서 한 마리는 살려서 

집의 나비망 안에 넣고 관찰을 하였다. 나름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 판단해 본 결과, 우리가 잡아 온 이 나비는 

바탕색이 조금 더 어둡고 중심 부근에 검은색 무늬가 퍼

져있는 것으로 보아 암컷으로 보였다. 몸은 털이 나 있

고 머리에 한 쌍의 더듬이와 겹눈, 대롱 모양의 입이 있

고 가슴에 세 쌍의 다리 그리고 배가 있음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었다. 관찰한 것을 정리하여 나비 사진에 표시

하였다.(1조 관찰일지)

이와 같이 배추흰나비 한살이 각 단계별 표출화
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를 표출화의 세부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Fig. 3), 자기 내부
의 암묵지를 표출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
며(12회), 자신이 아닌 동료나 전문가의 암묵지를
알아보기 쉽게 형식지로 표현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곧 배추흰나비 한살이는 직접 관찰
이 주가 되어 본인 스스로의 암묵지를 바탕으로 정
리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 배
추흰나비 한살이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자기 내부
의 암묵지 표출 유형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
론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동료나 전문가
의 암묵지를 바탕으로 진행한다면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의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

Fig. 3. Analysis results on detailed knowledge conversion types 
by exter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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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암묵지는 대체적으로 지도서에 언어나 알기 쉬
운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다
시 본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정리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Polanyi (1958)는 인간의 앎에는 명시적으로 드러
내어 밝힐 수 없는 암묵적 차원이 언제나 수반된다
고 보았으며, 이러한 암묵적 차원은 마치 인간이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다리를 통과할 때
에 그 다리에 의존해야만 하듯이 새로운 앎으로 나
아가고자 할 때에는 형식지 차원으로 변환이 될 필
요가 있다(An, 2009). 방대한 암묵지를 뽑아내기 위
해서는 특정한 기능 즉 형식지의 방법론이 요구되
며,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서든 언어나 그림으로
나타내어 자기 팀에게 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Na, 
1998).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
는 자료로 자리 잡게 된다. 특히 배추흰나비 한살
이와 같은 한살이 단원은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Kim et al., 2016), 방대한 암묵지를 형식지로
정리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표출화를 통한
자료의 보급은 절실한 실정이다.

3. 종합화 유형: 형식지에서 형식지로의변환
초등 예비교사들의 배추흰나비 한살이 탐구에서

형식지에서 형식지로의 변환인 종합화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종합화의 유형은 총 
10회 나타났으며, 알 애벌레 단계에서 각각 3회, 번
데기와 성충 단계에서 각각 2회 나타났다.

‘알’ 단계에서 종합화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도서
에 나와 있는 알 채집방법에 대한 정보를 그룹 활
동을 통해 체득한 정보와 종합하여 보고서로 정리

하는 형태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의 종합화는 실질
적인 지식의 양의 증대와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식
을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hoi et al. (2016)
도 과학학습에 있어 여러 지식 간의 연결고리를 만
들어 유용하게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지식
의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알)케일을 야외에 심었더니 거기에 배추흰나비가 알을 

낳고 갔다. 배추밭에 직접 가보니 배추는 겹겹이 나기 

때문에 속까지 들여다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농약을 많

이 치면 알을 채집할 수 없다는 정보를 지도서에서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케일의 경우 잎이 배추에 비해 얇고 

겹겹이 나지 않아, 알이 있는지 관찰이 용이하고 먹이로 

뜯어 주기에도 적합하다. 따라서 우리는 수업을 위해 미

리 학교 화단에 케일을 심어 놓으면(농약을 치지 않고) 

좋을 것이라는 해결방안을 보고서에 정리하게 되었다.(6

조 탐구보고서)

‘애벌레’ 단계에서의 종합화의 예로는, 애벌레에
서 번데기화 되는 과정인 용화 과정을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그 현상을 정리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기
존에 나와 있는 동영상 자료를 보고 추가 정보를
얻어 용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
였다. 이와 같은 예는 형식지로 문서 이외에 사진
이나 동영상 자료 또한 개념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식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진과 동영상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면 체계적
인 지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다. Kim (2014) 또한 배추흰나비 한살이의
성장 단계를 직접 관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
므로 여러 지식들이 통합된 모형이나 영상을 보여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애벌레)다음날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시 한눈

판 사이에 이미 번데기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용화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투명한 번데기 모습을 찍을 수 

있었다. 그리고 추석 때 고향에 왔을 때 배추밭에서 잡

은 5령의 애벌레도 아주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적절한 

장소를 찾더니 잎이 아닌 곳에서 용화를 시작하였다. 그 

과정을 찍었지만 놓친 부분은 아쉬워서 관련 영상을 찾

아보았다. 동영상을 보고 용화의 전체 과정은 먼저 애벌

레가 실을 내어 몸을 묶고 반나절 정도 움직이지 않다가 

머리부터 껍질이 갈라지며 허물을 벗고, 몸을 비틀어 벗

은 허물을 떨어뜨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

다.(2조 관찰일지)

Table 4. Conversion of explicit knowledge into explicit knowledge
(unit: times)

조/단계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계

1조 0 1 0 1  2

2조 1 1 0 0  2

3조 0 0 0 0  0

4조 0 1 1 0  2

5조 1 0 0 0  1

6조 1 0 0 0  1

7조 0 0 1 0  1

8조 0 0 0 1  1

계 3 3 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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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데기’ 단계에서의 종합화의 예로는, 형식지의
대표적인 자료인 지도서의 번데기 특징에 대한 내
용을 기본적인 정보로 삼고 직접 번데기 관찰을 통
해 습득한 정보를 종합하여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
한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예를 통해서도 볼 때
지도서는 예비교사들에게 중요한 형식지 역할을
하며, 지도서를 통해 습득하지 못하는 지식에 대해
서는 직접 관찰을 통해 습득하여 탄탄한 지식체계
를 형성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번데기)일단 지도서에 있는 번데기의 특징을 읽은 후, 

우리 모둠의 번데기를 관찰하고 정리하였다. 첫날 관찰

한 번데기의 길이는 2cm, 폭은 0.5cm이었다. 번데기의 

생김새는 잎과 같이 진한 초록색으로 변화하였고, 번데

기의 겉면이 단단하고 각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번데기 가운데 부분에 노란색 선을 관찰할 수 있

었다. 또한 번데기의 밑부분인 실뭉치 부분이 휘어있음

을 볼 수 있었다. 지도서에 없는 내용은 우리가 직접 관

찰한 내용으로 보충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4조 탐구보

고서)

‘성충’ 단계에서의 종합화 유형의 예로는, 초등
예비교사는 전문서적을 통해 표본제작법을 학습한
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
을 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시행
착오를 겪은 후에 성공한 표본제작법을 사진과 글
로 문서화하여 동료 예비교사들에 전달하여 도움
을 주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충)먼저 나비의 가슴 측면을 2~3분 정도 뚝하는 소

리가 날 정도로 잡고 기절을 시켜야 한다. (중략) 다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얼마나 세게 잡아야 기절하는지 감

을 못 잡고 한참을 헤맸었다. 몇 번 해보고 나서야 꽤 세

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전문서적에서는 살아있

는 나비는 연화 과정을 안 거쳐도 된다고 해서 바로 가슴 

부분에 표본용 핀을 꼽고 전시판 위에 올린 후 앞날개와 

뒷날개가 겹쳐지지 않을 만큼 쫙 펼치면서 바로 투명한 

유산지를 덮어 날개가 상하지 않게 유의하며 고정하였

다. 이러한 과정은 한번 해보지 않으면 어려우므로 사진

과 글 설명으로 정리하여 우리 조의 결과 발표 시 동료 

예비교사들에게 문서로 전달할 것이다.(8조 관찰일지)

이와 같이 종합화의 세부 유형을 살펴본 결과
(Fig. 4), 초등 예비교사들은 배추흰나비 한살이 탐
구에서 ‘형식지의 획득과 통합’을 통해 종합화하는
경향이 가장 많았다(7회). 이는 곧 지도서에 나와

있는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관찰을 통해 추가 정보
를 얻은 후 형식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형태이
다. 또한 일부 모둠에서는 기존의 형식지에 직접
탐구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새로운 형
식지를 형성하여 ‘형식지의 전달 보급’에 관해 관
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종합화의 세부 유형 중에서도 이번 배추흰나비

한살이 탐구에서는 기존 형식지에 본인들의 형식
지를 통합하는 유형이 많았으나, 창의적인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급을 전제로 형식지들의 특
징을 특정한 표현 형태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예비
교사로서 필요하다. 특히, 과학은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의 모습을 구현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
으며, 이러한 특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형식지가 덧붙여져야 한다(An, 2009). 이를 통해 과
학에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 지식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종합화의 유형이 그 역
할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Howe et al., 2013). 
교사로서 종합화 유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외부 형식적 지식을 개방적으로 받아들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자신들의 형식지의 세밀
한 고찰을 통해서 종합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내면화 유형: 형식지에서 암묵지로의변환
초등 예비교사들의 배추흰나비 한살이 탐구에서

형식지에서 암묵지로의 지식 변환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내면화의 유형은 총
11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애벌레 단계에서 4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알과 성충 단계에서 각각 3회, 
번데기 단계에서 1회 나타났다.

‘알’ 단계에서의 나타난 내면화 유형으로는, 교과
서나지도서에나오는정보를바탕으로직접배추를
심어 알을 채집하고자 하였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러한기본정보를바탕으로배추흰나비
가 알을 낳는 장소를직접 찾아가 알을 채집하는 활

Fig. 4. Analysis results on detailed knowledge conversion types 
by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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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알을 채
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즉, 내면
화는형식지에서암묵지로지식의변환과정으로배
추흰나비 한살이 탐구에서는 교과서나 지도서가 형
식지의역할을기본적으로수행하고, 기본서의학습
을 바탕으로 직접 수행한 후, 자기만의 암묵지를 형
성해 가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알)대도시 내에서 배추흰나비 알을 채집할 수 있는 곳

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일차적으로 배추밭 자체를 찾아

가려면 ○○○○ 등 학교에서 최소 30분 이상은 가야 

했고, 이차적으로는 그러한 밭을 찾았다 하더라도 농약

을 쳐놓았기 때문에 애벌레나 알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중략) 실제로 교과서 내용대로 화분에 배추를 심어 배

추흰나비가 알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 보기도 하였지만, 

결국 그 방법으로는 알을 채집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알

을 채집할 수 있는 장소적 특징을 기본 정보로 삼고 직

접 채집하였으며, 나중에 교사가 되어서는 쉽게 알을 채

집할 수 있을 것 같다.(6조 관찰일지)

‘애벌레’ 단계에서는 배추흰나비와 다른 나비의
애벌레가 잘 구분되지 않아 인터넷과 곤충 사전을
통해 정보를 찾아본 후, 이러한 형식지를 바탕으로
직접 관찰을 통해 애벌레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내면화 과정을 이야기하였다.

(애벌레)우리는 배추흰나비 애벌레의 생김새가 어떠한

지 잘 숙지하지 못했다. 배추흰나비를 닮은 애벌레를 보

면 ‘당연히 배추흰나비겠지’라고 하며 스스로에게 최면

을 걸어버렸던 것일까? 우리가 초반에 잡아 온 애벌레 

중에 배추흰나비가 아닌 도둑나방 애벌레가 있었는데 처

음에는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가 점점 커가면서 모습이 

배추흰나비 애벌레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

고, 인터넷과 곤충 사전을 찾아본 결과, 우리는 그것이 

배추흰나비 애벌레가 아닌 도둑나방 애벌레라는 것을 깨

달을 수 있었다. 그 이후로는 배추흰나비 애벌레와 다른 

애벌레와는 구분할 수 있었다.(8조 탐구보고서)

‘번데기’ 단계에서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기 직
전에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행동을 하
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없어 지도서와 참고도서를
찾아본 결과, 번데기가 되기 위한 전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고, 지금은 이상행동을 할 때 적절한 환
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암묵지를 형성한 것으로 이
야기하였다.

(번데기)애벌레를 사육하다 보면 어느 순간 5령 애벌레

의 왕성하던 식욕이 사라지고 갑자기 사육 상자의 벽을 

타기 시작하는 시기를 관찰할 수 있었다. 혹시 스트레스

가 불러온 이상행동일까 걱정하였지만, 지도서와 배추

흰나비 참고도서를 읽어본 결과, 번데기가 되기 위한 정

상적인 과정이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다음에

는 애벌레가 이상행동을 할 때 나뭇가지를 넣어주어야 

할 것이다.(2조 탐구보고서 및 발표내용)

‘성충’ 단계에서는 나비가 사육망에 있을 때 먹
이를 공급해 주는 방법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형식
지를 바탕으로 정보를 얻고, 이를 직접 실천에 옮
겨봄으로써 새로운 암묵지가 형성된 경우를 이야
기하였다. 이는 곧 전문가의 확실한 형식지는 정확
한 암묵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며, 암묵지는 정
확한 형식지를 바탕으로 직접 체험을 통해 형성되
어야 유용한 지식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형식지를 실제
화하여 체험적으로 사용하여 암묵지를 형성해 가
는 과정이 필요하다(Na, 1998).

(성충)나비 몸집만 한 통에 꿀을 넣어 줘서 나비 날개가 

꿀에 젖어버렸다. 먹이를 제때 주지 않아 이전 나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찍 먹이를 주고자 꿀을 

넣어줬다. 하지만, 나비의 특징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먹이를 주어 나비 날개가 꿀에 젖어버리고 말았다. 

교수님이 나누어주신 자료를 통해 클립을 펴서 꿀을 묻

힌 솜을 달아주면 나비가 그곳에 앉아 꿀을 먹을 수 있

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결과, 나비가 와서 꿀을 먹었

다. 또한 나비가 꽃의 꿀을 먹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꽃을 꺾어 넣어주었다. 나비가 꽃의 꿀을 대롱으로 먹었

다.(5조 관찰일지)

Table 5. Conversion of explicit knowledge into tacit knowledge
(unit: times)

조/단계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계

1조 0 1 0 1 2

2조 0 1 1 0 2

3조 1 0 0 0 1

4조 0 1 0 1 2

5조 1 0 0 0 1

6조 1 0 0 0 1

7조 0 0 0 0 0

8조 0 1 0 1 2

계 3 4 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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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내면화의 세부 유형으로는 ‘개인적 체
험을 통한 형식지의 체화’(8회)와 ‘시뮬레이션과 실
험에 의한 형식지의 체화’(3회) 유형이 모두 나타났
다(Fig. 5). 두 유형의 차이는 직접 수행해보는 정도
의 차이로 개인적 체험을 통한 형식지의 체화는 기
존의 형식지 정보가 명확한 상태에서 이를 바탕으
로 탐구를 수행하면서 자기것화 되는 과정을 의미
한다. 반면에, 시뮬레이션과 실험에 의한 형식지의
체화는 기존의 형식지를 본인의 활동에 적용해 보
면서 기존의 형식지를 보충 및 보완해 가는 과정을
통해 나름의 새로운 암묵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한다. 즉, 내면화는 형식지가 암묵지로 변화하는 과
정으로 새로운 지식을 행동과 실천에 옮김으로써
개인별로 체화하는 과정이며, 또 다른 암묵지 발상
의 원천이 되는 실천지(practical knowledge)이다(Lee 
& Jang, 2004). 초등 예비교사들의 배추흰나비 한살
이 탐구에서는 기존의 형식지가 명확한 정보이므
로 이 정보를 따라 수행하면서 본인들의 머릿속에
암묵지 형태로 남게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기
존 형식지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기존 정보를 바탕
으로 탐구를 수행하면서 이를 보충하여 알 채집방
법이나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적절한 서식 환경 조
성을 하는 형태가 있었다. 이는 기존 형식지는 시
행적 반성적 실험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Na, 1998).
기존의 형식지가 모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예비교사로서 활동하기에 충분한 정
보가 아닌 것도 있다. 따라서 직접 기존 형식지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접근해볼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체험을 통
한 형식지의 체화가 시뮬레이션과 실험에 의한 형
식지의 체화보다 약 3배 정도 많다는 관점에서 예
비교사들은 기존 형식지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
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즉, 교과서 지도서의
문서는 직접 채집한 경험, 직접 만지면서 관찰한
경험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암
묵적 지식을 형성한다는 것은 체험, 관찰, 모방 등
과 같은 신체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통하여 지식

이 공유되고 변환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가
지고 있는 독특한 삶과 총체적으로 연관되어 학습
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Lee, 2014).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 예비교사들의 배추흰나비 한살
이 탐구에서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단계에 따라
암묵지와 형식지 간에 지식의 변환 과정을 탐색하
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

과 같다.
초등 예비교사들의 배추흰나비 한살이 탐구내용

을 사회화, 표출화, 종합화, 내면화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사회화는 암묵지에서 암묵지로의 변환으로 초등

예비교사들의 배추흰나비 한살이 탐구에서 실험실
안팎으로동료예비교사들이나교수, 주변인들을통
해암묵지를획득하거나축적해간활동내용을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자신들의 암묵지를 동료
예비교사들에게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은 나타
나지 않았다. 또한 배추흰나비 한살이 탐구에 있어
서는전문도서나참고자료가부족한만큼다른지식
변환 유형보다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전달되는 사회
화의 유형이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출화는 암묵지에서 형식지로의 변환으로, 초

등 예비교사들의 배추흰나비 한살이 탐구에서는
자기 내부의 암묵지를 표출하여 형식지로 표현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 언어로 표현하지 않은
동료나 전문가의 암묵지를 알기 쉬운 형식지로 변
환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
존의 암묵지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탐구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변
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표출화는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모든 단계의 탐구에서 나타났다.
종합화 유형은 형식지에서 형식지로의 변환으로, 

형식지의 획득과 통합이나 전달 보급을 위해 형식
지를 모아서 다시 형식지로 전환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으나, 기존의 형식지에서 직접 관찰을 통해 얻
은 지식을 보충하여 새로운 형식지를 창의적으로
구성한 사례는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
추흰나비 한살이는 자료가 부족한 만큼 예비교사들

Fig. 5. Analysis results on detailed knowledge conversion types 
by inter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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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질적인 탐구 경험을 통해 체득하는 새로운 형
식지를 개발하는 것은 현장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
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내면화 유형은 형식지에서 암묵지로의 변환으

로, 개인적 체험을 통한 형식지의 체화와 기존 형
식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암묵지가 형성되는 시
뮬레이션과 실험에 의한 형식지의 체화가 모두 나
타났다. 배추흰나비 한살이 관련 자료는 직접 경험
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줄
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시뮬레이션
과 실험에 의한 형식지의 체화가 더욱 활성화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교사들의 특정 탐구활동

에서 나타난 암묵지와 형식지의 지식의 변환에 관
해 살펴보았으나, 초등교사들의 암묵지와 형식지가
실제 초등학생들의 암묵지의 형성이나 형식지 형성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알아보는 것도
실제 현장에서의 과학학습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의 탐구 단계
별 암묵지와 형식지의 변환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
이 이루어졌으나, 추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식변환의 교수학습 전략을 수립한다면
과학 개념 형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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