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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수 모형의 특징과 적용에 한 이론적 고찰

The Theoretical Review of the Feature and Appli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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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uggest the characteristics and goals of the science teaching model for
use as criteria in selecting the appropriate teaching model for science in secondary schools. These characteristics and
the goals have been organized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literature on the teaching and/or instructional model. The
teaching models have been classified into four area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goals of each area have been
summarized as follows:

�Traditional models: teaching of scientific knowledge through lectures, acquisition of scientific knowledge
through discovery, acquisition of inquiry process skills through inquiry-based teaching/learning

�Transitional models: demonstration and discovery as teaching strategies, acquisition of inquiry process skills
through inquiry approach, acquisition and change of scientific knowledge

�Modernistic model
- conceptual change models: differenti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exchange of misconceptions for scientific concepts
- learning cycle models: conceptual differentiation, exchange of misconceptions, acquisition of science process skills

Also described in this paper are the model's characteristics and goals that can be used as the criteria for selecting the
appropriate teaching model for the subject that will be ta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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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습(learning)은 교수(teaching) 또는 수업

(instruction)과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과학 학습

은 학생이 과학지식을 배워 획득하거나 과학적 탐구

과정을 익혀 습득하는 과정과 활동이지만, 수업과

교수는 교사∙학부모 등이 그러한 학습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런 관계와 기능 때문에, 과학의 학습에 가

장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요소는 과학 수업 또는

교수이다(Bruner, 1968). 그러므로 과학 학습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과 목적에 적

절한 수업 모형(model) 또는 교수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업은 각급 학교의 교실에서 이루어지

지만, 교수는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진다. 또한 교수

모형은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을 기술하고, 수업 계획

과 자료 개발의 지침을 제공하며(Joyce, Weil, &

Calhoun, 2009), 학생의 학습에 유용하게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일련의

명제로 구성되어 있다(Hassard & Dias, 2009). 그런

특성 때문에, 실제의 과학 학습에는 수업 모형보다 교

수 모형이 더 실용적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수

업 모형도 교수 모형에 포함시켜 교수 모형으로 기술

하 다. 

과학 교수-학습 현장에는 다양한 교수 이론과 모형

이 제시되어 있는데, 모두 나름의 적절한 주제를 선정

*교신저자: 조희형(heehcho@kangwon.ac.kr)
**2009.11.26(접수) 2010.04.14(1심통과) 2010.06.17(2심통과) 2010.06.25(3심통과) 2010.06.28(최종통과)



하고, 선정된 주제의 교수-학습에 합당한 과정과 절

차를 제시한다. 이런 형성 과정의 특성 때문에, 과학

교수-학습 현장에서는 과거에 제시되었던 교수 이론

과 모형이 지금도 거론되거나 적용되고 있다(Eggen

& Kauchack, 2006). 그러나 부분의 교수 이론과

모형이 부분적으로나마 처음 제시된 때와 다른 의미

로 해석되거나 본래의 의도와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관찰된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기본적으로

는 과학철학 또는 심리철학 및 학습이론의 발달에 따

른 교수 이론과 모형에 한 인식의 변화에 있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주제를 선정해 적용한 데에도 있다.

이 연구는 과학 교수-학습 현장에서 실제로 교수할

주제와 내용 그리고 그 목표에 적절한 교수 모형을 적

용할 때 참고할 이론적 준거를 제시하고자 수행하

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ㆍ고등학교 과학 교

수-학습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학 교수 모형의

이론적 배경과 그 특성에 관한 문헌을 분석하 다. 문

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모형을 이론적 배경의 시

적 순서에 따라 분류하여 이론적 배경과 출처를 제

시하 다. 또한 교수의 내용과 목적에 적절한 교수 모

형을 적용할 때 준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 모형의

특성과 목적을 요약하여 기술하 다.

Ⅱ. 과학 교수 모형의 이론적 배경 및
출처와 절차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과학 교수 모형을

각 모형의 이론적 배경의 시기에 따라 전통적 모형,

과도기적 모형, 현 적 모형으로 나누었다. 전통적 모

형은 이론적 배경으로 과학지식을 절 적 진리로 보

고, 관찰의 객관성을 지지하며, 전통적 심리철학과 학

습이론으로서 행동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모형이다.

현 적 모형은 사회적 구성주의 또는 급진적 구성주

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 모형이며, 과도기적 모형

은 전통적 과학철학∙심리철학∙심리학뿐만 아니라

구성주의에도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는 것이다. 

현 적 모형은 개념변화 모형과 순환학습 모형으로

나누어 제시하 다. 여기에서 순환학습 모형은 좁은

의미의 순환학습뿐만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여러 단

계로 구성된 교수 모형(4E, 5E, 7E 등)을 통틀어 의

미한다. 현 적 모형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이유는 개념변화 모형은 순전히 과학지식의 변화에,

순환학습 모형은 개념변화와 과학적 탐구 과정 기능

의 습득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엄 히 말하면 순환학습 모형은 여러 시 를 거치

면서 그 형태가 발전하 고, 그 과정에서 모형이 제안

된 시 에 맞는 과학철학과 심리철학을 반 하여 왔

기 때문에 어느 한 시기로 국한지을 수 없다. 따라서

각 모형을 시기별로 분리하여 제시할 수도 있겠으나,

유사한 형태로서 묶어서 제시하는 것이 모형의 절차

나 특징을 나타내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현 적

모형에 포함시켜 제시하 다.

현 의 과학교육 현장에서는 과학 교수 모형으로

STS 모형을 포함한 과학의 본성 교수 모형들이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수업의 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교수 모형의 특징에 초

점을 두고자 하 다. 따라서 교수의 내용과 소재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의미의 접근법으로 사용되는 STS 모

형은 포함하지 않았다. 

1. 전통적 과학 교수 모형

전통적 과학철학은 절 적 진리로서의 과학지식과

관찰의 객관성을 지지하며, 전통적 심리철학 또는 학

습이론으로서의 행동주의는 실증주의를 받아들여 심

리학의 자연과학화를 강조한다(Hergenhahn &

Olson, 2005). 중∙고등학교의 과학 교수-학습은

개 이런 전통적 과학철학과 심리철학에 바탕을 두어

개발된 전통적 과학 교수 모형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표 1>에는 이 연구에서 분석한 전통적 과학 교수 모

형의 종류와 이론적 배경, 그리고 교수의 방법과 절차

가 요약되어 있다. 과학교육학에서는 1950-60년 의

학문중심 교육사상과 그 이전의 진보주의 교육사상을

전통적 교육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Anderson,

2007), 이 논문에서도 학문중심 교육사상에 따른 발

견(discovery) 모형과 탐구(inquiry) 모형을 전통적

과학 교수 모형에 포함시켜 기술한다.

I/V/P 모형은 개념확인-개념증명-개념응용의 세

단계로구성된전통적개념교수모형과탐색(exploration)

-개념창안(invention)-개념응용(application) 절차

로 구성된 이른바 탐구기반(inquiry-based) 순환학

습 모형의 근간이 되었다(Abraham, 1992). <표 1>에

제시된 정보-증명-응용 모형은 완전학습(mastery

learning) 모형의 원형이다(Cosgrove & Osbo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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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Renner(1982)는 전통적 교수-학습 과정이 실

제로는 말하기(telling)-입증하기(confirming)-실천

하기(practicing)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

다고 가정하고, 정보-증명-응용의 완전학습 모형을

경험-해석-정교화의 과학 교수 모형으로 수정하여

제시했다.

과학 교수-학습 모형으로서의 발견 모형, 탐구 모

형, 문제해결 모형은 공통적 특성도 지니고 있지만,

각 이론적 배경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점이

더 많다. 발견 모형은 고전적(classical) 경험주의와

귀납적 방법론에, 탐구 모형은 전통적 경험주의의 느

슨한 인식론적 입장을 받아들인 논리경험주의(logical

empiricism)(Bybee, Powell, & Trowbridge, 2008)

에 이론적 배경이 있다. 문제해결 모형은 실증주의 및

실증주의를 수용한 실용주의와 그에 바탕을 두어 형

성된 진보주의에 주된 이론적 배경이 있으며, 과학적

방법, 과학적 사고, 비판적 사고, 탐구 과정 및 기능

등이 주요 골격을 이룬다(Hassard & Dias, 2009).

세 교수 모형의 차이는 문제에 한 해석에도 있다.

발견 모형과 탐구 모형에 따른 수업에서는 주로 학문

적 문제를 다루지만, 문제해결 모형의 문제에는 학문

적 문제 이외에 반드시 정답이 있는(Pavitt &

Curtis, 1994) 실생활 문제 또는 과학 관련 사회적 문

제도 포함된다. 또한 발견 과정과 탐구 과정은 주로

논리적 추리 절차를 따르지만, 문제해결 과정은 논리

적 추리뿐만 아니라 실험과 조사의 절차도 따른다. 이

밖에 탐구 모형은 관찰∙측정∙추리∙예상 등 탐구

과정의 개별적 요소에 한 수업을 지칭하기도 한다.

중∙고등학교 과학 교수-학습 현장에는 전통적 교

수 모형에 따라 귀납적(inductive) 수업, 연역적

(deductive) 수업, 탐구적 수업, 귀추적(abductive)

수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귀납적 수업은 관찰이나

조사를 통해 자연세계에서 과학적 사실(fact)을 발견

하고, 그런 사실을 근거로 한 귀납적 일반화를 통해

과학적 법칙(law) 또는 규칙(regularity)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는 탐색적(exploratory) 수업을 말한다.

연역적 수업은 교실에서 공부한 내용을 관찰∙측

정∙실험 등을 통해 확인하는 설명적(또는 해설적)

(expository) 수업을 일컫는다. 과학교육학에서는

탐구적 수업을 기본적으로 가설-연역적 추리 과정을

따르는 수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귀추적 수업은 가

설-연역적 추리의 한 유형인 귀추적 추리, 즉 결과를

보고 원인을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

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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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수 모형 출처 또는 이론적 배경 과학 교수의 방법과 절차

I/V/P
탐색-창안-응용

Abraham (1992)
학습할 정보의 제시(informing) → 관련 개념의 증명
(verifying) → 새로운 정보로 질문에 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practice)

정보-증명-응용 Cosgrove & Osborne (1985)
정보(학습할 내용)의 제공 → 관찰을 통한 정보의 증명 → 증
명된 정보의 다른 상황에 응용

경험-해석-정교화 Renner (1982)
학습할 내용의 경험 제공 → 경험 관련 용어와 현상의 해석 →
새로운 정보와 기존의 정보 융합

귀납적 수업 또는
발견 수업

경험주의; Dewey;
Bruner (1960);

Dewey: 반성적 사고를 통한 생활의 문제 해결
Bruner: 관찰을 통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 및 귀납적 일반화를
통한 규칙의 발견

연역적 수업
연역적 추리 또는 가설-연역적
추리(Chiappetta & Koballa,
2010)

개념이나 원리의 정의 → 적절한 용어를 이용한 정보의 해석
→ 새로운 개념의 예시 및 확인의 절차에 따른 전통적 강의/실
험 절차

탐구 수업 실증주의;
Schwab (1966)

문제인식 → 가설설정 → 실험설계(변인통제) → 자료수집∙
분석 → 결론도출

문제해결
(problem-solving)

실용주의와 진보주의;
실증주의

문제진술 → 가설설정 → 실험설계 → 자료수집∙분석 → 결
론도출

표 1
전통적 과학 교수 모형과 그에 따른 과학 교수 방법과 절차



2. 과도기적 과학 교수 모형

전통적 과학 교수 모형과 마찬가지로 과도기적 과

학 교수 모형도 과학지식의 획득뿐만 아니라 과학적

탐구 기능의 습득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과도기적

과학 교수 모형은 모두 전통적 과학철학∙심리철학∙

심리학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성주의 또는 급진적 구

성주의에도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 <표 2>에 기술

되어 있는 생성학습 모형은 정보처리설과 언어학습설

에(Freyberg & Osborne, 1985; Osborne &

Wittrock, 1983; Wittrock, 1974), 애초에 제시된

POE 모형은 전통적 행동주의 심리철학∙학습이론과

인지론에(White, 1988), 그리고 문제기반학습 모형은

구성주의, Dewey와 Kilpatrick의 과제법(project),

Bruner의 발견학습 등에(Arends, 2009) 이론적 바

탕을 두고 있다.

<표 2>의 생성학습 모형에서는 먼저 교사가 자신의

과학지식을 생각하고 과학자의 과학지식과 비교한다

(Lunetta, Hofstein, & Clough, 2007). Wittrock

(1974)은 감각적 정보에 한 의미의 구성 또는 생성

(generation)을 학습으로 생각하고, 이해로서의 학습

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생성학습(generative

learning) 모형의 원형을 제안하 다. Wittrock

(1985)은 이어 학습자라면 누구나 선행지식과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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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과도기적 과학 교수 모형과 그에 따른 과학 교수 방법 및 절차

과학 교수 모형 출처 또는 이론적 배경 과학 교수의 방법 및 절차

생성학습

Wittrock (1974);
Osborne & Wittrcok (1983);
Cosgrove & Osborne (1985)
의 정보처리설

�예비(preliminary) 단계: 교사가 과학자의 지식과 자신의 지식
을 생각하고, 학생의 견해를 확인한다.

�초점(focus): 특정 현상에 학생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관련 용어
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도전(challenge): 학생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다른 학생들
의 생각을 들은 다음 각자의 견해에 관하여 토의한다.

�응용: 학습된과학적개념으로문제를해결하거나모순을해소한다.

POE 
또는 변형

DOE

Champagne, Klopfer, &
Anderson (1980)
Champagne, Gunstone, &
Klopfer (1985)

�시범(demonstrate): 간단한물리적도구와조작방법을기술한다.
�관찰(observe): 학생이 시범 결과를 예상하고, 예상에 이용한

정보를 보고한다.
�설명(explain): 시범을 관찰하여 기술하고, 관찰 결과와 예상 사

이의 모순에 관해 토의한다.

POE

고전적/조작적 조건화, 정보
처리설, Piaget, Gagne
(White, 1988); 구성주의;
DOE 모형

�예상(P): 제시된 사건∙현상의 결과를 예상하고, 그렇게 예상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정당화한다.

�관찰(O): 관찰한 것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설명(E): 예상한 것과 실제로 관찰한 것 사이의 모순되는 것이

나 상충되는 것에 관하여 토의한다.

PEOE Ebenezer & Haggerty (1999)

�현상 소개: 장치를 보여주면서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을 간단하
게 진술한다.

�예상(P): 일어날 현상을 예상하게 한다.
�설명(E): 그렇게 예상한 이유를 설명한다.
�관찰(O): 장치를 조작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

를 기록한다.
�설명(E):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설명한다.

OPE White & Gunstone (1992)
역사적 사실이나 과거의 기록과 같이 직접 관찰하지 않은 간접적
자료를 이용한 탐구 중심의 수업에 특히 효과적인 교수 모형이다.

문제기반학습
(PBL)

Dewey의 반성적 사고와
Kilpatrick의 문제지향 과제
법(구안법); 인지론(cognitivism);
Piaget와 Vygotsky의 구성
주의; Bruner의 발견학습; 탐
구기반 학습; Arends (2009);
Herr (2008)

�문제에 유도: 목표를 진술한다.
�모둠 구성: 소규모 협동학습 모둠을 구성하고, 역할과 책임을

정한다.
�모둠 조사: 모둠별로 문제와 목표를 정하고,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인위적 산물 개발 및 제시: 문제를 해결한 결과를 제시한다.
�문제해결 과정 분석 및 평가: 문제를 해결한 과정과 결과를 평

가한다.



는 의미와 지각을 생성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생성학

습 모형을 더욱 세부적이고 실용적인 모형으로 발전

시켰다. 그가 최종적으로 발전시켜 구성한 생성학습

모형에서 학습으로 정의하는 구성 또는 생성은 기존 인

지구조와 자극의 사이, 또는 선행지식과 학습 내용 사

이의 일치 여부와 정도에 따라 인지구조의 동화나 조절

로 받아들여진다. 생성학습 모형에서는 학생들의 선행

지식이 학습에서 하는 기능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전제

들이 특히 중요시된다(Cosgrove & Osborne, 1985).

�교사는 교수-학습 주제에 관한 과학자와 학생의

관념뿐만 아니라 자신의 견해도 이해한다.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일상적인 실제의) 개념 상

황을 탐색할 기회가 주어진다.

�학생들이 수업의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견해를 명

료화한 다음, 다른 학생과 자기 견해의 특성∙차

이∙장단점 등에 관해 토의한다.

POE(prediction-observation-explanation) 모

형의 구성에 직접적 향을 미친 이론적 배경은 학생

들의 선행지식을 분석할 때 적용한 시범-관찰-설명

(demonstrate-observe-explain; DOE) 모형

(Champagne, Klopfer, & Anderson, 1980)이다

(White, 1988). POE 모형은 탐구적 수업 모형의 한

유형으로서(Hassard & Dias, 2009) 그 절차가 시범

실험 절차와 개 비슷하며,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실

시하는 학생중심의 시범실험에 특히 효과적이다

(Treagust, 2007). POE 모형은 이밖에 개념에 한

학생들의 깊은 이해의 점검에도 유용하며, 인지구조

의 발달과 선행지식의 변화에 목표를 둔 수업에도 실

용적이다. 과학 교수-학습 현장에서는 그런 이유로

POE 모형을 개념변화 모형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기

도 하며, 교수의 주제나 내용에 따라 단계나 절차와

방법이 서로 다른 PEOE 모형(Ebenezer & Haggerty,

1999)과 OPE 모형(White & Gunstone, 1992)으로

변형해 적용하고 있다.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 모

형의 이론적 배경은 기본적으로 인지심리학에 있으나

그보다 더 직접적인 배경은 Dewey의 목적지향적

(purpose-oriented) 과제법과 탐구기반 학습론에 있

다(Hill & Smith, 2005). 문제기반학습 모형은 합목

적적(purposeful) 수업 모형으로서 실생활 문제와 사

회적 논쟁거리(issues)를 교수-학습 문제로 활용하며

(Alexander & Winne, 2006), 그 모형에 따른 교수

에는 소규모 협동학습 모형이 효과적이다(Arends,

2009). 문제기반학습은 개방적 질문의 답을 찾는 탐

구학습의 한 유형으로서(Herr, 2008),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과제기반학습(project-based learning)뿐

만아니라학문적탐구에목적을둔이론학습(theoretical

learning)과도 뚜렷하게 구분된다(Bereiter &

Scardamalia, 2006).

3. 현 적 과학 교수 모형

이 절에서는 현 의 과학철학과 심리철학 및 심리학

에 바탕을 둔 과학 교수 모형을 기술한다. 순환학습 모

형은 전통적 과학철학과 심리학에도 이론적 배경을 두

었으나 기본적으로는 현 의 과학철학과 심리학에 이

론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현 적 모형으

로 규정하고 이 절에서 개념변화 모형과 함께 다룬다.

1) 개념변화 모형

개념변화 모형은 현 의 과학철학으로서의 사회적

구성주의 및 현 의 심리철학으로서의 급진적 구성주

의에 이론적 배경이 있으며(Abell & Lederman,

2007), 개념분화(conceptual differentiation) 모형

과 개념교환 모형으로 구분된다. 개념분화 모형은 개

념발달(conceptual development) 모형(West &

Pines, l985)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한편 개념변화

모형은 부분 개념교환 모형(Chiappetta &

Koballa, 2010; Gallagher, 2007; Settlage &

Southerland, 2007; West & Pines, l985)만을 지

칭하지만, 때때로 개념발달(Gunter, Estes, &

Mintz, 2007; Hashweh, l986) 모형 또는 인지발달

(Abell & Lederman, 2007; Karplus, l977) 모형을

일컫기도 한다. 또한 일부의 과학교육학자들

(Hassard & Dias, 2009; Martin, Sexton, &

Franklin, 2009)은 선행지식의 발달과 변화에 목적

을 둔 순환학습 모형을 개념변화 모형에 포함시킨다.

이 논문에서는 개념발달 모형과 인지발달 모형을 개

념변화 모형에 포함시키고, 그런 개념변화 모형의 출

처 및 이론적 배경과 그에 따른 과학 교수 방법 및 절

차를 <표 3>과 같이 구분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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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기술된 개념분화는 선행개념의 범위와 수

준이 확장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개념교환은 학생들

의 오개념(misconception)이 과학자의 개념 또는 과

학적 개념으로 체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과학적 방

법을 기반으로 개발된 발견 모형이나 탐구 모형과 달

리, 개념변화 모형은 학생들이 과학지식을 학습하는

방법과 과정에 관한 연구의 결과에 기원을 두고 있다

(Settlage & Southerland, 2007). 한편 과학지식이

발달하는 과정은 누가적 모형, 진화적 모형, 격변적

모형으로 설명되는데(조희형 등, 2009), 개념분화 모

형은 진화적 모형에 그리고 개념교환 모형은 격변적

모형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 누가적 모형은 귀납

적 학습 과정 또는 발견법과 그 과정을 나타내는 개념

형성 모형의 이론적 배경이 된다.

Nussbaum과 Novick(1982)의 모형은 선행지식을

분화하거나 선행지식이 과학적 개념과 상충되는 경우

과학적 개념으로 또는 과학적 개념과 비슷하게 수정

하기 위한 수업에 효과적이다. 한편 Carey(1985)는

지능발달 단계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피

아제의 지능발달 이론을 부정하고, 개념변화 모형으

로 초심자-전문가 변화(novice-expert shift) 모형

을 제시한다. Carey에 따르면, 초심자-전문가 변화

로서의 개념변화는 새로운 사실∙규칙∙법칙 등의 누

적(accumulation)과 재구성(restructuring)으로 나

뉘고, 재구성은 다시 약한(weaker sense) 재구성과

강한(stronger sense) 재구성으로 나뉜다. 약한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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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념변화 모형의 종류와 교수 절차

구분 교수 모형 출처 또는 이론적 배경 과학 교수의 방법 및 절차

개념
분화

Nussbaum &  
Novick

과학지식의 진화적 발달 모형
- 구성주의
Ausubel (2000)의 유의미학
습 이론

� 체적 개념틀 제시: 교사가 제시한 현상을 학생이 자신의 선
행지식으로 해석한다.

�인지적 갈등 유발: 모순되는 현상에 더욱 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인지적 조절: 모순되는 관념을 해소하거나 해결함으로써 선행
지식을 수정하거나 보완한다.

Carey
Carey (1985)의 초심자-전문
가 변화 모형

�새로운 사실∙개념∙규칙∙원리 등이 누적된다.
�학습이 약한 재구성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개념
교환

Driver 과학지식의 격변적 발달 모형
- 구성주의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교사가교수-학습주제를소개한다.
� 체적 개념틀의 표현: 직관적 관념을 다른 학생들에게 밝히

고, 설명한다.
�재구성 단계
- 명료화 및 교환: 과학적 관념을 인식하고, 자신의 견해와 비

교하고 검토한다: 관념을 이해한 정도를 명료화한다.
- 상충된 상황에 노출: 교사가 상충된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이

자신의 직관적 관념을 검토하여 자신의 직관적 관념이 틀렸
으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다.

- 새로운 관념의 재구성: 직관적 관념을 확장∙수정∙ 체하여
재구성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한다.

- 평가: 재구성된 새로운 관념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관념의 응용: 재구성된관념을 새로운 소재와 상황에 응용한다.
�관념의변화검토: 관념이어떻게, 어느정도변했는지검토한다.

Erickson
과학지식의 격변적 발달 모형
- 구성주의

�경험적 책략(experiential manoeuvres): 주어진 현상에 친숙해
지고직관적관념을표현할수있는현상이나사물을제시한다.

�변칙(anomaly) 책략: 기 되지 않은 결과를 산출하고, 불확실
성 요소를 소개하고, 선행지식을 바꿀 필요를 인식할 상황을
만든다.

�재구성 책략: 모둠에 의한 토의를 통해서 또는 교사의 도움으
로 선행지식을 조절한다; 즉 선행지식을 과학자의 과학지식으
로 바꾼다.

Carey
Carey (1985)의 초심자-전문
가 변화 모형

�학습이 강한 재구성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성(Carey는 개념분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은 이

론을 구성하는 개념들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새로운 도식(schemata)과 기존의 문제에 한

새로운 해결책이 생겨나는 인지구조의 변화를 말한

다. 이와 달리, 강한 재구성은 개념들로 구성된 개념

체계 또는 이론이 바뀌는 인지구조의 변화를 뜻한다.

Carey가 말하는 교수 모형으로서의 누적, 약한 재구

성, 강한 재구성은 각각 개념형성, Ausubel(2000)의

상위적 학습, Driver(1982)의 개념교환 모형과 비슷

하다. 누적의 예로 귀납적 일반화를 통한 새로운 개념

의 형성을, 약한 재구성의 예로 하위개념을 바탕으로

한 상위개념의 획득을, 그리고 강한 재구성의 예로 뉴

턴 역학에 의한 기동력설의 체를 들 수 있다.

Nussbaum과 Novick(1982)이 제시한 개념분화

모형은 개념의 체에 목적이 있는 과학 교수에도 적

용되고 있다. Driver(1982)의 체적 개념틀 모형은

최초로 제시된 개념교환 모형이다. Driver의 교수 모

형이 하나의 오개념이 과학적 개념으로 교체되는 과

정을 설명한다면, Erickson(1979)의 개념교환 모형

은 개념체계로서의 오개념, 즉 비교적 큰 오개념이

체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Carey(1985)도 피아제의 지

능발달 이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체적

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

한다. 그녀는 인지발달을 구조적 발달과 지식의 누적

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인지구조에 관한 피아제의 접

근법을 구조적(structural) 접근법으로 규정한다. 그

녀에 따르면 인지구조는 구조적 발달이 관련된 지식

의 축적, 구조적 발달과 관계없는 지식의 축적, 역

일반적(domain-general) 변화, 역 특정적

(domain-specific) 변화의 네 가지 측면을 통해 발달

한다. 이론의 변화나 초심자-전문가 변화는‘구조적

발달이 관련된 지식의 축적’이며, 주기별 또는 족별

원소의 종류 외우기는‘구조적 발달에 관계없는 지식

의 축적’의 예이다. 피아제가 말하는 발달단계의 변화

는‘ 역 일반적 변화’이며, 이론을 구성하는 개념 또

는 설명 원리의 발달은‘ 역 특정적 변화’이다.

2) 순환학습 모형

순환학습(learning cycle) 모형은 원래 탐구중심

교수법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가 과학적 탐

구와 발견 과정과도 잘 일치한다(Martin, Sexton, &

Franklin, 2009). 순환학습 모형의 이론적 배경은 원

래 피아제의 지능발달 이론을 포함한 발달심리학

(Lunetta, Hofstein, & Clough, 2007)에 있으나 행

동주의의 연합에 의한 학습(learning-by-

association) 이론, 귀납주의의 발견에 의한 학습

(learning-by-discovery) 이론의 향도 받았다

(SCIS, 1974). 최초로 제시된 순환학습 모형

(Karplus, 1977)의 탐색(exploration)-창안

(invention)-발견(discovery) 단계는 각각 피아제 이

론의 동화-조절-평형화(Hassard & Dias, 2009),

또는 동화(또는 비평형)-조절-조직화(Abraham,

1992) 단계에 부합된다. 순환학습 모형은 제시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표 4>와 같이 다양한 형

태로 개선되거나 발전되고 있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순환학습 모형은 새로운

개념의 구성과 추리 기능의 개선에 목적이 있으며, 이

런 목적 때문에 저자(Lawson, 2010)에 따라서는 탐

구 수업 모형으로 부르기도 한다. <표 4>의 첫 번째로

기술되어 있는 탐색-창안-발견은 최초로 제시된 순

환학습 단계이다. 이 모형의 이론적 배경은 전통적 과

학철학과 심리학에도 있으나 순환학습 모형의 기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 모형은 원래 탐구

기능의 신장 및 지적 발달에 목적을 둔 탐구기반

(inquiry-based) 수업 전략(Abraham, 1992) 즉 탐

구 중심 교수 방법(Martin et al., 2009)으로, 또는

과학자가 창안하고 학습자가 학습하여 자연을 설명하

는 방법과 유사한 안내된 발견법을 설계하여 적용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Atkin & Karplus, 1962). 그러

므로 이 모형에 따른 수업 목표는 과학적 탐구 기능과

추리 능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과학지식의 획득에도

두었다. 이 모형의 창안과 발견 단계는 각각 개념소개

와 개념응용으로 바뀌었다. 이후 세 단계는 교수의 목

적과 주제에 따라 다른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 다. 창

안(또는 개념창안) 단계는 부분 교실의 수업 과정에

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토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Abraham(1992)의 모형은 Karplus(1977)의 모형을

수정한 것이며, Lawson(1995; 2002; 2010)도

Karplus(1977)의 모형을 수정하여 학습을 통해 답을

찾거나 검증할 질문에 따라 기술적(descriptive) 순환

학습, 경험-귀추적(empirical-abductive) 순환학습,

가설-연역적 또는 가설-예언적(hypothetical -

predictive) 순환학습의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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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순환학습 모형의 종류와 절차

단계 모형 배경 과학 교수의 방법 및 절차

3

탐색-창안-발견

귀납법;
행동주의;
Piaget;
구성주의

�탐색: 주어진 상황에 자연스럽게(spontaneous) 반응하고,
교사의 어떤 도움도 없이 새로운 자료와 관념을 탐색한다.

�창안: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새로운 절차를 설명한다.
�발견: 학습한 개념과 기능을 응용한다.

탐색-개념소개-(개념)응용
Karplus
(1977);
Piaget

�탐색: 현행 지식이나 추리 양식(pattern)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제기한다.

�개념소개(또는 설명): 교사가 문제와 관련된 개념을 소개하
고 설명한다.

�(개념)응용: 학습한 새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한다.

탐색-개념창안-응용

Abraham
(1992);
Karplus
(1977)

�탐색: 실험을 통해 학습할 개념을 소개한다.
�개념창안(conceptual invention): 실험을 통해 수집한 자료

에서 개념을 도출한다.
�응용: 학습한 개념을 확장하고, 그 유용성과 응용 가능성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탐색-용어소개-개념응용 Lawson
(1995; 2002)

�예비 단계: 교사가 가르칠 개념, 또는 개념과 관련된 양상을
나타내는 현상을 확인한다(세 모형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기술적 순환학습 모형>
�탐색: 학생이 기술적 질문을 제시하고,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상을 탐색하며, 그 결과 양상을 발견하거나 기술한다.
�용어소개: 학생이 자료를 발표하고, 교사가 양상 및 그 양상

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한다.
�개념응용: 동일한개념과관련된다른현상에관해논의한다.

<경험-귀추적 순환학습 모형>
�탐색: 한두 개의 기술적 질문으로 시작되며, 이어 인과적

(causal) 질문을 하고, 이미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검증된
(인과적 질문에 답할) 인과적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한다.

�용어소개: 탐색한 현상 및 인과적 가설과 관련된 용어를 설
명한다.

�개념응용: 동일한개념과관련된다른현상에관해논의한다.

<가설-연역적(가설적-예언적) 순환학습 모형>
�탐색: 인과적 질문을 던지고, 그 인과적 질문에 따라 안적

(alternative)인 인과적 가설을 제안하고, 여러 인과적 가설
을 직접 설계한 검증 과정, 예상, 결과를 근거로 검증한다.

�용어소개: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용어를 소개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개념응용: 동일한개념과관련된다른현상에관해논의한다.

4

탐색-개념소개-개념응용
-평가

Barman
(1996)

�탐색: 교사가 개방적 과제나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그
에 관하여 주어진 자료 또는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한다.

�개념소개: 학생들이 탐색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에
서설명할개념과그개념에관련된새로운용어를선정한다.

�개념응용: 학생에게 학습한 개념의 다른 예를 공부하거나 새
과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한다.

�평가: 세 단계에서 토의∙평가한다.

소개-탐색-개념발달-응용
Bentley et al.
(2000)

�소개: 선행지식에 어긋나는 시범실험, 흥미를 끄는 자료, 도전
적인질문이나문제를통해학생들의학습동기를유발한다.

�탐색: 개별적으로또는작은모둠으로학습할개념을조사한다.
�개념발달: 학습을 통해 발견한 것을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

과 공유한다.
�응용: 학습한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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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탐색(E)-설명(E)-확장(E)-평가
(E) (앞 세 단계에 적용): 4E 모형

Piaget;
급진적 구성주
의;
Martin et al.
(2002)

�탐색: 학생들이 질문에 답하고, 관심을 갖게 하거나 관여하
게 하며, 암시나 힌트를 제시하여 학생 중심의 탐구 활동이
일어난다.

�설명: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거나 발견하며, 그 의미를 구성
한다.

�확장: 학습한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응용하고, 이해한 개념
을 확장한다.

�평가: 위세단계에서형식적으로또는비형식적으로평가된다.

초 -탐색-개념설명(개념소개)
-행동

Hassard &
Dias (2009)

�초 (invitation) 또는유도: 선행지식과질문, 시범실험, 큰관
념등과관련시켜학생들을새로운개념의학습에초 한다.

�탐색: 최소한의교사도움으로새개념또는현상을탐색한다.
�개념설명(개념소개): 과학적 개념을 설명한다.
�행동(taking action): 작은 모둠을 통해 학습된 개념을 응용

하거나 확장하는 행동을 한다.

유도-비교-해결-응용
Dykstra
(Hassard &
Dias, 2009)

�유도: 학생 스스로 학습할 현상과 관련된 자신의 선행지식을
점검한다.

�비교: 학생이 자신의 관념과 스스로 예상한 것, 다른 학생의
생각, 설명한 것 등과 비교한다.

�해결: 학생이 자신의 생각과 변한 생각 사이의 차이를 비판
적으로 분석한다.

�응용: 선행지식을 조절한 새로운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새
로운 상황을 제시한다.

5

수업소개-탐색-개념발달-응용
-평가

Lee
(2003)

�수업소개(lesson introduction): 교사가 던진 개방적 질문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답을 찾는다.

�탐색: 답을 증명할 실험을 설계해 수행하고, 자료를 수집∙
정리∙요약하여 발표한다.

�개념발달: 자료를 분석해 결론을 도출하고, 관념을 정리하고
통합하며 관련 용어를 소개한다.

�응용: 학습된 관념을 새로운 개념에 적용하고, 관련된 새로
운 개념과 용어를 찾는다.

�평가: 개념도를 이용한 평가나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

관여(E)-탐색(E)-설명(E)-정교화
(E)-평가(E)(앞 네 단계에 적용):
5E 모형

Piaget;
사회적 구성주
의;
BSCS
(1993);
Bybee
(1997)

�관여: 학생들에게 문제∙상황∙사건 등에 집중하게 하여 수
업 과제를 시작한다.

�탐색: 학생들이 현행 개념∙과정∙기능을 확인하여 발달시
킬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기초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설명: 학습 과제와 관련된 전문적∙기술적 용어를 교사와 학
생이 공통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정교화: 개념∙과정∙기능을 확장하고 명료화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평가: 학습한 것을 평가하고, 학생이 자신의 평가로 자신의
학습에 한 피드백을 얻는다.

관여(E)-탐색(E)-설명(E)-확장
(E)-평가(E): 5E 모형

Piaget;
급진적 구성주
의;
Settlage &
Southerland
(2007);
Martin et al.
(2009)

�관여: 추동 질문(driving question)을 던져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탐구적 학습을 지속하게 한
다.

�탐색: 학생이 주어진 자료 및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학
생중심의 협동적 탐구 단계이다.

�설명: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면서 탐색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나 관찰 결과에서 개념을 형성하고, 의미를 구성한다.

�확장: 학습한 개념의 이해 폭을 확장한다.
�평가: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전 과정에

걸쳐 형식적∙비형식적으로 평가한다.

7
유도(E)-관여(E)-탐색(E)-도전
(E)-설명(E)-정교화(E)-평가(E):
7E 모형

Alsop &
Hicks
(2001)

�유도: 탐색할 개념과 기능에 관한 학생들의 관념을 찾는 활
동이 일어난다.

�관여: 주로 교실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끌어들이는
활동을 수행한다.



최초의 4단계 순환학습 모형은 Barman(1996)이

Bandura의 모방학습 원리에 바탕을 두어, 그리고

Karplus(1977)가 구성한 순환학습 모형에 평가 단계

를 추가하여, 개발한 것이다. 4단계 모형의 평가 단계

는 다른 세 단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Bentley 등

(2000)은 SCIS 모형의 첫 번째 단계 앞에 소개 단계

를 첨가하고, 평가 단계를 응용 단계에 포함시켜 4단

계 모형을 구성했다. Bentley 등의 순환학습 모형의

탐색 단계에서는 학습할 개념의 이해를 구성할 경험

기반(experience-based) 기회를 제공하며, 개념의

응용을 평가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Martin 등

(2002)이 SCIS(1974) 모형, Piaget의 지능발달 이론,

Barman(1996)의 모형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 4E 모

형은 개념의 형성과 발견에 목적을 둔 탐구 중심의 과

학 교수 모형으로서 모둠학습에 특히 효과적이다. 한

편 Hassard와 Dias(2009)는 구성주의에 이론적 바

탕을 두어 4단계 순환학습 모형을 개발하 다.

Hassard와 Dias의 순환학습 모형은 일종의 개념변

화 모형으로서의 탐색 단계에서는 사물이나 물체를

관찰∙분류하고 실험을 통해 가설을 검증할 수도 있

으며, 개념설명(또는 개념소개)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념을 표현하고 교사는 과학적 관점에서 설

명한다. <표 4>의 Dykstra 4단계 모형은 von

Glasersfeld의 급진적 구성주의에 따라 학습의 과정

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한 모형이다(Hassard & Dias,

2009).

Lee(2003)는 Lawson(1991)의 모형을 개선하여,

문제제기-자료수집-답 구하기-답에 관한 의사소통

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안내된 탐구의 수행에 적절

한 모형으로 수업소개-탐색-개념발달-응용-평가의

5단계 모형을 제시하 다. Lee의 모형에 따른 학습에

서는 질문과 절차를 제시하여 구조화된 탐구를 수행

하거나 개방적 질문을 주어 개방적 탐구를 수행하게

하며, 개념발달 단계에서 형성평가를, 응용 기능을

상으로 총괄평가를 실시한다. 모든 5단계 순환학습

모형의 이론적 배경도 피아제의 이론에 있으며, 5단

계 모형의 세 단계는 3단계 모형의 세 단계로 구성되

어 있다. 그러나 관여-탐색-설명-정교화-평가의 5E

모형은 피아제의 이론 이외에 사회적 구성주의에도

이론적 배경이 있으며(BSCS, 1993; Bybee, 1997),

관여-탐색-설명-확장(expansion)-평가의 5E 모형

은 급진적 구성주의(Martin, Sexton & Franklin,

2009)에도 이론적 배경을 두고 개발되었다. BSCS와

Bybee의 5E 모형의 관여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과거

학습 경험과 현재의 학습 경험을 연결시키고, 학습의

결과에 한 학생들의 예상을 조직화하며, 정교화 단

계에서는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 오개념과 과학

적 개념을 이해한다. 한편 martin 등은 교수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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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도(E)-관여(E)-탐색(E)-도전
(E)-설명(E)-정교화(E)-평가(E):
7E 모형

Alsop &
Hicks
(2001)

�탐색: 학생들에게 특정 현상을 탐색하고, 스스로 설명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전: 학습할 개념과 관련된 학생들의 오개념의 특성과 한계
를 노출시킨다.

�설명: 학생들이이해한개념을자신의말과의미로설명한다.
�정교화: 학습한 새로운 관념을 다른 맥락과 상황에 응용하는

교실 활동이 주로 일어난다.
�평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한 개념, 개념을 바꾼 이유 등을

평가한다.

유도(E)-관여(E)-탐색(E)-설명
(E)-정교화(E)-평가(E)-확장(E):
7E 모형

Eisenkraft
(2003)

�유도(elicit): 학생들이 학습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선행지식
을 확인한다.

�관여: 수업에 관한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들이고 관심을 고조
시킨다.

�탐색: 관찰, 자료 기록, 변인 확인, 실험의 설계와 계획, 그래
프 그리기, 결과의 해석, 가설의 설정, 결과의 정리 등이 이
루어진다.

�설명: 교사가 과학의 모형∙이론∙법칙 등을 소개하고, 학생
이 실험의 결과를 제시된 모형∙이론∙법칙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정교화: 학습한 지식을 다른 질문이나 가설을 제시할 수 있
는 새로운 역 또는 상황에 적용한다.

�평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둘 다 수행한다.
�확장: 학습한 내용을 응용한다.



및 교육과정의 개발에 이용할 목적으로 5E 모형을 구

성하 다. 이 모형에 따른 과학의 학습은 BSCS의 5E

모형과 마찬가지로 관여 단계에서 시작된다.

Alsop과 Hicks(2001)는 Driver(1982)의 오개념

교환 교수 모형을 적용한 장단기 수업 계획에 적용하

기 위한 7E 순환학습 모형을 제시했다. Alsop과

Hicks의 7E 모형의 탐색 단계는 Driver의 개념교환

모형의 오리엔테이션 단계와 유도 단계에 해당된다

(Treagust, Duit, & Fraser, 1996). Eisenkraft

(2003)는 BSCS와 Bybee의 5E 모형을 개선∙확장하

여 7E 순환학습 모형을 구성하 다. 즉 Eisenkraft

(2003)는 BSCS(1993)와 Bybee(1997)가 구성한 5E

모형의 관여 단계를 유도와 관여의 두 단계로 나누고,

정교화와 평가의 두 통합 단계를 정교화∙평가∙확장

의 세 단계로 나누어 학습의 전이를(특히 평가와 확장

단계에서) 강조한다. 두 가지 7E 모형의 설명 단계에

서는 용어를 주로 다루는 탐색 단계와 달리 용어보다

개념을 먼저 다루고 관련 용어를 설명하며, 정교화 단

계에서는 개념이 더욱 구체적으로 분화된다.

평가는 과학 교수-학습 과정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서 어느 과정에서나 그리고 아무 때나 이루어질 수 있

다. 그러므로 4단계 이상의 다단계로 구성된 순환학

습 모형에서는 평가가 순환학습 과정의 어느 단계에

서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4단계 순환학습 모형의 경우 <그림

1>(Barman, 1996)과 같이, 그리고 5단계 모형에서는

<그림 2>(Martin et al., 2009)와 같이 구성할 수 있

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5E 모형에서는 관여

단계가 탐색∙설명∙확장의 세 단계에 향을 미치는

과정도 보여준다.

<표 4>와 <그림 1> 및 <그림 2>를 통해 고찰한 순환

학습 모형의 특성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처음 제시된

순환학습 모형은 3단계로 구성되었으나 지금은 7단

계의 모형도 개발∙제시되어 과학 교수-학습 현장에

서 적용되고 있다. 순환학습 모형의 단계는 그 수뿐만

아니라 이름도 변해왔다. 그러나 각 단계의 이름은 <

표 5>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업안내, 개념탐색, 개념

도입, 개념응용, 수업평가의 5 역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초창기에 제시된 순환

학습 모형은 전통적 심리학과 발달심리학에도 이론적

배경을 두었으나 차츰 구성주의를 더 중요시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초창기의 순환학습 모형은 탐구중심

과학 교수에, 최근의 4E, 5E, 7E 순환학습 모형 등은

과학 개념의 변화에 목적을 둔 수업에 적합하다고 말

할 수 있다. 한편 모든 순환학습 모형은 학생한테 과

학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교수 내용과 선행경험을 관

련시키며, 학생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고 다른 학생과

토의하게 하며, 귀납적 접근법과 연역적 접근법이 통

합되어있는등의장점이있다(Settlage & Southerland,

2007). 순환학습 모형은 이런 특성 때문에, 탐구기반

교수 모형(Cain, 2002; Dunkhase, 2003) 또는 개념

변화 모형에(Hassard & Dias, 2009) 포함되기도 한

다. 특히 Nussbaum & Novick(1982)의 개념분화 모

형은 순환학습 모형으로 불리기도 한다(Lunetta,

Hofstein, & Clough,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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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4E 모형 그림 2 5E 모형



Ⅲ. 과학 교수 모형의 적용 준거로서의
특성과 목적

과학 교수 모형은 모두 나름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

으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교수의 목표∙과

정∙방법∙내용 등은 적용되는 모형마다 다르며, 

개 각 모형에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즉 교수 모형에

적절한 과학 교수의 내용과 주제는 적용되는 모형에

따라 다르며, 또한 동일한 내용이나 주제의 교수 결과

도 모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과학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학 교수 모형의

특성과 목적에 한 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한다.

<표 6>에 제시된 과학 교수 모형의 특성과 목적은 과

학 교수의 내용과 주제에 적절한 모형을 선택할 때 준

거로 활용할 수 있다.

<표 6>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수 모형에 따

른 교수의 절차와 특성 및 목적이 모두 다르다. 그런

차이는 기본적으로 각 모형이 구성될 때 가정하거나

토 의 근거를 둔 이론적 배경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수 모형에 따른 교수 방법 및 절차에 관

한 문헌분석의 결과(<표 1>�<표 5>)와 그 결과를 근

거로 제시한 교수 모형의 특성 및 목적을 다시 분석했

는데, 그 결과를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 모형: 강의를 통한 과학지식의 교수, 발견

법을 통한 과학지식의 획득, 탐구중심 교수-학습

과정을 통한 과학적 탐구 과정과 기능의 습득, 과

학적 방법을 적용한 문제해결

�과도기적 모형: 시범실험, 발견법, 탐구적 접근법

을 통한 탐구 과정 기능의 습득, 과학지식의 획득

과 기존 과학지식의 분화와 발달

�개념변화 모형: 탐구적 접근법을 통한 과학지식의

분화, 과학개념에 의한 과학 오개념의 체

�순환학습 모형: 발견및탐구모형에따른개념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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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순환학습 단계의 이름과 역

단계 단계의 별칭 단계별 주요 활동

수업
안내

소개 �선행지식과 질문, 시범실험, 포괄적인 관념(big ideas) 등을 소개하여 수업에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들이고그들의학습동기를유발하여새로운내용의교수-학습(또는실험)을시작한다.

�보통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 질문에 한 다양한 답을 제시하여 수업(실험)
을 시작한다.

�면접, 문제제시 등으로 학생의 선행개념을 확인한다.

초

유도

관여

개념
탐색

탐색 �학습경험(learning experiences), 즉 주어진 상황 또는 교수-학습 목표와 관련된 자료를 조
작하면서 학습할 내용을 탐색하고, 특별한 초점이 없이 조사한다.

�실험의 경우 실험을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정리한다.
�시범∙토의 등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탐색하고 기존 개념과 비교한다.비교

개념
도입

창안
�교사가 주요 과학적 개념∙법칙∙원리∙이론을 정의하고, 새로 소개된 절차를 설명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관념을 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학생들은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거나 새

로운 의미를 구성한다.
�학생들은 과학지식을 획득하고, 과학적 탐구 과정 기능과 논리적 추리 능력도 습득한다.
�분석한 자료를 토 로 결론을 도출하며, 실험의 결과와 결론을 설명한다.
�선행개념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한다.

개념설명

개념소개

용어소개

개념발달

해결

개념
응용

발견

�학습한 새로운 과학 개념과 획득한 새로운 과학적 탐구 기능을 새로운 상황에 응용하거나 일
반화한다.

�개념적 이해와 탐구적 기능을 더욱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확장한다.
�실험의 경우 다른 소재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비슷한 결과를 수집한다.

정교화

개념확장

도전

개념응용

행동

수업
평가

평가
�개념적 이해와 탐구적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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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과학 교수 모형과 적용 준거

과학 교수 모형 적용 준거로서의 특성과 목적

전
통
적

I/V/P
탐색-창안-응용

�최초로 제시된 탐구기반 순환학습 모형의 근간(I/V/P), 또는 완전학습 모형의 원
형(정보-증명-응용)이다.

�제시된 정보 또는 학습할 내용을 근거로 개념을 학습하고, 새로운 자료로 획득한
또는 관찰∙실험∙등을 통해서 학습한 개념의 준거속성 또는 사례를 확인하며,
학습한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거나 응용문제를 해결한다.정보-증명-응용

경험-해석-정교화
학습경험을제공하고, 관련용어를해설하고, 실례를들어가면서개념을설명하고, 학
습한용어의의미를더욱확장하고, 개념의준거속성과새로운실례를계속찾는다.

귀납적(탐색적) 수업
발견 수업

�귀납적 수업: 자연과 생명의 현상에 한 관찰∙측정∙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사
실을 발견하거나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귀납적 일반화를 통해 규칙성 또는 법
칙( 부분 과학자들이 이미 발견한 것)을 발견한다.

�발견 수업: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응용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 학
습할 내용을 발견한다.

연역적 수업
설명적(해설적) 수업

전통적 강의를 통해 학습할 개념∙원리∙이론을 정의하고 관련 개념 및 용어를 설
명하고,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개념과 원리의 예시 및 이론의 사례를 확인한다.

탐구 수업
가설-연역적 방법에 따른 실험이나 조사, 즉 문제인식 → 가설설정 → 실험설계(변
인통제) → 자료수집∙분석 → 결론도출의 종합적 탐구 과정을 통한 인과관계나 상
관관계를 확인한다.

문제해결

�과학적 방법, 과학적 사고, 비판적 사고, 탐구 과정 및 기능이 관련된다.
�문제진술 → 가설설정 → 실험설계 → 자료수집∙분석 → 결론도출 등 과학적 방

법과 탐구 과정을 적용해 수행된다.
�과학적 문제 또는 반드시 정답이 있는 일상생활의 문제 및 사회적 논쟁거리를 해

결한다.

과
도
기
적

생성학습

�교사가과학자의과학지식과자신의과학지식을생각하고, 학생의견해를확인한다.
�학생이 주어진 현상에 관심을 갖고, 관련 용어의 의미를 생각하며,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들은 다음 각자의 견해에 관하여 토의하고, 학습
된 과학적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순을 해소한다.

P
O
E
와

변
형

DOE
시범실험 결과에 관하여 예상하고, 시범실험 과정을 관찰한 다음, 예상과 관찰 결과
사이의 갈등 상황에 관해 토의한다.

POE 제시된 사건이나 현상의 결과를 예상하고, 그렇게 예상한 이유를 설명하고 정당화
하며, 주어진 장치를 조작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한다.PEOE

OPE 역사적 사실이나 과거의 기록 등과 같은 간접적 자료를 이용하여 탐구한다.

문제기반학습(PBL)

�개방적 질문의 답을 찾는 탐구학습의 한 유형으로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과
제기반학습뿐만 아니라 학문적 탐구에 목적을 둔 이론학습과 구분된다.

�소규모 협동학습 모둠으로 실제의 과학적 문제 또는 일상생활의 문제나 사회의
논쟁거리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위적 산물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한 과정 또는 산물을 개발한 과정과 결과 및 산물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개
념
변
화

개념
분화

Nussbaum & Novick
주어진 현상을 선행지식을 통해 해석하고, 새로 제시된 모순되는 현상으로 더욱 심
한 갈등이 유발되며, 실험이나 교사의 설명으로 갈등 상황을 해소하여 선행지식을
과학지식에 합당하게 수정하거나 보완한다.

Carey의 누적과 약한
재구성

�누적 모형: 새로운 사실∙규칙 등이 누적되거나 이론을 구성하는 개념들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새로운 도식과 기존의 문제에 한 새로운 해결책이
생겨난다.

�약한 재구성 모형: 하위개념을 바탕으로 상위개념을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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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환
학
습

개념
교환

Driver

과학교사가 제시한 하나의 과학 개념(비교적 단편적인 개념)에 관하여 학생들이 자
신의 오개념을 밝히고 서로 토의하며, 상충되는 사건이나 현상에 비추어 각자 자신
의 생각을 바꾸고, 원래의 오개념과 그 오개념을 체한 학생들의 과학적 개념 사이
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한다.

Erickson
과학교사가 제시한 여러 개념으로 구성된 비교적 복잡한 개념체계 또는 이론에 관
하여 학생들이 직관적 관념을 표현하고 그런 직관적 관념에 상충되는 산물∙현상
등을 이용하여, 그리고 교사의 도움이나 토의를 통해 직관적 관념을 조절한다.

Carey의 강한 재구성
개념체계의 전체 또는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적 개념이 과학적 개념으로 바뀌며, 그
런 개념체계 또는 이론이 나타내는 논리적∙수학적 사고방식이나 원리와 같은 보편
적 특성도 변한다.

3
단계

SCIS의 탐색-창안-
발견

상황에 자연스런(spontaneous) 반응을 보이거나 주어진 자료와 관념을 탐색하며,
과학적 탐구 기능과 추리 능력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과학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개
념을 정의하고, 새로운 절차를 설명한 다음, 학습한 개념과 기능을 응용한다.

Karplus의 탐색-개념
소개-(개념)응용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과학지식이나 추리 양식(pattern)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
이나 문제가 학생에게 주어지고, 교사가 질문 또는 문제와 관련된 개념을 소개하고
설명하며, 학생이 학습한 새로운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한다.

Abraham의 탐색-개
념창안-응용

Karplus의 모형을 수정한 것으로서 실험을 통해 학습할 개념을 소개하고, 실험에
서 수집한 자료에서 개념을 도출하며, 학습한 개념을 확장하고, 그 유용성과 응용
가능성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Lawson의 탐색-용어
소개-개념응용

�기술적 순환학습 모형: 학생이 기술적 질문을 하고, 관련된 현상을 탐색하여 양상
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며, 교사가 양상 및 그 양상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
하며, 개념과 관련된 다른 현상에 관해 논의한다.

�경험적-귀추적 순환학습 모형: 교사와 학생이 기술적 질문이나 인과적 질문을 하
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인과적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인과적 질문에 답하고,
탐색한 현상 및 인과적 가설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며, 동일한 개념과 관련된 다
른 현상에 관해 논의한다.

�가설적-예언적 순환학습 모형: 인과적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과적
가설을 진술하여 실험을 통해 검증하며,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용어를 소개하고
결론을 도출하며, 동일한 개념과 관련된 다른 현상에 관해 논의한다.

4
단계

탐색-개념소개-개념
응용-평가

교사가 개방적 과제나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은 그에 관하여 주어진 자료 또는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한다 → 학생들이 탐색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에서 설명할
개념과 그 개념에 관련된 새로운 용어를 선정한다 → 학생에게 학습한 개념의 다른
예를 공부하거나 새로운 과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한다. 평가는 세 단계에서 필요
에 따라 이루어진다.

소개-탐색-개념발
달-응용

선행지식에 어긋나는 시범실험, 흥미를 끄는 자료, 도전적 질문이나 문제를 통해 학
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한다 → 개별적으로 또는 작은 모둠으로 학습할 개념을 조
사한다 → 학습을 통해 발견한 것을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과 공유한다 → 학습한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한다(개념의 응용을 평가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탐색-설명-확장-평
가의 4E

�개념의 형성과 발견에 목적을 둔 탐구 중심 과학 교수 모형으로서 모둠학습에 특
히 효과적이다.

�학생들이 질문에 답하고, 관심을 갖게 하거나 관여하게 하며, 암시나 힌트를 제시
한다 →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거나 발견하며, 그 의미를 구성한다 → 학습한 개념
을 새로운 상황에 응용하고, 이해한 개념을 확장한다.

�평가는 세 단계에서 형식적으로 또는 비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초 -탐색-개념설명
(개념소개)-행동

�개념변화 모형이다.
�선행지식과 질문, 시범실험, 비교적 큰 관념 등과 관련시켜 과학적 개념의 학습에

초 한다 → 교사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새로운 개념 또는 현상을 탐색
한다 → 개념 및 현상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한다 → 작은 모둠을 통해 학습된 개
념을 응용하거나 확장한다.

개
념
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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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수-학습 현장에서 적용하는 교수 모형에 적

절한 교수의 주제나 내용도 다르다. 그러므로 과학 교

수-학습 현장에서 특정 주제나 내용을 교수하거나 그

교수 계획을 세울 때는 먼저 적절한 교수 모형을 선정

해야 한다. <표 6>의 교수 모형별 특성과 목적은 그런

과정에서 준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해 기술하 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과학 교수에 적용하기 적

절한 교수 모형을 선택할 때 그 준거로 활용할 수 있

는 교수 모형의 특성과 목적을 제시하고자 수행하

다. 교수 모형을 선정할 때 준거로 이용할 교수 모형

의 특성과 목적은 전적으로 문헌분석 결과에 바탕을

두어 제시하 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

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수업 모형과 교수 모형을 교수 모형으로 통합하여

기술하 다.

�전통적 과학철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에 이론적 배

경이 있는 교수 모형을 전통적 모형으로 규정했다.

�전통적 과학철학 및 심리학과 아울러 현 의 과학

철학 및 심리학에도 이론적 배경이 있는 교수 모

형을 과도기적 모형으로 부른다.

�현 의 과학철학과 심리학에 이론적 배경이 있는

현 적 교수 모형을 개념변화 모형과 순환학습 모

형으로 구분한다: 개념변화 모형은 순전히 과학지

식의 변화에, 순환학습 모형은 순환학습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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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유도-비교-해결-응용

�급진적 구성주의에 바탕을 둔 개념변화 모형이다.
�학생 스스로 학습 현상과 관련된 선행지식을 점검한다 → 학생 자신의 관념과 예

상한 것, 다른 학생의 생각, 설명된 것 등과 비교한다 → 학생 스스로 처음의 생각
과 변한 생각 사이의 차이를 분석한다 → 선행지식을 조절한 새로운 지식을 응용
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을 제시한다.

5
단계

수업소개-탐색-개념발
달-응용-평가

�질문과 절차를 제시하는 구조화된 탐구 모형이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주어진
개방적 질문의 답을 찾는다 → 실험을 설계∙수행하고, 자료를 수집∙정리∙요
약∙발표한다 → 자료를 분석해 결론을 도출하고, 관념을 통합하며 관련 용어를
소개한다 → 학습된 관념을 새로운 개념에 적용하고, 관련된 새로운 개념과 용어
를 찾는다 → 개념도를 이용한 평가나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

�개방적 질문을 주어 개방적 탐구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개념발달 단계에서 형성평가를, 응용 능력을 상으로 총괄평가를 실시한다.

관여-탐색-설명-정교
화-평가의 5E

�관여-탐색-설명-정교화-평가로 구성된 5E 모형의 이론적 배경은 사회적 구성
주의에, 관여-탐색-설명-확장-평가의 5E 모형은 급진적 구성주의에 있다.

�문제나 추동 질문(driving question)으로 흥미와 관심을 집중시킨다 → 상호작용
할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경험에서 개념과
의미를 구성하고, 전문적∙기술적 용어를 교사와 학생이 공유한다 → 개념∙과
정∙기능을 확장하고 명료화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 학습한 것을 평가하고, 학
생이 자신의 평가로 학습에 한 피드백을 얻는다.

관여-탐색-설명-확장-
평가의 5E

7
단계

유도-관여-탐색-도전-
설명-정교화-평가의
7E

�장단기 수업 계획에 적용하기 위하여 Driver의 체적 개념틀 교환 교수 모형을
적용한 모형으로서 탐색 단계는 Driver의 개념교환 교수 모형의 오리엔테이션
단계와 유도 단계에 해당된다.

�탐색할 개념과 기능에 관한 관념을 찾는다 → 주로 교실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호
기심을 끌어들이는 활동이 수행된다 → 특정 현상을 탐색하고, 설명한다 → 학습
할 개념에 한 오개념의 특성과 한계를 드러낸다 → 이해한 개념을 자신의 말과
의미로 설명한다 → 교실에서 학습한 관념을 다른 맥락과 새로운 상황에 응용한
다 → 학습한 개념과 개념을 바꾼 이유 등을 평가한다.

유도-관여-탐색-설명-
정교화-평가-확장의
7E

�선행지식을 확인한다 → 흥미와 관심을 고조시킨다 → 관찰∙변인확인∙실험설
계∙자료해석∙가설설정∙결과정리 등이 이루어진다 → 교사가 모형∙이론∙법
칙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실험의 결과를 모형∙이론∙법칙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 학습한 지식을 새로운 역 또는 상황에 적용한다 →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한다 → 학습한 내용을 응용하여 전이한다.

�평가와 확장 단계에서 학습의 전이가 강조된다.



통한 개념변화와 과학적 탐구 과정 기능의 습득에

목적을 둔 교수 모형으로 구분했다.

�8가지의 전통적 교수 모형, 6가지의 과도기적 모

형, 5가지의 개념변화 모형, 14가지의 순환학습

모형을 포함한 총 33가지 과학 교수 모형의 출처

및 이론적 배경과 각 모형에 따른 과학 교수 방법

및 절차와 목적을 기술하 다.

�순환학습 모형은 부분 수업소개-개념탐색-개념

변화-개념응용-수업평가의 다섯 단계로 확 하거

나 축소하여 구성한 것을 제시하 다.

�33가지 교수 모형의 특성과 목적을 제시하 다.

각 교수 모형의 특성과 목적은 이론적 배경과 그 모

형을 적용할 상황 및 적용한 내용을 근거로 정리하

다. 각 교수 모형의 특성과 목적은 과학 교수-학습 현

장에서 교수 목표와 그 주제 및 내용 등에 적절한 교

수 모형을 적용할 때 유용한 준거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제와 목표에 따라서는 몇 가지 모형을 동시

에 적용할 수도 있다.

국문 요약

이 연구는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수 모형을 선택할 때 그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교

수 모형의 특성과 목적을 제시하고자 수행하 다. 교

수 모형의 특성과 목적은 수업 모형과 교수 모형에 관

한 문헌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정리해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수업 모형을 교

수 모형에 포함시키고, 교수 모형을 전통적 모형, 과

도기적 모형, 현 적 모형으로 분류하고, 현 적 모형

을 다시 그 상에 따라 개념변화 모형과 순환학습 모

형으로 구분하 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네 가지 교수

모형의 특성과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 모형: 강의를 통한 과학지식의 교수, 발견

법을 통한 과학지식의 습득, 탐구중심 교수-학습

과정을 통한 과학적 탐구 과정 기능의 습득 및 과

학적 방법과 탐구 방법을 적용한 문제해결

�과도기적 모형: 시범실험, 발견법, 탐구적 접근법

을 통한 탐구 과정 기능의 습득, 과학지식의 습득

과 분화 및 발달

�현 적 모형

- 개념변화 모형: 탐구중심 접근법을 통한 과학지

식의 분화, 과학개념에 의한 과학 체 개념의

교환

- 순환학습 모형: 발견 및 탐구를 통한 개념의 분

화 및 체 개념의 교환, 과학적 탐구 과정 기능

의 습득

이와 같은 과학 교수 모형의 역별 특성과 목적은

교수-학습의 목표와 주제에 적절한 교수 모형의 범주

를 확인할 때 적용할 수 있다. 과학 교수-학습 현장에

서 실제로 적용할 교수 모형을 선정할 때는, 교수할

주제 및 내용과 그 목표에 적절한 역별 교수 모형의

특성과 목적을 확인한 다음, 그 역에서 적절한 교수

모형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논문에는 실제

의 교수 모형을 선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준거가 각

교수 모형의 특성과 목적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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