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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This study aims to explore science inquiry teaching efficacy that middle school science teachers
implementing science practice-based teaching for one year recognized as necessary for teaching science
through science practice. Examining interview data in this study, science inquiry teaching efficacy was
identified in both planning and implementing in the areas of managing efficacy, instructional strategy
efficacy, and content knowledge efficacy. In planning science inquiry instruction, there is science
curriculum management efficacy under managing efficacy. There are the efficacy of outlining science
inquiry lesson, efficacy of organizing science practice, efficacy of questioning for science practice, and
efficacy of understanding student science practice under instructional strategy efficacy. Under the content
knowledge efficacy are contents and science practice understanding efficacy and core ideas efficacy .
In implementing science inquiry instruction, managing efficacy includes science practice time management
efficacy and science practice classroom culture efficacy. Instructional strategy efficacy includes efficacy
of motivating student science practice, efficacy of responding to student science practice, efficacy of
stimulating student active thinking, efficacy of student active engagement in argumentation, efficacy of
evaluating student participation. No content knowledge efficacy have been identified in implementing
science inquiry instruction.

Ⅰ. 서론

하기’등의 8가지 과학 실천을 제시하면서 실험이나 자료 수집과 같은
일부의 탐구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진정한 과학 탐구의

과학 탐구는 과학 교육에서 강조되어 온 핵심 주제이며, 학교 과학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NRC, 2012). 우리나라에서 최근 개정된 2015

교육에서의 탐구 수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다양한 연구가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도 ‘과학’은 다양한 탐구 중심의 학습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Abd-El-Khalick et al., 2004; Anderson, 2002; Kang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이 기본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와 탐구 경험

& Lee, 2013; Kuhn, 2007). 하지만 학교에서 행해지는 과학 탐구

을 통하여 과학적 사고력, 탐구 능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수업은 진정한 의미의 탐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지속적으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등의 과학과 핵심 역량을 함양해야

로 있어왔다(Park & Kim, 2007). 학교 과학 탐구는 이미 학습한 과학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특히, 2015 과학

법칙이나 원리 등을 확인하는 절차적인 활동이 대부분이고, 이는 ‘실

과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을 신설하여 9학년까지

험을 통한 확인’의 과정이라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Cho

의 ‘과학’을 학습한 학생들의 과학 탐구 능력 및 핵심 역량을 향상시

& Baek, 2015; Lee, 2013). 미국 연구회(National Research Council:

키고자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NRC)는 과학 탐구의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는 탐구 수업의 현실을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과학 탐구 능력을 기르기

우려하여 차세대 과학 기준(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위해서는 과학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과학 탐구 수업 실행을 위해

NGSS)을 발표하면서, 과학 탐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진정한 과

서는 특히 교사의 효능감이 중요한 요소이나, 교사의 과학 탐구 수업

학 탐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8가지 과학 실천(8 practices of

효능감이 부족하여 과학 탐구 수업을 시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

science)과 각 과학 실천의 학년군 별 세부 성취 목표를 제시하였다

다고 많은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어 왔다(Anderson, 1996; Cho et al.,

(NRC, 2012, 2013). 미국 연구회(NRC)는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

2008; Dira-Smolleck, 2004; Jang, 2006; Lee, Cho, & Sohn, 2009;

‘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 ‘탐구 계획하고 수행하기’, ‘자료 분석하고

Lee & Lee, 2018; Lee et al., 2010; Pajares, 1992; Park, 2006;

해석하기’, ‘수학 및 전산적 사고 이용하기’, ‘설명 구성하고 문제해결

Peters-Burton et al., 2015; Soprano & Yang, 2013; Varma,

고안하기’, ‘증거에 입각하여 논의하기’,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통

Volkmann, & Hanuscin, 2009; Windschitl, 2002; Yang, Cho, &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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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Riggs & Enochs (1990)가 학생의 과학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

에서 제안한 국가 과학 교육 기준(National Science Education

을 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교사의 신념을 과학 교수 효능감(science

Standards: NSES)의 5가지 과학 탐구 과정을 기반으로 과학 탐구 교

teaching efficacy belief)으로 정의하고, 과학 교수 효능감 검사도구

수 효능감(Teaching of Science as Inquiry: TSI) 검사도구 69문항을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STEBI)를 개발한 이후

개발하였다. 이후 Smolleck & Yoder (2008), Smolleck & Mongan

다수의 과학 교육연구에서 이 검사도구를 사용해 왔다. Peters-Burton

(2011)은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 검사도구

et al.(2015)은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탐구 수업을 수행한

(TSI)를 이용하여 과학 탐구 수업 전, 후의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의

19명의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수 효능감을 STEBI로 측정하여 연구가

수준을 비교하였고, 추가 면담을 통해 어떤 요소가 과학 탐구 교수

끝난 4개월 이후까지도 높은 효능감 수준이 유지되었다고 보고하면

효능감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여 과학 탐구를 학습하고 교수

서, 교수 실행에서 교사의 효능감이 영향력이 큰 요인임을 강조하였

한 경험이 예비 교사의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다. Soprano & Yang (2013)은 21명의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4주간

밝혔다.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TSI) 검사도구 문항들의 경우 ‘나는

팀티칭으로 과학 탐구 수업을 계획하고 수행하게 한 뒤 STEBI로 효

학생들이 의미 있는 과학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능감을 측정하여 예비 교사들의 효능감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나는 학생들이 증거로부터 설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할 수

보고하였다. Dira-Smolleck (2004)은 교사들이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한

있다’, ‘나는 학생들이 구축한 설명을 과학 지식과 연결시키기 위해

효능감이 부족하여 과학 탐구 수업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

스스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와 같이 국가 과학

적하며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Teaching of Science as Inquiry: TSI)

교육 기준(NSES)의 5가지 과학 탐구 과정(과학적 문제 제기하기, 문

검사도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과학 교수 효능감 관련

제에 대한 답을 구성하기 위한 증거 수집하기, 문제의 답으로서 설명

여러 선행 연구는 과학 교수 효능감을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하

구축하기, 구축한 설명을 과학적 배경지식과 연결하기, 과학적 생각

고 사전 사후 효능감 수준의 차이를 양적으로 보고한 반면, 교사가

을 의사소통하기)을 학생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교사의 능력에 대한

과학 탐구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효능감에는 어떠

신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5가지 과학 탐구 과정

한 것이 있는지, 과학 탐구 수업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갖고 있거나

수행을 하도록 하는 효능감 이외에 과학 탐구 수업 수행을 위하여

갖고 있지 않은 효능감은 무엇인지, 교수 효능감 향상을 위해 어떠한

필요한 효능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STEBI 와

지원이 있어야 하는지 등 과학 탐구 수업 효능감에 대한 깊이 있는

TSI 등의 과학 교수 효능감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결과를 보고한 과학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 예비 교사를 대상

탐구 교수 효능감 관련 선행 연구가 많이 있어 왔지만, 과학 탐구

으로 한 경우여서 교수 경험을 기반으로 한 현장 교사의 과학 교수

교수에 대한 효능감을 깊이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학 탐구 수업

효능감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Klassen et al., 2011).

을 실행하기 위하여 교사가 어떠한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을 가지고

과학 교수 효능감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를 분석한 In, Kim, &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Choi (2018)도 91편의 논문 중 85편(93.4%)의 논문에서 STEBI를 사

In, Kim, & Choi (2018)는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교수 효능감

용하여 효능감의 점수를 보고하였고, 일회적으로 측정하여 다른 변인

정의를 통합 분석⋅범주화하여 교수 효능감의 하위 범주를 제시하였

과의 상관관계 또는 사전 사후 효능감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범주 틀을 바탕으로 실제 과학 탐구 수업을

이라고 하였다(An & Lim, 2010; Hong & Kim, 2003; Kim, 2010;

실행한 교사들이 어떠한 효능감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과학 탐구의

Kim & Lee, 2015; Koh, Choi, & Kang, 2007; Lee & Lim, 2011;

맥락에서 특별히 명명해야 할 하위 요소는 어떠한 것이 있는 있는지

Lee, Yeo, & Kim, 2008; Yoon et al., 2012). 이와 같이 대부분이

탐색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 탐구 수업을 1년간 수행

양적 결과를 보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온 국내 선행 연구들도 과학

한 중학교 과학 교사들이 과학 탐구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효능

탐구 수업 수행을 위하여 어떠한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이 필요하고,

감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어떠한 효능감을 갖고 있는지 질적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연구들에서 간과했거나 정교화하지 못했던 과학 탐구 수업을 위한

시사한다. 또한 In, Kim, & Choi (2018)는 과학 교수 효능감 연구의

실제적인 효능감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탐구 수업을

대상이 대부분 예비교사였고, 유아교사와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실행한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이 구체

연구가 상당수 있었던 반면, 중등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으로 무엇인지 탐색한다면 과학 교사 교육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단 6편(6.6%)이라고 하면서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을 제기하였다.
많은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 연구에서 사용된 과학 교수 효능감

Ⅱ. 연구 방법

검사도구(STEBI)의 문항들은 ‘나는 일반적으로 과학을 효과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 같다’, ‘학생들의 과학 성적이 높아진 이유는 교

1. 연구 대상

사가 효과적인 과학 교수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와 같이 일반
적인 과학 교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 탐구 수업과 같은 특정

본 연구의 대상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교사 학습 공동체

맥락에서의 과학 교수 효능감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Choi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중학교 과학 교사 4명이었다. 본 연구 참여

& Kim, 2010; Kim, 2005; In, Kim, & Choi, 2018; Narayan & Lamp,

교사들은 과학 탐구 교수⋅학습 관련 연구를 15년 이상 해온 과학

2010).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과학 탐구 수업에서의 교수 효능감

교육 전문가로부터 과학 탐구의 정교한 의미로 제시된 과학 실천 및

을 분석하기 위하여 Dira-Smolleck (2004)은 미국 연구회(NRC, 1996)

과학 실천 기반 수업에 관한 교육을 두 차례 워크숍의 형태로 받았다.

380

Middle School Science Teachers’ Perception on Science Inquiry Teaching Efficacy

이후 본 연구 참여 교사들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교사

나. 교사 학습 공동체 모임 녹화 및 전사본

학습 공동체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과학 탐구 수업 즉, 8가지
과학 실천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 모형 개발하고 사용하기, 탐구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 교사들의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이 드러나

계획하고 수행하기, 자료 분석하고 해석하기, 수학 및 전산적 사고

는 부분을 찾아 개별 면담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교사 학습

이용하기, 설명 구성하고 문제해결 고안하기, 증거에 입각하여 논의

공동체 모임을 녹화 및 전사하였다. 교사 학습 공동체 모임은 교사들

하기,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소통하기) 기반 수업에 대한 계획, 수행,

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1년 간 총 26회 진행되었고, 1회 모임

반성을 함께 하였다. 이들은 모두 본 연구 참여 이전에 과학 탐구

시 모임 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으로 평균 4시간 정도였으며, 모임

수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으며, 이 중 A교사와 D교사는 교사 학습

장소는 연구실, 회의실, 카페 등 다양하였다. 교사 학습 공동체 모임에

공동체 모임을 통해 과학 실천을 처음 알게 되었다. B교사와 C교사는

서 참여 교사들은 각자가 수행할 과학 탐구 수업 계획 및 스크립트를

각각 과학 교육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에서 과학 실천 및 과학

함께 작성하였고, 주제, 핵심 개념, 적절한 과학 실천, 발문, 활동 자료

실천 기반 수업에 대한 자료를 읽고, 토론한 경험을 통해 과학 실천에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또한 각자가 수행한 과학 탐구

대해 알게 되었다.

수업 녹화 영상을 보며 과학 탐구 수업 시 어려운 점이나 부족한 점에
대하여 토론하며 반성을 하였고 해결책을 고민하기도 하였다. 평균

Table 1. Background information of Participant Teachers
성별

근무지역

담당학년

전공

학위

교직 경력

A교사

여

경기
부천시

중2

생물 교육

학사

2년

B교사

여

서울
구로구

중1

화학 교육

석사
과정

4년

C교사

여

경기
고양시

중2

물리 교육

박사
과정

7년

D교사

여

서울
구로구

중3

생물 교육

석사

10년

4시간 분량의 교사 학습 공동체 모임 영상은 모두 녹화 및 전사하였다.

다. 과학 탐구 수업 일기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 교사들이 작성한 과학 탐구 수업 일기를
수집하여 각 교사의 효능감이 드러나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연구 참
여 교사들은 수업을 마친 후 과학 탐구 수업 일기를 작성하며 자신의
수업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 후 쉬는 시간에 바로
과학 탐구 수업 일기를 작성하는 교사도 있었으며, 수업 후 일주일
내에 과학 탐구 수업 일기를 작성하는 교사도 있었다. 각 교사가 과학

2. 자료 수집

탐구 수업 일기를 작성하는 데 있어 특정 형식을 따르거나 모든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해 수업 일기를 작성한 것은 아니며 본인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주 자료는 연구 참여 교사와의 개별 면담 자료였으며,

고 생각하는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해 자유롭게 과학 탐구 수업 일기를

면담 내용의 타당성을 위해 분석한 부 자료는 교사 학습공동체 모임

작성하였다. A교사는 각 A4 한 페이지 분량으로 총 2회의 과학 탐구

녹화 및 전사본, 과학 탐구 수업 일기, 비형식대화 녹음 및 전사본

수업 일기를 작성하였고, B교사는 각 A4 두 페이지 분량 2회, 각

등이었다.

A4 한 페이지 분량 4회로 총 6회의 과학 탐구 수업 일기를 작성하였
다. C교사는 수행한 모든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해 각 수업을 마치고

가. 개별 면담

난 후 쉬는 시간에 느낀점을 짧게 작성하였다. 총 31회 작성하였고
짧게는 1문장, 길게는 10문장으로 작성하여 총 A4 여덟 페이지 분량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교사들이 8가지 과학 실천 기반 수업을
한지 11개월 후에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고, 개별 면담은 교실, 카페

이었다. D교사는 단원 또는 학급 별로 총 10회 작성한 과학 탐구
수업 일기가 A4 일곱 페이지 분량이었다.

등 연구 참여 교사가 정한 편한 장소에서 실시되었다. 면담 시간은
교사별로 평균 30분∼90분이 소요되었다. 응답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라. 비형식대화 녹음 및 전사본

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별 면담을
하기 전에 참여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차례

계획된 면담은 아니었으나 본 연구자와 연구 참여 교사 사이에

비공식적인 담화를 나누어 연구자와 연구 참여 교사와의 레포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 동의를 얻어 대화 내용

(rapport)를 형성한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Patton, 1990). 면담 시작

을 녹음 후 전사하여 각 교사의 효능감이 드러나는 부분을 확인하였

시 ‘교수 효능감’의 일반적인 정의를 소개하여 면담의 방향을 알렸고,

다. 또한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대화 한 내용 중 과학 탐구

연구 참여 교사들이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수업과 관련된 내용도 캡처하여 수집하였다. A교사는 차량 이동 중

않더라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대화가 2회 이루어졌고, 전사본으로 A4 두 페이지 분량이 수집되었

개별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의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개별 면담

다. B교사의 경우 차량 이동 중 대화가 1회 이루어졌고 전사본 A4

문항은 과학 탐구 수업을 1년간 한 중학교 과학 교사들이 과학 탐구

한 페이지 분량, 카페 대화는 1회 이루어졌으며 전사본 A4 네 페이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효능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알아

분량, 카카오톡 대화는 2회 캡처되어 A4 세 페이지 분량이 수집되었

보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 참여 교사들의 응답에 따라 추가 질문의

다. D교사는 카카오톡 대화가 1회 이루어졌고, A4 두 페이지 분량이

방향을 결정하였으며, 모든 개별 면담 과정은 녹음 및 전사하였다.

수집되었다. C교사의 경우, 비공식으로 이루어진 대화는 없었다. 수
집된 자료의 목록은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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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ata Collection
1회 당 분량

A교사

B교사

C교사

D교사

개별 면담

30분∼90분

30분 2회 60분 1회

30분 2회 90분 1회

30분 2회 70분 1회

30분 3회 40분 1회
(추가전화면담)

교사 학습 공동체 모임 녹화

평균 4시간

17회 출석

26회 출석

19회 출석

23회 출석

과학 탐구 수업 일기

1문장∼A4 2페이지

2회

6회

31회

10회

비형식대화 녹음 및 전사본

15분∼60분

2회

4회

⋅

1회

3. 교수 효능감 하위 범주

효능감이 필요해요”라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여 분석하였다. 과학
탐구 수업의 실행은 교사 자신이 특정 지식, 역량, 전문성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In, Kim, & Choi (2018)가 제시한 교수 효능감 하위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가능할 것이며 이는 교사가 그러한 전문성을

범주를 바탕으로 과학 탐구 수업을 1년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중등

실제 가지고 있는 가와는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과학 교사가 과학 탐구 수업을 하기 위하여 어떠한 효능감이 필요하

는 과학 탐구 수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효능감이 무엇이라고

다고 인식하는지 탐색하였다. In, Kim, & Choi (2018)는 교사 효능감

생각하는지 질문하였고, 참여 교사의 답변이 특정 지식, 역량, 전문성

관련 선행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Gibson & Dembo (1984)의 교사

을 말하는 것이라도 이는 과학 탐구 수업 실행을 위하여 교사가 그와

효능감 척도(Teacher Efficacy Scale: TES), 오하이오 주 교사 효능감

같은 지식, 역량,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척도(Ohio State Teacher Efficacy Scale, Tschannen-Moran & Hoy,

해석하였다.

2001), Bandura (2006)의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Teacher Self-Efficacy

개방 코딩을 하기 위하여 우선 개별 면담 전사본에서 과학 탐구

Scale: TSES), 그리고 과학 교육에서 많이 사용되는 과학 교수 효능감

교수 효능감의 의미나 요지가 잘 드러나 있는 문장에 괄호를 넣거나

검사도구(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Riggs &

줄을 긋는 세그멘팅(segmenting)을 하였다. 세그멘팅 과정을 통해 필

Enochs, 1990)를 검토하여 교수 효능감 하위 범주를 명시하였다(Ju,

요한 자료와 불필요한 자료를 구분할 수 있었다. 세그멘팅 된 자료를

2009; Kim, 2005; Klassen et al., 2011). 개인적 교수 효능감에는 교수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개방 코딩을 하였다. 세그멘팅과 개방 코딩의

전략 효능감, 수업 관리 효능감, 학생 참여 효능감이 포함되어 있고

예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각각의 효능감에는 하위 범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교수 전
략 효능감에는 학생 수준 이해 및 적용, 교과 지식, 교수 전략, 발문,
평가에 대한 효능감이 있고, 수업 관리 효능감에는 방해 학생 관리와
학급 내 규칙 효능감이, 학생 참여 효능감에는 동기 부여, 참여 독려
효능감이 포함되어 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 비교 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
을 통해 개방 코딩,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 명명, 범주화, 범주 확인,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의 순서로 자료 분석을 하였다(Glaser &
Strauss, 1967; Kim, 2013; Ryu et al., 2012; Strauss, 1987; Strauss
& Corbin, 1990).

가. 개방 코딩

Table 3. Examples of Segmenting and Open Coding
면담 전사본
제일 먼저 큰 것은 (과학 실천 수업에 대
한 이해)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어떤 기
술적인 문제보다 (과학 실천을 왜 해야
되고,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성과 필요성
을 갖는 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
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구요.

개방 코드
과학 실천 수업 자체에
대한 이해
과학 실천의 목적과 필
요성 이해

그 다음에는 (교과 지식?) 그래서 과학
실천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 아니 (어 교과 지식
C교사
떤 주제를 가지고 할지)에 대한.. 그리고
(내가 그 교과 지식을 완전히 알고 있어 수업 개요 설정
야 수업을 짤 수 있는 거잖아요?)
(교과 지식에 대한 이해)와, (교과 지식)
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교과 지식
다음에 이것을 (학생 수준에 맞게 수준
을 변환을 해야 되니까. 학생 수준에 대 학생 수준 이해
한 것)도 좀 알아야 할 것 같고.

연구 참여 교사들이 개별 면담 문항에 응답한 내용을 연구자가
여러 번 정독하면서 효능감으로 판단되어지는 부분을 개방 코딩(open

나.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 명명

coding)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효능감이 필요하다’뿐 아니라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한 기술 또는 능력에 대해 연구 참여 교사들이

연구자는 개방 코딩한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을 정교하게 명명하기

‘자신 있다’, ‘어렵다’ 등으로 표현하는 내용도 과학 탐구 수업 실행을

위해 개별 면담 전사본을 정독하며 응답 내용과 논리적으로 가장 밀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효능감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접하게 관련된 개념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의

교사들은 효능감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장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In, Kim, & Choi (2018)이 제시한

끝에 효능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과

교수 효능감의 하위 범주를 참고하였다 (Strauss, 1987). 예를 들어

학 실천 수업을 하려면 어떤 효능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연구 참여 교사가 개별 면담에서 “과학 실천 수업에서는 학생들을

질문에 “교과 지식이요”라고 응답한 경우 이를 “교과 지식에 관한

논의에 잘 참여시키는 게 중요해요”라고 언급한 것은 In,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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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amples of Open Coding and Code Naming
개별 면담 전사본
B교사

개방 코드

(수행할 때 계획한 것 이외에 갑자기 아이들이 물어보거나 이럴 때) 있잖
수행 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아요? 그것도 이제 대응할 수 있어요.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 명명
과학 실천 적응적 교수 효능감

(학생들이 논의하도록 하는 거.) 이건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서 잘 못해요. 학생들 논의 참여 유도 논의하는 과학 실천 별 논의 참여 독려 효능감
작년에 (논의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았어요.
문화형성
과학 실천 교실 문화 정착 효능감
A교사
그 다음 (전체적인 outline 잡는거).. (큰 흐름을 잡는 것)이 어려웠어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개요 설정
과학 탐구 수업 개요 설정 효능감
처음보다는 조금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수업을
많이 짰잖아요). 작년에 같이 짜면서 적용했던 수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C교사 자신감이 생긴 것 같은데 막상 (새로운 단원이나 새로운 주제)가 나오면 개요 설정
수업준비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걸 혼자 한다고 하면 아직은 조금 두려
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과학 탐구 수업 개요 설정 효능감

Choi (2018)의 ‘참여 독려’ 범주에 해당하는 ‘논의 참여 독려 효능감’

교육 전문가 1인과 석사 과정 2인이 함께 검토하였고 구성된 범주가

이라고 1차 명명하였다. 이후 개별 면담 전사본과 다양한 부 자료들의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미처 발견하지

반복적 비교 분석을 통해 이를 ‘과학 실천 별 논의 참여 독려 효능감’

못한 범주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가능한 정교하게 각 범주와 과학

이라고 정교하게 명명하였고, 이는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을 명명하였다.

탐구 교수 효능감 명명은 과학 교육 전문가 1인과 석사과정 1인의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

다. 범주화

마.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개별 면담 전사본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 교사의
교사 학습 공동체 모임 녹화 및 전사본, 과학 탐구 수업 일기, 비형식

범주화 단계에서는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들을 상위 범주와 하위

대화 녹음 및 전사본 등 다수의 자료를 통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를 명명하였다. 먼저 개방 코딩 후 명명한 과학

으로 질적 연구로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Denzin,

탐구 교수 효능감들을 반복적으로 비교하면서 비슷한 주제의 효능감

1970). 이 과정에서 개방 코딩 후 명명한 효능감의 범주를 고려하여

들을 분류하였고, 하위 범주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상위 범주를

효능감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하였으며, 새롭게 발견되는

구성하였다. 또한 하위 범주에 속한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들이 잘

범주가 있는지 확인하였다(Marshall & Rossman, 1999).

표현될 수 있도록 상위 범주의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을 명명하였고,
In, Kim, & Choi (2018)의 교수 효능감 하위 범주들과 반복적으로

Ⅲ. 연구 결과

비교하여 범주화 하였다. In, Kim, & Choi (2018)의 교수 효능감의
범주는 교수 전략 효능감, 학생 참여 효능감, 수업 관리 효능감이었으

본 연구 참여 교사들이 과학 탐구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며, 교수 전략 효능감의 하위 범주로 교과 지식 효능감이 포함되어

한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은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본 연구

있었다. 본 연구의 개별 면담에서는 연구 참여 교사들이 과학 탐구

참여 교사들은 개별 면담에서 과학 탐구 수업의 개요를 설정하는 효

수업에서는 다양한 교과 지식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효능감과 핵

능감, 수업을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효능감, 발문과 관련된 효능감,

심 개념을 설정할 수 있는 효능감이 필요하다며 교과 지식과 관련된

교과 지식과 관련된 효능감은 과학 탐구 수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 지식 효능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단위 수업 시간을 조절하는 효능감, 학생들과

감’을 ‘교수 전략 효능감’에서 분리하여 상위 분류하였다. 또한 In,

의 상호 작용과 관련된 효능감은 실제로 과학 탐구 수업을 수행하는

Kim, & Choi (2018)에서는 ‘학생 참여’와 관련된 효능감이 단순한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연구 참여 교사들은 과학 탐구 수업

‘동기 부여’나 ‘참여 독려’와 관련되어 교수 전략 효능감과 구분되어

의 계획 단계와 수행 단계에서 필요한 효능감을 구분 지었다. 이에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과학 실천 별 학생 논의 참여 독려’, ‘학생

본 연구에서는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을 과학 탐구 수업 계획 단계에

의 능동적 사고 기회 제공’등 구체적인 과학 실천 교수 전략과 관련된

서의 효능감과 과학 탐구 수업 수행 단계에서의 효능감으로 나누었고,

것으로 분석되어 ‘학생 참여 효능감’을 ‘교수 전략 효능감’의 하위

계획과 수행 단계에서의 효능감을 각각 수업 관리 효능감, 교수 전략

범주로 분류하였다.

효능감, 교과 지식 효능감으로 분류하였다.

라. 범주 확인

1. 과학 탐구 수업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

범주화 과정을 마친 후에는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의 범주가 타당

과학 탐구 수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효능감은 ‘수업 관리

하게 구성되었는지 개방 코딩 전 단계의 개별 면담 자료와 반복적으

효능감’, ‘교수 전략 효능감’, ‘교과 지식 효능감’의 3개의 범주로 분류

로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범주 확인 단계에서 과학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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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가. 수업 관리 효능감

(D교사, 3차면담)

1) 과학 탐구 수업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효능감
과학 탐구 수업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수업 관리 효능감으로 과학

A교사도 과학 탐구 수업을 하면서 수업 진도에 대한 부담을 많이

탐구 수업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효능감은 과학 탐구 수업을 위해

갖고 있었다고 하면서 한 학년에 제시된 과학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

중학교 과학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교과서의 대단원 및 소단원의

고 4번의 지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 과정을 재편성

순서를 변경 및 재조직 하는 등 교육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A교사는 교사 학습

있다고 믿는 효능감이다. 과학 탐구 수업을 하기 위해 교사가 가지고

공동체 모임에서 다른 연구 참여 교사들의 조언에 따라 교과서의 대

있어야 하는 효능감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D교사의 답변은

단원 순서를 재조직한 경험을 되돌아보며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효

교육 과정 효능감을 필요성을 시사한다. D교사는 과학 탐구 수업은

능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존의 수업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 해설서나 교과서에 제시된 많은 학습 내용을 선별하여 교
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교육 과정 이해에 대한 효능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필요한 효능감? 수업 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거?.. 제가 중간고사 진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단원 순서
를 바꿔서 해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게 도움이 됐어요.
(A교사, 3차면담)

과학 실천 수업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의 수업 내용 분량을 소화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구요... 부족한 시간을 확보하려면 내용
을 좀 선별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러면 교육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뭐가 중요하고 뭐가

현장 교사들이 느끼고 있는 탐구 수업 실행의 저해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 Cho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탐구 수업 실행의
외적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교육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교사
들은 교육 과정에 제시된 학습 내용이 너무 많아 과학 탐구 수업을

Table 5. Science Inquiry Teaching Efficacy that Participant Teachers Recognized necessary for Teaching Science through
Science Practice
단계

범주

효능감

정의

과학 탐구 수업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과학 탐구 수업을 위해 중학교 과학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교과서의 대단원 및 소단원의
수업 관리 효능감
효능감
순서를 변경 및 재조직 하는 등 교육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
과학 탐구 수업 개요 설정 효능감

과학 실천을 적용할 수 있는 수업 주제를 선정하여 과학 실천을 선별하여 적용하고
적절한 수업 자료를 선택하는 등 과학 탐구 수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정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

과학 실천 간 논리적 조직 효능감

선정한 과학 실천을 학생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학 실천 간에 논리적 흐름이 있도록
과학 실천 수업을 계획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

과학 실천 별 적절한 발문 계획 효능감

학생들이 각 과학 실천을 수행하고 논의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적절한 발문을
계획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

교수 전략 효능감
계획

과학 실천을 하는 학생에 대한 이해 학생들의 선지식을 고려하고, 과학 실천을 수행하며 토론하는 학생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등 학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믿는 효능감
효능감
과학 탐구 수업 계획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전공 뿐 아니라 여러 과학 교과의
교과 지식 및 과학 실천 이해 효능감 폭 넓은 지식을 이해하고 있고, 과학 실천 자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효능감
교과 지식 효능감
과학 탐구 수업 계획을 위해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성취 기준과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핵심 개념 설정 효능감
목표를 토대로 핵심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
과학 실천 별 시간 배분 효능감

학생들의 과학 실천 기회를 충분히 허용하면서도 과학 실천 별 시간 배분을 적절히
하여 성공적인 단위 수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

과학 실천 교실 문화 정착 효능감

과학 실천 및 논의 수행 관련 규범, 방법, 태도, 시간 등 과학 탐구 수업에 필요한 교실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

과학 실천 동기 부여 효능감

학생들이 과학 실천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

과학 실천 적응적 교수 효능감

학생들이 각 과학 실천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원활한 과학 탐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

능동적 사고 기회 제공 효능감

적절한 발문과 기다림을 통해 과학 실천을 수행하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

과학 실천 별 논의 참여 독려 효능감

적절한 발문과 동기 부여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 실천 별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

과학 실천 별 참여도 평가 효능감

학생들이 과학 실천을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

수업 관리 효능감

수행
교수 전략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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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연계성도 훨씬 더 끈끈해야하고.. 연결고리를 줄 수 있어야 해요.
(B교사, 3차면담)

도 과학 탐구 수업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충분
한 수업 시간의 확보가 필요함을 인식하며 과학 탐구 수업을 위한

C교사의 경우도 과학 실천 간 논리적인 연계성이 있어야 학생들이

교육 과정 운영 효능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연스럽게 과학 탐구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교사는
과학 탐구 수업을 계획하는 것은 과학 실천 간 논리적 조직 효능감을

나. 교수 전략 효능감

가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과학 탐구 수업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교수 전략 효능감에는 ‘과학
탐구 수업 개요 설정 효능감’, ‘과학 실천 간 논리적 조직 효능감’,
‘과학 실천 별 적절한 발문 계획 효능감’, ‘과학 실천을 하는 학생에
대한 이해 효능감’등이 포함 되었다. 이는 모두 과학 탐구 수업의

도입부. Asking question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연결고리
있잖아요. (중략) 그쵸. 논리적인 연계성이 있어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탐구 과정을 받아들이니까요. 수업 계획할 때 중요해요 그 부분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교수 전략과 관련된 것이었다.

(C교사, 3차면담)

1) 과학 탐구 수업 개요 설정 효능감

예비 과학 교사의 과학 탐구 지도 경험에 대해 분석한 Cho & Baek

과학 탐구 수업 개요 설정 효능감은 과학 실천을 적용할 수 있는

(2015)는 개인 면담과 집단 면담을 통해 예비 교사들이 과학 탐구

수업 주제를 선정하여 과학 실천을 선별하여 적용하고 적절한 수업

수업 중 관련된 과학 지식을 ‘자연스럽게’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자료를 선택하는 등 과학 탐구 수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과학 실천

있다고 믿는 효능감이다. D교사는 과학 탐구 수업 계획 단계에서 교

을 논리적이고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것이 과학 탐구 수업에서 중요한

사가 수업 내용의 순서를 구성하고 적절한 과학 실천을 사용하며 수

교수 전략임을 깨닫고 과학 실천 간 논리적 조직 효능감이 필요하다

업에 필요한 자료를 선정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이 필요하다고 언

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실천 간 논리적 조직 효능감은 본

급하였다.

연구의 참여 교사 4명 모두가 과학 탐구 수업 계획 단계에서 필요하다
고 한 효능감이었다.

수업 내용의 순서를 구성, 과학 실천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기술,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선정할 수 있는 효능감이 필요합니다.
(D교사, 3차면담)

C교사도 과학 탐구 수업을 하기 위해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효능감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수업 스킬 같은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C교사는 계획 단계에서 8가지 과학
실천 중 어떤 실천을 선택할 것인지, 선정한 과학 실천을 수업의 주제
와 어떻게 연관 시킬 것인지 등 과학 탐구 수업의 구체적인 개요를
설정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특히 8가지
과학 실천 중 ‘질문하고 문제 규정하기’를 위한 개요를 설정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과학 탐구
수업 개요 설정 효능감은 본 연구의 참여 교사 4명 모두가 과학 탐구

3) 과학 실천 별 적절한 발문 계획 효능감
과학 실천 별 적절한 발문 계획 효능감은 학생들이 각 과학 실천을
수행하고 논의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적절한 발문을 계획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이다. 과학 탐구 수업을 하기 위해 교사가 가지
고 있어야 하는 효능감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C교사는 “발문. 아이
들이 적절하게 논의를 하게끔 교사가 도와주려면 적절하게 발문을
해야 되거든요”라고 응답하였다. B교사도 “발문”이라고 대답하였으
며, 발문에 대한 효능감이 왜 필요한지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과학 탐구 수업 계획 단계에서 발문이 철저하게 계획되어야 과
학 탐구 수업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과학 실천 간 논리적 조직 효능감은 선정한 과학 실천을 학생들이

수업 시나리오를 짜다보니 발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시나
리오 짤 때 발문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수업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딴 길로 갈 때 (계획한 수업 목표로) 다시 데려오기가 힘들어요.
또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애들이 헤매고 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발문에 대한 계획을 잘 하고 들어가야 해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학 실천 간에 논리적 흐름이 있도록 과학 탐구

(B교사, 3차면담)

수업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효능감이라고 언급하였다.
2) 과학 실천 간 논리적 조직 효능감

수업을 계획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이다. B교사는 8가지 과학 실천
을 수업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한 과학 실천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수업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중

과학 실천 별 적절한 발문 계획 효능감도 본 연구의 참여 교사
4명 모두가 필요하다고 한 효능감이었다.

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교사가 학생들의 구체적인 과학 실천
간에 논리적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 과학 실천을 하는 학생에 대한 이해 효능감
과학 실천을 하는 학생에 대한 이해 효능감은 과학 탐구 수업 계획
단계에서 학생들의 선지식을 고려하고, 과학 실천을 수행하며 토론하

이게 개념이 다 연결이 되서.. 결국에 중요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지식
을 구성할 수 있게끔 내가 연결고리를 만들어 줘야하니까.. 논리적인

는 학생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등 학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
고 믿는 효능감이다. A교사와 D교사는 과학 탐구 수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과학 실천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 효능감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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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학습 목표와 연관된 과학 실천을 선별하고, 수업 내용 선정 및
적절한 발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필요한 건 교과 지식에 대한 효능감? 내가 그 교과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C교사, 3차면담)

학생 수준에 맞게 수업 수준을 변환해야 되니까.. 학생 수준에 대한 효능
감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탐구 수업에서 교사의 교과 지식이 중요하다는 연구는 다수 보고되

(A교사, 3차면담)

어 왔다(Bang & Choi, 2016; Noh et al., 2011; Park & Kim, 2007).

학생들의 지식수준, 상태 등등 학생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효능
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문을 통해 중등 과학 교사의 탐구 수업에 대한 선호와 실제 차이를

(D교사, 3차면담)

관련된 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문항의 점수가

특히 D교사는 학생에 대해 이해하는 효능감이 왜 필요한지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강의식 수업에서는 수업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분석한 Park & Kim (2007)은 연구 결과에서 ‘교사는 수업 내용과
가장 높았다고 강조하면서 교사들이 탐구 수업에서 교과 지식의 필요
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교사 학습 공동체 모임을 통해 과학
탐구 수업을 함께 계획한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도 타 전공에 해당하

학생들의 반응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과학 탐구 수업에서는 학생

는 내용도 가르쳐야 하는 중학교 교사의 특성 상 교사들은 자신의

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대답을 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전공 뿐 아니라 타 전공의 지식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효능감이 있어

믿는 효능감이 있어야 학생들과 논의를 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야 과학 탐구 수업 계획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은 과학 실천 자체에 대해 충분히 이해

지금까지는 내가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내 위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자료, 예시를 준비했어요.
학생 수준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이 수업은 애들하고 같이 하는
수업이잖아요. 애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애들의 반응을 미리
예측해보지 않으면 수업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D교사, 3차면담)

과학 실천을 하는 학생에 대한 이해 효능감 또한 본 연구의 참여
교사 4명 모두가 과학 탐구 수업 계획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한 효능감
이었다.

하고 있다고 믿는 효능감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A교사의 경우 과학
실천 수업 초반에는 실천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힘들었지만
1년간의 수업을 통해 과학 실천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효능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과학 실천에 대한 것이 아직 와 닿지 않았고, ‘잘 할 수 있을까’
를 떠나서 ‘이게 뭔가’였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아,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그동안 말했던 모델링이구나.. 여기서
말하는 게 데이터 분석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막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활동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중략)
이제 과학 실천 수업에 대한 효능감이 생긴 것 같아요.
(A교사, 3차면담)

다. 교과 지식 효능감
이처럼 A교사가 과학 실천 이해 효능감을 갖게 되었다고 언급한
1) 교과 지식 및 과학 실천 이해 효능감

것은 과학 탐구 수업 계획을 위해서는 과학 실천 이해에 대한 효능감

교과 지식 및 과학 실천 이해 효능감은 과학 탐구 수업 계획에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비 과학 교사가 중학교 과학 탐구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전공 뿐 아니라 여러 과학 교과의 폭

겪는 어려움을 분석한 Yang et al.(2012)는 연구 참여 교사들과의 면

넓은 지식을 이해하고 있고, 과학 실천 자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담을 통해 과학 탐구 수업에서 탐구 과정 요소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있다고 믿는 효능감을 의미한다. B교사는 교사가 교과 지식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각 탐구 과정 요소의 의미를 교사들

효능감을 가지고 있어야 과학 실천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적절한

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참

발문을 하려는 수업 계획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여 교사들도 과학 탐구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 교과 내용 지식에
대한 효능감 뿐만 아니라 과학 실천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효능감이

과학 실천 수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것이 탄탄한 교과 지식이
쌓아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교과 지식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전략이 투입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략) 교과 지식이
탄탄해야지만 논리적으로 연결 고리를 주고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거
든요.. 제가 과학 실천 수업에서 훨씬 더 많은 교과 지식에 대한 효능감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었어요.
(B교사, 3차면담)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2) 핵심 개념 설정 효능감
핵심 개념 설정 효능감은 과학 탐구 수업 계획을 위해 교육 과정에
서 제시된 성취 기준과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를 토대로 핵심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이다.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은
과학 탐구 수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교과 지식에 대한 효능감 뿐만

C교사도 강의식 수업에 비해 과학 탐구 수업에서는 교과 지식에

아니라 많은 학습 내용 중에서 핵심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고 믿는

대한 효능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중학교 과정은 자신

효능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B교사는 과학 탐구 수업을 하기

의 전공 이외의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과 지식

위해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효능감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핵

효능감이 있어야 자신의 전공 외의 중학교 과학 내용에서도 과학 탐

심 개념설정이라고 응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추가 설명하였다. B교사

구 수업을 계획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는 과학 탐구 수업을 적용하기 전에는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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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있는 학습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시된 여러 개의

히 허용하면서도 과학 실천 별 시간 배분을 적절히 하여 성공적인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개념 위주로 강의를 하다

단위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이다. 과학 탐구 수업

보니 대부분의 수업이 개념 전달로 끝났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사

을 하기 위해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효능감을 묻는 연구자의

학습 공동체 모임을 통해 과학 탐구 수업을 함께 계획하는 단계에서

질문에 A교사는 “시간 관리. 그게 사실 많이 부족했어요. 너무 많이

핵심 개념을 설정하고 핵심 개념에 맞춰 과학 실천을 선정할 수 있게

지나갔거나 너무 쓸데없이 많이 남았던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예상했

되었다고 하였다. 즉, B교사의 교사 학습 공동체 모임에서의 경험을

던 학생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아 부연 설명을 하거나 논의가 지체되

바탕으로 한 답변은 과학 탐구 수업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어 시간이 부족했던 경험, 탐구 문제를 학생들이 너무 빨리 해결해

핵심 개념 설정에 대한 효능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시간이 남아 당황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A교사가

D교사도 과학 탐구 수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교사 학습 공동체

시간 배분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한 것은 과학 탐구 수업을 계획하기

참여 교사들과의 토론을 통해 핵심 개념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

위해서 과학 실천 별 시간 배분 효능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았고, 핵심 개념 설정 효능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별 면담 과정에서 과학 탐구 수업을 하기 위해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효능감으로 과학 실천 별 시간 배분 효능감을 언급한

핵심 개념 (설정)에 대한 효능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전류, 무슨 산성에 대해서.. 저희가 중학교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학교 개념을 모른다, 안다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그 전류 아니면 산성에 대해서.. 그 개념을 만든 사람들이 해왔던 고민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개념. 그 논리
적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 과정들을 얼마나 내가 충분하
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게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 실천 수업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사는 A교사뿐이었지만,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은 모두 과학 탐구
수업을 하면서 시간 조절에 대한 효능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과학
탐구 수업 일기, 교사 학습 공동체 모임 토론 등을 통해 꾸준히 제시해
왔다. Figure 1은 B교사가 과학 탐구 수업을 마치고 작성한 과학 탐구
수업 일기와 연구 참여 교사들이 교사 학습 공동체 모임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B교사

너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수업은 재밌는데 빨리 나가
야하는데.. 그런 생각이 생겨서..

D교사

마음이 급하면 탐구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B교사

실험 설계랑 수행을 한 시간에 할 줄 알았는데 설계 하는데만 한
시간 정도가 걸린 거에요. 근데 의미는 있으니까 계속 하고는 있
고.. 줄이긴 해야 하는데..

C교사

저도 한 시간에 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있어요. 모둠별로
얘기를 하거나 하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주지 못하고.. 논의시간을
잘 못주는 것 같아요.

(D교사, 3차면담)

미국 연구회(National Research Council: NRC)는 현대 과학 교육
의 중요한 역할은 교사가 모든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 후에 학생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
평가,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NRC, 2012, 31p).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도 교사 학습 공동체에서의 학습 활동을 통해
이러한 과학 교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핵심 개념 설정에 대한 효능감

(11월7일 교사학습공동체모임 회의 중)

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2. 과학 탐구 수업 수행 단계에서 필요한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
과학 탐구 수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효능감은 ‘수업 관리
효능감’, ‘교수 전략 효능감’의 2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은 과학 탐구 수업 수행 단계에서 필요한 효능감으로 ‘교
과 지식 효능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시간 부족이 과학 탐구 수업의 저해 요인이라는 연구는 다수 보고
되어 왔다(Bang & Choi, 2016; Cho et al., 2008; Chung & Hur, 1993).
생물 교과를 중심으로 과학 탐구 학습의 실태와 문제점을 질문지로
조사한 Chung & Hur (1993)는 과학 탐구 학습의 저해 요인으로 교사
와 학생이 공통적으로 수업 시간의 부족을 지적했다고 보고하였다.
과학 탐구 수업을 했던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교사가 수업 시간 조절
에 대한 효능감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교사들이
지속적인 과학 탐구 수업 기회를 통해 시간 배분에 대한 경험을 쌓을

가. 수업 관리 효능감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 과학 실천 별 시간 배분 효능감
과학 실천 별 시간 배분 효능감은 학생들의 과학 실천 기회를 충분

2) 과학 실천 교실 문화 정착 효능감
과학 실천 수업 교실 문화 정착 효능감은 과학 실천 및 논의 수행

Figure 1. An Example of Reflection by Teache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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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범, 방법, 태도, 시간 등 과학 탐구 수업에 필요한 교실 문화를

B교사는 교사들이 과학 실천 동기 부여 효능감을 갖고 있어야 최대

정착시킬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이다. 과학 탐구 수업을 하기 위해

한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효능감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D교사는

하였다. 또한 B교사는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는 과학 탐구 수업의 필

“과학 실천 수업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

수적 요소이므로 학생 동기 부여 효능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 논의 시간, (논의) 방법들.. 수업 시간에 탐구 절차를 따라갈 수

D교사도 과학 탐구 수업을 하기 위해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있도록 단계적, 구체적인 규칙들을 만들어야 합니다.”와 같이 응답하

효능감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학생 동기 부여”라고 언급하였으며,

면서 이와 관련된 교실 문화 정착 효능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중학교 3학년

B교사도 “교실 문화”에 대한 효능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

학생들에게 과학 실천을 처음 도입하면서 학생들의 동기 부여를 해주

에 대한 이유를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과학 탐구 수업을 위한 교실

지 못해 탐구 수업 하는 것이 어려웠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D교사가

문화가 정착되면 단위 수업시간 당 부족했던 시간에 대한 문제가 해

과학 탐구 수업 수행 단계에서 학생들의 동기 부여에 어려움을 토로

결 되면서 탐구 수업이 하고 싶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 것은 과학 탐구 수업 수행을 위해 과학 실천 동기 부여 효능감이

C교사의 경우 학생들과 함께 교실 문화를 만드는 효능감도 필요하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만 교사 스스로도 과학 탐구 수업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효능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평소 강의식 수업을 주로 진행했던 C교사는 학생

2) 과학 실천 적응적 교수 효능감

들이 정돈된 상태에서 교사의 강의에 집중하는 교실 문화에 익숙해져

과학 실천 적응적 교수 효능감은 학생들이 각 과학 실천을 잘 수행

있었다고 하였다. 때문에 과학 탐구 수업 초반에는 학생들이 논의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호 작용을 하고, 학생들이 과학 실천을 하는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와 소음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원활

고 언급하면서 교사가 과학 탐구 수업 문화에 적응하여 원활한 수업

한 과학 탐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이다. B교사는

을 진행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사가 과학 탐구 수업 수행 과정에서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
릴 때 대응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애들 통제할 수 있는 거? 통제보다는 이걸 좀 견딜 수 있는 거? 애들이
막 딴 짓하는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견딜
수 있는.. 뭐랄까.. 자유로운 분위기를 허용할 수 있는..그런 분위기를
잘 견디고.. 그런 분위기에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효능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C교사, 3차면담)

본 연구에서는 과학 탐구 수업을 하는 교사 스스로 개방적인 과학

과학 탐구 수업은 강의식 수업처럼 미리 짜인 시나리오대로 교사가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므로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이나 반응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과학 실천 수업을 수행할 때는 계획한 것 이외에 갑자기 아이들이 물어
보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거.. 그런거에 대처할 수 있는 효능감이
필요하죠.
(B교사, 3차면담)

탐구 수업 분위기에 적응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도
과학 탐구 교실 문화 정착 효능감에 포함하였다.

A교사도 과학 탐구 수업을 하기 위해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효능감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수업에 대해서도.. 내가 계획한 수업

나. 교수 전략 효능감

을 꼭 이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아니라.. 그래 이렇게 가지
만.. 이렇게 방향을 틀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1) 과학 실천 동기 부여 효능감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라고 언급하면서 과학 탐구 수업

과학 실천 동기 부여 효능감은 학생들이 과학 실천에 흥미를 갖

의 흐름을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도 필요하다고 하

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을

였다. 과학 실천 적응적 교수 효능감은 4명의 연구 참여 교사 모두가

의미한다. 과학 탐구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과정이

과학 탐구 수업 수행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한 효능감이었다.

중요하므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사고하려면 과학 탐구 수업에 대
한 동기 부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체육 활동 특기생 또는 모든

3) 능동적 사고 기회 제공 효능감

교과 수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 등을 과학 탐구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 사고 기회 제공 효능감은 적절한 발문과 기다림을 통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 했던 B교사는 과학 탐구 수업

과학 실천을 하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

을 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효능감으로 학생 동기 부여 효능감을 강조

공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이다. 과학 탐구 수업을 하기 위해 교사가

하였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효능감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D교사는 “학생

전체가 다 100%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수업이 가능할 수 있다면 그렇
게 하고 싶어요. 그런 효능감을 가질 필요가 있죠. (중략) 수업을 할
때 ‘선생님 저 그거 안 해요’, ‘선생님 저는 수업 안 들을거에요’그래 놓고
엎드려있고, 거부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B교사, 3차면담)

들에게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
다. 이어 D교사는 강의식 수업을 했을 때에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답을 먼저 말했지만 과학 탐구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횟
수가 증가하였고, 학생들이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발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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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도 강의식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 확인의 질문

사는 “학생들이 과학 실천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을 했었지만 과학 탐구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능동적 사고를 통해 문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과학 탐구 수업에서 모둠 활동이나 논의를 진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발문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

행하다보면 참여한 학생들의 기여도가 다를 수 있으며, 소란스러운

스스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D교사와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잡담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A교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과학 탐구 수업 수행

제대로 논의에 참여 하고 있는 것인지 평가를 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을 위해서는 능동적 사고 기회 제공 효능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답을 이렇게.. 답지 보고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을 알아가는 데까지
필요한 것들, 꺼내줘야 할 것들을.. 그러니까 질문의 어떤 방향이 달라지
는 거죠. 전에는 A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면 이제는
A까지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곁다리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된거죠.
(A교사, 3차면담)

이 한사람 한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학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나 잡담으로 하는 건
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전부 다 체크를 못하니까..
(A교사, 3차면담)

반면 C교사의 경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조용
하고 말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참여도 평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Han, Jeun, & Paik (2014)은 중학교 과학 수업에서 탐구 문제의

있다고 하였다.

제시와 증거 수집 과정을 교사들이 세밀하게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보고하였으며, Park (2006)
은 과학 교사가 과학 탐구를 교실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학 탐구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 힌트 등을 통해 과학적
사고가 가능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D교사

아이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아이들이 제대로 논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조용한 아이들이 보통 말을 안 하잖
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모르겠는 거에요. 저기 조용한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거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건가?..
(C교사, 3차면담)

와 A교사도 과학 탐구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교사의 능동적 사고 기회 제공
효능감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교사와 C교사는 모두 과학 탐구 수업 수행 단계에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이들이 과학 실천
별 참여도 평가 효능감이 과학 탐구 수업 수행 단계에서 필요한 효능

4) 과학 실천 별 논의 참여 독려 효능감
과학 실천 별 논의 참여 독려 효능감은 적절한 발문과 동기 부여를
통해 학생들이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이다. 과학 탐구 수업을 하기 위해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효능감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C교사는 “특별히 더
필요한건.. Argument. (중략) 얘는 진짜로 수업할 때. 수업 계획 짤
때보다는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중요한 거. 되게 임기 응변이 필요한
것이니까”라고 응답하면서 교사들이 과학 탐구 수업 수행 단계에서
학생들을 논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B교사도 과학 탐구 수업을 하기 위해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효능감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논의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과학 실천 각 단계에서 학생들을 논의에 참여시키는 것에는 자신감
이 있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B교사가 학생들의 논의 참여에 자신
감을 표현한 것은 과학 실천 별 학생 논의 참여 독려 효능감이 과학
탐구 수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감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움을 표현한 것은 과학 탐구 수업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 실천 별 참여도 평가 효능감이 필요하다
는 것을 시사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과학 교수 효능감 관련 많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과학 교수 효능감 검사도구(STEBI)나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TSI)
검사도구들로는 밝히지 못했던 과학 탐구 수업 계획 및 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수 효능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과학 교수 효능감 검사도구(STEBI) 문항들은 ‘나는 아무리 노력
해도 과학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 ‘학생들의 과학 성적이 높아진 이
유는 교사가 효과적인 과학 교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와 같이
일반적인 과학 교수에 대해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 탐구 수업과
같은 특정 맥락에서의 과학 교수 효능감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또한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TSI) 검사도구 문항들의 경우,
‘나는 학생들이 의미 있는 과학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이건 자신 있어요. 설계하고 해석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종 주장, 증거 쓸 때. 논의를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과학 실천 전
과정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잘되는 것 같아요.

을 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이 구축한 설명을 과학 지식과 연결시키

(B교사, 3차면담)

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와 같이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이 증거로부터 설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

미국 국가 과학 교육 기준(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
5) 과학 실천 별 참여도 평가 효능감

NSES)에서 제시한 ‘과학적 문제 제기하기’, ‘문제에 대한 답을 구성

과학 실천 별 참여도 평가 효능감은 학생들이 과학 실천을 잘 하고

하기 위한 증거 수집하기’, ‘문제의 답으로서 설명 구축하기’, ‘구축한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이다. 과학 탐구 수업을 하기

설명을 과학적 배경지식과 연결하기’, ‘과학적 생각을 의사소통하기’

위해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효능감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A교

의 5가지 과학 탐구 과정에 맞춰 설계되어 있었다. 즉, 학생들이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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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탐구 과정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교사가 갖고 있다고

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한 ‘과학 실천 교실 문화 정착 효능

믿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사가 과학 탐구

감’, ‘과학 실천 별 시간 배분 효능감’, ‘과학 실천 동기 부여 효능감’,

수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효능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과학 실천 별 논의 참여 독려 효능감’, ‘과학 실천 적응적 교수 효능

과학 탐구 수업에 대한 어떠한 효능감을 교사가 가지고 있는지 등

감’, ‘능동적 사고 기회 효능감’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과학 탐구 교수

과학 탐구 수업을 위한 실제적인 효능감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데는

효능감을 탐색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한계점이 있었다.

기존의 과학 교수 효능감 검사도구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과학 탐구

본 연구에서는 과학 탐구 수업을 1년간 수행한 현장 과학 교사들과

수업 계획과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효능감 하위 범주를 제시하였다는

의 개별 면담을 통해 과학 탐구 수업을 위해 어떠한 효능감이 필요하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은

다고 인식하는지 밝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분류하였다는

후속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 척도 개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이 과학 탐구 수업에서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학 교사 양성과정이나 과학 교사

필요하다고 한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은 총 14가지가 있었으며, 참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떠한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을 가

교사들은 과학 탐구 수업 계획 단계와 수행 단계에서 필요한 효능감

지게 되는지 또는 어떠한 효능감은 향상되기가 어려운지 등을 알아보

이 구분된다고 언급하였다. 기존의 과학 교수 효능감 검사도구

는 후속 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다.

(STEBI)나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TSI) 검사도구를 이용한 선행 연구

본 연구에서 4명의 중학교 과학 교사의 과학 탐구 수업 경험으로부

에서는 계획 단계에서의 효능감과 수행 단계에서의 효능감을 구분하

터 추출한 과학 실천 교수 효능감은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다수의

여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 교사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을 과학 탐구 수업 계획 단계와 수행 단계의

들은 1년 동안 과학 탐구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보다 장기적으로 과학

효능감으로 나누고, 각 단계의 효능감을 수업 관리 효능감, 교수 전략

탐구 수업을 진행한 후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을 분석하는 연구도

효능감, 교과 지식 효능감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계획 단계의 수업

의미 있을 것이다.

관리 효능감은 효율적인 과학 탐구 수업 체제를 갖추기 위해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효능감으로, ‘과학 탐구 수업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국문요약

효능감’이 포함되었다. 계획 단계의 교수 전략 효능감에는 ‘과학 탐구
수업 개요 설정 효능감’, ‘과학 실천 간 논리적 조직 효능감’, ‘과학

본 연구에서는 과학 탐구 수업을 1년간 수행한 중학교 과학 교사들

실천 별 적절한 발문 계획 효능감’, ‘과학 실천을 하는 학생에 대한

이 과학 탐구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효능감이 무엇인지

이해 효능감’이 포함되었다. 계획 단계의 교과 지식 효능감에는 ‘교과

개별 면담 자료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 참여 교사들이

지식 및 과학 실천 이해 효능감’, ‘핵심 개념 설정 효능감’이 포함되었

과학 탐구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과학 탐구 교수 효능

다. 수행 단계의 수업 관리 효능감에는 ‘과학 실천 별 시간 배분 효능

감은 과학 탐구 수업 계획 단계와 수행 단계에서 다르게 나타났고,

감’, ‘과학 실천 교실 문화 정착 효능감’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과학

각 단계에서의 효능감은 수업 관리 효능감, 교수 전략 효능감, 교과

탐구 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식 효능감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과학 탐구 수업 계획 단계에서의

필요한 효능감이었다. 수행 단계의 교수 전략 효능감에는 ‘과학 실천

수업 관리 효능감에는 ‘과학 탐구 수업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효능감’

동기 부여 효능감’, ‘과학 실천 적응적 교수 효능감’, ‘능동적 사고

이 포함되었고, 교수 전략 효능감에는 ‘과학 탐구 수업 개요 설정

기회 제공 효능감’, ‘과학 실천 별 논의 참여 독려 효능감’, ‘과학 실천

효능감’, ‘과학 실천 간 논리적 조직 효능감’, ‘과학 실천 별 적절한

별 참여도 평가 효능감’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과학 탐구 수업을 수행

발문 계획 효능감’, ‘과학 실천을 하는 학생에 대한 이해 효능감’이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전략과 관련된 효능감이었다.

포함되었으며, 교과 지식 효능감에는 ‘교과 지식 및 과학 실천 이해

본 연구의 참여 교사들은 수행 단계에서 필요한 효능감으로 교과 지

효능감’, ‘핵심 개념 설정 효능감’이 포함되었다. 과학 탐구 수업 수행

식 효능감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교사 학습 공동체 모임 활동을

단계에서의 수업 관리 효능감에는 ‘과학 실천 별 시간 배분 효능감’,

통해 철저한 수업 계획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학 실천 교실 문화 정착 효능감’이 포함되었고, 교수 전략 효능감

본 연구는 기존 과학 교수 효능감 및 과학 탐구 교수 효능감 검사도

에는 ‘과학 실천 동기 부여 효능감’, ‘과학 실천 적응적 교수 효능감’,

구에서와 같이 과학 탐구 과정 5가지를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능동적 사고 기회 제공 효능감’, ‘과학 실천 별 논의 참여 독려 효능

교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에 한계된 것이 아니라, 교수 효능감

감’, ‘과학 실천 별 참여도 평가 효능감’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과학 탐구 수업을 위해 필요한 교수 효능감

참여 교사들은 과학 탐구 수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효능감으로 교

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으며, 과학 탐구 수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 지식 효능감은 언급하지 않았다.

각 단계에서의 효능감을 추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과
학 탐구 수업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효능감’, ‘과학 탐구 수업 개요

주제어 : 과학 교수 효능감, 탐구 중심 과학 수업, 중등 과학 교사

설정 효능감’, ‘과학 실천 간 논리적 조직 효능감’, ‘핵심 개념 설정
효능감’은 기존의 과학 교수 효능감 검사도구(STEBI)나 과학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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