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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은 교사의 교육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교사의 전문성이 가
장 필요한 영역이다. 일선 교사들이 수행하는 수업은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성취감, 학습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수업에서 교사들이 
가장 크게 고민해야하고, 세심한 전략이 필요한 요소가 바로 수업에 대한 동기유
발이다. 동기유발은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
미를 담고 있다(Day, 1982). 과학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많은 과학적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 현상과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자연의 이치
를 발견하고 발명해 내려는 과학적 태도를 지진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훨씬 중요
하기(임염, 1996) 때문에 지구분야 수업에 있어서 교사의 수업 동기유발 전략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높이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과학교육의 목적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데 있다고 볼 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업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동기유발 전략은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2011학년도 1학기 P교육대학교 과학과 교재연구1 강좌를 수강한 3
개 반 108명의 초등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날씨와 우리생활, 지표의 변화, 지층
과 화석, 화산과 지진, 지구와 달, 태양계와 별, 날씨의 변화, 계절의 변화로 구성
된 초등 지구분야 수업 단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게 한 후, 
이 학생들이 15분간의 수업 시연을 2011년 5월 첫째 주부터 종강 때까지 4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 수업에서 사용한 예비교사들의 수업 동기유발의 유형을 분
석하였으며, 동료 예비교사들의 다면 평가에 의해서 산출된 수업 평가 점수와 동
기유발 유형과의 상관관계와 각 주제별로 사용된 동기유발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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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08명의 학생들이 수업 동기유발에 사용한 유형을 보면 학습주제와 관련된 발

문이 48명(43%)으로 나타나 많은 예비 초등 교사들은 동기유발에서 발문을 가
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그림이나 사진의 제시 24명
(22%), 스토리텔링 21명(19%), 시범실험 11명(10%), 모순된 현상이나 개념의 
제시 7명(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시된 동기유발 전략을 사용한 예비교
사들이 수업을 평가한 점수의 평균을 분석해 보았을 때, 스토리텔링의 기법
(4.16/5점), 모순된 현상 및 개념의 제시(4.05/5점), 시범실험(4.00/5점), 그림과 
사진의 제시(3.94/5점), 발문(3.83/5점)으로 나타나서 스토리텔링의 전략이 상대
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동기유발에서 
물활론적인 관점을 활용한 수업자는 21명 중에서 15명(71%)로 나타났고, 나머지 
6명은 물활론적인 관점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동기유
발에서 수업의 소재를 물활론적인 관점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수업방식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구과학에서 사용되는 많은 소재들이 무
생물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초등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활
론적인 관점의 수업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등 예비교사들이 구사한 스토리텔링을 분석해 보면 주로 암석의 풍화에서 유
수와 바람에 의해서 자신의 몸이 깎여 나가는 것을 표현하거나, 행성이나 달의 
탐험에 대한 상황을 설명할 때 물활론적인 관점을 주로 사용하였다. 모순된 현상
이나 개념의 제시는 지구는 둥글게 생겼는데, 우리는 왜 둥글다고 느끼지 못하는
가? 와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태양이나 별이 지구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이지 않
는가? 와 같이 발문으로 분류된 전략보다 훨씬 뚜렷하게 모순된 상황이 잘 드러
난 전략을 말한다. 시범실험은 공기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양팔저울 실
험과 같이 학생들이 수업의 주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사가 간단하
게 실험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예비교사의 지구분야 수업의 동기유발 전략은 발문, 그림과 사진의 

제시, 스토리텔링, 모순된 명제의 제시, 시범 실험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둘째, 초등 예비교사들의 지구분야 수업의 동기유발 전략에서 스토리텔링, 모

순된 현상 및 개념의 제시, 시범실험, 그림과 사진의 제시, 발문 순서로 높은 
평가 점수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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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초등학교 지구분야 수업의 동기유발의 유형 중 스토리텔링 전략을 이용
한 초등 예비교사들 중에서 물활론적인 관점을 사용한 수업자들이 비 물활론적인 
관점을 사용한 수업자에 비해서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물활론적인 관점의 
스토리텔링은 효과적인 수업 동기유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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