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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questions of pre-service teachers who had taken the ‘Introduction to
Physics education’ course. The pre-service teachers were 18 sophomore students of the physics
education department in a national university located in a metropolitan city. A total of 132 questions from 20 lessons were analyzed, and each lesson had an average of 6.6 questions. Pre-service
teachers’ demands were analyzed by using the 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components,
forms, and contents of questions. The results of analyses of the questions by using the PCK components showed that the pre-service teachers demanded understanding one PCK component by asking
questions about the other components.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the form of questions showed
that they mainly demanded to confirm their own interpretations, explain an actual situation in
school practice, get actual problem solutions, and determine the lecturer’s judgment on the value
of PCK.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ontents of questions showed that their questions were about
the articulation of a concept, the extension of experience, and the share of the value the lecturer
put on schoo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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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교육론’ 수업의 질문 분석을 통한 예비 교사의 요구 고찰
최재혁∗
전남대학교 물리교육과, 광주 61186, 대한민국
(2017년 8월 18일 받음, 2017년 10월 12일 수정본 받음, 2017년 10월 16일 게재 확정)

본 연구는 ‘물리교육론’ 강의를 수강하는 예비 교사들이 수업 내용과 관련해 한 질문을 분석하였다.
해당 예비 교사들은 교과 교육론 수업으로 ‘물리교육론’ 을 처음 듣는 광역시 소재 국립대학 물리교육과
2학년 예비 교사 18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수업은 총 20차시였으며, 질문은 전체 132개로 차시당 평균
6.6개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을 교수 내용 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구성 요소,
질문의 형태, 질문의 내용으로 분석하여 예비 교사들의 요구 사항을 도출하였다. PCK 구성 요소에 따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예비 교사들은 한 PCK 구성요소를 이해하는데 있어 그 외 다른 요소와 관련한 질문을
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질문의 형태에 따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예비 교사 자신의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거나 실제 학교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묻거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는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묻거나, PCK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강의자의 판단을 물었다. 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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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예비교사들은 질문을 통해 개념의 정교화, 경험의 확장, 학교 현장에 대한
강의자의 가치 판단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PACS numbers: 01.40.Fk, 01.40.J-, 01.40.jc
Keywords: 물리교육, 예비 교사, 질문, 교수 내용 지식

I. 서 론
교사 교육에서 예비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은 핵심적인
부분이다. 교사 양성기관에서는 예비 교사들이 현장 교사
로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수 내용 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은 전문성의 중요한 한 요소이다. 하지만 예비 교사들이
PCK를 배우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1], 이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부족하다. 실제 예비 교사들이 대학에서 듣는 강
의를 통해 어떻게 PCK가 신장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2,3]. PCK를 배울 때 예비 교사들은
학습자의 역할과 교수자의 역할을 이해해야 하는데,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유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은 예비
교사들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더욱이 예비
교사들은 교수 경험이 부족하여 더욱 어려움이 클 것이다.
교과 교육학 강의에는 해당 교과목의 PCK를 배울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과 교육학 강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과학교사 전문성에 관한 국내의 연구에 의하면, 과학교사
들이 PCK를 본인의 수업에서 활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그 어려움을 현행 교사양성과정의 한계로 논의한
연구들이 있었다 [4–9]. 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
비 교사들이 PCK를 배우는 과정이 더욱 맥락적일 필요가
있으며, 교사양성과정의 운영이 통합적일 필요성을 제기하
고 있다 [4,7–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들이 교과
교육학 강의에서 어떤 요구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PCK를 내용 지식과 일반 교육학 지식의 통합적 지식이라
고 보는 관점에서 [10,11], 그리고 특정한 교수접근을 통해
교수법과 내용의 복합적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이 PCK를
배우는데 필요하다 점 [12]에서도 교과 교육학 강의를 연구
대상으로 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교과 교
육학 강의에서 PCK를 배우는 과정을 수업 중 질문을 통해
분석하여 예비 교사들의 요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 교사들이 교사로서 전문성을 계발하는 과정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 교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Gess-Newsome [13]은 교과 지식, 교수 지식, 맥락 지식의
교집합으로 PCK를 보는 통합적 모형과 모든 지식의 종합적
인 이해를 바탕으로 PCK가 생성되는 것을 강조하는 변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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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통합적 모형은 교실에서
가르칠 때 과목 내용 지식, 교수 지식, 그리고 맥락 지식이
필요하며, 그 세 가지 영역의 지식 통합이 필요할 것이라
보았다 [1,14]. 하지만 이런 통합적 모형은 통합의 과정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현행 국내의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이 PCK의 다양한 요소들에 해당하는 다양
한 교과목을 일반 교육학과 전공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국내
예비 교사들은 일반 교육학 과목에서 방대한 이론과 설명
위주로 인한 응용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15,16]. 한편
변형적 모형에서는 생성된 PCK를 객관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PCK를 하나의 정형화된 지식으로 인지
하여 의사 결정, 창의성과 같은 요소들이 간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1]. 이는 현행 국내의 교사 양성 교육
과정에서 교과내용에 기반을 두어 교수법의 지식을 가르치
는 교과 교육학 강의가 가지는 한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Grossman [17]은 PCK를 지식의 통합보다는 지식의 변형
으로 보았으며, 교과 내용 지식, 교수 전략 지식, 학생의 개념
이해와 어려움,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CK를 변형적 모형으로 보는 관점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변형적 모형과 관련하여 Magnusson
et al. [18]은 PCK의 요소를 과학 교육 과정의 지식, 학생의
과학적 이해 지식,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 과학적 소양의
평가에 관한 지식, 그리고 과학 교수를 개념화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지향점 (orientation) 으로 구분하였다.
맥락 지식은 교수 지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학교와
관련된 지식, 전통, 학생의 행동, 교실의 분위기, 개인 간의
관계 등 교수가 일어나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Morine-Dershimer 와 Kent [19]는 교수 지식이 특정한 맥
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PCK의 한 요소인 과목 내용 지식과 관련하여 제한된 과목
내용 지식이 교사의 자신감을 떨어드릴 수 있다는 연구가
있으며 [20–23], 교사에게 필요한 과목 내용 지식은 다양한
지식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
[24]. 이처럼 PCK는 다양한 요소들과 연관되며, 그것의 통
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 과학교사들이
수업에서 PCK 활용의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4,7–9].
이것은 예비 교사들이 PCK를 배우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
이 있을 것이며, PCK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과 교육학
강의에 주는 시사점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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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질문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았다. 그 이유
는 질문이 생성되는 과정을 통해 질문하는 사람의 인지적
부조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25–30].
질문이 생성되는 과정은 특정 문제에 대해 자신의 모르고
있음을 인식하고, 막연했던 문제 의식이 더욱 분명한 형태
로 초점 지어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31,32]. 질문에는
질문하는 사람의 지식과 이해가 반영될 것이며 [33], 질문을
하는 과정은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과정
이다 [28]. 질문의 복합적인 과정의 이해가 예비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있어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며, 교사 교
육자로서 예비 교사들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추후 교사
양성과정 수업 개선에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예비 교사들의 질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예비 교사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이 자신의 경험과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해나가려고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막연한
문제 의식은 그 실체와 의미가 주체적으로 명료하게 포착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질문의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선행 경험 체계와의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요구가 분명해질
때 비로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질문이 된다 [32]. 특히
학습자 스스로 제기한 질문은 교과 내용에 대한 개념과 논
리에 대한 이해, 학습자의 혼란 정도, 학습자의 사고 수준
등을 강의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대학 강의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4]. 관련하여 체육 교과
교육론 수업에서 예비 교사가 되새기는 교육적 질문과 관련
하여 교과 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를 수행한 박대원의
연구 [35]에서는 질문을 바탕으로 예비 교사의 자기 점검과
조정의 과정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을 통해 예비 교사들의 요구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물리 교육론’ 수업은
예비 교사들에게 현장의 교사가 되었을 때 필요한 전문적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 내용 지식과 교육학 이론을 통
합적으로 접근하는 대표적인 강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인
예비 교사들이 2학년 2학기에 교과 교육학 과목으로는 처음
수강하는 과목이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예비 교사들은 해당 과목에서 PCK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물리 교육의 목표’, ‘학생들의 물리 선개념’, 그리고 ‘구성주
의를 이용한 수업전략’ 을 배웠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비 교사들은 그들이 학교 교실에서 가르친 경험이
부족하며, PCK 지식의 이해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한계는 현장교사의 PCK 발달의 과정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 교육론을 처음으로
수강하는 예비 교사들이 어떤 어려움과 한계를 인식하는지
그들의 질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본인의 교과 교육론 수업 개선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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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
았다.
첫째, 예비 교사들의 질문은 PCK 요소, 형태, 내용에
따라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둘째, 예비 교사들은 질문에서 어떤 요구를 하며, 그 특
징은 무엇인가?
셋째, 예비 교사들의 질문에 나타난 요구사항이 교사 교
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참여자
1) 예비 교사
이 연구의 주요 참여자는 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2학년 학생 18명이며, 분석 대상은
그들이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서 한 질문이다. 이 수업은
전공 필수과목으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15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매주 평균 90분 2차시로 구성되었다. 분석의
대상이 된 질문은 그들이 올린 12주에 걸친 20차시 132개의
질문이었다.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1학년 때 일반 물리학을 포
함하여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일반 지구과학 등의 강의와
교육학개론 등을 이수하였으며, 2 학년에는 전공 필수로
역학 교육, 전자기학 교육 등 교과내용학 강의를 수강하며,
일반 교육학 영역의 교육 평가, 교육 사회, 교육 행정 및
교육 경영, 교육 철학 및 교육사, 교육 과정, 교육 심리,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의 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였으며,
교과 교육학 과목으로는 ‘물리 교육론’ 을 처음 수강하는
학생들이었다.

2) 강의자
강의자는 물리 교육을 전공한 대학교수로 사범대학 물
리교육과를 졸업하고 석사, 박사 과정에서도 물리 교육을
주제로 연구를 하였다. 박사 졸업 후 교육 대학이나 사범
대학의 교과 교육학 및 일부 교과 내용학 강의를 시간 강사
로 담당하였으며, 현재 대학에 임용되기 직전에는 교육과
관련된 정부 출연 기관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1학기부터 해당 대학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교육학 과목을 주로 강의하였으며, 교과 내
용학으로 ‘현대물리교육’ 등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교육론’ 과목은 2010 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강의를 담당한 것이었다. 강의자는 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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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끝난 뒤 학생들의 강의 평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업을 개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 중 예비 교사들에
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수업 중 예비 교사들의 자
발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끌던 이전의 수업 방식은
다양하고 많은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강의자는 이전 수업 중 상호 작용 및
지필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예비 교사들이 수업 내용의 이해
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어려움이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이를 고민하던 중 물리 교육을 전공한 동료
교수들에게 수업의 개선 전략을 조언 받아, 예비 교사들이
모두 수업이 끝난 뒤에 질문을 올리는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하였으며, 2016년 본 연구 대상이 된 ‘물리교육론’ 강의에서
처음 시도하였다.

2. 수업 설계 및 절차
1) 수업 개요
해당 수업은 ‘물리 교육학 총론 I’ [36]과 ‘물리 교육학 총
론 II’ [37]를 주요 교재로 하였으며, 해당 강의에서는 ‘물리
교육의 목표’, ‘학생의 물리 선개념’, ‘구성주의를 이용한
수업전략’ 을 다루었으며, 해당 교재의 1, 2, 6장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분석의 대상이 된 수업은 20차시였으며, 해당
수업은 ‘물리교육의 목표’5 차시, ‘학생의 물리 선개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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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절차
강의자는 예비 교사들에게 매 수업이 끝난 뒤 온라인 게시
판을 통해 질문하도록 하였다. 예비 교사들은 2차시 수업 중
1개의 질문을 올리도록 요청 받았다. 최대 180개의 질문이
가능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들이 제때 올린 질문
132개를 분석하였다.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질문은 다음
수업 전에 강의자가 간략하게 답을 달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으며, 매 수업이 시작될 때 약 20분간 추가적인 설명을
하였다. 모든 질문은 강의자가 질문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해당 예비 교사에게 되물었으며, 질문자의
의도를 오해한 경우에는 바로 수정하여 답하거나 그 다음
차시에 답변을 보완하였다. 이어 당일 차시의 수업 내용의
개요를 소개하였으며, 강의식, 토론식, 혹은 팀별 발표 등의
형식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매 수업이 끝난 뒤
예비 교사들에게 팀별로 강의 노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강의 노트에는 질문과 답변 사항의 요약, 수업 중 논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정리하도록 하였다.
수업 개요는 다음과 같았다. ‘물리 교육의 목표’ 는 물리
교육의 목표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으며, 국가 교육 과정의 변천과 함께 다루었다. 실제 강
의는 팀별로 발표를 한 뒤, 강의자가 추가 보충 설명하였다.
‘학생의 물리 선개념’ 수업에서는 예비 교사들이 실제 학
생의 입장에서 가진 선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예비
교사들을 여러 가지 인지 갈등 상황에 노출시켰다. ‘구성
주의를 이용한 수업 전략’ 은 인지갈등을 이용한 수업 전략
을 중심으로 하여, 강의자가 간단하게 수업 구성 요소별로
시범 수업을 진행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차시, ‘구성주의를 이용한 수업전략’ 8차시로 구성되었다.
1차시 수업은 평균 90분간 진행되었다. ‘물리교육의 목표’
에서는 물리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논의하고, 실제 국가 교
육 과정의 변화 과정을 함께 조사하고 논의하였다. ‘학생의
물리 선개념’ 에서는 물리 선개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뒤, 실제 선개념 조사 문항을 함께 풀고, ‘학생의
물리 오개념 지도’ [38]를 부교재로 이용하여 해당 문항에
대한 중등학생들의 응답 분포를 소개하고 논의하였다. ‘구
성 주의를 이용한 수업 전략’ 에서는 교재에 소개된 인지
갈등을 이용한 수업 전략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수업 후 평가는 지필 평가와 수
업 참여도를 점수화하여 평가하였으며, 수업 참여도는 수업
중 발표 내용과 과제를 기한 내 제출하였는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질문의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하여 예비 교사들이 질문을 솔직하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의 질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예
비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강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Grossman [17]과 Magnusson et al.
[18]의 PCK 구성요소와 Thompson [39]의 질문의 분석틀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Magnusson et al. [18]이 제안한 과학 교육 과정의 지식,
학생의 과학적 이해 지식,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 과학적
소양의 평가에 관한 지식, 그리고 과학 교수를 개념화하
고 바라보는 관점을 지향점 (orientation) 을 바탕으로 하여
Grossman [17]이 제안한 교 육과정, 학생의 개념 이해와
어려움, 교수 전략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용 지식의 구분
중 내용 지식까지 포함하여 PCK의 구성 요소를 구분하였
다. 왜냐하면,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물리 개념에 관한
질문이 나타났으며, 이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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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며, 두 연구를 종합하여 제안한 PCK 모형을 근거로
하였으며 [40], 본 연구에서는 해당 요소를 과학 교육 과정
지식, 학생의 과학적 이해 지식, 교수 전략 지식,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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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of questions frequency by PCK components.
PCK component

Numbers

Knowledge of science curricula
Knowledge of students’
understanding of science
Knowledge of instructional strategies
Knowledge of scientific
literacy assessment
Orientations towards science teaching
Subject matter knowledge
Total

29

Percents
(%)
22.0

38

28.8

44

33.3

2

1.5

5
14
132

3.8
10.6
100

소양 평가 지식, 그리고 과학 교수를 개념화하고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과목 내용 지식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질문의 형태, 내용, 의도의 분류는 Thompson [39]의 연구
에서 질문의 형태와 내용 분류를 활용하여 PCK의 중요한
요소인 맥락적 지식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19].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PCK 구성요소에 따라 과학 교육 과정 지식, 학생의
과학적 이해 지식, 교수 전략 지식, 과학적 소양 평가 지식,
그리고 과학 교수 지향점, 그리고 과목 내용 지식에 따라
질문을 구분하였다.
둘째, 질문의 형태를 ‘예/아니오’ 질문인지 ‘의문사 질문
(wh- 질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질문)’
인지를 구분하였다. 질문의 형태는 지속적 비교 방법 [41]을
사용하여 예비 교사들이 질문하는 의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셋째, 질문의 내용을 외부적 사실(outer fact)과 개인적 사
실 (personal fact), 그리고 개인적 의견 (personal opinion)
에 관한 것인지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 텍스트
에 관한 직접적인 사실을 묻는 질문은 외부적 사실, 그와
관련하여 강의자의 경험적 사실에 관한 확인을 위한 질문은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 결과는 질문의 PCK 구성 요소, 형태, 내용 분석,
그리고 예비 교사들의 요구 분석 및 시사점 논의 순으로
서술하였다. 각 절에서는 수업 내용에 따라 질문의 특징을
도출하고 논의하였다. 마지막 절에서는 예비 교사들의 요
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였으며 강의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반성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질문은 내용이 다
소 어색하거나 강의자의 수업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맞춤법 외에는 수정하지 않고 제시하였다.

개인적 사실로, 강의자의 의견을 구하거나 가치 판단을 묻는
것은 개인적 의견으로 구분하였다.
넷째, PCK 질문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1. 질문의 PCK 구성 요소 분석과 논의

PCK 구성 요소, 질문의 형태와 내용과 종합하여 도출하여

1) 전체 강의에서 나타난 PCK구성 요소 특징

구분하고 논의하였다. 특히, 예비 교사들이 어떤 인지적 부

PCK 구성 요소에 따라 질문을 분석한 결과를 빈도수가
큰 순서에 따라 나타내면 교수 전략 지식, 학생의 과학적
이해 지식, 과학 교육 과정 지식, 과목 내용 지식, 과학 교수
지향점, 과학적 소양 평가 지식이었으며, 구체적인 빈도는
Table 1과 같았다.
과학 교육 과정 지식은 과학과 교육 과정과 물리 교육의
목표를 연관하여 묻는 질문들이 있었다. 학생의 과학적 이해
지식은 주로 개념 변화가 어려운 이유나 용어의 해석에 관한
것들이었다. 교수 전략 지식은 실제 교실 상황에 적용할 때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질문, 해당 교수 전략에 대한 예비
교사의 의견과 주장 등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다. 과학적
소양 평가 지식은 평가에 관한 질문이었다. 과학 교수에
대한 관점, 그리고 과학교사로서의 지향점 등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질문을 과학 교수 지향점으로 구분하였다. 과목
내용 지식은 물리 개념에 대해 본인이 올바로 이해한 것인
지,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들이었다. 다음은 각각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조화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 지식을 요구하는지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실제 연구 데이터에서는 연구 참여자인 예비 교사들은
질문의 형식이 간단한 의문문이 아닌, 질문하게 된 배경
설명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대해 답이
간단하지는 않았으며, 질문을 하나의 요소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들이 가지는 어려움
과 요구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예비
교사가 직접적으로 질문한 내용, 즉 질문의 형식으로 나타낸
문장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예비 교사들의 의도를 반영하
는데 충실하였다. 연구자는 질문에 나타난 예비 교사들의
의도가 맞게 해석된 것인지 예비 교사들에게 다시 확인하
였으며, 강의 노트도 활용하여 예비 교사들의 질문 의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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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questions frequency by PCK components and syllabus of lecture.

PCK component

Knowledge of science curricula
Knowledge of students’ understanding of science
Knowledge of instructional strategies
Knowledge of scientific literacy assessment
Orientations towards science teaching
Subject matter knowledge
Total

The aims of
physics education
Percents
Numbers
(%)
28
75.6
0
0
2
5.6
2
5.6
4
13.2
0
0
36
100

“저의 질문은 초 중등수준에서는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가
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적인 교육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나 중학교에도 일찍 가르쳐야 할지 제 기준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느 수준 시기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과학 교육 과정
지식에 관한 질문)
“학습자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기존에 무언가를 학
습한 상태거나 또 알고 있는 상태라면 선개념은 잘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때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다면
조절을 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학생의 과학적 이해
지식에 관한 질문)
“공부하다보니 초인지 부분이 꽤 복잡한데, 실제로 초
인지 개념 변화 모형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많이 있을까요?” (교수 전략 지식에 관한 질문)
“왜 평가는 개념으로만 볼까요? 다른 목표들을 평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학적 소양 평가 지식)
“교수님께서는 수식으로 배우는 물리와 이론으로 먼저
배우는 물리 중 어느 것이 더 가르치는데 더 좋다고 생각하
십니까?” (과학 교수 지향점에 관한 질문)
“관성 질량/중력 질량이 같은데 사실상 구분하는 이유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고, 위 개념이 어떤 쪽에서 상대론
을 이해하는데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책을 보니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다른 예시를 들었는데 혹시 가능한 일일까요?”
(과목 내용 지식에 관한 질문)

2) 수업 내용에 따른 PCK 구성 요소별 질문의 특징
분석
수업 내용에 따라 PCK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물리교
육의 목표’ 를 수업할 때에는 과학 교육 과정 지식이 75.6%

Students’ physics
pre-conception
Percents
Numbers
(%)
0
0
33
76.7
6
14.0
0
0
0
0
4
9.3
43
100

Instructional Strategies
of Constructivism
Percents
Numbers
(%)
1
1.9
5
9.4
36
67.9
0
0
1
1.9
10
18.9
53
100

Table 3. Analysis of questions frequency by forms of
questions.
Forms of questions
‘yes/no’ questions
‘wh-’ questions
Total

Numbers
37
95
132

Percents (%)
28.0
72.0
100

(n = 28), ‘학생의 물리 선개념’ 을 수업할 때에는 학생의
과학적 이해 지식이 76.7% (n = 33), ‘구성 주의를 이용한
수업전략’ 에서는 교수 전략 지식이 67.9% (n = 36) 를 차
지하였다. 하지만 교육 과정을 다룰 때는 과목 내용 지식을
제외한 모든 요소의 질문이 있었으며, 구성 주의를 이용한
수업 전략에서도 과학적 소양 평가 지식 요소를 제외한 모든
요소의 질문이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구체적인 비중은
Table 2와 같았다.
수업의 구성이 PCK 구성 요소별로 각각 과학 교육 과정
지식, 학생의 과학적 이해 지식, 교수 전략 지식과 주요하게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요소의 질문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리 교육의 목표’ 수업에서 과학 교육 과정 지식에 관한
질문의 비중이 75.6% (n = 28) 로 가장 높으며, 과학 교수
지향점이 13.2% (n = 4), 교수 전략 지식, 과학적 소양 평
가 지식에 관한 질문의 비중이 각각 5.6% (n = 2) 이었다.
교육 과정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강의자가 교육 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평가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물리 선개념’ 수업도 수업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생의 과학적 이해 지식의 비중이 76.7% (n
= 33) 로 가장 높았으며, 교수 전략의 지식 14.0% (n =
6), 그리고 과목 내용 지식에 관한 질문 9.3% (n = 4) 도
포함되어 있었다. ‘학생의 물리 선개념’ 을 이해하면서,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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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questions frequency by forms of questions and syllabus of lecture.
Forms of questions
‘yes/no’ questions
‘wh-’ questions
Total

The aims of
physics education
Numbers
Percents (%)
3
8.3
33
91.7
36
100

교사들은 견고한 오개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교수
전략 지식에 관한 질문도 하였다. 예비 교사들은 학습론을
배우면서 그것의 해결 방안, 즉 교수법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구성 주의를 이용한 수업 전략’ 수업에서는 교수 전략
지식에 관한 질문의 비중이 67.9% (n = 36) 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과목 내용 지식에 관한 질문 18.9% (n = 10),
학생의 과학적 이해 지식에 관한 질문이 9.4% (n = 5) 였다.

Students’ physics
pre-conception
Numbers
Percents (%)
17
39.5
26
60.5
43
100

Instructional Strategies
of Constructivism
Numbers
Percents (%)
17
32.1
36
67.9
53
100

2) 수업 내용에 따른 질문의 형태 분석
수업 내용에 따라 질문의 형태를 살펴보면 ‘예/아니오’
질문은 학생의 물리 선개념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구성
주의를 이용한 수업전략, 과학 교육 과정 순이었으며, 의문
사 질문은 그 반대의 순으로 ‘물리교육의 목표’ 수업에서는
의문사 질문이 91.7% (n = 33) 를 차지하였으며, ‘학생의
물리 선개념’ 수업에서는 ‘예/아니오’ 질문이 39.5% (n =
17) 가 되었다. 구체적인 빈도는 Table 4와 같았다.

그리고 소수의 질문이지만 과학적 소양 평가 지식 요소를

‘예/아니오’ 형식의 질문의 형식을 보면 자신이 의견을

제외한 전 요소의 질문이 등장했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제시한 뒤,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묻거나

실제 수업에서 강의자는 실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

새로운 상황을 제시하고, 그것이 물리 교육에서 배우는 개

기 위하여 물리 교과서를 활용하였다. 예비 교사들은 실제

념의 예로 적절한지 묻는 것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개념을

수업 사례에서 다룬 물리 개념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며, 수

엄밀하게 알고 싶어 하고, 정교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았을

업 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어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

때, ‘물리 교육의 목표’ 보다 ‘학생의 물리 선개념’ 과 ‘구성

것 때문으로 보인다.

주의를 이용한 수업전략’ 에서 예비 교사들은 보다 ‘예/아니
오’ 형식의 질문이 많은 것은 예비 교사들이 새롭게 접하는
과학교육 및 물리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시도로

2. 질문의 형태 분석

보인다.

1) 전체 강의에서 나타난 질문의 형태 특징
질문의 형태를 ‘예/아니오’ 질문과 의문사 질문으로 구분

3) 질문의 형태에 따른 질문 의도 분류

하였을 때, 의문사 질문이 72.0% (n = 95), ‘예/아니오’ 질

질문의 형태는 예비 교사들이 어떤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이 27.0% (n = 37) 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빈도는 Table

주요한 단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질문의 형태를 세분화하

3과 같았다.

고 그 의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범주가

‘예/아니오’ 와 같이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은 자신의 주

발견되면 추가하고, 범주를 세분화하고 통합하면서 자료

장이나 의견, 혹은 다른 상황에 대하여 그것이 과연 맞는

분석을 반복하는 지속적 비교 방법을 사용하였다 [41]. 이를

것인지 확인하는 형태의 질문이 있었다. 의문사 질문은 방

위해 먼저 질문의 형태를 ‘예/아니오’ 와 의문사도 무엇을,

법을 묻거나 이유를 묻는 질문들이 있었으며, 방법을 묻는

어떻게, 왜의 질문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의도에

것이 있었다. 다음은 각각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따라 유형을 나누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10가지의

“심리적 유의미에서 ’ 흥미’ 라는 것이 단순히 재미가 아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자기 생각이나 강의자의 의도를 확

니라 학습하고 싶지는 않은데 ’ 입시를 위해서 억지로’ 라고

인하려는 경우는 확인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는

학생이 생각한다면 심리적 유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

해결형, 새로운 설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는 설명형,

다.” (‘예/아니오’ 질문)

가치 판단을 원하는 경우는 판단형, 새로운 사실이나 관련

“. . . (전략) . . . 선다형을 이용하여 오개념을 조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의문사 질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요구형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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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of questions frequency by intention of
questions.

Table 6. Analysis of questions frequency by contents of
questions.

Intentions of questions
Confirming pre-service
teacher’s interpretation
Solving actual problem
Explaining actual situation
Judging the value
Confirming lecturer’s intention
Explaining the reason
Demanding facts
Demanding Examples
Explaining physics concept
Demanding a background
information of physics concept
Total

Contents of questions
Outer fact
Personal fact
Personal opinion
Total

Numbers

Percents (%)

32

24.3

20
19
18
11
11
6
5
5

15.2
14.4
13.6
8.3
8.3
4.5
3.8
3.8

5

3.8

132

100

Numbers
94
12
26
132

Percents (%)
71.2
9.1
19.7
100

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단평가가 정말 유의미 학습을
위한 걸까요?” (가치 판단형)
“교수님이 저희가 정답을 알려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졌다고 하시면서 그걸 부정적으로 말하셨는데 그게 왜 좋지
않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의도 확인형)
“. . . (전략) . . . 학생들의 선개념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설명형)

분석 결과, 수업에서 배운 PCK에 자신이 경험한 것이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해석
확인형, PCK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 방법을 묻
는 문제 해결형, 실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묻는 실제
설명형, 강의자의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가치 판단형, 수업
활동의 의미를 묻는 의도 확인형, PCK와 관련하여 보다 근
본적인 이유를 묻는 이유 설명형, 관련된 사실을 묻는 사실
요구형, 실제 사례를 묻는 사례 요구형, 관련된 물리 개념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 설명형, 물리 개념의 과학사나 발전
과정을 묻는 배경 정보 요구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실제
하나의 질문에는 복합적인 의도가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질문형식으로 나타난 문장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각각
질문의 빈도를 확인하고 빈도수에 따라 큰 것부터 나타내면
Table 5와 같았다.
각각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들은 다음과 같았다.
“. . . (전략) . . . 저는 선개념을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선
행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속
도의 개념을 알려면 속도의 개념을 알아야하고,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해하려면 보일의 법칙 혹은 샤를 법칙이
선행되어야하는 것처럼 말이죠. 제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
하나 여쭤봅니다.” (해석 확인형)
“. . . (전략) . . . 특히 교사가 되면 이삼십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험이 가장 좋은 방법
이라고 생각하지만 학생 모두의 오개념을 실험으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궁금합니다.” (문제 해결형)
“교수님께서는 오개념이 어느 과정에서 가장 많이 형성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설명형)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논리적 유의미가나 잠재적 유의
미가 측면에서는 한국교육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실

“그렇다면 20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교육 과정에) 추
가된 목표는 없나요?” (사실 요구형)
“교양 교육으로서의 물리 교육 파트에서 과학교육이 도
덕적 훈련에 있어서 우수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저번에
교수님께서 이것의 예시를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시 요구형)
“관성질량/중력질량이 같은데 사실상 구분하는 이유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고, 위 개념이 어떤 쪽에서 상대론
을 이해하는데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내용 설명형)
“만유인력이 처음에는 그럴듯하지 않아 다른 물리학자들
의 관심을 잘 얻지 못했을 텐데 어떤 계기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나요?” (배경정보 요구형)

3. 질문의 내용 분석
1) 전체 강의에서 나타난 질문의 내용 특징
질문의 내용을 외부적 사실, 개인적 사실, 개인적 의견
으로 구분하였을 때, 질문이 비중이 큰 것부터 나열하면
외부적 사실, 개인적 의견, 개인적 사실 순이었다. 구체적인
빈도는 Table 6과 같았다.
실제 예비 교사들의 질문에서 개인적 의견과 개인적 사
실의 구분은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었다. 왜냐하면 실제
강의자가 답을 할 때 개인적인 의견 역시 외부적 사실이나
개인적 사실에 근거하여 답하거나, 개인적 사실 역시 외부적
사실이나 개인적 의견과 함께 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
다. 이런 경우는 질문에서 예비 교사가 개인적인 경험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는 개인적 사실로, 강의자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관한 것은 개인적 의견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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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 사실에 관련된 질문은 교재에 있는 내용이나 개
념에 관해 질문하는 것이 있었다. 개인적 사실에 관련된
질문은 강의자가 가진 사실적 경험이나 강의자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묻는 경우로 보았으며, 개인적
의견은 강의자의 주관적인 판단, 혹은 어떤 사례에 대한 가
치판단을 묻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은 각각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저는 선개념을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속도의 개념을 알
려면 속도의 개념을 알아야하고,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해하려면 보일의 법칙 혹은 샤를 법칙이 선행되어야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도 선개념이 아닌가요?” (외부적 사실
에 관련된 질문)
“. . . (전략) . . . 그 오개념을 바로 잡기위한 방법 중 교
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사실에 관한 질문)
“교수님께서는 저희에게 가르치실 때, 물리의 전문지식
을 전하는 것과 저희가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을 저희에게
전하는 것 중 무엇을 다 중요시 하시나요?” (개인적 의견에
관한 질문)

2) 수업 내용에 따른 질문의 내용 특징
수업 내용에 따라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업 내용에
상관없이 외부적 사실, 개인적 의견, 개인적 사실 순이었
다. 다만 개인적 의견이 ‘물리교육의 목표’ 에서 그 비중이
36.1% (n = 13) 로 다소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외부적
사실에 관한 질문은 ‘학생의 물리 선개념’ 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구성 주의를 이용한 수업전략’, ‘물리 교육의
목표’ 순이었으며, 개인적 의견을 묻는 질문은 ‘물리 교육의
목표’, ‘구성 주의를 이용한 수업전략’, ‘학생의 물리 선개념’
순으로 비중이 달랐다. 개인적 사실에 관한 질문은 ‘학생의
물리 선개념’, ‘물리 교육의 목표’, ‘구성 주의를 이용한 수
업전략’ 순으로 비중이 달랐으며 구체적인 빈도는 Table 7
과 같았다.
수업 내용에 따라 외부적 사실과 개인적 사실, 그리고 개
인적 의견의 비중이 달라지는 것 (Table 7) 은 수업에서 다루
는 내용의 특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리교육의
목표’ 에서는 교육 과정을 논의하고, 가치 판단의 내용을 다
룬 반면, ‘학생의 물리 선개념’ 과 ‘구성주의를 이용한 수업
전략’ 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비 교사들은
지속해서 개인적 사실과 개인적 의견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특히 ‘구성주의를 이용한 수업 전략’
에서는 개인적 의견에 관한 질문의 비중이 18.8% (n = 10)
이었다. 예비 교사들은 교수 전략이 과연 성공적인지,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강의자의 의견을 요구하
였다.

4. 예비 교사들의 요구 분석 및 시사점 논의
1) 예비 교사들의 요구분석과 논의
PCK 요소, 질문의 형태, 질문의 내용에 따른 분석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예비 교사들의 요구를 분석하
였다.
(1) PCK 구성 요소 분석에 따른 요구 분석
예비 교사들은 PCK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 질문을 하
였다. 예비 교사들은 실제 학교 상황, 혹은 관련된 교수법
등에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수업 활
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하였다. 즉, 예비
교사들은 하나의 PCK 요소를 이해하는데 다양한 요소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관련하여 강의자가 어떤 의도로 수업
활동을 진행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였다. 특히
과목 내용 지식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과목 내용 지식에 관한 질문이 ‘구성 주의를 이용한 수업전
략’ 수업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강의자의 예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강의자는 실제 ‘학생의 물리 선개념, 수업에서
예비 교사들에게 다양한 오개념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함께 논의하면서 과목 내용 지식에 관한 질문이
많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성주의를 이용한 수업 전략’ 의
수업에서는 예비 교사들의 인지적 갈등을 유도하기 위해
강의자가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해당 개념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실제 수업 상황에 대해 논의하면
서 예비 교사들은 더욱 구체적으로 과목 내용 지식에 대해
질문을 이끌어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질문의 형태 분석에 따른 요구 분석
‘예/아니오’ 형식의 질문의 비중이 약 28%에 해당하고,
‘학생의 물리 선개념’ 수업에서는 약 40%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그들은 과학교육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맞는지, 혹은 틀린지에 관
심을 가졌다. 또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질문을
하였으며, 이는 교수 전략에 관한 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의 ‘물리 선개념’ 수업에서는 다른 수업과 달리
PCK의 구성 요소가 학생의 과학적 이해 지식, 교수 전략
지식, 과목 내용 지식에 한정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예
비 교사들은 새로운 과학 교육 용어나 개념을 받아들일 때
분명하고 정교하게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에 새롭게 적용하거나, 자신이 한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예비 교사들이 맞고
틀림을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과 관련하여 예비 교사들이
PCK에 대해 어떤 인식론적 관점을 가지는지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실제 본 연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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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alysis of questions frequency by contents of questions and syllabus of lecture.
Contents of questions
Outer fact
Personal fact
Personal opinion
Total

The aims of
physics education
Numbers
Percents (%)
18
50.0
5
13.9
13
36.1
36
100

Students’ physics
pre-conception
Numbers
Percents (%)
35
81.4
4
9.3
4
9.3
43
100

Instructional Strategies
of Constructivism
Numbers
Percents (%)
41
77.4
2
3.8
10
18.8
53
100

수행한 셀프스터디 [42]에서 예비 교사들이 PCK에 대해 가

지식과 과목 내용 지식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예비 교사들

지는 인식이 강의자인 연구자와 다름을 확인하고, 그 차이로

은 구성주의를 이용한 수업 전략이 과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인한 갈등을 보고한 바 있다. 관련하여 이에 관한 심층적인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가 지속해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개선이

수업에서 다룬 수업 전략이 인지갈등을 이용한 수업 전략인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하나의 수업 개선만으로는 쉽지

관계로 예비 교사들에게 인지갈등을 일으킬 개념을 소재로

않다는 점에서 고민이 되었다.

수업을 진행한 결과, 그들은 과목 내용 지식에 대한 보다

질문의 형태에 따라 도출한 질문 의도는 자기 생각이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해석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는 확인형, 실제나 학교 현장에

개인적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예비 교사들은 강의자의

적용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결형, 그리고 추가적인

경험적 사실의 공유를 요구하였다. 예비 교사들은 새롭게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형, 강의자의 가치 판단 등을 요구하는

소개된 과학 교육 용어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질문하

판단형,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는 요구형으로 크게 구분하

였다. 개인적 사실과 관련해서는 예비 교사들은 수업에서

였다.

강의자가 설명한 수업의 방향이나 수업 지도 방안의 의미가

확인형과 판단형에서는 자신의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려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였다. 또한 강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도 하였으며, 강의자의 의도에 관해서 확인하려고 하였다.

실제 강의자의 경험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수업에서 물리

중요한 점은 각각 모두 강의자에게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학이 다른 사고기능, 예를 들어 암기력과 기억력에 도움이

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수업 교재만을 바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강의자는 실제 그런 경험을

탕으로는 자신의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하였는지를 질문하기도 하였다. 즉, 물리 교육의 목표와 관

것으로 보이며, 상당 부분 강의자의 의도를 알고자 하였다.

련한 강의자의 실제 경험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

관련하여 그들은 강의자의 가치 판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며, 이때 예비 교사들은 본인은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이처럼 확인형과 판단형의 질문이 상당수 된다는 것은 예비

수 없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개인적 사실과 관련해서는

교사들이 강의자의 생각에 크게 의존하는 증거라고 보았다.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정의적 영역의 달성에 관해 설명한

(3) 질문의 내용 분석에 따른 요구 분석
외부적 사실 질문에서는 추가적인 배경 정보를 요구하

수업에서 “물리를 공부하면서 흥미를 잃지 않게 하고 흥미
를 갖게 하는 교수님만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와 같이
강의자에게 구체적인 경험 사실의 공유를 요구하였다.

거나 개념의 정교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개인적

개인적 의견과 관련해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 대한 강의자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강의자의 경험 공유를 요구하였다.

의 평가와 판단 근거를 공유하고 싶어 하였다. 그들은 ‘물리

또한, 개인적 의견의 경우 가치 판단이나 새로운 대안, 그

교육의 목표’ 단원을 학습하면서 다양한 과학 교육의 목표를

리고 수업 중 활동의 의미를 묻는 것들이 있었다. 외부적

탐색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강의자의 가치 판단과 경험적

사실에서 나타나는 예비 교사들의 요구를 살펴보면 실제

사실의 공유를 요구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실제 강의자는

교육현장의 모습과 교육 과정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었다.

예비 교사들에게 교육 과정과 관련하여 수업을 진행하면서,

외부적 사실과 관련하여 예비 교사들은 학생의 과학적 이해

가능한 가치 판단을 예비 교사들 스스로 하도록 하였는데

지식으로 새롭게 배운 용어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한 것인

이에 관한 반응이라고도 판단된다. 또한 예비 교사들은

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자신이 배운 이론이 실제 상황에

‘물리교육론’ 수업의 방향과 방법에 관해 확인하였는데,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묻는 질문도 있었다. 외부적

이는 강의의 전반부이고, 본 강의자가 해당 예비 교사들을

사실에서 나타난 예비 교사들의 요구를 살펴보면 교수 전략

처음 가르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의견과 관련

1470

해서도 학교 수업 상황과 연관 지어 강의자의 가치 판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4) 논의
연구자는 질문의 PCK 구성요소별 분석을 통해 “그들은
왜 종합적인 PCK 이해를 요구하는 것인가?”, “종합적인
이해의 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수업 내용이 ‘구성주의를
이용한 수업 전략’ 인 이유는 무엇일까?” 에 대하여 주목하
였다. 이런 점은 그들에게 학교 수업의 맥락, 실제 현장의
맥락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며, PCK의 통합적 이해의
과정으로 보았다 [14]. 예비 교사들은 ‘물리 교육의 목표’
단원 수업에서도 교수 전략 지식과 관련하여 질문하였으며,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물론 수업 내용의 전개와 일치하
기도 하였지만, 구체적인 학교 수업 맥락의 제시가 되었을
때의 질문이 다양한 PCK요소로 나타난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PCK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맥락 지식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며 다양한 요소의 통합을 위한 수업 전
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PCK가 교과지식, 교수법,
맥락의 교집합으로 본다는 점 [13], 그리고 세 가지 영역의
통합과 변형을 역설한다는 점 [1,14]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교과 교육학 강의는 더욱 맥락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5,16,19]. 또한, 예비 교사들이 교수
전략 지식을 배우면서 과목 내용 지식과 관련한 질문의 비중
또한 높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과목 내용
지식과 관련한 질문은 단순히 개념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도
있었지만, 관련된 과학사나 개념의 의미를 묻는 질문들이
있었다. 교과 교육학 수업에서도 과목 내용 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과목 내용 지식의
발달 과정이나 다른 내용 지식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24].
질문의 형태를 통해 질문 의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PCK를 자신이 익숙한 맥락에 적용하면서 가지는 어려움을
질문한 것이 주요 발견점이었다. 예비 교사들은 PCK를
활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그것의 구체
적인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는
자신이 배운 PCK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하여서는
회의적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질문을
통해 PCK를 정교화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개념을
정교화하기 위하여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을 상세하
게 설명하여 주기를 원하였으며, 그 이유를 묻거나 관련된
사실이나 예시, 배경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예비 교사들이 수업에서 가지는 어려움으로
수업의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8,34]. 종합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PCK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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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다룬 강의자의 예시나 설명만으로는 예비 교사들이
PCK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들은 보다 PCK를
정교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문의 내용 분석에 따르면 예비 교사들은 강의자의 의
견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나타내고,
이를 강의자의 생각과 비교 혹은 공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즉, 예비 교사들의 질문과 강의자의 답변
과정은 수업을 예비 교사들의 선행 경험 체계와의 관련성을
높이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34]. 즉, 예비 교사
들의 질문의 맥락을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교과 교육학의 강의가 매우 복합적이고
실제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예비 교사와의 공감,
공유, 그리고 논의가 수업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3].

2) 수업 개선에 주는 시사점
앞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예비 교사들은 다양한 PCK
요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 예비 교사들은
자신이 배운 PCK 를 해석하고 실제에 적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외부적 사실 뿐 아니라
강의자의 개인적 사실과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PCK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기존 수업에서 PCK를 구조화
하고, 수업을 전개하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앞으로 배울 내용을 연관 지어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그것이 학교 현장의 실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였다.
하지만 외부적 사실만을 수업에서 강조하려고 하고, 개인적
사실과 경험의 공유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려고 하였다. 왜
냐하면, 제한된 시간 내에 전달해야 할 내용과 개념을 모두
강의하기에는 강의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개인적 사실과 의견은 강의의 우선순위에서 늘 미뤄졌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연구자는 질문에서 나타
나는 예비 교사들에게 친숙한 맥락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공감과 의견의 공유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예비
교사와 공감과 공유를 위한 노력을 강의 개선의 주요 초
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연구를 시작하기 전 예비
교사들의 질문이 외부적 사실 질문이 상당수 될 것으로 생
각하였다. 왜냐하면 교재에 담긴 많은 내용과 수업의 상당
부분이 외부적 사실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비 교사들은 개인적 사실과 개인적 의견에 관한 질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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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그 비중이 28.8%에 달했다. 예비 교사들은 PCK
를 이해함에 있어 외부적 사실 뿐 아니라 개인적 사실과
개인적 의견에 관한 질문을 함께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예비 교사들은 PCK를 배우는 데 있어 복합적으로 접
근하며, 다양한 맥락에서 그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해당 PCK를 적용하려고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강의자의 실제 경험과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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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물리교육론’ 수업에서 나타나는 예비 교
사들의 질문의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그들의 요구를 확인하
였다. 예비 교사들은 수업 내용에 따라 다양한 PCK 구성
요소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예비 교사들은 질문을 통해
자기 생각을 확인하거나 실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강의자의 가치 판단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더욱
상세한 설명과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외
부적 사실뿐 아니라 강의자의 개인적 사실과 경험의 공유를
요구하였다. 이는 추후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
교육론 수업의 개선에 주는 시사점이 있었다. 또한 질문을
구분하고 분류한 본 분석 방법은 수업 평가 자료로도 활용
이 가능할 것이다. 강의자의 경험적 사실과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도 예비 교사들이 균형 있는 PCK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비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강의자로서 어떻게 균형 있게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큰 숙제가 남겨졌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강의에서 강의자로서 예비 교사들의
경험과 의견에 대해 공감하고 공유할 기회를 강조하여 수업
을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들의 감정적
경험에 관해서도 분석적인 연구가 후속하여 이뤄질 것이 필
요하다. 또한, 수업 개선의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강의자의 수업 특징 분석과 함께 강의자의
답변 등을 추가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추후 예비
교사의 개인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그들의 요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그리고 본 연구를 수행한 강의자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 역시 후속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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