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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예비화학교사들이 사범대학에서 수강한 과학교육 과목은 학습관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고

찰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예비교사 3인의 학습관 및 수강한 과학교육 과목과 관련한 설문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

과, 예비교사들은 과학교육 과목의 수강을 통해 자신의 학습관을 변화, 수정하거나 유지,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학교육 과

목을 수강하기 전에 지녔던 예비교사 K와 P의 전통적 학습관은 과학교육 과목의 수강을 통해 구성주의적 학습관으로 변화하

였다. 그러나 구성주의 학습관은, 학교 현장 실제성에 바탕을 둔 과학교육 과목 수강 이후에 다시 현장의 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수

정되고 변형되었다. 예비교사 H는 이전부터 지녔던 구성주의적 학습관에 전통적 학습관을 추가하여 지니게 되었다. 이로부터

정도와 방향의 차이는 있지만 예비교사 K, P, H 모두 과학교육 과목의 수강을 통해 학습관을 고찰하고 수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론의 현장 적용을 강조한 과학교육 과목이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관을 고찰하고 수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교원 양성대학의 과학교육 과목의 내용에 현장성이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교사별 맞춤식 교수활동 및 학습관 정립을 위한 예비교사의 반성적 사고과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예비화학교사, 과학교육 과목, 학습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re-service chemistry teachers’ view of learning focused on the influ-

ence of science education courses that pre-service chemistry teachers had learned. Three pre-service chemistry teacher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Documents related to science education courses, survey data about their view of learning and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transcrib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is study, pre-service chemistry teachers had changed, modified,

maintained and strengthened their view of learning while they took the science education courses. Pre-service teacher K and

P had changed their traditional view to the constructive view and then had modified their view by adding the reality. And

pre-service teacher H had modified his constructive view with some traditional view. All Pre-service teachers had modified

their own view of learning because of the science education course that emphasized the real field situation. As discussed

above, science education courses focused on the applying the theory to real teaching situation gave the opportunity to modify

pre-service teachers’ own view of learning. It implied that the science education courses learned in the teachers college have

to include contents based on real teaching situation and pre-service teachers’ reflective thinking processes for establishing their

view of learning and customized teaching activities.

Key words: Pre-service chemistry teacher, Science education course, View of learning

서 론

1980년대 이후, 외국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특히 수업전

문성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에는 이러한 논의가 이론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

현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1 같은 맥락에서,

교사 교육은 교사로서의 일반적인 소양이나 학문적인 지

식을 가르치는 등 교육 현장이나 수업과 유리된 ‘탈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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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전문성’을 길러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실제 현장에서

의 수업전문성 신장 교육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

히, 일반 교육학적 지식이나 교수법적 전문성이 아니라,

교과수업의 전문성을 살린 실천지식 개발을 지향한다.2−7

교원 양성 기관의 주된 목표는 교사로서의 소양 함양과

전문성 개발이다.8 교원양성 기관에서 교육과정상 예비교

사들이 이수해야 하는 영역은 교육학, 교과내용학, 교과교

육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교과교육학은 예비교사들

에게 현장에서 잘 가르치기 위해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실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변화시켜 실제

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과교육학은 과학 교사 양성 과정에서

‘과학교육 과목’을 의미하며, 이는 과학교과내용 지식과

일반교육학 지식, 상황지식의 통합과 변형을 통해 과학교

육의 이론과 실제를 융합시킨 응용학이라 말할 수 있다.8

여러 연구에서,8,9 전문가로서 보다 능력 있는 교사 양성에

서 교직 이론보다는 교과교육학 관련 교과목의 비중 증가

를 예상하고, 일반 내용학 분야의 학과와 차별화된 사범대

학의 특성 및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

과교육 과목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주장

하였다. 또한, 교육실습생들이 교원양성 기관의 교육 과정

내용 중 현장에서 과학수업을 계획, 실시하는데 있어 가장

도움되는 것을 교과교육학 관련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10 교과교육 과목을 통해 예비교

사들의 수업에 대한 지식이 개발되고, 교수학습에 대한 신

념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연구가 있다.11 즉 실천지

식 개발의 맥락에서, 과학교육 과목은 보다 훌륭한 과학교

사 양성의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예비교사들의

과학교수학습에 대한 학습관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학교육과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안 형태의 연구는 많은 반면, 이러한 과학교육과목

이 어떻게 예비교사의 학습관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구체적 탐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학습관은 교사교육 프로그램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데,12 예비교사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실습수업 과정에서 표출되게 한다. 교사의 학

습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연구에서는13 교

사의 학습관이 교수 실제를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고 제시하였다.

과학교육에서 구성주의 이론이 강조되면서 교사 중심의

전통적인 학습관은 변화하고 있다. 학습자 중심의 지식의

구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는 과학교육의 목적, 교수학습

방법, 교육과정과 평가 등의 여러 측면에 많은 영향을 주

고 있다.14 학습자는 더 이상 과학 지식의 수용체가 아닌

능동적인 의미 구성체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교사는 지식

의 전달자가 아닌 학습 안내자 또는 조언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15 교사가 구성주의적 학습관을 가지는 것

의 중요성은 Hashweh16의 연구결과에 잘 나타나고 있다.

서로 다른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두 교사 집단의 특정 교

수 행동과 비교하여 인식론적 신념이 수업에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한 결과, 구성주의 중심의 인식론적 관점을 가진

교사는 학생들의 선개념을 고려하는 경향이 더 크며 교육

전략에 있어서 더 풍부한 레퍼토리를 갖고 있고, 학생들의

개념적인 변화를 증진시키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

하며, 실증주의 인식론적 관점을 가진 교사들이 사용했던

것보다 더 효과적인 수업 전략을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Tsai17는 교사의 과학교육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과 수

업에서의 교수 신념과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상대적으로

실증주의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교사들은 학생의 과학 점

수를 강조하고 교사의 직접적인 강의, 문제 연습, 수업 시

간의 시험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중점을 두

었다. 이것은 과학 학습에 대한 더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구성주의 인

식론적 관점을 가진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해에 초점을 맞

추고 질문 활동이나 상호 토론에 더 많은 시간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교사의 학습관은 수업 수행에 직접적

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사범대학의 과학교육 과목을 예비교사의

과학 학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과학

교육과목을 수강하는 동안 예비교사의 과학 학습관이 어

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아보았다. 과학적 지식과 과학

의 방법론적 이해, 과학교육학의 특성 등 과학교육학의 이

론과 실제를 융합시킨 과학교육 과목은 예비교사들에게

현장에서 잘 가르치기 위한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러

한 내용을 실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변화시켜, 실제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과학 교육 과목을 수강하면서 배운

실천적 지식이 예비 화학교사들의 학습관에 어떠한 영향

을 미쳐 실습수업으로 실행되는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화학교사들이 사범대학에

서 수강한 과학교육 과목이 과학 학습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대상 및 내용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는 연구 진행시기인 2010년, 충북 소재 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3인

이다. 모두 군복무를 마친 25세의 남자이며, 화학교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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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고 공통과학교육을 복수 전공하고 있다. 3명 모두 실

습 전에는 수업을 정식으로 실시해 본 경험이 없으며 예비

교사 K와 P는 M고등학교에서, H는 S고등학교에서 10월

과 11월에 3주간 이루어지는 교육실습에 참여하였다. 그

들에게 연구목적을 소개하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수업동영상과 수업지도안, 실습록, 대학이수과목

과 관련한 자료 등을 제공해주었다. 

사전 면담을 통해 예비교사 K와 P는 중고등학교 학생일

때부터 교직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었으며, H는 중고등

학교 때의 장래 희망과는 달리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교원

양성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비

교사 K는 학생과의 상호작용 없이 일방적 강의식으로 수

업하는 교사는 되고 싶지 않으며 학생과의 친밀감 형성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예비교사 P는 중학교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어 사범대에 진학하였다. 그래서 중,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며 종종 답답함을 느끼고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예비교사 H

는 의약학 대학에 갈만큼 수능점수가 나오지 않아, 대안으

로 사범대학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아직도 교사라는 직업

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교육 실습을 통해 교

직에 대한 적합성을 스스로 시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하고 있었다.

연구 대상자가 수강한 과학교육 과목 정보

예비화학교사들이 수강한 과학교육 과목은 평균 4.7개의

과목이다. 각 과목의 성격을 강의계획서와 교재, 발표자료,

수강자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모두 3학점 수업으로, ‘과학교육론’과 ‘과학교재론’은 필

수과학교육과목으로, ‘화학교재연구’, ‘화학교육과정 및

평가’, ‘화학수업의 실제’ 과목은 선택과학교육과목으로

지정되어있다. 예비교사 K, P, H가 수강한 과학교육과목은

Table 1과 같다.

과학교육론 - 2007년 2학기

강의 초반에는 주 교재(과학교육론18)의 내용을 강의식

으로 전달받는 수업이 이루어졌다. 교재의 내용은, ‘과학

교육의 구조, 과학의 본질과 그 학문적 구조, 과학 발달의

원리, 과학학습 목표와 목표틀, 과학과 교육과정, 과학 교

수학습 이론의 실제(과학교수학습이론, 과학교수학습모

형), 과학수업기법, 과학학습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강의 중반부터는 Thinking Science 책19을 단원별로 나누어

수강자들이 분담을 한 후 한 주에 1~2명씩 책의 내용을 번

역하고, 제시되어있는 활동에 대해 분석과 시연을 실시했

다. 개인별 발표가 끝나면 관련 주제에 대해 토의를 진행

하고, 발표와 토의 내용에 대해 지도강사가 강의식으로 정

리를 했다. 강의계획서에 따른 강의의 목적은 과학교육학

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

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과목은 예비교사

P, H가 수강한 과목으로, 2007년에 수강하여, 이 연구의 범

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과학교육론 - 2010년 1학기

과학교육론과 과학론과 과학교육20 교재를 병행하여 사

용하였다. 각 주의 강의 주제에는 ‘과학철학, 과학의 본성,

과학과 교육과정(2009개정교육과정과 융합과학), 과학교

수학습이론, 과학학습평가’가 포함되어 있었고, 교재 내용

수업은 주로 강의식으로 전달받았다. 교재의 내용을 학습

하는 시간 이외에도, 4인이 1조가 되어 매 수업 마지막 20

여분 동안은 과학교육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

다. 또, 수강자들은 수업모형에 맞는 지도안을 작성하는

과제와, 블룸의 인지적 영역 목표 분류틀의 하위 능력에

맞는 문항을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강의계획서에

따른 강의의 목적은 과학교육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

Table 1. Science education courses that pre-service chemistry teachers took

Pre-service teacher K Pre-service teacher P Pre-service teacher H

Subject
Period
(year.term)

Subject
Period
(year.term)

Subject
Period
(year.term)

Science
education
courses

Before the 
practice 
teaching

Theory of science
education

2010.1
Theory of science 
education

2007.2
Theory of science 
education 

2007.2

Study of chemistry
textbook

2010.1
Study of chemistry 
textbook

2010.1
Study of chemistry 
textbook

2010.1

During the 
practice 
teaching

The reality of 
chemistry class

2010.2
The reality of 
chemistry class

2010.2
The reality of
chemistry class 

2010.2

Chemistry curriculum 
and assessment

2010.2
Chemistry curriculum 
and assessment

2010.2

Research and practice
of science teaching
materials 

2010.2
Research and practice 
of science teaching 
materials

2010.2 
Research and prac-
tice of science teach-
ing materials 

2010.2

Mean score of all subjects 3.81 3.63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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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문제를 해결함

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과목은 예비교사 K가 수강하였다.

화학교재연구 - 2010년 1학기 

수강자 3인씩 구성된 총 6개의 조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중에서 한 학년의 화학(또는 과학) 교

육과정의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분석하고, 각 교과서의 의

도는 무엇이었을지 추측하고, 교육과정의 내용과 비교하

여 바람직하지 않은 서술, 오개념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해

연구하여 발표를 하는 수업이었다. 또 7차 교육과정과

2007개정 교육과정의 비교를 통해 교육과정 변화를 살펴

보았고, 특히 교과서의 실험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

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찾고, 실험 개선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강의계획서에 따른 강의의 목적은 중

등학교에서 지도하는 다양한 화학교재의 특성을 교수학

습이론, 화학교육과정 등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관련된 교

수전략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이 과목은 예비교사 K, P,

H 모두가 수강하였다.

화학수업의 실제 - 2010년 2학기(교육실습시기)

교육실습 대상자인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수업은, 수업의 실제에 관한 사전지도, 교육실습 과정 중

에 이루어지는 수업지도, 실습 후의 사후지도 등을 통해

예비 화학교사의 PCK를 신장시키는 것을 강의의 목적으

로 하였다. 교육 실습시기 이전에 숙련된 현장과학교사들

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실제 화학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동영상 시청이 끝나면 시청

한 수업의 장점, 단점, 개선할 점 등을 수강자들이 발표, 토

론하여 좋은 과학수업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또한, CoRe

(Content Representation)21의 작성 및 마이크로티칭이 있었

다. 수강자 두 명씩 짝을 이루어 실습 학교에 나가서 수업

하게 될 단원의 개략인 CoRe를 작성했고 각자 15분 분량

의 수업을 준비하여 동료예비교사들 앞에서 수업연습을

했다. 교육실습 이후에는 수강자들이 수업실습 중에 찍은

수업동영상을 수업시간에 함께 시청하고 의견을 나누어

동료 코칭과 수업컨설팅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 과목은 예

비교사 K, P, H 모두가 수강하였다.

화학교육과정 및 평가 - 2010년 2학기(교육실습시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학년의 화학

(또는 과학) 대단원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발표하는 수

업이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접목한 Blended-Learning

수업이었고, 온라인 상에서는 과학교육과정의 변천 및 화

학교육과정의 특징에 관해 강의식 수업이 진행되었고, 5

주차부터 오프라인 상에서 각 학년별, 단원별로 발표를 하

였다. 발표 이후에 지도교수의 피드백을 받고 발표내용을

수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강의계획서에 따른 강의

의 목적은 우리나라 화학교육과정의 변천을 이해하고, 현

재 교육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특징과 그 변화를 파악하여 앞으로 개정

될 2009 개정교육과정 방향을 진단하고,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서 발현되기 위해 교사로서 알아야 할 부분을 이해

한다는 것이다. 이 강의는 예비교사 K와 H가 수강하였다.

과학교재론 - 2010년 2학기(교육실습시기)

네 개의 과목(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별로 네 명의

교수자가 지도를 하는 팀티칭이 이루어졌다. 순서는 화학,

생물, 물리, 지구과학이었고 3주씩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수업에서 조별 또는 개인별 발표가 진행되었다. 화

학의 경우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전체 실험을 분석하고 직

접 수행해보고 각 조별 발표 후 논의하였다. 생물도 마찬

가지로 조별 발표 수업이었는데 발표 내용은 생물 교육과

정의 내용을 분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멀티미디어 교재

를 직접 제작하는 것이었다. 교재의 내용에는 학습 목표,

내용구성에서부터 평가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었다. 물

리의 경우, 교육과정의 내용을 POE, 인지갈등 모형 등 교

수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오개념을 어떻게 과학

적인 개념으로 유도할지 수업전략을 고안하여 발표하는 것

이었다. 지구과학은 ATLEP(Acting-Thinking-Language Education

Project) 모형을 실제 교육과정의 내용에 적용하는 과제가

예비교사들에게 주어졌다. 강의계획서에 따른 강의의 목

적은 과학교재의 구성특징과 교과의 특성, 요소 등을 이해

하고, 이를 가르치는 교수 방법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

아는 것이다. 이 과목은 예비교사 K, P, H 모두가 수강하였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로써, 수강교과목과 관련한 자

료를 수집, 분석하고 예비교사와 반구조화된 면담을 여

러 차례 실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질적 연구의 타

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면담 자료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가 수강한 과학교육과목의 강의계획안, 강의교

재, 제출 과제 및 예비교사 교육실습 수업 자료, 기타 자료

등을 함께 활용하여 자료의 다각화(data triangulation)를

도모하였다.

수강교과목 관련 자료

예비교사들이 사범대학에서 이수한 전체 과목명과 학

점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과학교육과 관련한 과목은 강

의계획안, 사용 교재, 제출한 과제, 성적, 시험 문제 등을

수집하였다. 학습관 검사 도구 범주22와 유사한 범주(학생

의 역할, 교사의 역할, 과학수업, 평가)별로 각 과목에서

강조한 강의내용 특징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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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첫 번째 면담(2011년 9월 29일 실시)은 사범대학 선택

동기, 과학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 되고 싶은 과학교사상,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과학 수업 등 학습관과 관련된

것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별

면대면 면담으로 90분가량 소요되었으며, 녹취하여 전사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두 번째 면담(2011년 11월 9일 실시)

은 전자우편을 이용해 실시한 것으로 먼저 연구대상자들

에게, 이전에 수강한 과학교육과목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

하고, 기억을 상기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이 때, 연구자가

수집한 과학교육과목과 관련한 자료(강의계획서, 사용과

제, 연구대상자가 제출했던 과제, 시험지 등)를 모두 제공

하였다. 이후에 과목별로 각 주별로 어떤 내용이 어떤 방

법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작성하게 하여 기억의 구체화를

도왔고, 어떤 내용이 왜, 생각을 바꿔주었는지, 아니면 유

지시키거나 확고하게 하였는지에 대해 작성한 파일을 우

편으로 수신하였다. 두 번째 우편 면담에서 잘 전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연구자가 추가 질문을 구성하여 세 번째

면담(2011년 11월 15일 실시)을 실시했으며, 교육실습 수

업 직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과학 실습수업 특징,

주안점을 둔 측면, 어려움, 이상적 과학수업과의 차이점

등 실습수업에 관련된 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함께 이루

어졌다. 연구 대상자별로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연구의 제한점

예비과학교사의 수강 교과교육과목이 학습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에 있어, 면담 방법을 사용하였

다. 학습관의 변화를 분석하려면, 교과교육과목 수강 전과

후에 두 차례 면담을 실시하여 비교했어야 하지만, 연구자

가 연구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예비교사들이 수강했던 과

목에 대해서는 수강 전 학습관을 조사할 수 없었다. 이러

한 한계로 인해 교과교육과목 교재, 제출한 과제, 시험 등

의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수강 전의 학습관을 되돌아보

는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분석에 참고하였다. 하지만 학습

관 변화를, 한 시점에서 되돌아보고 예전의 학습관을 추측

하였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또한 예비교사는 사범대학에

서 과학교육 과목 뿐만 아니라, 교육학과 교과내용학 수업

을 병행하여 수강한다. 이러한 과목들이 암묵적으로 예비

교사의 학습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자료 분석

과학교육과목에 의해 영향을 받은 학습관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자를 포함한 4명의 석사과정 중인 현장 초, 중등

학교 과학 교사, 박사 과정 중인 현장 중등학교 교사 1인과

과학교육 전문가 1인의 자료 검토를 통하여 연구자 다각

화를 적용하였다. 3차례 면담 자료를 토대로, 연구 대상자

가 수강한 과학교육과목에서 영향을 받은 학습관에 대한

부분을 발췌하고, 이를 ‘학생의 역할에 대한 인식’, ‘교사

의 역할에 대한 인식’, ‘과학학습에 대한 인식’, ‘평가에 대

한 인식’ 범주별로 나누었다. 학습관 변화과정에 대한 연

구대상자의 응답에서, 변화가 너무 크거나 전혀 없었다고

답해, 기억의 재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심층 추가 면담

자료를 토대로,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동료 검토를 통해,

용어(변화, 수정, 유지, 강화)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학습

관과 과학교육과목 내용 연결에 대한 타당성을 4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이후 도출된 결과는 연구

대상자에 의한 확인(member check) 과정을 거쳤다.

연구 결과 및 논의

예비화학교사가 수강한 과학교육 과목이 학습관에 미친

영향

과학교육과목의 강의 내용이 예비화학교사의 학습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수업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과학수업, 평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학교육과목이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역할에 대한 인

식’에 미친 영향

예비교사 K

Fig. 1은 예비교사 K가 수강한 과학교육과목이 수업 과

정에서 학생의 역할에 대한 그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

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1. Pre-service teacher K’s view on the role of students and
science education courses and contents that influenced hi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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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학교육과목을 수강하기 전

까지 예비교사 K는 학생을 교사의 개념전달에 따라 지식

을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지식의 습득자’로 생각하고 있

었다. K는 교원양성 기관에서 처음 수강하게 된 과학교육

과목인 과학교육론 과목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인지구조

와 도식을 통해 지식을 새롭게 구성하는 구성자라는 인식

을 하게 되었다. 

K: 과학교육론을 듣기 전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전달에

따라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습득자라고 생각하였습니

다. 과학교육론 과목에서 구성주의 학습이론, 하슈웨,

POE수업모형, 학습자들의 선입개념을 배우면서 학습

자의 구성하는 능력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가진 인지구조와 도식을 통해 지

식을 새롭게 구성하는 구성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

니다.(전자우편을 통한 2차 면담)

이러한 지식의 구성자로서의 학생의 역할에 대한 구성

주의적 학습관은 교육실습 시기에 수강했던, 화학수업의

실제, 화학교육과정 및 평가, 과학교재론 과학교육 과목을

통해 수정되었다. 화학수업의 실제 과목에서 현장 과학교

사의 수업 동영상 시청을 하고 CoRe를 작성하면서, 학생

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화학교육과정 및 평가와 과학교재

론에서 실험 분석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학생의 역할보다

교사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결국 교사의 역

할이 중요하고 학생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지식을 구성하

는 구성자라는 학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강경리의 연구23

에서도 예비교사들은 실제 수업을 구성하고 실행함으로

써 학생을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인식에서, ‘보

호받아야 하는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 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 학습자들은 자신이 가진 인지구조와 도식을 통해 지

식을 새롭게 구성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교사

의 수업영상을 보고 CoRe를 작성하고 PCK를 배우

면서 학생들은 구성주의에 맞는 학습자임을 언제나

생각하고 수업을 준비해야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화학교육과정 및 평가와 과학교재론은 학생의 역할

보다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 수업이어서, 세 과목

수업 후에 저는 학생이 교사가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 학습상황을 조절하는 구성자라고 생각하게 되

었습니다.(전자우편을 통한 2차 면담)

예비교사 K가 처음 수강하게 된 과학교육 과목인 과학

교육론 과목은 주로 강의식 수업으로, 예비교사가 주체적

인 지식 구성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

았다. 이에 따라 예비교사 K는 수업을 들으며 전통적 인식

이 구성주의적 인식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고 느꼈지만, 실

제로는 구성주의적 인식을 내면화했다기보다는 구성주의

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선행연구들14,23에

서도, 전통주의적 교수관은 매우 견고하여 이를 구성주의

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많은 시간

이 요구된다고 한 바 있다. 

실제로 예비교사 K는 ‘화학 수업의 실제’와 ‘화학교육

과정 및 평가’ 과목에서 실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

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갖고, 앞으로 교사

가 되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의미 있는 반성적

사고를 한 뒤에, 학생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한 것

으로 보인다. 

예비교사 P

예비교사 P는, 학생의 역할에 대한 그의 인식을 과학교

육 과목을 수강하는 동안 유지시켰다. 예비교사 P가 생각

하는 학생의 역할은 교사의 지식 전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 실제로는 수동적인 학생이 대부분이고, 교사가 전달하

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화학

교재연구와 화학수업의 실제 과목을 수강하는 동안에도,

교사의 역할은 있지만, 학생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는 생각

해보지 않았으며 교사에 의해 수업 과정 중에 학생의 역할

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P: 예전부터 교사의 전달을 받아들이고 교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학생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학생의 잘못은 아닙

니다. 학생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

다.(전자우편을 통한 2차 면담)

예비교사 H

Fig. 2는 예비교사 H가 수강한 과학교육 과목이 수업 과

정에서 학생의 역할에 대한 그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

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예비교사 H는 학생을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의

주체라고 생각하였고, 교사를 학생이 학습을 위해 활용하

는 존재라고 하였다. 하지만, 화학수업의 실제 과목에서

현장 교사의 수업동영상을 시청하며, 학생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학

생은 교사에게 의존하여 학습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학습과정에서 교사에게 의존은 하되, 결국 학습내용

을 의미 있게 구성하는 것은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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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화학수업의 실제 과목에서 현직 교사의 실제 수업 동

영상을 보며, 이미 학습할 내용을 알고 있지 않는 이

상 학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기는 어쩌면 무

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소한 내용을

접했을 때 주도적인 학습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되

면 교사에게 의존은 하되, 학습 후에 그 내용을 유의

미하게 자신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학

생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주

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상황에 따라 그것이 어려울 때는 교사 의존적으로 학

습한 내용을 자신에게 유의미한 지식으로 포섭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전자우편을 통

한 2차 면담)

과학교육과목이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

예비교사 K

Fig. 3은 예비교사 K가 수강한 과학교육과목이 수업 과

정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그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

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예비교사 K는 2010년 3학년 1학기부터 과학교육과목을

수강하였다. 사범대학에서 과학교육과목을 수강하기 전

까지, 예비교사 K는 교사가 지식의 전달자라는 전통적인

학습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학교육론과 화학교재연구

라는 과학교육과목을 통해 여러 다양한 교수학습이론과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등을 배운 후, 학생이 의미를 능동적

으로 구성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교사의 역할

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안내자라고 학

습관이 변화하였다.

K: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좀 더 유용한 방

법을 통해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

만 과학교육론 과목에서 과학교수이론, 피아제, 브루

너, 오슈벨 등의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배우고, 화학

교재연구 과목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여 교

과서 오류나 실험 가능여부와 적절성을 파악하는 강

의를 들으니, 학습자들도 능동적인 구성을 한다는 사

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학습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선개념과 오개념을 확인하여 학생들 스스로 구성하

도록 유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

게 되었습니다.(전자우편을 통한 2차 면담)

이러한 안내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Fig.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습 시기에 수강했던, 화학수업의

실제, 화학교육과정 및 평가, 과학교재론 과학교육 과목을

통해 다시 수정되었다. 화학수업의 실제 과목에서 숙련된

현장 교사의 수업 동영상 시청을 통해, 이상적인 모형보다

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는 교수학습모형과 발문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화학교육과정 및 평가를 통해 교사가 교

육과정과 교재의 전개방식, 실험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고

수정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

과학교재론 학습을 통해, 수업 자료를 개발할 때에는 학생

이 오개념을 고려해서 그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그는 교사가 학생의 역할

을 강화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K: 2학기 과학교육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학생들이 스스로

구성하도록 유도하는 안내자가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학수업의 실제 강의에서 현장교사의

Figure 2. Pre-service teacher H’s view on the role of students and
science education course and contents that influenced his view.

Figure 3. Pre-service teacher K’s view on the role of teacher and
science education courses and contents that influenced hi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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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영상과 CoRe작성을 통해서 현장 상황에 맞게

적절한 교수학습 모형이나 발문 등을 사용해야한다

고 배웠습니다. 또, 화학교육과정 및 평가 과목에서

교사의 역할은 교육과정과 교재의 전개방식과 실험

의 가능여부, 적절성을 언제나 파악하고 대비하여 학

습자들에게 최선의 방식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교사들이 모르면 학생들은 질 낮은 수

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과학교재론

과목에서는 주제의 특성과 내용에 맞게 교사가 교재

를 구성해야한다는 점도 배웠습니다.(전자우편을 통

한 2차 면담)

예비교사 P

Fig. 4는 예비교사 P가 수강한 과학교육과목이 수업 과

정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그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

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과학교육과목들을 수강하기 이전에 예비교사 P는, “수

능에 출제되는 교육과정 상의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잘 전

달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였다. 

화학교재연구 과목을 수강하면서, 교사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해야함을 느

꼈다. 또한 교사는 자기반성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하며

적합한 교재를 잘 만들거나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P: 화학교재 연구 과목에서 교육과정 전체에 대해서 바

라보는 눈이 생겼고 교과 내용의 위계를 알게 되었습

니다. 교사에게는 학생의 수준에 맞는 내용의 재구성

능력이 있어야합니다. 과학교재론 강의 중 생물 교재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적

합한 교재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면 더욱 좋겠고, 있는

것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한 듯합니다.(전자우편을 통

한 2차 면담)

예비교사 H

Fig. 5는 예비교사 H가 수강한 과학교육 과목이 수업 과

정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그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

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예비교사 H는 교사를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조력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을 주도적 학습자라고 생각했던 것

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학습관은 화학교재연구 과목을

수강하면서 수정되었는데, 이는 교과서를 분석하고 토의

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오류들을 많이 발견하여 교사의 역

할이 수업과정에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하지만, 교

사가 오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를 잘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H: 화학교재연구 과목을 수강하는 동안, 교과서를 분석

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상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올바른 개념을 확립하

는 데 있어 교사의 뚜렷한 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

습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중요하다는 생

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오개념이 형성되지 않도록 학

습을 안내하는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

니다.(전자우편을 통한 2차 면담)

Figure 4. Pre-service teacher P’s view on the role of teacher and
science education courses and contents that influenced his view.

Figure 5. Pre-service teacher H’s view on the role of teacher and
science education courses and contents that influenced hi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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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화학수업의 실제 과목을 수강하면서 학생이 자기주

도적으로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구성주의 학습이 불가능

하다”고 파악하고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도 필요하다”

고 생각하게 되었다. 과학교재론 과목에서도 학생들의 선

개념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

서 예비교사 H는 교사가 학생들의 선개념을 확실히 파악

하고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고 생각하였다.

H: 과학교재론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오개념과 개념변화

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발표를 해봄으로써 학생들의

선개념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오개념을 발

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선개념을 확실하게 파악해

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시키

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전

자우편을 통한 2차 면담)

예비교사 H는 구성주의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지만 과

학교육과목 수강을 통해서 점점 전통주의적 인식을 추가

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실제 수업을

참관하고, 구성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사 중심’ 학습

관이 더욱 견고하게 정립되었다는 선행 연구23와 일맥상

통하는 결과이다. 

과학교육과목이 ‘과학수업에 대한 관점’에 미친 영향

예비교사 K

Fig. 6은 예비교사 K가 수강한 과학교육 과목이 과학수업

에 대한 그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예비교사 K는 과학교육과목을 수강하기 이전에 과학수

업은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

가 과학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은 전달된 내용을 습득하는

존재라고 인식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과학교육론,

화학교재연구 과목 수강을 통해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적

태도와 탐구능력도 중시하게 되었다. 

K: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실험을 보고 교과서 오류를

찾으면서, 주제에 맞는 탐구능력, 지식, 태도를 준비

하여 교사가 수업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

학학습이 지식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능

력도 함께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전자우편을

통한 2차 면담)

또한, 화학수업의 실제 과목에서 현장의 교사들이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을 하는 것을 보고 탐구능력 신장이나 태

도 학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쉽지 않은 현

장 상황에서도 능력, 태도를 고려한 수업이 필요하고 준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과학교육과정 및 평가, 과학교재론

과목은 예비교사 K의 이러한 학습관을 공고히 하였다.

K: 화학수업의 실제에서 다른 교사의 수업 영상을 보고

CoRe를 작성하고 PCK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과

학학습이 대체로 지식 위주의 학습이며 탐구능력 신

장이나 태도 학습은 쉽지 않다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지식 영역 이외의 영역에 대한 수업을 준비해두어야

할 듯합니다. 화학교육과정 및 평가 과목과 과학교재

론 과목에서는, 과학학습에 있어서 주제에 맞는 탐구

능력과 지식, 태도를 기르도록 준비하여 수업을 해야

함을 알았습니다.(전자우편을 통한 2차 면담)

예비교사 P

Fig. 7은 예비교사 P가 수강한 과학교육과목이 과학수

업에 대한 그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나타낸 것

이다. 

과학교육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예비교사 P는 과학이 실

생활과 관련한 과목이라 재미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였다.

화학교재연구 과목을 통해서 과학학습이 재미만 추구하기

보다는, 탐구력을 길러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P: 예전부터 과학은 실생활과 관련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학 교재연구 과목

Figure 6. Pre-service teacher K’s view on science instruction and
science education courses and contents that influenced hi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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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강하면서 7차 교육과정 모든 과학 교과서의 화

학 부분을 완독하였는데, 과학을 학습함으로써 생각

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우편을 통한 2차 면담)

화학수업의 실제 과목을 수강하면서 이러한 생각은 더

욱 확고해졌다. 학습과정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과학학습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중

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교과서 내용 분석활동, 수업지

도안의 개발과 적용 등을 통해 예비교사 P는 과학수업에

대한 자신의 학습관을 정립해 나가게 된 것이다. 선행연구11

에서도 교과서 내용분석, 동료 수업 관찰, 수업지도안 개

발 및 실행 등이 예비교사들의 표현지식, 내용지식, 평가

지식, 교육과정지식이 개발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예비교사 H

과학 수업에 대한 예비교사 H의 인식은, 과학교육 과목을

수강하는 동안 유지되었다. 그는 과학수업은 탐구력 신장

이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화학교재 연구 과목

을 수강하면서 학생의 입장이 되어 실험을 수행하고 활동

지를 채워보았는데 이때 탐구력 신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과학 학습과 다른 과목과의 차이점은

탐구력 신장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H: 화학교재연구 과목을 수강하면서 실험활동을 선정하

여 수업방법 및 활동지 작성을 해보고, 다른 조의 발

표 때는 학생의 입장이 되어 실험을 수행하고 활동지

를 채워봄으로써, 과학학습에서 탐구능력 신장이 중

요하며 학생이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

다. 과학학습은 다른 과목과는 특징적으로 다르게 탐

구력 신장이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생이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이 주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생각

은 화학교재연구, 화학수업의 실제, 과학 교재론을

수강하는 동안 줄곧 변함이 없었습니다.(전자우편을

통한 2차 면담)

과학교육과목이 ‘평가에 대한 관점’에 미친 영향

예비교사 K

Fig. 8은 예비교사 K가 수강한 과학교육과목이 평가에

대한 그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예비교사 K는 “가장 공정하

고 성적산출이 정확한 문제를 만들어 평가해야한다”는 인

식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과학교육론, 화학교재연구

과목을 수강하는 동안 교과서에 제시되어있는 평가문항

을 분석하고 만들어보니, 정답이 명확한 평가와 더불어 과

정평가, 정의적 평가도 중요하므로 수행평가와 같은 평가

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K: 과학교육론을 수강하면서 수행평가와 정의적 영역의

평가, 평가척도, 이원목적분류 등을 배웠더니, 수행

평가와 같이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도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행평가와 정의적 영역 평가를 함께 실

시하여 과학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도록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전자우편을 통한 2차

면담)

화학수업의 실제, 화학교육과정 및 평가, 과학교재론에

서 각각의 주제에 맞는 평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습하

였다. 이러한 과목들로부터, 예비교사 K는 평가는 적합한

상황에 적절한 형태로 이루어져야한다는, 다양한 평가도

Figure 7. Pre-service teacher P’s view on science instruction and
science education courses and contents that influenced his view.

Figure 8. Pre-service teacher K’s view on assessment and sci-
ence education courses and contents that influenced hi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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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평가방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K: 화학수업의 실제 과목에서, 형성평가를 함으로써 교

사가 제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화학교육

과정 및 평가에서는 클로퍼와 블룸의 목표틀 등 다양

한 목표 분류틀을 통해 타당도, 신뢰도가 높은 평가

를 수행하여야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과학교재론에

서는 실험이나 지필평가 등 각각의 주제에 맞는 평가

법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과목을 수강하면

서 수행평가, 실험평가, 태도 설문지 등 다양한 평가

도구와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학생과 나의 교수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게 되었습니다.(전자우편을 통한 2차 면담)

 

예비교사 P

Fig. 9는 예비교사 P가 수강한 과학교육 과목이 평가에

대한 그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예비교사 P는 평가에 대해, “배운 것을 평가하고 가르치

지 않은 것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여, 지식 획득

의 정도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였는데, 화학교재연구 과목

을 수강하면서, “가르친 내용을 평가하되 암기에 의한 결

과를 평가하는 문항이나, 문제 푸는 요령만 습득하여 풀

수 있는 문항은 지양해야한다”고 말하였다.

화학수업의 실제 과목을 수강하는 동안, 학습자들이 수

능 영역을 벗어난 수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식 암기와 문제 푸는 요령을 평가하는 문항에 대해서 더

욱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사고력과 탐구력을 요하

는 문항이 필요하며, 다양한 방법의 평가가 필요함을 인식

하게 되었다. 

P: 화학수업의 실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논의

가 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평가였습니다. 수능 영역

을 벗어난 수업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 많은 학생들

의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능력, 탐구하는 능력이 뛰

어나더라도 점수가 더 낮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시스

템에 다시 한 번 한숨 쉽니다. 다방면의 다양한 방법

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전자우편을 통한

2차 면담)

 

예비교사 H

Fig. 10은 예비교사 H가 수강한 과학교육 과목이 평가에

대한 그의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예비교사 H는 수행평가 위주의 평가로 학생의 과학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과학교육 과목을 수강하면서 직접 교재를 제작해보니 수

행평가가 좋은 평가방법이긴 하지만, 객관적인 척도가 필

요한 현장에서는 지필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H: 과학교재론 수강 시, 수업목표에서 평가에 이르는 교

재를 제작해보면서 수행평가가 좋기는 하지만 객관

적인 평가를 하기엔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여러 가지 과학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엔 수행평가 형식이 안

성맞춤이지만,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가 중시되는

현 교육 실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필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자우편을 통한 2차 면담)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예비

교사는 수강한 과학교육과목으로부터 자신들의 학습관에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Figure 9. Pre-service teacher P’s view on assessment and sci-
ence education courses and contents that influenced his view.

Figure 10. Pre-service teacher H’s view on assessment and sci-
ence education courses and contents that influenced hi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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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예비 화학교사들이 수강한 과학교육 과목이 학습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예비교사 K, P, H 모두 과학교육

과목의 수강을 통해 자신의 학습관을 변화, 수정하거나 유

지,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학교육 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지녔던 예비교사 K와 P의 전통적 학습관은 과학교육

과목의 수강을 통해 구성주의 학습관으로 수정되었고, 구

성주의 학습관은 실제성에 바탕을 둔 과학교육과목 수강

이후에 다시 현장의 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되었다. 예

비교사 H는 이전부터 지녔던 구성주의적 학습관에 전통

적인 학습관을 추가하여 지니게 되었다. 정도와 방향의 차

이는 있었지만 예비교사 K, P, H 모두 과학교육 과목 수강

을 통해 학습관에 영향을 받았고 현장의 수업 상황을 고려

하여 학습관을 수정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예비화

학교사의 수강 과학교육 과목 및 학습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세 예비교사 모두 교사가 학생의 선개념을 잘

파악하고 교재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하였다. 학생은 교사의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고 여겨, 학

생의 지식구성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가 수업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과학 수업에서 지식의 습득도 중요하지만, 과학교육

수강을 통해 탐구력과 과학적 태도 함양에도 중요성을 인

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평가도구도 객관적인 지필평가

와 더불어 탐구능력과 태도 평가를 위한 다양한 평가방법

을 모색하였다. 셋째, 학교 현장의 실제성을 반영한 교과

교육 과목에 의해 세 교사 모두 영향을 받았다. 예비교사

K, P, H의 학습관은 모두 교육실습 시기에 수강한 ‘화학수

업의 실제’ 과목 수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현장 과

학교사의 수업 동영상 시청과 논의 과정, 수업 재구성을

직접 해본 과정을 통해 교사의 역할과 과학수업에 대한 인

식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화

학교재연구와 과학교재론과 같이 비슷한 명칭의 교과목

이라 해도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는지

에 따라 학생들은 학습관에 다르게 영향을 받았다. 이는

과학교육과목을 구성하는데 있어 교과목 명이 아니라

‘누가 담당하여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치는가’가 보

다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직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들이 교원양성기관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교과목 편제 수준이 아니라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표준화된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론의 현장 적용을 강조한 과

학교육 과목은 예비교사들이 학습관을 고찰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과학교육과목 수강 초기에 예

비화학교사들은 현장성을 배제한 학습관을 형성하고 있

었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현장 과학교사의

수업동영상 시청, 과학 교재 제작 등 실제성에 바탕을 둔

과학교육 과목 수강은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Table 2. Pre-service teachers’ view of learning and changed view of learning after taking science education courses

The role of students The role of teacher Science Instruction Assessment

K

Original view
A person who acquires 
knowledge

Knowledge transmitter Knowledge delivery process
Paper tests with just right and 
wrong answers

Changed 
view

A person who can construct 
knowledge under teacher’s 
guidance

Professional guide for 
enhancing students’ learning

Comprehension of scientific 
knowledge and development 
of science process skills and 
scientific attitudes 

Using various methods of 
assessment is important

P

Original view
The role of students is 
depended on teacher’s role

A person who deliveries cur-
ricular contents to students

Learning with fun
Assessment of scientific 
knowledge that learned in 
class

Changed 
view

P maintained his traditional 
view

A person who teaches 
knowledge and thinking 
skills to students through 
reorganization of curriculum

Development of scientific 
thinking skills 

Using various methods of 
assessment that can assess 
scientific inquiry skills is 
important

 H

Original view

A person that can do self-
directed learning
A person that can use 
teacher’s guidance in their 
learning

Facilitator for student’s self-
directed learning

Development of scientific 
inquiry skills

Performance assessment 

Changed 
view

A person that depends on his 
teacher because he can’t 
learn for himself/herself
(But he/she is responsible for 
constructing knowledge

A person that know students’ 
prior knowledge and change 
misconceptions to scientific 
concepts
(And an instruction based on 
lecture is also needed)

H maintained his construc-
tive view

Paper tests as well as perfor-
mance assessment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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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고찰하고 수정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K는 전통적 학

습관에서 구성주의적 학습관을 포함하게 되었고, P는 학

생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통적 학습관이 유지되고, 교사의

역할, 과학수업 및 평가에 대해서는 혼합된 구성주의 학습

관을 가지게 되었다. H는 구성주의적 학습관이 혼합된 구

성주의적 학습관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현장교

사의 수업을 시청한 것, 교재를 재구성한 것, 교과서 실험

의 문제점을 개선해본 것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학교육과목이 갖추어야할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성임을 알 수 있다. 교육 현장이나 수업과 유리

된 탈맥락적인 전문성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수업전

문성을 함양하는 과학교육과목 내용 구성이 예비화학교

사들의 학습관에 영향을 준다. 

예비화학교사의 수강 과학교육 과목 및 학습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비교사 교육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양성기관의 과학교육 과목에서 예비교사들

에게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전통주

의적 학습관은 매우 견고하여 이를 구성주의적으로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사의 구성주의적 학습관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부터 구성주의에 기초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사범대학의 과학교육 과목에 예비교사별 맞춤식

교수활동 및 예비교사의 반성적 사고과정이 필요하다. 학

습관에 영향 받은 방향과 정도는 예비교사 개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예비교사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들어오기 이

전에 이미 학습자로서 수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교

수 학습에 대한 학습관을 가지고 있으므로10 학습관에 대

한 사전 조사를 통해 예비교사별 맞춤식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범대학의 경험이 학교 현장에 가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예비교사들이 스스로 부족한 영역

을 확인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반성적 사고 과정이 포함

된 과학교육 과목이 필요하다. 

셋째, 사범대학 과학교육과목의 내용 구성에 실제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예비화학교사들은 교육

과정과 교과서 분석, 현장 과학교사의 수업동영상 시청,

과학 교재 제작 등 이론의 현장 적용을 강조한 과목들을

수강하는 동안 자신의 학습관을 고찰하고 수정하는 과정

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교육 과목의 목적에 맞게

실용적이고 실천적 지식을 기를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의 수업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맥락적인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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