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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eachers' conceptions and understandings are critical to their decision making and classroom practice,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views and practices of science inquiry during peer 
teaching practice. Fifteen 4th year university students in teacher education program participated in peer teaching 
practice. Their teaching and reflective discussion were video and audio recorded and written lesson plans were 
collected for data analysis. Five science teacher educators individually looked into the data and shared their 
comments and interpretations on pre-service teachers' views and practice. Th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pre- 
service teach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oviding students with motivating resources in the beginning of 
lesson, employing certain inquiry teaching models, the process of predicting and dis/proving via experiment, and 
teachers' minimal intervention as the important features of inquiry teaching. Science teacher educators emphasized 
that it is critical to help children understand inquiry questions in the beginning of inquiry process, to be mindful 
of children's problem solving and critical thinking rather than following instruction models or simply going 
through prediction and test process. They also commented that teachers' guidance could lead a good inquiry 
process in classroom practice, not always interfering students' inquiry.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science teacher educators need to understand what and how pre-service teachers view and practice science inquiry 
teaching and consider these as useful resources where they can start effective teaching for pre-service teachers 
at the univers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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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과학 탐구’는 지난 수십 년 간 과학 교육과정과
교수(teaching)에 있어 주요한 방법인 동시에 지향
점이 되어 왔다(조희형, 1992; DeBoer, 1991; Dewey, 

1900; Schwab, 1962). ‘과학 탐구’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을 기술하는 것으로서의 탐구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 교수 학습에 수반되는 과정으로서의 탐구이

다(Colburn, 2000). 전자는 ‘과학적 탐구(scientific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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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ry)’를 말하며, 과학자들이 자연 세계에 대한 의
문에 답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탐구의 일반적인

과정을지칭한다. 후자는 ‘탐구지도(inquiry teaching)’
를 말하며, 과학적 탐구의 측면들을 모델링한 교육
적인 접근을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가 학교 과학교
육에서 추구하는 탐구는 분명 과학자들의 탐구 활

동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주요한 특
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과학자들의 탐구

활동과학생들의 탐구활동이같은 것은아니다(De-
boer, 2004). 
그렇다면 교육에서의 탐구란 무엇인가? 구체적으

로 과학 탐구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어
떤수업을과학탐구수업이라고할수있는것일까? 
과학교육에서 과학 탐구를 강조해 온 역사가 상당

히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로 무엇

을 의미하는지, 교실 수업에서 실제로 과학 탐구 지
도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혼란과 다양한 입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는 과학교육에서 과학 탐구 지도의 의미가 과학의

본성과 학습의 본성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교사의 역할에 대한
관점 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조정일, 
1990). 따라서 과학 탐구 지도를 한 마디로 간단하
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과학 탐구 지도의 가장 기
본적인 특징은 과학 지식이 일방적으로 전달되거나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비추어 조사되고 수
정되거나재구성되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또, 과학
자들의 연구 방법이 단 한가지의 절차로 환원될 수

없듯이 과학 탐구 지도 방법도 한 가지의수업 모형

이나 절차로 환원될 수는 없으며, 상황과 교육 목표
에 따라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과학
교육표준 탐구해설서(NRC, 2000)에서는 과학 탐구
지도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학습자
는 과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증거를 우선시하며, 증
거로부터 설명을 만들어 내고, 자신의 설명을 평가
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정당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섯 가지 특징은 교사가 탐구 활동을 구조화하는

정도나 학생이 탐구를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정도에

따라 개방성이 달라질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조직하고 형성하

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사의 탐구 지도

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과학 수업에서 탐구

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과학 수업에서 탐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혹은 예비 교사가 과학 탐구를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기초적이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Keys & Kennedy, 1999; Key & Bryan, 
2001). 그동안 현직 교사 혹은 예비 교사들의 과학
탐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은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지적되었다(Brown et al., 
2006; Brown & Melear, 2006; DeBoer, 2004; Demir 
& Abell, 2010; Saam & Reiff, 2005). 또한 기존의 교
사교육프로그램이예비교사의과학탐구지도에대

한 개념이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했

음도 몇몇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Crawford, 2007; 
Koballa et al., 2005). 교사들은과학탐구에대해다양
한인식을가지고있는데가장많이발견되는것중의

하나는 실제로 해보는 조작적 체험 활동(hands-on 
activity)이 탐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Hayes, 2002). 
또, 학생들이 반드시 모든 단계를 주도하는 비 구조
화된 활동만을 탐구로 인식하기도 한다(Brown et 
al., 2006; DeBoer, 2004). 국내에서도 많은 교사들이
과학 탐구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과학 탐
구의 중요한 특징을 간과하고 있으며(박정희 등, 
2004)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은 과학 탐구 지도에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수아
등, 2007; 진순희와 장신호, 2007).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직 교사나 예비 교사의 탐

구 지도에 대한 인식은 주로 설문을 통해 조사되었

으며(박정희 등, 2004; 이수아 등, 2007; 진순희와 장
신호, 2007), 실제 교사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구체
적 맥락에서 예비 교사의 인식이 조사된 경우는 찾

아보기 어렵다. 구체적 수업 상황에서의 연구는 예
비 교사의 인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거나 발

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예비 교사 혹은 현직 교사의 과학 탐구 지

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Anderson, 2002; Crawford, 2007)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제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실제 수업 상황을 도입하거나 배경으로 해야 한다

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동료, 전문가와의 협력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이해는 실
제적,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Marx et al., 
1994) 이론적이고 명제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만으
로는 탐구 수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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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 따라서 실제 수업 상황에 대한 경험과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동료 혹은 전문가(학교
교사, 대학의 강사, 연구자 등)와 협동적으로 탐구
지도를 수행하는 과정도 효과적이다. Mule(2006)의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가 수업 실습 과정에서 지도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과학 탐구 지도에 대한 이해

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수업과 관련된 상황에서 동료나 지도교사, 전
문가와의협력은예비교사에게학습공동체를제공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Yoon & Kim, 2010). 
그러나 현재 국내 교육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교육 실습은 대부분 각 교과별로 이루어지지 않

고 여러 과목을 종합하여 동시에 실시되고 있기 때

문에 교육 실습 기간 중에는 과학 과목에만 중심을

두기 어렵다. 교육 실습 과정 또한 초등학교와 실습
담당 지도 교사에 의해 대부분 감독, 진행되고 있어
대학과 실습 학교의 협력을 통한 예비 교사의 지도

가 어려운 여건이다. 더구나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예비 교사가

다양한 자신의 수업을 시도해 보거나, 같은 수업을
다시 수정, 보완해서 실시해 보는 경험을 가지기 어
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 교사들이 과학

탐구 모의 수업을 계획, 실시하고 반성하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예비 교사들의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한

인식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교
사교육자의 관점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하였

다.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한 예비 교사들의 인식은
교사교육 과정에서 좀 더 발전시키고 정교화 하도

록 도와주어야 하는 예비 교사의 기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교사교육 과
정에서 탐구 수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안내가 필요

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C교육대학교 과학교육 심화전공 4
학년 15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물리 탐구 지
도’라는 강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의 수업의 형
태로 과학 탐구 수업을 모둠별로 계획하고 실시하

였다. 참여한 예비 교사들은 모두 1～2학년에서 자
연과학 교양 강좌를 4학점 이수하였으며, 2～3학년

에서과학교과교육 관련 강좌 5학점, 초등과학교
재 연구에 해당되는 강좌 6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였
다. 따라서 초등 과학교육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강좌 초
반에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오
디오, 비디오 자료 이용에 대해 동의하였다. 
초등 예비 교사의 모의 수업에 대해 논평한 다섯

명의 교사교육자 중 네 명은 현재 초등 교사 양성

기관에 근무하는 교수이며, 나머지 한 명은 중등 과
학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들의 교사교육 경력은 3년에서 10년 사이이며, 이
중 두 명은 실제 초등 교사로서의 경력도가지고 있

다. 또한 이들은 모두 과학 탐구 지도와 관련된 저
술 혹은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2. 연구 절차

예비 교사들은 먼저 각자가 생각하는 탐구 수업

의 지도안을 개인별로 간단하게 작성해 보고, 탐구
수업의 특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공유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 탐구에 대
해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유사한 영역에 관
심이있는예비교사들이모둠을형성하여전체 3개
의 모둠을 만들었다. 각 모둠은 5명으로 구성되었
다. 이후 각 모둠은 과학 탐구 수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바탕
으로 그 특징이 잘 드러나는 수업 지도안을 협동적

으로 작성하였다. 이때 수업 주제는 초등 과학교육
과정 안에서 예비 교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모둠별 수업 지도안에는 과학 탐구 수업의
특징에 대한 모둠원의 수렴된 의견, 그리고 수업 지
도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해설

을 덧붙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모둠 구성원 전체가 협동하여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요구되었고, 실제 모의 수업 당일 수업을 누가
진행할 것인가는 미리 정하지 않고 제비뽑기를 통
해 결정하였다. 즉, 예비 교사들은 누구나 자신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업 준비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모의 수업은 모두 비디오로 녹화되었
으며, 수업 지도안과 함께 모둠별로 5명의 교사교육
자에게 보내져 서면으로 논평을 받았다. 교사교육
자들에게는 과학 탐구 수업의 특징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관찰한 수업이 과학 탐

구 수업으로서 적절한지 수업에 대한 총평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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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과학 탐구 수업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을 제안하도록 요청하였다. 각 모둠은 4명의 교사교
육자로부터 수업 논평을 받았다(교사교육자 3명은
2개의 수업에 대한 논평을 작성하였고, 다른 2명은
3개 수업 모두에 대해 논평을 작성하였다.). 예비 교
사들은 전문가의 논평을 받은 후 이에 대해 모둠별

로 토론을 실시하였다. 표 1은 세 모둠의 수업 개요
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모의수업의 계획 및 실

시, 실시 후 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 교사의 과
학 탐구 수업에 대한 주요 인식을 분석, 종합하고
이것이 교사교육자의 관점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

고자 하였다. 

3. 자료 분석

예비 교사들이 작성한 개인별, 모둠별 수업 지도
안과 그에 대한 해설, 예비 교사의 수업을 담당한
연구자의 수업 일지, 모의 수업 비디오, 교사교육자
의 논평, 그리고 모둠별 토론 음성 녹음 자료 등이
데이터로 활용되었다. 
데이터 분석은 질적 분석 과정으로 진행되었으

며, 다중 사례 연구 방식(Merriam, 1998)을 응용하였
다. 분석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강의를 진행하지 않은 연구자들이 각자 한 개 모둠

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모아 예비 교사의탐구 수

업에 대한 관점을 추출하였다. 각 모둠의 수업 지도

표 1. 모의 수업의 개요

모둠 수업 주제 수업 개요

A
액체에서

열의 전달

교사는 먼저 컵라면의 단면을 보여주고 면발이 용기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유를 질문한다. 이어서 색 얼음
이 물위에 있을 때와 컵 바닥에 있을 때 얼음이 녹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예상한 내용을

모둠별로 발표하도록 한다. 이후 학생들은 직접 실험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고, 예상한 것과 관찰 결과를
비교하여 발표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실험 결과를 요약하고, ‘대류’라는 용어와 개념을 설명한다.  

B 나만의 전지

만들기

교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재료(여러 종류의 과일과 음료, 여러 종류의 금속 판, 집게 전선 등)를 이용해서
디지털시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이 직접 알아내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디지털시계를 작동
시킬 수 있는 회로를 먼저 그림을 통해 구상하고, 실제 그림대로 연결하여 시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한
다. 실패한 경우, 다시 회로를 구상하고 확인하는 것을 반복한다. 모둠별로 실패한 경우와 성공한 경우를
발표한다. 교사는 전지를 발명한 볼타와 같이 실제 과학자들도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다는것을 강조
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C 수평이 되게

하려면?

교사는 과자 따먹기놀이에서 막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다른 쪽의 학생이 과자를
따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한다. 모둠별로옷걸이와 다양한종류의추를 나누
어주고 모빌을만들면서 수평을 잡는 방법을 탐색하도록 한다. 또, 학급전체가여러 개의 옷걸이를이용
하여 커다란 모빌도 만들어 본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재료만 제공할 뿐 구체적인 활동 방법을 안내하지
는 않는다. 탐색 활동 후 학생들은 모둠별로 어떻게 수평을 만들었는지 발표한다. 교사는 수평의 원리(무
거운 것을 받침점 가까운 곳으로 옮긴다.)를 정리하여 설명한다. 

안과 수업 비디오, 모둠별 토론 데이터, 교사교육자
의 논평 자료를 통해 자료의 삼각 검증이 이루어졌

다. 예를 들어 A 모둠의 경우, ‘동기 유발 자료’에
대한 강조는 개인별 지도안 및 해설, 모둠별 지도안
및 해설, 모둠 토론 과정 등 다양한 자료에서 발견
되었으며, 교사교육자 네 명의 논평 중 세 명이 이
와 관련된 논평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자료에
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면서 교사교육자의 논평에서

공통적인 이슈가 된 것이 주요한 관점으로 추출되

었다. 각 모둠에서 2～3개의 주요한 관점이 추출되
었고, 이것은 강의를 진행했던 연구자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다. 각 모둠에 대한 자료 분석이 끝난 후에
모둠 간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세 개의 모둠에서
추출한 관점을 모든 연구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검

토하며, 유사한것끼리 통합하거나 축약하는과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축약 과정을 통해 총 네 가지
주요한 관점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
계에서 정리된 네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첫 단계에

서 담당했던 모둠을 바꾸어 다른 연구자가 원 데이

터를 재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관점을 명확하
게 보여 주는 데이터(인용문)를 추출하였다. 따라서
각 모둠에 대해 세 명의 연구자가 데이터를 분석하

는 과정에서 연구자 삼각 검증(Merriam, 1998)이 이
루어졌다. 이와 같은 데이터 삼각 검증과 연구자 삼
각 검증을 통하여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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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과학 탐구 모의 수업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토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예비 교사의 탐구 수업에 대

한 주요한 관점은 크게 네 가지로 분석되었다. 1)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는 동기 유발 자료가 탐구 수

업의 성패를 가름한다. 2) 정해진 단계나 절차를 따
르는 것이 탐구 수업이다. 3) 무엇이 일어날지 예상
하고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탐구 수업이

다. 4) 교사의 개입 없이 아동 스스로 자유로운 탐
색이 가능해야 탐구 수업이다. 예비 교사의 탐구 수
업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의 구체적인 내용과이에 대

한 교사교육 전문가들의 견해를 서술하고자 한다. 
예비 교사 15명에 대해서는 1, 2, 3과 같은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냈고, 예비 교사 1에서 5는 A 모둠에, 
6에서 10은 B 모둠에, 11에서 15는 C 모둠에 속한
다. 교사교육자 5명은 Y, S, P, M, J의 약자로 나타
내었다.  

1.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는 동기 유발 자료

가 탐구 수업의 성패를 가름한다.

세 모둠의 수업은 모두 초반부에서 동기 유발 자

료를 제시하고,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에 대
해 교사가 설명하거나 아동이 해결책을 발표하게

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A 모둠은 직접 컵라면을
세로로 잘라 단면을 보여 주며 컵 라면의면발이 왜

바닥이 아닌 중간에 위치하는지 질문하였고, B 모
둠은 선생님이 지각하지 않기 위해 디지털시계가

필요한데, 이것을 건전지가 아닌 여러 가지 과일이
나 음료를 이용해 작동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였다. C 모둠은 멀티미디어 자료와 만화 장면을
활용해서 과자 따먹기 놀이에서 막대가 한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친구를 도와줄 방법을 알아보자고

하였다. 
탐구 수업에서 아동의 호기심이 중요하다는 인

식은 개인별로 작성한 수업 지도안이나 모둠별로

작성한 수업 지도안 그리고 모둠별 토론 과정에서

도 여러 번 강조되었다.  

능동적인 탐구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소재나 동기 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

별 지도안, 예비 교사 8) 

내가 생각하는 ‘탐구’란 아동들이 실제적 체험을 통해 이

론적 원리를 경험해 보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아동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개인

별 지도안, 예비 교사 13)

우리가 생각한 탐구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바탕으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궁금하고 원리를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을 

위해서 실험을 해보고,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옮고 

그름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 확인하는 작

업인데…. (B 모둠의 토론)

처음 동기 유발 3분이 수업 전체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생각해요. (A 모둠의 토론) 

이와 같이 예비 교사들은 학생들의 호기심이 탐

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
라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기 유발 자료

를 고안하고 제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

였고,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동기 유
발 자료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
용은 연구자의 수업 관찰에서도 발견되었다. 

모둠별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

이 소모되었다. 나는 순회하면서 모둠별 토론을 주의 깊

게 경청하였다. 토론은 수업 목표나 학생 활동에 대한 

논의보다는 ‘어떤 수업 모형을 적용할까?’, ‘어떤 재미있

는 활동이 있을까?’, ‘어떤 동기유발 자료가 있을까?’ 등
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교육실습 과정에서 

동기유발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지도 교사로부터 피드

백을 받은 사실을 서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예비 교사들

은 동기 유발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합한 

동기 유발 자료를 생각해 내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연구자의 수업 일지)

수업 초반에서 뿐만 아니라 수업 도중에도 학생

들의흥미를증진시키기위한노력들이보였는데, 예
를 들어 C 모둠은 아동들의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
해 옷걸이에 추를 매달 때 학생들의 사진을 스티로

폼 공에 붙인 후 거기에 추를 매달도록 하였다. 스
티로폼 공과 학생들의 사진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

은 예비 교사들에게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며, 탐
구 활동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친구들
의 사진을 추와 함께 매다는 것이 탐구활동에서 흥

미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비 교사들은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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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사진을 인쇄하고 오리는 작업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의 흥미나 호기심을 강조하는 것

은 탐구 수업을 교사 중심이 아닌 아동중심의 수업

으로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며 또 가

장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의 수업에서 사용된 동기 유발 자료에 대하여 교

사교육자들은 예비 교사들의 생각이 좀 더 정련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동기 유발 자료는 단순
한 호기심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명확한 탐구 문

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교사교육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동기 유발 자료에 대한 논란은 특히 컵 라면을

동기 유발 자료로 제시한 A 모둠에서 문제가 되었
다. 이것은 실제 대류 현상을 보여 주는 적절한 소
재가 아니었으며, 이후 제시된 실험 활동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라면’
이라는 일상생활의 소재로 아동의 호기심을 불러일

으키고자 하였지만 수업의 탐구 문제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다. A 모둠의 경우, 적절한 동기 유발
자료, 즉 탐구 문제로서의 동기 유발 자료를 만들지
못한 것은 예비 교사의 과학 지식의 부족이한 원인

이 되고 있다. C 모둠에서도 동기 유발 자료의 적절
성에 대한 논평이 많았는데 동기 유발 자료에서 제

시한 과자 따먹기 상황이 옷걸이와 추를 이용한 학

생들의 탐색 활동 상황과 차이가 나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교사교육자들은 탐구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제기해야 하며, 이것이 이후에 이어지는
실험이나 관찰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은 A 모둠 수업에 대한 논평
의 일부분이다.     

이 모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기유발 자료가 탐구 문제 

제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업의 본 실험은 

얼음을 이용해 찬물의 움직임을 보는 것인데, 탐구 문제

는 뜨거운 물을 붓는 라면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

지가 연관이 되지 않는다. 탐구 문제가 명확하게 인식되

어야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실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교육자 Y)

동기 유발에서 예상하기 활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

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색 얼음 실험이 컵라면

의 문제와 연관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

다. “컵라면의 면발이 왜 중간에 있는지 선생님이 한참 

고민하다가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

늘 친구들과 함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라
고 말하고, 이것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색 얼

음 활동이 시작됩니다. (중략) 탐구 수업의 핵심은 탐구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라고 하면 탐구 질문을 명시적으

로 언급하고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교육자 S)

이상하거나 신기하고 그래서 궁금증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현상이 제대로 된 탐구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 되

지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탐구를 지도할 때에는 목표와 직결되는 현상이 좋을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략) 학교 수업인 만큼 주어진 수

업 목표를 달성해야 했다면 도입에서 제시하는 현상도 

바로 본 활동과 이어질 수 있는 현상이었으면 더 좋았으

리라 생각합니다. (교사교육자 J)

마찬가지로 C 모둠의 경우도 동기 유발 자료와
실제 탐구 활동의 정합성을 좀 더 높이는것이 제안

되었다. 탐구 문제가 무엇인지 아동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이어지는 활동과 직접적으
로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동기유발을 짱구의 과자 따먹기 게임으로 제시했다면 만

화에서처럼 여러 개가 달린 모빌을 만들고 실제로 문제

를 해결하도록 아동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어떠했을까 

합니다. (교사교육자 J) 

탐구 문제가 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게가 

다른 두 물체가 평형을 이루려면 받침점에서 거리는 어

떠해야 하는가?’ ‘50 g, 100 g의 추를 어떻게 수평을 이

루게 할까?’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가 주어지지 않으면 

학생들은 필요한 데이터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중략) 

현재와 같이 다양하게 탐색을 열어놓은 상황에서는 교사

가 기대한 것을 아동이 자연스럽게 발견할 것이라고 기

대하기는 힘들다. (교사교육자 Y) 

요약하면 예비 교사는 과학 탐구 수업에서 아동

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동기 유발 자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일상생활에서 아동들이 신기
하거나 궁금증을 느낄 만한 소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교사교육자들은 이러한

동기 유발 자료가 단순히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

이외에 명확한 탐구 문제 역할을 하여 이어지는 수

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좀더 보완

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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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해진 단계나 절차를 따르는 것이 탐구

수업이다.

탐구 수업이 특정 수업 모형이나 절차를 적용하

는 것이라는 생각은 개별적으로 지도안을 작성하

는 단계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탐색
및 문제 파악’, ‘가설 설정’, ‘실험 설계’, ‘실험’, ‘가
설검증’, ‘적용’ 등 일련의 단계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고, 이 단계를 그대로 탐구 수업의 특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다(15명 중 6명). 

학생들 스스로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 설계, 실험 및 관

찰 결과를 통해 자신의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각 단계에서 제공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탐구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별 지도안, 예비 교사 6)

예비 교사들은 탐구 수업을 ‘탐구 학습 모형’의
절차를 따르는 수업이라고 협의의 개념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이것은 예비 교사들이 여러 가지 수업
모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탐구 학습 모형’(교육과
학기술부, 2010, 2011)이라는 명칭으로 위와 같은

수업 절차를 접하기 때문일 수 있다. 박윤경(2010)
은 학교 현장에서 수업 모형의 권위는 매우 강력해

서 교사들에게 수업 모형과 관련된 재량 범위는 수

업 주제에 맞는 수업 모형을 선택하는 것과각 단계

에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하

였으며, 수업 모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충분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일종의 신화적 성격을 갖는

다고 지적한 바 있다.
모둠별 지도안과 모의 수업 과정에서도 유사한

생각을 살펴볼 수 있었다. A 모둠의 경우, ‘예상-관
찰-설명(POE) 모형’을 적용하여 수업 지도안을 작
성하였으며, 이러한 모형을 따르는 것이 탐구 수업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을 탐구적으로 지도한다는 것은 먼저 충분히 예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직접 실험도구를 다루고 시행착

오를 겪으며 실험을 해야 한다. 실험이 끝나면 처음 예

상한 것과 실험결과를 비교해보고 스스로 글이나 그림으

로 정리해야 한다. (A 모둠의 1차 수업 지도안)

세세한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큰 틀에선 

POE 모형이 (탐구 수업에) 맞았다고 생각해요. (A 모둠

의 토론)

탐구 수업이라고 하면 교사가 탐구 모형을 따라 하면 되

는 것으로 알았어요. 예를 들어, 예상 단계면 그냥 교사

가 학생들에게 예상하라고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데 피드백을 보니까…(A 모둠의 토론)

이러한 예비 교사의 인식은 모의 수업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 모둠은 예상 단계에
서 학생들의 예상을 발표하게는 하였지만 ‘아, 그렇
군요. 잘 했어요.’ 같은 반응만 하고 학생들의 생각
이나 설명을 구체화하도록 질문하거나 학생들의 사

고 활동을 조장해 주는 경우는 잘 관찰되지 않았다. 
즉, 예상-관찰-설명이라는 절차는 잘 따라 갔지만

학생들의 사고를 이끌어 가려는 실제적인 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것은 예비 교사의 수업 경험
부족이 원인일 수 있으나, 처음에 계획했었던 수업
단계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유연한 수업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것은 탐구가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재시켰다. 예
를 들어 한 학생이 ‘찬물이 아니라 혹시 색소 자체
가 무거워서 물이 내려간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
을 제기했는데 교사는 이것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미리 계획된 수
업의 단계를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하였다면 실제

색소 자체가 물보다 무거운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거나 토론해 볼 수있었을 것

이다. 또 찬물과 더운물의 무게를 비교하는 추가적
인 실험이 제안되었을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교육자는 특정 수업 절차나

수업 모형은 수업을 돕기 위한 수단일 뿐탐구가 일

어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은 A 모둠의 수업에 대한 논평 중 일부이다. 

흔히 몇 단계로 제시되는 과학적 탐구 방법이란 탐구가 

비교적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흔히 제시되는 탐구 방법이나 단계

를 얼마나 잘 쫓아갔느냐가 아니고, 탐구가 실제로 일어

났는가. 혹은 적어도 추구 되었는가 일 것입니다. (교사

교육자 J)

 
A 모둠의 경우 POE 모형의 단계를 따르고 있지만 그 모

형의 근본적 원리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예상 단계에서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도록 하지만 그냥 

학생들의 발표만 듣고 넘어간다. 선지식이나 선 개념을 

탐색하고자 하는 질문이나 시도가 전혀 없다. 정리단계

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라고 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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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발표에 대한 아무런 피드백이나 토론이 이어지지 

않고 바로 교사가 결과를 정리해 버린다. (교사교육자 S)

교사교육자들은 수업의 단계보다도 학생들의 실

제적인 사고 활동, 문제 해결 활동, 토론 활동 등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교사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를 보다 중요하게 지적하였

다. 또, 수업의 절차만을 중요시 하는 경우 오히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탐구로 이

어질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된다는점을 지

적하였다. 
적절한 수업 모형은 교사나 예비 교사의 수업을

계획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러나 탐구 수업을
어떤 정해진 특정 절차의 수업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탐구 수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3. 무엇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탐구 수업이다.

‘탐구수업은어떤일이 일어날지미리 예상해 보
고 학생들이직접실험을 통해 확인해보는것이다.’
는 생각은 개별 수업 지도안과 모둠별 수업 지도안, 
모의 수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예비 교
사들이가설이라는용어를사용한경우, 실제지도안
내용을 살펴보면 가설이란 용어는 모두 단순한 예

상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현상이나 결과를 예

상하고 확인한다는 말과 같은 뜻임을 알 수 있었다.  

탐구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

이다. (개인별 지도안, 예비 교사 8) 

탐구 수업은 학생들이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는 

실험을 하는 것이다. (이 예비 교사의 지도안을 살펴보

면 여기서 가설은 찬물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예상

을 말한다.) (개인별 지도안, 예비 교사 10)

A 모둠의 수업은 색 얼음이 물 위쪽에 있을 때
그리고 컵 바닥에 있을 때 각각 녹은 물이 어떻게

움직일지 활동에 앞서 예상하고, 이것을 실제 활동
을 통해 확인하는 수업이었다. B 모둠의 수업 역시
어떤 회로를 구성해야 시계가 작동할 지 먼저 회로

도를 그려 예상하고, 주어진 재료를 이용해 실제 시
계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이 과정

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A, B 모둠은 과학 탐구
의 핵심적인 요소가 예상하고 확인하는 것임을 지

도안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과학을 탐구적으로 지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

성을 충분히 예상해 보고 학생이 직접 실험을 통해 관찰

하고 … 처음 예상한 것과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고…

(A 모둠의 1차 수업 지도안)

생각한 것을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고… 실험 과정

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시행착오에 의해 다시 사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B 모둠의 1차 수업 지도안)

A, B 모둠의 수업 또한 이러한 예상과 확인의 과
정을 보여주고 있다. A 모둠의 수업에서 예비 교사
는 학생들에게 현상을 예상하고 발표하게 하였지

만, 학생들이 그렇게 예상한 ‘이유’를 묻거나 토론
하도록 격려하지 않았으며, 또 예상한 것과 실험결
과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고 발표하도록 하였지

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B 모둠의 수업에서도 어떻게
회로를 구성해야 시계가 작동할까 하는 예상 활동

만 있었을 뿐 왜 그렇게 회로를 예상하였는지에 대

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요구되지 않았다. 또, 시계가
작동한 회로와 작동하지 않은 회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원인이나 원리를 탐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주된 활동은 디지털시계가 작동
하지 않은 회로와 성공적으로 작동한 회로의 회로

도를 발표하는 것이었다. 
교사교육자들은 이와 같은 예상-확인의 활동 과

정에 학생들의 사고 과정이 결여되어 있음을 공통

적으로 지적하였다. 단순히 예상하고 확인하는 것
은 아동의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모둠과 B 모둠의 수업에 대해 교사교육자들은
단순한 예상이 아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예상
할 수 있을까?’,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
한 사고와 토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POE의 예상 단계에서는 예상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과학 

개념은 현상에 대한 ‘이유’와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

다. 가끔 학생들이 말하는 이유는 과학적이지 않지만 예

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이유’와 

‘예상’을 분리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예상’이 맞으면 자

신의 ‘이유’도 맞는다고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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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상’만 맞으면 마치 답을 안 것처럼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사교육자 S)

그렇게 시도한 이유나 의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즉, 어떠한 시도를 할 때

에는 그 시도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실험에 임해

야 하는데 단순히 이것저것 무작위로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회로를 만드는 것 같았다. (교사교육자 P)

예상에는 예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폐회로에 대한 적

절한 개념을 습득한 아동들이면 예상 회로를 폐회로로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회로를 예상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아동들이 자신의 지식을 적

용하여 적절한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아무런 생각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회로를 예상하고 

일일이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많은 시간 동안 보람 없

는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

사교육자 Y)

왜 이렇게 하면 전류가 흐를 것 같은가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교육자 S)

Harlen(2001)은 ‘왜’라는 추론 질문이 아동의 사
고를 자극하지만 자칫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들릴 수 있고, 따라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함을 지
적하였다. 교사에게도 ‘왜’라는 질문은 완벽한 과학
적 지식을 말해주고 정리해 주어야 할 것같은 부담

을 느끼게 한다. 실제로 이러한 부담 때문에 예비
교사가 단순한 예상으로 수업을 전개하였을 가능성

도 있다. 실제 B 모둠의 경우 반성적 토론에서 자신
들이 과일 전지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

기 때문에 또 초등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운 것이라

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에 대
한 것을 다루지 않았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예비 교사들은 어떤 현상이나 실험 결

과를 예상하고, 직접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탐구 수업이라고 인식하였지만, 교
사교육자들은 예상의 과정에서 예상의 이유에 대해

사고하는 과정,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왜 그
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사고하는 과정이 수

반되어야 함을 중요하게 지적하였다. 이 때 ‘왜’라
는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들의경험이나증거에기초해서답하도록하기위

한것이다. ‘왜’라는질문이이와같이증거에기초한
추론을증진시키기위한것임을예비교사들이이해

하고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교사의 개입 없이 아동 스스로 자유로운

탐색이 가능해야 탐구 수업이다.

과학 탐구는 교사가 아닌 아동이 주도하는 것이

라는 생각은 개별 수업 지도안, 모둠별 수업 지도안
과 모의 수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아동 스스로 탐구 방법을 생각해 보고, 직접 실험을 수

행하고 …….(개인별 수업 지도안, 예비 교사 14)

탐구라고 하는 것은 아동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별 수업 지도안, 

예비 교사 9)  

B 모둠의 수업에서는 교사의 특별한 안내 없이
아동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적합한 회로를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였으며, C 모둠의 수업에서도
옷걸이와 다양한 추를 가지고 자유로운 탐색 활동

을 통해 수평잡기의 원리를 아동이 스스로 발견하

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C 모둠의 수업 지도안에
서 이러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들은 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평의 규칙

을 발견할 수 있다. 아동들이 교사의 개입 없이 자유롭

고 창의적으로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C 모

둠의 1차 수업 지도안)

그런데 이러한 강한 아동 중심의 생각은 수업 목

표를 개념 획득으로 두는 경우 갈등을 수반한다. B 
모둠의 수업은 개념 획득을 목표로 한 수업이 아니

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았다. 즉, 
B 모둠의 수업에서는 과일 전지와 관련된 어떠한
과학 지식이나 원리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C 모둠에서는 자유로운 탐색을 통해 학생들이 수평
의 원리를 발견하기를 기대하였다. 즉, 진정한 탐구
는 교사의 개입 없이 아동들이 자유롭게, 주도적으
로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과학 지식과 원리는 정확
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

에, 이러한 두 가지 생각이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갈등을 야기하였다. 다음 인용문은 이러한 갈
등을 잘 보여준다. 

그 차시 수업 목표가, 애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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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그런데, 저희가 수업을 짤 때는 탐구를 그 수업에 

가미해서 결국에는 그 수업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생각

으로 짰는데, 그래서 결국 과정은 탐구적인 과정을 거치

지만 결론은 이런 개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

그렇게 하니까 탐구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C 모둠의 토론)

실제 C 모둠의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탐색 활동
후 학생들이 ‘옷걸이를 구부려 본다.’, ‘잡는 위치를
다르게 해 본다.’, ‘가벼운 쪽에 추를 더 달아본다.’ 
등 다양한 수평잡기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교
사는 이것을 종합하기 보다는 원래 가르치고자 했

던 수평의 원리(무거운 물체를 받침점 가까운 쪽으
로 옮겨야 수평을 이룬다.)를 강조하고 설명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즉 학생들이 자신의 활동으
로부터 수평잡기의 규칙을 발견했다기보다는 아동

들은 활동만 하고 교사가 원래 가르치고자 했던 원

리를 정리한 셈이다. 이러한 경우 아동들은 스스로
활동한 것의 진정한 보람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어차피 학습해야 하는 것은 교사가 정리해 주는 ‘정
답’이기 때문이다. 
교사교육자의 논평에서는 학생 주도의 자유로운

탐구와 과학 개념의 이해라는 두 가지 목표가 갈등

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C 모둠의 수
업에 대한 논평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먼
저 발견 학습을 지향한다면 아동의 탐구 결과가 기

대하는 결과와 다르더라도 이를 일단 수용한 후 추

후 활동을 유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아동이 활
동 결과를 스스로 정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개념 획득이나 이해가 중요한 목표라면 발견

학습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교사의 안내가 좀
더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아동의 자발적
문제인식과 해결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적절히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탐구를 위한 도구, 방
법 등을 적절히 안내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교사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다음은 C 모둠의 수업에 대한 교사교육자들의 논평
의 일부이다. 

전체적으로 수업의 목표가 특정 개념을 명료화하고 획득

하는 것인지, 탐구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인지 주된 

목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종류의 

수업이 모두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것

에 초점을 맞추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교육자 J)

그냥 수평의 비법을 찾아내라고 하기 보다는, 받침점에

서 물체를 멀리 내지 가까이 움직임에 따라서, 실의 길

이 차이에 따라서, 받침점을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학생

들이 예상을 해 보라고 안내하고……. (교사교육자 S) 

개념 이해를 목표로 하지 않은 B 모둠의 수업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성공적인 탐구 활동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안내가 더 좋은 탐구 수

업을 이끌 수 있다는 논평이 있었다. 

나는 탐구 수업을 과학적 문제에 대해 증거에 기초한 설

명을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흔히 교사가 아닌 학생들의 주도(참여)로 활

동이 이루어져야 탐구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

라서는 교사에 의해 주도될 수도 있다. 학생 주도 여부

가 탐구 수업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중략) 아동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탐색 활

동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초점 

있는 탐색 활동을 하지 않으면 교사가 기대한 것을 아동

이 발견해 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

른 예로 교사가 새의 먹이에 따라 부리모양이 다른 것을 

발견하기를 바라지만 그냥 새를 열심히(자세히) 관찰하

라고 하면 아동들은 부리 모양의 차이나 특징에 주목하

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관

찰하더라도 교사가 원하는 결론에 이르는 아동은 매우 

적을 수 있다. 아동들이 탐색해야 할 문제를 보다 구체

적으로 좁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현재는 과일의 

종류, 전극의 종류, 연결 방법 등 모든 것이 열려 있고, 

학생들은 왜 여러 종류의 과일이 준비되어 있는지, 왜 

여러 종류의 전극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무런 이해 없이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교사교육자 Y)

실제 B 모둠의 수업에서 오랜 시간의 활동 끝에
시계를 작동시키는 데 성공한 학생 수는 매우 적었

다. 좀 더 구조화된 수업 계획과 안내는 보다 많은
학생들의 성공을 도왔을 것이다. 
요컨대 예비 교사들은 아동이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하는 것이 탐구 수업의 특징이라고 인식한 반

면, 교사교육자들은 성공적인 탐구 수업을 위해서
는 교사가 적절히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

고 있다. 교사의 개입을 적게 하고 아동이 주도적으
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예비 교사

의 생각은 일면 타당하고 현대적인 학습 이론의 관

점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도록 한다는 것은 교사가 방관하거나 개입하

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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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역할은 더 세심하게 계획되어야 할지 모른

다. 학생 탐구 활동의 촉진자(facilitator) 혹은 조정
자(mediator)로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초등 예비 교사들이 과학 탐구 수

업을 계획, 실시하고 전문가의 논평을 바탕으로 반
성하는 실천적 맥락에서 예비 교사의 과학 탐구 수

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예비
교사의 인식이 교사교육자들의 탐구 수업에 대한

관점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예비
교사의 탐구 수업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예비 교사들은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는 동

기 유발 자료가 탐구 수업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

고 인식하였고, 적절한 동기 유발 자료를 만들기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대해 동기 유발 자
료는 단순한 호기심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명확한

탐구 문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교사교육

자의 논평에서 지적되었다. 예비 교사들의 모의 수
업은 수업 초반에 제시한 동기 유발 자료가 이어지

는 수업 활동에서 명확한 탐구 문제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탐구 수업의 핵심은 과학적
문제에 대해 증거에 기초한 설명이나 해를 구성하

는 것이다. 학생들의 호기심이나 흥미는 탐구 수업
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지만, 동시
에 학생들이 탐구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자신

이 무엇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수업의 도입부에서 제시하는 동기유발 자료가

탐구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예비 교사는 탐구 수업에서 정해진 절차나

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탐구
학습 모형’이나 ‘예상-관찰-설명 모형’을 적용하려
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교사교육자들은 탐구 수업은
절차나 단계를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논

평하였다. 특정 모형이나 절차로 탐구 수업을 한정
하는 것은 탐구 수업에 대한 매우 협소한 견해라고

할 수 있으며, 수업의 절차만을 중요시 하는 경우
오히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성

공적인 탐구 수업을 이끌지 못할 수 있다. 수업 모

형이나 절차는 수업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탐구 수
업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예비 교사는 무엇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직

접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탐구 수업이라고 생

각하였으며,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실험 결과나
현상을 예상하고 결과가 자신의 예상과 맞는지, 틀
리는지 비교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교사교육자
들은 단순히 예상하고 확인하는 것은 아동의 사고

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논평하였다. 예비 교사들의
모의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대부분 단순한 예

상-확인 과정으로 예상에 대한 이유나 근거가 논의
되지 않았으며, 결과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탐구 수업에서는 ‘왜’라
는 질문을 통해 증거에 기초한 추론과 사고가 포함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예비 교사들은 교사가 가능하면 개입을 적

게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자유롭게 탐색

하는 것이 탐구 수업이라고 인식하였다. 이에 대해
교사교육자들은 교사가 안내하더라도 좋은 탐구 수

업이 될 수 있다고 논평하였다. 학생 스스로 그리고
개방적으로 탐구해야 한다는 예비 교사들의 인식은

과학 개념이나 원리를 목표로 한 수업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성공적인
탐구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

였다. 학생 중심의 학습관은 중요하고 바람직하지
만, 학생 주도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교사
의 안내와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

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예비 교사의 탐구 수업에 대한 인식은

실제 초등학교에서의 수업 실행에 많은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그들의 실천적 지식을 확장시키기 위
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교육에서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 예비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탐구 수업에 대한 인식은 탐구 수업에대한 잘

못된, 버려야 할 인식이라기보다는 교사교육 과정
에서 더욱 발전되고 정련될 필요가 있는 ‘학습의 자
원’(diSessa, 1988; Hammer, 1996; van Zee & Mins-
trell, 1997)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예비 교사의 인식에

기초하여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한 예비 교사의 이해

와 실천 능력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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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한 예비 교사들의 이
해와 실천 능력을 확장시키는 좀 더 효과적인 방안

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예비 교사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교사교육자의 수업 논평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탐구 수업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어떻
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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