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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1년간 동료 교사들과 과학 탐구 수업을 협력적으로 계획하여 수행한 다섯 명의 중학교 과학 교사들이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하여 어떠한 교수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설문과 면담, 교사
들의 협력적 수업 계획 및 성찰 대화, 개별 수업 관찰 및 수업 후 면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 탐구 교수 지향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본 연구의 교사들은 학생이 과학 탐구를 수행하여 스스로 과
학 개념을 형성하고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한 과학 교육 목표라는 ‘과학 탐구 교육 목표’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
었다. 둘째, 교사의 치밀한 수업 설계와 학생의 능동적인 과학 탐구 수행을 통해 진정한 과학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과학 탐구 교
수-학습’에 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논의를 활용한 교수가 학생의 사고를 구체화하고 조직하여 과학 학습에 효
과적이라는 ‘논의 기반 과학 교수-학습’에 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학 탐구가 과학적 증거와 사회적 합
의를 통해 과학 지식을 형성한다는 ‘과학 지식 및 과학 탐구의 본성’에 관한 인식론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교사들
이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하여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교수 지향을 가지게 된 것은 1년 동안 동료 교사와 함께 과학 탐구 수업 계획
및 실행을 하고 성찰하며 수업을 개선한 교사학습공동체 경험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과학 교수 지향, 과학 탐구 수업, 교사학습공동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cience teachers’ orientation toward scientific inquiry-based teaching. In this study, five middle school science teachers formed and participated in a teacher learning community for scientific
inquiry-based instruction during one year. Data collection consisted of pre and post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audio-recordings of
teachers’ collaborative lesson planning and reflection on teaching practice, and field notes of participant teachers’ teaching practice
and follow-up interviews. Data analysis indicated that there were four orientations toward scientific inquiry-based teaching. They
were knowledge and beliefs about ‘goals of scientific inquiry-based teaching’, ‘scientific inquiry-based teaching and learning’,
‘argumentation-based teaching and learning’, and ‘nature of science and science inquiry’. Teachers’ collaboration in a teacher learning community would be effective in facilitating teachers’ orientation to scientific inquiry-based teaching.
Key words: Science teaching orientation, Inquiry-based science instruction,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서

론

-학습에 관한 것은 학생들이 과학을 배우는 방법, 과학 학
습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 방법, 과학 수업에서 교사
와 학생의 역할에 대한 교사의 믿음이다.1−3 또한, 과학의

과학 교수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교수-학습이 어떻게 이
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교사의 믿음 즉, 과학 교수 지향

본성에 관한 것은 지식 형성 방법으로서 과학, 과학 지식
형성 과정 및 과학 지식의 특성과 이에 내재된 가치에 대

(Orientation toward science teaching)은 교수 전략 선택 및
설계, 교육과정 자료의 조직 및 구성, 평가 계획 및 수행
등을 안내 또는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1−3 과학 교수 지향 중에서 과학 교육

한 교사의 믿음을 말한다.1,3−4 이러한 과학 교수 지향은 교
사의 교과교육학지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
Magnusson et al. (1999)은 과학 교사의 교과교육학지식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제안하고 그 중 과학 교수 지

목표에 관한 것은 왜 과학을 가르쳐야 하고 과학 교수에
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관한 교사의 믿음이며,2,3 과학 교수

향을 나머지 네 요소 즉, 과학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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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과학 학습에 대한 지식, 과학 교수 전략에 대한 지식, 과

식, 탐구 설계와 수행,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 수학적

학 학습 평가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 요소로 보
았다.2,5 Magnusson et al.(1999)은 과정중심, 학문중심, 강의

사고와 컴퓨터 활용, 모형의 개발과 사용, 증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증, 결론 도출 및 평가, 의사소통 등을 탐구 기능

중심, 개념변화, 활동중심, 발견, 프로젝트 기반, 탐구, 안내

에 포함하고 있다.11 그러나 학교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된 탐구 등 9가지의 교수 지향을 제안하고 교사들이 대부

교사의 일방적 강의를 듣거나 강의로 전달받은 지식을 확

분 1~2가지, 때로는 그 이상의 교수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교수 계획 및 실행 과정에서 여러 교수 지향이 복합적으

인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험을 하는 것이 대부
분이라고 보고되어 왔다.12−13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한 교사의

로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2 과학 탐구 수업에 관한 전문

인식을 조사한 여러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강의로 전달받은

성 향상 프로그램에 참석한 교사들의 교수 지향을 분석한

지식을 일련의 단계를 따라 하며 확인하는 실험 혹은 비

Roehling & Luft (2004)의 연구에서 과학 탐구(scientific
inquiry)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교사들은 과정 지향

구조화된 완전 개방형 탐구를 과학 탐구 수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학 탐구 수업이 과학 지식 학습에는 비

(process-oriented) 혹은 전통적 방식(traditional)의 수업을 운
영하는 교사에 비해 과학 탐구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관
한 강한 교수 지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6 Wallace &

효율적이고 과학 탐구 수업에 필요한 학생들의 역량이 부
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6,14-16 Roehring & Luft
(2004)는 과학 탐구 수업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Kang(2004)은 성공적인 과학 학습에 대한 교사의 믿음에
따라 탐구 수업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다르다고 보고하였
다. 예를 들면, 성공적인 과학 학습이 개념 이해라고 믿는 교
사들은 개념 이해를 확인하는 실험을 하였고, 성공적인 과

중등 과학 교사들이 실험을 통한 가설 검증, 일련의 과정 기
술, 또는 강의로 전달받은 지식을 확인하는 실험을 과학 탐구로
여기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6 Capps & Crawford(2013)의

학 학습이 과학 탐구 능력과 관련 있다고 믿는 교사는 학
생들의 과학 탐구 능력 향상을 위하여 탐구 기반 과학 실험

된 실험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과학의
본성에 관한 인식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14

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러한 선행 연
구들은 과학 탐구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과학 탐구

박영신(2013)은 교사들이 중요한 과학 개념은 교사 주도하에
철저하게 학습되어야 하며, 논의와 실험이 포함된 과학

수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교사의 교수 지향 형성이 필
수적임을 시사한다.
과학 탐구 수업은 학생들의 과학 개념 이해뿐만 아니라
과학적 사고력 증진과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향상에

탐구 활동은 과학 지식 학습보다는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15 Sampson &

효과적으로 기여한다고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혀져 왔다.8,9
Minner et al.(2010)은 1984년부터 2002년까지 과학 탐구
수업 실행 결과를 보고한 138개의 연구를 분석하여 데이
터 분석 및 해석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설계된 과
학 탐구 수업이 강의 중심 수업보다 학생들의 과학 개념
이해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8 Keys et al.(1999)은
탐구적 과학 글쓰기 수업 결과 학생들이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고 탐구 과정, 데이터, 증거 및 주장 간 논리적 연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구
체적인 이해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9 NRC(2012)는 실험,
자료 수집과 같은 일부 기능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 문제 제기, 모형의 구성과 사용, 탐구 계획 및 수행,

연구에서도 대다수의 교사들이 과학 탐구를 일련의 고정

Blanchard(2012)도 과학적 논의 중심의 탐구 수업은 사고
력과 과학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과학 지
식 이해에는 비효율적이며 학생들의 논의와 탐구 수행 역량
이 부족하다고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16 이와
같이 선행 연구는 현장 과학 교사들이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한
제한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 학습을 위한 과학 탐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많은 연구에서 교사의 과학 탐구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워크숍 형태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주로 제공
해 왔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17−18 과학
탐구의 핵심적 요소인 과학적 논의를 적용한 수업을 위하
여 Osborne et al.(2013)은 중학교 과학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전문적 지원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
고 수업에 논의가 포함된 정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

자료 분석 및 해석, 수학 및 컴퓨팅 사고 사용, 설명 구성,
증거 기반 논의, 정보 수집과 평가 및 의사소통 등 8가지
과학 실천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때 진정한 과학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다.10 우리나라 2015 개정 과학과

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과학적 논의를 적용한 수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하여 교사들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하였다.17 교수 지향에 영향을

교육과정에서도 과학적 탐구 능력을 과학적 문제에 관해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 해석, 평가하여 과학 지식을
얻거나 의미를 구성해 가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문제 인

교육, 과학 실험 연수, 교수-학습 자료 등이 교사에게 수업에
필요한 지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교사들의 교수 지
향을 자극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을 만큼 실천적이고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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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18 이러한 관

연구 방법

점에서 효과적인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 개선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수업 적용과 이에 대한 반성적 고찰의 기회가 충분한 시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고 여러 학자들이 주장해 왔다.19−21

연구 참여자
과학 탐구 수업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이 의미 있게

특히 교사의 교수 지향은 변화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수행되기 위해서는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및 과학 탐구 수
업 실행 의지를 가진 현장 교사들로 공동체가 구성될 필

있으며, 교사가 자신의 행동과 믿음을 탐구 교수와 비교

요가 있다. 이에 중학교 현장 과학 교사인 본 연구의 제 1

하고 반성적으로 고찰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이

저자가 다른 중학교의 과학 교사 2명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교사의 지식과 지향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해 왔다.14,22 이에 현장 교사가 비판적 탐구와

설명하여 섭외하였고, 선정된 2명의 교사가 과학 탐구 수

협력적 실천을 지속하는 교사학습공동체(Teacher Learning
Community)가 학생의 학습 향상을 위한 교사의 교수 개선과
전문성 개발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최근 주목 받고 있다.23−24

업에 관심을 가지는 3명의 과학 교사를 추천하여 총 5명
의 중학교 과학 교사가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본 연
구에 참여하였다(Table 1).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교사들이 함께 공부하고 이를 적용

교사학습공동체 형성과 운영

한 수업을 협력적으로 계획 및 실행하는 과정은 전문성 개
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25−28 Lin et al.

연구 참여 교사들은 본격적인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전에
과학교육전문가가 제공하는 2회의 워크숍을 통해 과학
탐구 및 과학 탐구 수업의 핵심적 특징, NRC(2012)에서
제시한 8가지 과학 실천 등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10 워크

(2013)은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한 워크숍, 수업 공유 및 협력
적 반성적 고찰, 전문가의 교실 방문 및 조언 등의 교사학
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의 탐구 질문, 가설
설정, 탐구 과정 설계, 증거에 기반한 결론 제시 등을 가이드
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26 Gao & Wang
(2014)은 서로 다른 교사학습공동체에 속한 두 명의 화학 교

숍 후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과학 탐구 수업을 함
께 계획하고, 수업 내용 및 수업 실행 경험을 공유하는 활
동을 하기로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 모
임은 1년간 총 26회, 1회당 2~5시간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

사 중에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한 협력적 학습, 실행 지원 및
반성적 고찰이 지속된 교사학습공동체에 속한 교사는 탐
구 수업으로 변화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는 실패하였
음을 보고하면서 과학 탐구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에 실질

여 교사들이 날짜, 시간, 장소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하였다. 연구 참여 교사들은 워크숍 내용을 기반으로 개
별적으로 과학 탐구 수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모임에

적인 도움을 주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

안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토론을 하였다. 교사들은 수업
실행 후에 그 내용을 다음 모임에서 공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수업계획안을 작성하고 검토하였다. 교사

사하였다.28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맥락이 될 수 있으며
교사 연수나 워크숍 만으로는 변화하기 어려운 과학 탐구
교수 지향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 탐구 수업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를
형성한 중학교 과학교사들이 1년 간의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하여 어떠한 교수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학 탐구 수
업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관련 연구와 예비과학교사
양성 및 현장과학교사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
고자 한다.

서 공유하여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수업계획

들은 효율적인 수업계획안 공유 및 피드백 제공을 위해
구글 닥스(Google Docs)를 활용하였고, 수업 일기, 수업
녹화 영상 등을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에 업로드하
여 공유하였다.
자료 수집
사전 및 사후 설문과 면담. 교사학습공동체 모임을 시작
하기 전 사전 설문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1년간의 교사학
습공동체 활동 후에 사후 설문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개

Table 1. Background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Ms. Min
Ms. Ji
Ms. So
Ms. Youn
Ms. Jung

Sex
Female
Female
Female
Female
Female

Major
Biology
Chemistry
Physics
Chemistry
Biology

Education
Master
Bachelor
Master
Bachelor
Bachelor

District
Seoul
Seoul
Kyeonggido
Kyeonggido
Kyeonggido

Grade
9th grade
7th grade
8th grade
8th grade
8th grade

Teaching experience
10 years
3 years
8 years
1 year
1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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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구 수업에 관한 교사의 인식, 교사학습공동체 참여 동기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 참여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과

및 운영 방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후 설문을 통해 과학

학 탐구 교수 지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연구 참여 교사가

교육의 목표, 과학 탐구 수업에 관한 교사의 인식, 과학 탐
구 수업 경험, 과학 탐구 수업에 관한 전문성 변화, 교사학

문과 면담 자료를 주 자료로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자신의 교수 지향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사전 및 사후 설

습공동체 활동의 기여도를 파악하였다. 연구 참여 교사의

제안된 과학 교수 지향의 세 가지 하위 요소에 근거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설문지 발송 전에 본 연구의 제 1저자가

자료를 연역적으로 분석한 후, 귀납적 분석을 통해 범주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를 정교화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코딩하였다.29 설

참여 교사의 질문에 답해 주었다. 연구 참여 교사의 요청
에 의해 설문지는 전자메일로 발신 및 수신하였고, 충분

문과 면담 녹음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교사의 과학

한 시간을 가지고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교사

교수 지향이 드러나는 부분을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3가
지 과학 교수 지향 하위 요소 즉, 과학 교육 목표, 과학 교

로부터 수집된 설문 응답 분량은 A4 편집용지 기준으로
사전 설문은 교사별 9쪽으로 총 45쪽이고, 사후 설문은 교
사별 8쪽으로 총 40쪽이다.

수-학습, 과학의 본성1-4으로 구분하였다. 선별한 자료를
본 연구의 제 1저자가 반복적으로 읽으며 각 교사가 과학
교육 목표, 과학 교수-학습, 과학의 본성에 관해 과학 탐구

설문 응답 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고 분석의 타당
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 응답 내용을 기반으로
개별 면담을 시행하였다. 개별 면담 문항은 설문 응답 내
용을 명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 구조화된

수업과 관련된 어떠한 교수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하
였다. 과학교육전문가인 본 연구의 제 2저자가 전사본과
기술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논의를 통해 합의하였

형식으로 개발하였고, 본 연구의 제 1저자와 제 2저자가
함께 논의하여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개별 면담은
각 연구 참여 교사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본 연구의 제
1저자가 방문하여 이루어졌고, 설문 회신 일주일 내에 시

다. 기술한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
학습공동체 논의 전사록, 과학 탐구 수업 관찰 기록 및 수
업 후 면담 녹음 자료와 비교하여 연구 참여 교사가 진술
한 과학 교수 지향이 드러나는 논의 내용이나 수업 수행을

행되었다. 면담 소요 시간은 교사별로 사전 면담은 30 ~
60분, 사후 면담은 60~90분이었다.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면담에서 “발문이라든지, 사고를
적절히 자극할 수 있는 자료라던지, 활동이라던지 이런 것을

교사학습공동체 논의. 과학 탐구 수업 계획 과정과 반

교사가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교사가 해야 한다”고
교사가 진술한 바와 같이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수업을 설계

성적 성찰 과정에서 드러나는 연구 참여 교사의 과학 탐
구 교수 지향을 파악하기 위해 1년간의 교사학습공동체
모임에 본 연구의 제 1저자가 매번 참석하여 논의 내용을
녹음 및 전사하였다. 수집한 녹음 파일의 재생 시간은 총
66시간 35분, 전사록 분량은 A4 편집용지 기준으로 총
895쪽이었다.
과학 탐구 수업 관찰 및 수업 후 면담. 연구 참여 교사의
과학 탐구 교수 지향이 수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파악하
기 위해 본 연구의 제 1저자가 각 연구 참여 교사의 학교
에 2회씩 방문하여 총 10회의 과학 탐구 수업을 관찰 및
녹화하였다. 수업 관찰 시 교사가 사전에 공유한 교수학
습계획안과 실제 수업을 비교하면서 사용된 교수-학습 자
료, 교사의 교수 실행, 학생들의 활동 내용, 전반적인 교실
분위기를 기록하였다. 수업 관찰 후에는 교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 교수-학습 자료 제공하고, 교수 전략
을 사용하고,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였는지 등에 관해
면담하고 녹음하였다.

할 때 발문, 자료, 활동을 교사가 구성하는 논의를 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통해 타당한지 학
생들이 스스로 점검해서 수정하게끔 해야 한다”고 교사가
진술한 바와 같이 수업 중에 교사가 학생들의 능동적인
활동을 가이드 하는지 확인하면서 면담 자료 해석의 신
뢰성을 구축하였다. 이후에는 기술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연구 참여 교사가 과학 교수 지향의 하위 요소 별로 어떠한
교수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코드를 귀납
적으로 생성하여 부여하였다. 연속적 비교 분석을 통해
생성한 코드들이 배타적으로 모든 자료 분석 결과를 포
함하는지 확인하고 코드를 수정 및 명료화하였다. 본 연
구의 제 1저자가 일차적으로 코딩을 완료한 후 제 2저자
와 함께 검토하고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논의
를 통해 합의하였다. 또한 사후 설문과 면담이 종료된 후
연구 참여 교사가 분석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였다.30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교사들이 형성한 과학 탐구 교수 지향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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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achers’ Orientation toward Scientific Inquiry Based Teaching
Orientation toward
Science Teaching

Orientation toward Scientific
Inquiry-Based Teaching

Purpose and Goals of
Teaching Science

Purpose and Goals of Scientific
Inquiry Based Teaching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Nature of Science

Scientific Inquiry Based Teaching
and Learning
Argumentation Based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Nature of Science and
Scientific Inquiry

Definition
Teacher believes that the purpose and goals of scientific inquiry-based
teaching are to help students engage in scientific inquiry and learn science
concepts and cultivate science literacy.
Teacher believes that teacher’s elaborated lesson plans and students’ active
engagement in scientific inquiry result in students’ authentic learning.
Teacher believes that students’ verbal and written argumentation facilitate
their thinking and science learning.
Teacher believes that argumentation as a core component of scientific
inquiry constructs science knowledge which is supported by scientific data.

탐구 교육 목표’, ‘과학 탐구 교수-학습’, ‘논의 기반 과학
교수-학습’, ‘과학 지식 및 과학 탐구의 본성’에 관한 지식과
믿음 4가지가 있었다(Table 2).

중요하지 않을까.
(정 교사 3월 9일 사전 면담)
전에는 그냥‘이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즐겁게, 재미있

1. 과학 탐구 교육 목표: 과학 탐구와 과학 개념 학습 및
과학적 소양 함양
본 연구의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사들은 선행

게 할 수 있을까’였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이 탐

연구에 제시된 교수 지향의 하위 요소 중 과학 교육의 목

있게 차근차근 유도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

2-3

구해서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재미있고, 여러 가지
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개념 획득을 할 수

표에 관하여 과학 탐구 능력 함양과 과학 개념 학습 및
과학적 소양 함양이 중요하고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는 믿음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이 과학 탐

으로 바뀌었던 것 같구요.

구를 수행하여 스스로 과학 개념을 형성할 뿐 아니라 과
학적 소양을 함양하며 이것이 중요한 과학 탐구 교육 목
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전에 정 교사는 과학 교육의 목표로

예를 들어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이나 그런 것이 없을 때 보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 지식의 이해와 활용, 과학 탐구 과
정의 습득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즐겁게
과학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
지고 있었다.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정 교사는 학

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본인이 현상에 대한 답을 해보고.

생들이 과학 탐구를 수행하여 과학 개념을 스스로 형성하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형성하였다. 사전 면담

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것이 과학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고,
과학적 사고력은 과학적 논의를 통해 함양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학습공동체 활

시 과학 지식 학습과 과학 탐구를 별개로 인식하고 다양
한 자료 제시는 학생의 흥미 유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언급하였으나, 사후 면담에서는 자료 제시를 포함하여 여
러 과학 탐구 활동이 학생의 과학 개념 형성을 목표로 이
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역
학적 에너지에 관한 수업에서는 실험 수행, 데이터 분석
및 해석 등을 통해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역학
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개념을 학생 스스로 형성하는 것
이 수업의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
과학교육목표로 중요한 거는 과학 지식에 대한 이해나 자기
생활에서 과학 지식을 활용한다거나, 과학을 탐구하는 그런

(정 교사 12월 2일 수업 참관 및 면담)

존된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 값을
계산해서 에너지를 구해보고 제가 만들었던 질문 같은 것
(정 교사 2월 25일 사후 면담)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사전 설문에서 지 교사는 자연 현

동을 통해 지 교사는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수행하고 스
스로 의미를 구성하여 과학 지식을 학습하고 과학적 소양
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한 과학 교육 목표라는 믿음을 형
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는 과학 탐구 교육의 목표
를 과학적 사고력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사후에는 과
학 지식의 학습과 과학적 소양 함양까지 확장하였다. 또
한 과학 지식의 학습,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과학 탐구
수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여 과학 지식의 학습,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과학 탐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정을 본인이 익히면 그런 것을 다른 곳에 적용하는 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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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자연 현상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호기심을 해결

그냥 내가 단순히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주겠다는,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과학적 사고를 함양시키는 것이 과학 교

보면 되게 추상적인 것이잖아요? 예전에는 가르치면 아이

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본성을 이

들이 배운다에 당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중략) 전에는

해하고 과학자들이 하는 연구 과정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

‘그래 내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고, 자

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증거를 바

료도 제시하고 해 주면 아이들이 알아서 논리적인 사고도

탕으로 주장을 내세우며 서로의 의견을 지지 또는 반박하

되고, 과학 개념이 알아서 당연히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

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과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을 것이

을 했었다면, 이제 우리 연구회 하면서 든 생각은‘아, 아이

라 생각합니다.

들이 스스로 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어떠한
(지 교사 3월 11일 사전 설문)

탐구의 장을 마련해주어야겠다’
는
(민 교사 2월 26일 사후 면담)

다양한 과학 이슈를 접하고 과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
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끊임없이 접하기, 탐구 문제를 설
정하고 탐구를 계획하여 탐구를 실행하고 타당한 결론을
내는 일련의 탐구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지식을 생성하
기 (중략) 과학적 탐구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과학 지식을 구성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봄으
로써 과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지 교사 2월 25일 사후 설문)

소 교사는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전에 학생들이 과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서 과학 지식과 기술을 올바르게 사
용할 수 있는 것이 과학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후에 소 교사는 학
생들이 과학 탐구 수행을 통해 일상생활의 문제를 타당한
근거에 기반을 두고 의사 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앞서 정 교사, 지 교사, 민 교사는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가면서, 최종 도달 목표

사후 설문과 면담에서 과학 탐구의 가치와 중요성을 과학
개념을 형성과 관련 지어 설명하였다. 반면 소 교사는 탐구
문제 인식, 탐구 계획, 증거 기반의 논의, 과학적 설명 형
성 등 과학 탐구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러한

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전 과정!

탐구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일상 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결론은 지식 습득이죠. 학생들이 지식 습득하기 위해서 하
는. 목표는 지식 습득인데 그 지식 습득을 그냥 하는 것이

(지 교사 2월 28일 사후 면담)

해결하는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민 교사가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전에 가장 중요한 과학
교육 목표로 여겼던 것은 과학적 소양 함양과 사고력 향
상이었는데,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후에는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과학적

과학자로서 과학 지식이나 기술을 발견, 개발하거나 과학적 소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전 설문에서 언급한 사고력 함양, 과학적 소양 함양
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목표가 사후 설문에서는 과학 탐구

소 교사: (탐구) 과정을 스스로 경험을 해 보는게 더 중요한 것

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과학

소 교사: 만약 자기가 다른 어떤 상황에서, 뭐 어려움이 닥

개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양인으로서 기존에 발견된 지식과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소 교사 3월 10일 사전 설문)

같아요.
연구자: 경험을 해보는 게 왜 더 중요해요?
친다거나. 탐구가 과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
회 탐구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도 과학이고, 모든

객관적,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기

것을 다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눈으로 바라볼

르는 것. 과학적 소양 함양.

수가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치면
(민 교사 3월 11일 사전 설문)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타당
한 근거를 가지고 의사 결정을, 결론을 내리는 그

과학 교육의 목표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략) 지금은 과학 교육이 무엇이냐고

런 과정 자체가.
(소 교사 2월 25일 사후 면담)

묻는다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력을 통해 과학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민 교사 2월 20일 사후 설문)

윤 교사는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전에 재미있는 과학 수
업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을 좋아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
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후에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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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수행함으로써 과학 스스로
개념을 형성할 수 있고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될 뿐

(7월 22일 논의 전사록)
이 수업이 탐구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라 학습에 대한 열정, 책임감,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9월 7일 논의 전사록)

고 하였다. 흥미 위주의 과학 교육 목표를 언급한 사전 설
문과 달리 사후 설문에서는 과학 탐구 수행을 통해 과학

주어진 절차에 따라 이미 배운 지식을 확인하는 실험을

개념 형성뿐 아니라 사전 설문에서 중요하게 인식하였던

학생들의 능동적인 탐구 수행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흥미 유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윤 교사의 과학 교육

고민한 민 교사는 학생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

목표가 확장 정교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압과 전류가 비례한다는 과학적 설명을 구성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실제 학생 모둠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재미있게 과학을 배워 과학을 좋
아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과학 교육의 목표가 아닐까요.

오차가 있어 규칙성이 잘 드러나지 않자 민 교사는 여러 학
급의 총 30모둠 데이터를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고 전류와

첫 번째는 과학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전압의 관계에 관한 과학적 설명을 구성해 보도록 유도하
였다. 이와 같은 수업 설계와 실행은 민 교사가 가지고 있는
과학 교육의 목표 즉, ‘과학 탐구를 학생이 직접 수행하여

과학개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스스로 과학 개념을 형성한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교사 3월 8일 사전 설문)

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교사 2월 25일 사후 설문)

민 교사: 단순히 실험에 참여하는 확인 실험에서 어떻게 하
면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실험으로 전환하는

탐구 수업을 해보면서 느낀 건 학생들이 그 개념에 대해 스

가가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전

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환하는 방법으로 어떤 걸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과학 시간에 스스로 생각하고 논의하고 스스로 과학 개념을

아이들이 조별로 전압 전류 데이터 모아서 규칙성

만드는 과정을 겪으면서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과학 시간의

찾는 걸 했었고.

주인이 본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

(4월 1일 논의 전사록)

의식을 갖게 되면서 책임감도 갖게 되고, 수업에 대한 열정
민 교사: 자기 조것만 가지고 처음에는 하라고 했어요. (중

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 교사 2월 25일 사후 설문)

략) 그 다음에 이걸 다 보여주고 다시 규칙성을 찾
아봐라. 그러니까 우리 조 것만 봤을 때는 값의 규

이처럼 교사학습공동체에서 1년간 과학 탐구 수업을
수행해오면서 본 연구 참여 교사들의 과학 탐구 교육 목

칙성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30개의 데
이터가 있으니 아이들이 좀 더 잘 찾더라고요.

표가 기존보다 더 확장되거나 정교화, 구체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학 탐구를 학생이 직접 수행하여 스스로
과학 개념을 형성하고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
한 과학 교육 목표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초기에 정 교사가 구름 발생 실험
을 통해 구름 형성 과정을 학습하는 수업 설계 내용을 공

본 연구의 교사들이 과학 탐구를 통한 과학 학습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사학습공동체에서 수업 계
획에 관해 논의하는 과정이나 수업 실행에서도 드러났다.
교사들은 각자 계획한 수업에 관해 함께 논의하면서 과학

유하자, 지 교사와 소 교사는 설계된 수업에서 학생들은
실험 수행만 할 뿐 단열 팽창에 의한 수증기 형성 과정을
스스로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 교사는 주요 개념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으로 전달

탐구에 관한 지향 반영에 관해 비판적인 질문을 주고받으
며 검토하였다.

하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않았고, 다른 교사들도 개
선 방향에 관한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수정되지 못한
채 수업이 실행되었다.

(4월 29일 논의 전사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탐구 수업인가 그런 생각
이 좀 들어요.

지 교사: 여기서 애들이 단열 팽창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4월 1일 논의 전사록)

있어요? (중략) 제가 생각했을 때는, 뿌옇다는 거만
보이지 단열 팽창 과정을 설명하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탐구라는 걸 하긴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 교사: 그래서 저기가 단열이라는 걸 말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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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교사: 애들이 단열 팽창 되었을 때 수증기가 생성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 교사: 응. 기온이 하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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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한 뒤 동영상을 다시 보여주면서 페트병 안의 온도 변
화도 찾게 하였다. 그리고 모둠별로 변인들이 어떻게 변하
여 구름이 생겼는지 논의할 시간을 부여하였다.

민 교사: 그렇죠. 온도계로 보이니까.

(소 교사 8월 22일 수업 관찰 기록)

소 교사: 그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애들이 단열이
뭔지도 모르고. 단열 팽창하면 수증기가 왜 생기
는지도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정해진 절차대로 실험을 수행하여 수증기 생성을 관찰만
하고 관련 개념과 원리는 교사의 설명을 통해 수동적으로

정 교사: 근데 저는 수업할 때 애들이 참여를 다 해야 된다

전달 받는 1학기 수업과 달리 2학기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는 부담감은 없이..(중략)..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

스스로 탐구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적 설명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는 과학 탐구를 통해 과학 개념을 형성하도록

해서요라고 하면 그게 응결이다. 이슬점이랑 설명
했고, 온도가 낮아져서 응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
그걸 관련지어서 설명해주는 거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가 효과적인 수업

(5월 29일 논의전사록)

계획과 실행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Roehling &
Luft(2004)는 과학 탐구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교사

소 교사와 윤 교사가 2학기에 같은 내용을 수업하게 되
었을 때,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구름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논의를 하
였다. 즉,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여 해결할 수 있는 탐구

들은 과학 탐구 수업의 가치와 필요성에 관한 강한 교수
지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6 또한 과학 탐구 수업을 하는

문제를 고안하였고, 학생들이 탐구 문제 해결을 위해 필
요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도록 돕기 위하여 어떻게 가이드
해야 할지 계획하였다. 또한, 각 요인이 어떻게 변할 때 구

연구에 따르면,16−17,31−32 교사학습공동체에서 1년간 활동
한 본 연구의 교사들이 과학 탐구를 통해 과학 개념을 형
성하고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의 중요성과 가치에 관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공적인 과학 탐구 수업을

름이 생성되는지 설명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건에
서 구름이 생성되는지, 뚜껑을 여는 순간 어떤 요인이 변
하는지 등의 초점화된 질문을 계획하였다. 학생들이 수집
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실제 실험 수행을 하는 대신 동영상 자료 사용을 계획하
기도 하였다.
소 교사: 탐구 문제에 대한 답을 조 별로 생각해볼까? 얘들
아 우리 탐구 문제가 뭐였지?
학생 1: 구름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무엇일까.
소 교사: 이 실험에서 무엇이 변했어? 뿌옇게 된 건 어떤 요
인 때문인 거 같아?
학생들: (응답 없음)
소 교사: 구름이 언제 보였니? 너희가 어떻게 할 때 구름이

위한 필수적인 선행 요건 중 하나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과학 탐구 교수-학습: 교사의 치밀한 수업 설계와 학
생의 능동적인 과학 탐구 수행
선행 연구에 제시된 과학 교수 지향 중 과학 교수와 학
습에 관한 믿음1,3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교사들은 과학 탐
구 수업에서 학생의 능동적인 과학 탐구 수행을 통해 흥
미 증진 및 진정한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교사의
치밀한 수업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믿음 즉, 과학 탐구 교
수-학습에 관한 지식과 믿음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교사들은 과학 탐구 수업에서 학생의 능동적
과학 탐구 수행을 통해 과학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정 교사는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 대신에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탐구 문제를 형

생기니?
학생 1: 뚜껑 열 때요
소 교사: 뚜껑을 여는 순간 뭐가 달라질까?
학생 2: 부피
(중략)
학생 3: 압력, 기압이요
교사는 전체 논의를 하여 모둠별로 학생들이 찾아낸 요인을
발표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은 부피, 압력, 수증기(응결) 등
의 요인들을 발표하였다. 교사는 학생이 발표한 요인들을
2020, Vol. 64, No. 4

교사가 그 중요성과 가치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탐구 수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

성하게 하고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여 의견을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과학 개념 형성을 할 수 있고 이것
이 효과적인 과학 학습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과학
탐구 수업에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과학 탐구를 수행하
며 과학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교사도 과학 탐구 수업에서 학생들
은 제시된 실험 과정을 수동적으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 탐구 문제를 제기하고, 탐구 과정을 설계하고,

양정은 · 최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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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도출하는 등 능동적으로 과학 탐구를 수행하면서

고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고. 자기가 그 (탐구 문제에 대한)

학생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근거를 세웠을 때는 그것을 논

교사는 구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수업에

의를 할 때도, 그냥 결과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 시간 후에도 호기심
을 가지고 집요하게 질문을 하였다는 수업 경험을 교사학

적 지식을 활용해서 과학적인 사고를 해서 그것을 논리적

습공동체 논의 중에 공유하였다.

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
(지 교사 2월 28일 사후 면담)

목표한 학습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데에 급급해 수
업 내내 중요 개념을 학생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학

진정한 개념 이해는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

생이 먼저 궁금해 탐구 문제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실험이

이라 생각한다.

나 영상을 제시하고 중요 개념의 특성이나 뜻을 스스로 발

(지 교사 2월 25일 사후 설문)

견하도록 함으로써 교사가 구두로 지식을 전달하지 않더라
도 학생이 점차 지식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그냥 외우는 것은,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로 해서

효과적이다.

외우는 것은 솔직히 그냥 단순히 단순 기억인거지. (중략)
(정 교사 2월 22일 사후 설문)

그냥 여러 번 쓰다 보면 이걸[구름 형성 과정] 외울 수는 있
어요. (중략)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했다라는 것은, 얘가 이

과학 실천(과학 탐구)은 실험을 계획한다던가, 문제를 제기

과정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 보고, 이와 관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경험을

련됐던 실험을 생각해보면서 실제로 내가 이것[페트병]을

하는 것이. ..(중략).. 실험 설계된 과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

눌렀을 때는 부피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증가해서 뭐 그런

고 자기들이 실험을 설계해보고, 결론도 내 보고 하는 주도

과정을 생각을 다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적으로 하는 수업인 것 같아요.

(윤 교사 2월 28일 사후 면담)

(소 교사 2월 25일 사후 면담)
윤 교사: 8반과 7반을 수업했는데 아이들 반응이 굉장히 좋
았어요. 구름 만들기. (중략) 부피, 압력, 온도 관
계를 찾으라고 하고 마무리했는데 수업이 끝나고
도 아이들이 복도까지 막 쫓아 나와서 자신들이
생각한 게 맞냐고 물어 보고!
(8월 22일 논의 전사록)

본 연구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과학 탐구 수행을
통해 과학 지식의 단순 암기가 아닌 진정한 과학 학습을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지 교사는 교사가 강의로
과학 지식을 전달하면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단순 암기
할 뿐이지만, 학생들이 과학 탐구 문제에 대한 주장과 근
거를 제시하고 협력적으로 논의하는 과학 탐구를 수행
하면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가 촉진되어 진정한 과학 학
습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윤 교사도 과학 탐구 수업에
서 학생들은 단순히 암기한 지식으로 구름의 형성 과정
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행한 탐구 활동에서
수집한 증거를 사용하여 구름의 형성 과정과 관련한 설
명을 과학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과학
학습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과학 탐구
수행이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를 증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소 교사와 민 교사는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데이터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등의 과학 탐구 활동은 학생
들의 흥미를 증진하며 과학 개념 형성을 수월하게 하는 등 효
과적인 과학 학습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특히 소 교사는 수
동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것에 비해 학생들이 탐구 문제를
만들거나 교사가 제시한 탐구 문제에 몰입하면서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목적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데이터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수업하면서 아이들
이 결론을 내잖아요. 결론을 내면 그게 아이들의 과학 지식
이 돼서 아이들이 습득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쉽고 재
미있게 과학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소 교사 2월 25일 사후 면담)
예전에는 내가 끌고 가니까 아이들이 끌려왔고 이런 것이
었다면, (중략) 우리가 열심히 수업 내용을 주체가 돼서 교
사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
이 재미있게 놀게 되었고,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재미있게
놀게 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게 되고.
(민 교사 2월 26일 사후 면담)

그 전에는 완전체인 지식을 배웠을 때는, 그냥 그것을 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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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통해서. 아이들도 뭔가 수업의 목적성을 가지게 된 것 같고.

(지 교사 2월 28일 사후 면담)

일반적으로 그냥 지식을, 선생님이 알려 주는 것을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몇몇

이러한 과학 탐구 교수-학습에 관한 믿음이 반영되어

아이들은 실제로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아이들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스

이 그러는 것이 보이니까.

스로 탐구 문제를 형성하고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여 과학
(11월 7일 논의 전사록)

적 설명을 형성할 수 있을지 논의 하였다. 예를 들면 학생
들이 스스로 궁금증을 가지고 탐구 문제를 형성할 수 있

학생들의 과학 탐구 수행이 과학 학습 증진을 위한 효

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어떠한 자료, 시범 실험 및 질

과적인 방법이라는 본 연구의 교사들의 믿음은 탐구 수업

문을 순차적으로 제시해야 하는지 논의하여, 아프리카,

이 시간 소모적이며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선행 연
구에서 보고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과는 상반된다.16,33−35
과학 교육 목표로서 과학 탐구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과는
별개로 과학 개념 학습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탐구 수업

한국, 남극에 사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여준 후 지구본
에 각 나라 위치를 표시하고 빛을 비추면서 왜 연평균 기
온이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탐구 문제를 학생들이 스스
로 형성하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을 하지 않는다는 교사들의 인식은 과학 탐구 수업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탐구 문제와 관련된 증거로부터 과학적
설명을 형성하거나 논의하고 정당화하는 학생들의 적극

정 교사: 그럼 왜 지역마다 옷이 다를까?

적이고 능동적인 과학 탐구 수행이 진정한 과학 학습과 과

민 교사: 전등을 (지구본에) 비추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

학에 대한 흥미 증진 등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본 연구의
교사들이 형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본 연구의 교사들
은 면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학 탐구 수업에서 나타난

기서 지구 모양을 선생님이 일단 꺼내들고. 아프

학생들의 학습 향상을 관찰한 경험을 통해 과학 탐구 교수학습에 관한 지식과 믿음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교사들은 과학 탐구 교수-학습에서 교

것 같아요. 위도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위도

소 교사: 사진을 각 나라의 옷 사진..이런거..
(중략)

리카, 남극에 빨판을 붙이고 한국, 아프리카, 남극
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위도 이야기가 나올
가 다르면 왜 온도가 달라질까? 라고 탐구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과학 탐구 수업을 설계하고 적절한

(중략)

가이드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통해 과학 학습
을 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총 지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는 믿음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 교사는 학생의 수
준과 경험, 수업 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합한 과학 탐

윤 교사: 그럼 왜 같은 태양열을 받는데 왜 위도에 따라 온

구 활동을 선정하고,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여 과학 탐
구 수행을 유도하는 발문, 자료, 상황, 활동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가
과학 탐구 수업을 구성하는 큰 틀에서부터 세부적인 사항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여 과학적 설
명을 형성하고 탐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어떻게 가이드 해야 할지 치밀하게 계획하였

까지 정교하고 치밀하게 조직해야 한다는 믿음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 수준과 경험, 주제 등에 따라 수업을 구성하고 발문을
통해 학생의 사고를 자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우리의 경
우 8가지 과학 실천을 주제에 따라 선택적으로 순서적으로
투입하여 탐구 난이도 조절).

도가 다르지?
(8월 17일 논의 전사록)

다. 녹말과 포도당 입자의 크기를 비교하여 소화의 의미
를 학습하는 단원에서 정 교사와 윤 교사는 학생들이 실
험 영상을 관찰하여 두 입자의 크기를 비교하는 탐구 활
동을 계획하였다.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요 라는 포괄적인 질문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료를 해석하
고 논리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어떤 질
문을 해야 하는지 학생들의 예상 응답을 예측하면서 시나
리오를 구상하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실험 결과를 분석하

그런 발문이라든지 사고를 적절히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자

여 주장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발문과 응답 레퍼토
리를 치밀하게 설계한 것은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통해
과학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사가 치밀하게 수업

료라던지 아니면 상황이라던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

을 설계해야 한다는 믿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 교사 2월 25일 사후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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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사:‘이 실험 결과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
는너

는 학생들이 과학적 설명을 제시할 때 자신의 주장을 뒷

윤 교사: 영상을 보고 나서‘무엇을 봤니?’
혹은‘무엇이

받침하는 증거 자료는 제시하지만 증거 자료와 자신의 주
장을 논리적으로 연결 짓는 이유를 생략하는 것을 보고

보였니?’
이 질문을 하려고. 근데 셀로판막에 구멍

학생들이 이유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 가이드하

이 있다는 건 이야기해줘야되고.. 포당보다 녹말

였다. 이와 같은 가이드는 과학 탐구 수업에서 교사의 역

이 크다는 거는..

할에 관한 교사의 믿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 큰가?

정 교사: 얘기 안 해야 되지. 애들이 알아내야 하는 거지.
윤 교사: 오케이. 그러면 애들이 먼저‘포도당이 들어 있던

연구자: 개별적으로 아까 학생들이 쓴 걸 한 명씩 검사해주

물의 색이 변했어요.’
아니면‘한 쪽만 반응이 일

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걸 봤는데 어떤 질문이었어요?

어났어요.’
하면‘어느 쪽에 물을 넣은 시험관에 반

윤 교사: 아이들이 생각보다 Reasoning을 너무 못 해가지고.

응이 일어났니?’
하고..그 다음에‘색깔이 왜 변했

아이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글로... 그

을까?’
‘
, 포도당 때문에요.’
,

러니까 물어보면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 교사: 그치. 그리고‘우리는 셀로판 튜브 안쪽의 물이 아

글로 쓰는 것을 생각보다 너무 못하더라구요. 그

니라 바깥쪽의 물을 떠서 베네딕트 반응을 시킨건

생각을. (중략)
‘고 위도는 햇빛을 적게 받아서 춥

데 어떻게 포도당이 검출된 걸까?’

다.’
이렇게만 쓰는데, 햇빛을 적게 받는다는 것을

윤 교사: 그러면 이제 애들이.. 빠져나왔단 얘기를 하겠지..

어떻게 아냐고 (제가 질문)하면,‘손전등의 면적은 넓

그럼‘녹말 쪽은 왜 변화가 없을까?’
‘빠져
,
나오

어지고 밝기는 옅어지는 거 잖아요?’
라고 대답해요.

지 못했어요.’
‘왜?’
,
‘그냥 커서요.’
‘그럼 우리는

(소 교사 2월 25일 사후 면담 전사록)

이 실험을 통해서 포도당과 녹말 입자 크기를 비
교할 수 있겠네?’
‘포도당이
,
녹말보다 훨씬 작아
요.’
‘작기
,
때문에 막을 통과해서 베네딕트 용액과
반응 했어요.’
(7월 22일 논의 전사록)

소 교사와 윤 교사는 과학 탐구 수업에서 학생 스스로
여러 가지 과학 탐구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교사는 사고를 자극하는 발문을 하고 적절히 가이드해
야 하며,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민 교사, 정 교사, 지 교사는 교사의 역할을 연출가나 프
로그램 디렉터에 비유하였는데, 연출가가 치밀하게 설계
한 문제 상황이나 무대를 제공하여 출연자들의 활동을 통
해서 연출가의 의도대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사
가 설정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학 탐구 수업을 치
밀하게 설계하여 학생의 능동적인 과학 탐구 수행을 유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교사는) 이러한 활동[과학 탐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
습의 장을 열어주는 연극의 연출자와 같다.
(민 교사 2월 22일 사후 설문)

이게 타당한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묻고, 아이들이 타당
한지를 스스로 점검해서 스스로 수정하게끔 하는 것? 그게

삼시세끼나 그런 것 보면, 차승원이랑 유해진이 뭘 만들잖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아요? 나PD가‘오늘 아침은 뭘로 하죠’
그러면 그것만 던

(소 교사 2월 25일 사후 면담)

져주면 알아서 잡아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스스
로 하려면,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교사는 중간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사고 과정을 할 수 있도록

같아요. 보이지 않게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다 짰잖아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

학생들이 여기서는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또

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모델링이나 수학적 사고를

하고. 어떻게 보면 교사의 과학 실천(탐구) 수업계획안에서

하여 좀 더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활동이었지 않을까.

(윤 교사 2월 25일 사후 설문)

(정 교사 2월 25일 사후 면담)

본 연구 참여 교사들은 과학 탐구 수업에서 학생들의
과학 탐구 활동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적절한 발문을 하고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위도에 따른 연평

그런 자료나 수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학

균 기온차가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는 수업에서 소 교사

(지 교사 2월 28일 사후 면담)

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 판을 짜주는 것이 교사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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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과학 탐구를 위해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서로 반박하고 추가, 수정하고 이런

하는지에 관해 선행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과학 탐구를 위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한 안내자 혹은 촉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에 관해서만 주

이 있었을 때 훨씬 더 아이들이 그냥 외우는 것보다 훨씬 좋

36−37

로 설명해 왔으나,

본 연구의 교사들은 학생의 과학

았고. (중략) 그 다음 수업에 들어가서‘우리 지난 시간에

탐구를 안내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사고를 자극하는 발문

뭐 배웠지?’
라고 하면 아이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

과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과학 탐구 수업을 설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과학 탐

했잖아요.’
, 이런 이야기까지 기억을 하더라구요. 아, 이게

구 교수-학습을 위하여 교사는 핵심 개념 선정, 적절한 과

진짜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학 탐구 활동의 적용 및 논리적인 조직, 발문과 자료 제공

구요.‘우리 그때 이런 수업 했었잖아요.’
‘누가
,
이런 이야기

(지 교사 2월 28일 사후 면담)

계획, 적절한 시간 부여 등 수업을 정교하고 유기적으로
구조화하여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의 기반 과학 교수-학습: 말 또는 글을 통한 논의와
학생 사고의 구체적 조직화
선행연구에 제시된 교수 지향의 하위 요소 중 과학 교
수와 학습에 관한 믿음1,3으로 본 연구의 교사들은 논의를
활용한 교수 활동이 학생의 사고를 구체화하고 조직하여
과학 학습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믿음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교사들은 말이나 글을 통한 논의는 학생들의
생각을 명료하게 조직 및 구체화하고, 학습한 개념을 장
기간 기억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과학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윤 교사는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함으로써 분절되어 있던 아이디어들을
연결시키고 모호한 부분이 구체화 된다고 하였다. 민 교
사도 논의는 “동료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과 비교(민 교사
2월 22일 사후 설문)”하고 학생의 생각을 명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교사들이 논의를 활용한 교수를 과학 수업에
적용하고 학생들의 학습 증거를 직접 관찰한 경험이 논의
를 활용한 교수가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믿
음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4. 과학 지식 및 과학 탐구의 본성: 과학적 증거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과학 지식을 형성하는 과학 탐구
선행연구에 제시된 교수 지향의 하위 요소 중 과학의
본성에 관한 믿음1,3−4으로 본 연구의 교사들은 과학 지식
및 과학 탐구의 본성에 관한 인식론적 믿음을 형성한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교사들은 과학 지식은 경험적
증거에 기반을 둔 과학적 논의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
성되고 잠정적인 특성을 지니며, 과학 탐구는 일련의 정
해진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현상에 대한 호
기심을 가지고 탐구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며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장을 제기하고 논의를 통해 타당성
과 신뢰성을 비교, 평가하면서 수정, 보완, 정교화 하는 과
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민 교사는 과학 지식이 관찰 혹은 실험으로부터 수집한

들을 연결할 수도 있고. 대충 그냥 생각,‘이런 것이었던 것

증거를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과학이 다른 학문의
지식과 구분된다고 하였다. 탐구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인 과학적 주장의 타당성은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같아.’
그냥 모호한 생각들이 있었다면, 말이나 글을 통해서

확립된다고 설명한 민 교사는 과학 지식이 경험적 증거에

그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기반을 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을 하거나, 글을 써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띄엄띄엄 있던 생각

(윤 교사 2월 28일 사후 면담)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하거나 실험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논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바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그런 자료가 아니고, 그런 차이. 우리가 탐구 문제
(민 교사 2월 26일 사후 면담)

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 논리라는 것은 주장, 근거가 맞아야
논리적인 것이잖아요? 그런 논리적인 사고 과정들이 객관

지 교사는 강의식 수업을 통해 과학 지식을 학습하는
것에 비해 학생들이 논의를 통해 학습한 개념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논의의 효과를 실감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
(민 교사 2월 26일 사후 면담)

소 교사와 지 교사는 증거에 기반을 둔 논의 및 사회적
합의에 의해 과학 지식이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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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기존의 과학 지식이 새로운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결론 및 제언

과학적 설명의 등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여 과학
지식의 잠정적 특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에서 1년 동안 협력적인
수업 설계 및 실행에 대한 공유와 성찰을 반복한 교사들

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탐구 문제의 답이 타당

이 과학 탐구 수업에 관해 어떠한 교수 지향을 가지고 있
는지 알아보았다. 과학 탐구 수업에 관한 교수 지향은 과

함이 공유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여 과학 지식이 형

학 탐구 수업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

탐구 문제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근거가 필요하다. 이 근

성될 수 있다. 따라서 논의가 과학 지식을 형성하는데 가장

용하고, 과학 탐구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교사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과학 탐구 수업의 가치와 필요성에 관한 강한 교수 지향을
(소 교사 2월 22일 사후 설문)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6,17,38 반면 강의 중심 교수 지향, 학

지 교사: 과학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었다.6,21 이러한 관점에서 1년간
교사학습공동체에서 활동한 본 연구의 교사들이 학생이
과학 탐구를 수행하여 스스로 과학 개념을 형성하고 과학적

습에 관한 전통적 관점은 과학 탐구 수업 실행의 장애 요
것이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그냥 변하는 게 아니
라 과학자가 주장을 가지고 그 주장이라고 하는 건..
정 교사: 1학년 첫 시간에 배운 그 내용?
지 교사: 예, 그리고 실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주장을 세웠을 때 그 주장을 해서 서
로를 설득하는 과정에 의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
어지는 것들이 우리 교과서에 실리는 것이라고 설
명하는 거죠.
(9월 12일 논의 전사록)

지 교사는 과학 탐구가 일련의 고정된 절차를 엄격하게
따르기보다는 실험, 조사, 논의,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방
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소 교사는 자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장을 제기하고 논
의를 통해 비교, 평가하면서 수정, 보완, 정교화 하는 과정
을 설명하며 과학 탐구에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한 과학 탐구 교육의 목표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과학 탐구 수업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
하였다는 점에서 과학 탐구 수업 및 교사학습공동체와 관
련한 연구와 현장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
한, 과학 탐구 수업이 개념 학습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교사들이 인식한다는 선행 연구16,33−35와는 다르게 본 연
구의 교사들은 학생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과학 탐구 수
행을 통해 진정한 과학 학습과 흥미 증진이 된다고 믿는
‘과학 탐구 교수-학습’에 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
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학생들의 과학 탐구를 위해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학생들의 과학 탐구를 위한 안내자 혹은 촉진자로서
교사의 역할에 관해서만 설명해 왔으나,36−37 본 연구의 교
사들은 학생의 과학 탐구를 안내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사
고를 자극하는 발문과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 뿐 아니라
사전에 핵심 개념 선정, 적절한 과학 탐구 활동의 적용 및

하였다.

과정을 거치잖아요? (중략) 타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논리적인 조직, 발문과 자료 제공 계획, 적절한 시간 부여
등 정교하고 유기적으로 수업을 구조화하여 계획해야 한
다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과학 탐구 교수-학습’에 관한

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라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합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

또한, 과학 탐구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한 후 협력적 성찰을 1
년 동안 수행한 본 연구의 교사들이 ‘논의 기반 교수-학습’에
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사들은 말이나 글을 통한 논의가 학생들의 생각을 명료

과학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이라던지 조사라던지 여러 가지

라고 생각했어요.
(지 교사 2월 28일 사후 면담)
자연 현상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호기심을 해결해나가는 전

하게 조직 및 구체화하고 학습한 개념을 장기간 기억하도

체의 과정이 과학 탐구라고 생각합니다. 즉, 호기심을 갖고

록 하는 효과적인 과학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과학 탐구가 단순한 실험 수행이 아니라
탐구 문제 인식에서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수집 및 분석,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수집, 해석한 데이터를 근거로 주
장을 세워 타인의 주장 지지, 반박 과정을 통해 비교, 평가
하면서 주장을 수정, 보완하며 정교화하는 모든 과정이 과
학 탐구라고 생각합니다.
(소 교사 2월 25일 사후 면담)

주장과 증거 구성 등 전 과정에 논의가 필수적이며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한, 본 연구의 교사들은 경험적 증거에 기반을 두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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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의를 통해 과학 지식을 형성하는 과학 탐구의 본성에

임감을 공유하였다.27 교사학습공동체 동료 교사들의 수업

관한 인식론적 믿음 즉, ‘과학 지식 및 과학 탐구의 본성’에

실행에 관한 성찰도 교사 자신의 교수 지향을 점검하고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식의 형성 방법으로서

과학 탐구 교수 지향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즉, 본 연

과학 탐구의 특성 및 과정과 내재된 가치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1,3−4

구의 교사들은 1년 동안 과학 탐구 수업을 동료 교사와 협
력적으로 계획 및 실행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개선된

여러 선행 연구에서 과학 탐구 수업에 관한 교수 지향이

수업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이 교사

교사의 과학 탐구 수업 실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 과학 탐구 교수 지향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6,17

요인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교사의 교수 지향은

이러한 교사의 과학 탐구 교수 지향은 향후 과학 탐구 수

매우 안정적이며 잘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강의 중심

업 활동 계획과 실행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7,42

교수 지향, 학습에 관한 전통적 관점은 전문성 개발 프로
그램을 통해서도 좀처럼 과학 탐구 수업에 관한 교수 지

교사의 교수 지향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과학

향으로 변하지 않으며 이것은 과학 탐구 수업 실행의 장
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21 방은정과 백

본 연구는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 과학 탐구 수업을 위한

성혜(2018)는 워크숍 형태의 기존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

탐구 수업 계획, 실행 및 공유, 성찰이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되도록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초기에는 탐구 수업 실행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교수

램은 교사들의 교수 지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실
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18

전략 측면에서 분석하도록 돕고, 학생의 학습 어려움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학생들의 과학 탐구 관련 선개념, 탐

Osborne et al.(2013)도 과학적 논의 기반 수업을 위해 교사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2년간 전문적 지원과 가이드를

구 학습 어려움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돕는 충분한 성찰
기회와 전문가의 지원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제공하였음에도 수업 개선 및 과학적 논의를 적용한 수업
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실
패하였다고 보고하였다.17 반면 본 연구의 교사들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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