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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in-service teacher training programs based on a history
of science and elaborated experiments for enhancing the physics inquiry teaching ability of science
teachers. The training model consisted of five stages. In the first stage, ‘problem awareness and
sharing & textbook comparison and analysis’, teachers recognize their level and share their difficulties of inquiry teaching with other teachers. In the second stage, ‘exploring the background of
the history of science’, teachers learn the history of science related to inquiries. In the third stage,
‘theoretical analysis on inquiry’, teachers investigate the physics of inquiries. The fourth stage is
‘elaborated experiments’, in which teachers perform accurate and precise experiments. The final
stage is ‘improvement of inquiry’, during which teachers improve textbook inquiries through the
results from the first four stages. In this study, we describe the training program by using examples
of five textbook inqui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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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탐구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과학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이세연 · 이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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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1일 받음, 2019년 2월 21일 수정본 받음, 2019년 2월 22일 게재 확정)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 교사의 물리 탐구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하여 과학사와 정교한 실험을 바탕으로
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수 모형은 5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는 ‘나의 문제점 인식
및 공유, 교과서 비교 및 분석’ 으로 교사들은 자신의 수준을 인식하고 ‘탐구 지도의 어려움을 다른 교사와
공유한다. 2단계인 ‘과학사 배경 탐색’에서는 탐구와 관련된 과학사를 학습한다. 3단계인 ‘탐구 관련 이론
분석’ 에서는 교과서 탐구를 물리적으로 해석한다. 4단계는 ‘정교한 실험 수행’ 으로 교사들은 정확하고
정밀한 실험을 수행한다. 마지막 단계는 ‘탐구 개선’으로 교사들은 이전 단계의 결과를 통해 교과서 탐구를
개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교과서 탐구를 이용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설명하였다.
PACS numbers: 01.40.J−
Keywords: 탐구, 탐구 지도, 교사 연수, 과학사, 정교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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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에서 탐구는 과학의 개념 이해와 함께 가장 중
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며, 다른 교과와 과학을 구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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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문제 발견 역량을 신장시키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15].

가장 특징적인 영역이다. 최근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 4

중학교 과학교사와 고등학교 물리 교사들이 교과서에

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사회에서는 지식의 양이 기하급수적

제시된 물리 탐구를 지도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

으로 증가하면서 지식의 학습보다는 방법적 측면의 학습이

[16,17]에서 교과서, 환경, 학생 등 여러 변인에 대한 다양한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과학에서 다루는 방법적 측면이
바로 탐구이기 때문에 과학교육에서 탐구의 중요성이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은 탐구를 통하여 과학자들이 자
연 세계를 연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실제 자연현상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
2]. 따라서 학생들은 탐구 활동을 통하여 과학적 개념은

어려움을 제시하였는데,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 자체에 문
제가 있다는 의견, 실험 기기와 재료 준비에의 어려움, 안전
문제에 대한 어려움, 학생들의 실험 기기 조작 능력 부족
등의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는 물리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물론 과학의 본성을 이해할 수도 있고, 과학에 대한 긍정

제시된 것으로 학생들은 왜 이 탐구가 제시되었는지 알지

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다 [3]. 이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못하고, 이 탐구가 물리 개념의 형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최근의 교육 개혁에서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

하는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교과서 탐구는 제

국의 차세대 교육과정 (NGSS) 에서는 ‘과학적 공학적 실행

한된 시간, 제한된 실험 기기를 이용하여 구성되었기 때문

(scientific and engineering practices)’ 의 강조를 통해 과

에 실험을 통해 의도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학적 실행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4], 영국에서도

이러한 한계를 교사가 인식하고 지도해야 하지만, 예비교사

교육과정에 ‘과학적으로 수행하기(Working scientifically)’

양성과정이나 교사 연수 과정에는 교과서 탐구를 심도 깊게

를 포함하여 과학 내용과 탐구를 함께 지도하도록 하였고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호주에서도 새로운 교육과정 속에 5가지 과학 탐구 기능
(Science inquiry skills) 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6].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탐구 교육을 지
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제3차 교육과정부터 명시적으로
탐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는 기초탐구과
정과 통합탐구과정의 세부 탐구과정을 제시하였다. 2017
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유탐구’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 주제를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현재 많이 이루어지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연수를 받
은 결과를 학교 수업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현장 교사들은 교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 프로그램
을 요구하고 있다 [18]. 실험 연수의 주제는 주로 실험연수
참가교사들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사들이 연수를
마치고 학교 현장으로 되돌아와서 실험 수업을 지도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험 과정을 자신이 직접

하였다. 최근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기획해 보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지만 [19], 현재 이루어지고

공통과목으로 ‘과학탐구실험’ 을 신설하여 2018년도부터

있는 연수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담겨져 있지 않은 한계가

입학한 모든 고등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있다.

이로서 학생들은 과학 탐구가 사회 및 과학기술 발전에 미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 교사의 물리 탐구 지도 역량을

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과학 탐구 과정과 기능을 활용할 기

신장시키기 위하여 과학사와 정확한 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회를 얻음으로써 과학 탐구 능력 및 핵심 역량을 향상시킬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7].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탐구 교육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II. 연구 방법

있다. 학교에서의 탐구 활동은 학생 중심이 아니라 교사
주도적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8], 탐구가 요리책 조
리법과 같이 제시된 과정을 따라서 수행하는 식으로 구성되

본 연구에서는 과학 교사의 물리 탐구 지도 능력 향상을

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하여 과학사와 정교한 실험을 기반으로 한 교사 연수 프

과학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연수 프로그램의

있다 [9–11]. 교사들은 탐구를 지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설계 방향을 고려하여 연수 모형을 개발하였고, 교과서에

갖고 있는데 [12, 13], 특히 자유 탐구를 지도하는데 있어

제시된 탐구 중 일부를 선택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

많은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고 [14],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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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되었다. 또한 과학사 자료를 이용한 탐구 수업은
오개념을 줄이고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 학생들의 개념 이해

과학 교사들이 교과서 물리 탐구를 지도하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설계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교사들이 교과서 실험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 파악
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
분의 과학 교사 연수는 연수 기관에서 지정한 특정 주제의
실험을 과정대로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을 익히는 형태로
많이 진행되어 왔다. 즉, 교사들의 탐구 지도 역량을 신장
시키는 연구라기보다는 교사들의 탐구 수행 능력 신장에
초점을 둔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탐구를 지도하기 위
해서는 우선 학생 및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학생들은 탐구 수행에 있어 어떤 문제점
을 가지고 있으며, 교과서나 실험 기구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한 교사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통해 교사의 연수
의욕을 높임과 동시에 연수를 통해 얻어야 할 내용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수
모형에서는 교사들이 교과서에 제시된 물리 탐구 내용을
분석하고, 지도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스스로에
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연수를 통해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한다.
둘째, 교사들이 교과서 탐구의 과학사적 배경에 대한 이
해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교과서에는 탐구 방법
및 결과 설명에만 치중해 있고 탐구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뉴턴이 말한
결정적 실험 [20]과 같이 교과서 탐구는 과학사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물리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탐구이기 때문에 탐구와 관련된 과학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배우는 대부분의
물리 내용은 19세기 이전에 형성된 근대 물리학을 근간으
로 한다. 따라서 과학사를 배운다는 것은 물리를 배운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과서의 물리 탐구
주제가 대부분 과학사적 발견 내용의 현대적 재현이라는 점
에서 과학사를 기반으로 한 물리 탐구 지도는 지식의 기원을
가르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더 잘 전달할 수가 있다.
학생들은 과학사 학습을 통해 과학 개념을 이해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 즉, 과학 탐구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21,22], 많은 과학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서
과학사를 활용하곤 한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는 지식의 기원과 발달 과정이 생략되고 압축되어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과학 개념 또는 탐구에 대한 과학사적
배경에 대한 교사의 이해가 선행된다면 탐구 지도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학사에 관심을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물리 탐구는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왜 이 탐구가 이런 형태로 구성된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의 물리 현상에 대한 여러 과학자
들의 노력에 대한 이해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과학 교과서
의 내용이 왜 이렇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생한 과학의 모습을 통해
과학의 본성 지도에도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실험 내용의 이론적 분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험의 내용과
관련된 지식을 과학내용 지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학교 현
장의 많은 수의 현직 교사들도 과학내용 지식 부족으로 인
해 과학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
[23]. 교사들의 물리 개념에 대한 부족은 제대로 된 탐구적
실험 활동 과정을 통해 과학 지식을 획득한 경험이 없음에
기인한다. 이에 그들은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적절한 탐구
활동을 구성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효
과적이지 못한 수업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과학 교사 연수를 통해 교과서 실험과
관련된 이론과 실험 결과를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실험 데이터의 계산, 그래프 그리기 등과 같은 결과
처리 및 해당 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오차 해석 등의 과정까
지 수행되어야 비로소 교과서 실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 과정을 모두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정교한 실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교과서 실험을 수행할
때,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 실험 결과를 얻곤 한다. 또한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론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만,
실험의 정밀도를 높이면 이론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실험 결과가 제대로 나오도록 구성을
해놓았지만 실험 기구와 재료의 준비, 실험 환경 등의 요인
이 바뀌게 되면 교과서에서 의도한 실험의 결과가 나오지
않기도 한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이 실험을 수행하기 이
전에 다양한 조건이 실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 교사 실험 연수는 실험 조건 및
방법을 명확히 한 후 정교하게 수행되어 이론값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험되어야 한다. 그렇게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탐구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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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quiries used in the in-service training program.
1
2
3
4
5

Inquiry
Magnetic field caused by the current flowing in the straight wire
Relation between voltage and current
Measurement of the magnitude of elasticity
Refraction and refraction of water waves
Standing wave and resonance

Fig. 1. Teacher in-service training program model based
on history of science and elaborated experiment.
2. 물리 교사 연수 프로그램 모형
교사의 물리 탐구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앞에서 제시한 4가지 설계 방향을 적용하여 과학사와
정교한 실험 기반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모형을 Fig. 1과
같이 개발하였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나의 문제점 인식 및 공유, 교과서
비교 및 분석’, ‘과학사적 배경 탐색’, ‘탐구 관련 이론 분석’,
‘정교한 실험 수행’, ‘탐구 개선’ 등의 5가지 단계로 구성하
였다. 각 단계별 주요 활동은 ‘III. 연수 프로그램 개발’에서
예시와 함께 제시할 것이다.

3. 연수 프로그램에 사용될 탐구의 선정
연수에 사용할 탐구는 Lee & Lee의 연구 [16,17]에서 교
사들이 지도하기 어려워하는 탐구를 1차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이 물리 탐구 중 과학사적인 다양한 배경이 담겨 있고,
다양한 변인이 고려된 정교한 실험을 수행할 경우 현재 교과
서에 담겨져 있는 실험 내용에 더해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그 원리가 교육과정 수준 이상의 물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탐구를 선택하였다. 선택한 탐구는 Table
1과 같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압과
전류의 관계, 탄성력의 크기 측정, 물결파의 반사와 굴절,
정상파와 기주공명 등이다.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Middle school
Middle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Domain
Electromagnetism
Electromagnetism
Mechanics
Wave & Optics
Wave & Optics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탐구는 과학
사적인 측면에서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현상의 발견부터
이론의 완성까지가 매우 짧은 시기에 이루어진 실험이라는
것과 수학적 모델의 완성이 선행된 후 실험을 통한 증명으
로 이어진,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과학적 방법이 적용된
실험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실험적인 측면에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모양 관찰과 세기 측정 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해야 이론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교과서 실
험에 많은 개선 요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실험
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 실험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
과서에서 모두 등장한다. 모든 학교 급마다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실험이지만 과학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실험의
정교함은 부족하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실험 중 하나인 ‘전압과 전
류의 관계’ 탐구는 과학사 관점에서 특이한 부분이 많은
실험이다. 학생들에게는 내용의 이해 수준을 떠나 매우 친
숙한 실험 중 하나이다. 그런데 옴의 법칙을 발견한 실제
실험은 지금의 교과서 실험 방법 및 도구와 전혀 다르다.
당시에는 오차 요인도 많았고 실험 결과로 찾아낸 변인들
간의 관계도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었지만 수학적 정리
과정에서 현재의 형태가 나왔다는 점과 실험적으로는 매우
간단한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실험 목표에 대한 부정확한 이
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교과서 실험 방법 구성 등 여러
가지 개선 요인이 있다.
‘탄성력의 크기 측정’ 은 중학교 과학1 교과서에서 정량
적으로 수행되는 실험으로 역사적으로는 매우 오래된 실험
이다. 과학의 발달 측면에서 당시의 시대적 수준을 생각해
보면 변인의 수나 실험 방법이 복잡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인 로버트 훅이 수행한 정교한 실험을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과학자들의 발견을 위한 노력과 실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과학사적 배경 탐색을 통해 훅의 법칙이 항상
성립하는 ‘법칙’이 아니라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추의 무게와 늘어난 길이가 비례하기 위해서는 ‘조건’ 이
맞아야 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훅의 법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며 실험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
또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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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Experimental training program
phase (example).
‘물결파의 반사와 굴절’ 탐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중학교에 등장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
루어질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실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탐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장치의 보유, 학생들의 원리 이해 측면에서 더 큰 어려움이
있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원리와 실험 측면의 문제를 찾아 개선 방향을 제안
하고자 했다. ‘정상파와 기주공명’ 탐구는 실험의 어려움보
다는 교수·학습 측면에서 교과서 실험의 개선이 필요하기에
다섯 개의 물리 실험 중 하나로 선택되었다.

III. 과학사와 정교한 실험을 바탕으로 한 물리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1. 연수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안
과학사와 정교한 실험을 바탕으로 한 교사 연수 프로그
램의 전체 구성안은 Fig. 2와 같다. 교사 연수는 15시간을 1
학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전 온라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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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과 3일간의 집합연수 24시간으로 구성된 30시간 (2
학점) 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수 프로그램의 특징은 실험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이 연수중에 익혔던 물리 실험을 능숙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연수에서의 문제점을 개선
한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실험 주제의 선정이
실험 연수 대상자에 의해서 사전에 이루어진다. 실험 주제
는 중학교 과학1 ∼ 과학3 교과서 (고등학교의 경우 물리I,
물리II 교과서)의 물리 실험 중에서 실제와 달라 지도에 많
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3종의 실험을 선정하는데, 선정
방식은 실험 연수 신청 예정(계획)이 있는 교사들 대상으로
연수 기관에서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한다. 또
실험 연수에서의 실제 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각 주제의
실험을 학교에서 지도할 때 느꼈던 어려움을 공유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된 과학사적 내용이나 이론의
조사 그리고 교과서 실험을 분석하는 활동이 모둠활동 형
태로 이루어지는데 개별 작업이 필요한 과학사 내용 조사
및 이론 조사 활동은 온라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는 연수
시작 전에 실험 주제가 연수 참가자들에 의해 미리 정해지
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한가지의 중요한 과정은 앞선 모
둠활동 및 개별 활동을 통해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
서 실험을 수정�보완하여 직접 실험을 설계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 교과서 실험의 문제점과 어려움 해결을 위해
설계된 실험에 대해 정교한 실험을 수행하고 정리하는 것이
본 연수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다.

2. 각 단계별 활동 예시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 활동의 특징을 예시와 함께 제
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나의 문제점 인식 및 공유와
교과서 비교 및 분석’ 단계이다. 이 단계는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가 연수의 주체가 되어 연수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드러난 교사의 문제점, 교과서의
문제점 등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연수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고 진행된다. 교사들에게 학교에서 수행한 탐구 중에
서 잘 실행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
인지 생각해 보게 한 후, 탐구 지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포함하여 각자 정리하도록 한다. 이후 모둠 간 발표 및 공유
과정을 진행한다.
각 교사가 탐구 지도 시 겪는 어려움을 서술하는 방식이
나 내용이 다양하여 서로 공유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타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는데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어려움 범주를 교사 요인, 학생 요인, 교과서
요인, 실험 준비물 및 환경 요인, 실험 과정 및 결과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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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st of references related to history of ‘magnetic field by current flowing wire’.
No.

Description

Source

1

Ørsted’s experiment: the compass needle
vibrates off its north every time the
battery is turned on.

A. K. T. Assis & J. P. M. C.
Chaib (2015) [24] pp.21-24.

2

Biot and Savart’s experiment: magnetized
needle oscillates when the electric current
flows.

A. K. T. Assis & J. P. M. C.
Chaib (2015) [24] pp.109-113.

3

Ampère’s experiment: Ampère observed
an attraction and repulsion between two
current-carrying conductors.

A. K. T. Assis & J. P. M. C.
Chaib (2015) [24] pp.55-72

등의 5가지로 나누어 기술하도록 한다. 연수의 주요 활동은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모둠 활동을 통해 조사, 토의 및
발표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단계 1의 목표와 방법에 대한
강사의 안내가 끝나면 각 모둠에서 토의를 통해 학교에서
실험 지도 시 경험했던 어려움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공통된
점과 서로 다른 점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후, 전체 발표 시간을 갖는
다. 교사들의 발표 후, 사전에 조사한 해당 실험의 지도 시
어려움 사례를 소개한다. ‘나의 어려움 인식 및 공유’ 후에
모둠별로 교과서 비교 분석 활동을 한다. 중고등학교 과학
(물리) 교과서는 여러 개의 교과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실험제목을 가진 실험들을 실험 준비물, 방법, 결과
정리 및 내용 설명 등에 대해 교과서별로 비교한다. 비교한

Remarks

내용을 정리하여 교과서별 특징과 문제점을 발표하는 과정
으로 진행한다.
두 번째 단계는 ‘과학사적 배경 탐색’이다. 이 단계에서는
조사와 발표 등을 통해 실험의 등장 배경 및 발전 과정 등
과학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다. 먼저, 구글
검색, 위키피디아 (Wikipedia) 검색을 이용하여 실험에 대
한 기본적인 내용을 찾고, 위키피디아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
서 참고문헌 (Reference) 에서 추가 자료를 검색한다. 또한
과학자가 법칙이나 이론을 발표한 그 논문이나 출판물을
찾고, 실험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읽어보도록 한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 내에 교사들이 원하는 자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교
사들이 이를 분석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Table 2는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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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ample of inquiry improvement ideas.
inquiry

Magnetic field caused by
the current flowing in
the straight wire

Improvement ideas
• In middle school textbooks, experiments are limited to qualitative magnetic field observation and in a high school textbook, the intensity of a magnetic field is measured through
quantitative experiments
• Describe the specific conditions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presented in the textbook
• Include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error by comparing the theoretical value with the
experimental value, and the process of inferring the cause of the error

Relationship
between
voltage and current

Measurement the magnitude of elasticity

Refraction and refraction of water waves

• Note the change in the resistance value due to the temperature change of the resistor.
• Describe the scope of use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eg DC power supply), that is, it
presents an actual adjustable and safe measurement range.

• Include guidance on how to select and check the spring that the Hooke’s Law holds.
• Include comparisons with theoretical values, and the process of inferring the factors of error.

• Indicat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wavelength of water wave and depth of water is a
characteristic of the shallow water wave
• Include the conditions for water depth in detail
• Observe changes in the speed of the water wave before observing that the wavelength of the
wave changes with the depth of the water

Standing wave and resonance

• Improve with a simple experimental device using plastic graduation cylinder, PVC tube,
rubber hammer etc
• Consider the edge effect and interpret the experimental results

도선에 의한 자기장’ 탐구와 관련된 과학사 자료의 일부를

이에 따라 물결파의 파장이 잘 바뀌지 않는다면서 탐구를

나타낸 것이다.

수행할 때의 어려움을 말하곤 한다.

세 번째 단계는 ‘탐구 관련 이론 분석’ 이다. 교과서에

균일한 중력장 내에서 비압축성 유체에 대해 ‘선형 파동

제시된 탐구와 관련된 물리 내용을 고찰하는 과정이 이루

이론’ 을 적용하면, 비압축성 유체의 연속방정식에 의해 속

어진다. 학생들이 배우는 물리 개념은 실제 물리 현상에

도 퍼텐셜은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운동학적 경

서 주요 변인들의 관계만 다루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계조건, 역학 표면 경계 조건 등을 이용하면 각진동수 ω 는

현상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정한 제한

각파수 k, 물의 깊이 h 에 대해 다음의 관계식을 만족한다

조건에서만 이론과 맞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25].

학생과 교사들은 왜 그런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된 실험 결과를 얻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는 대학교 이

ω 2 = gk tanh(kh) =

상의 물리 개념을 이용하여 중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탐구를
이론적으로 해석하게 한다.

2πg
tanh(kh)
λ

이를 이용하면,√
깊이가 큰 심해파(deep-sea water wave)

에 대해서는 v ≈

gλ
2π ,

과서에서는 ‘물결파의 속력은 깊이가 깊을수록 빠르고, 얕

깊이가 낮은 천해파(shallow water
√
wave) 에 대해서는 v ≈ gh 로 근사할 수 있다. 여기서

을수록 느리다’고 설명하면서 물결파 투영장치에서 물속에

천해파로 근사할 수 있는 조건은 파장이 수심과 비교해서

판을 넣어 물의 깊이를 달리하면서 파장이 바뀌어 굴절이

매우 길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Moon & Park의 연구 [26]에

일어나는 실험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은 깊

의하면, 물의 깊이에 따라 물결파의 파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를 들어 ‘물결파의 반사와 굴절’ 탐구를 살펴보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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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물의 깊이가 수 mm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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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시사점

위와 같이 수면파의 이론적 접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서는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에서 자기력에 의한 나침반 자기 바늘
의 진동,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한 직선 전류의 자기장 계산,
지구 자기장의 영향 등을 분석하게 하였다. ‘전압과 전류의
관계’ 에서는 전류 밀도로부터 옴의 법칙의 유도,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의 온도의 영향 등을 다루었으며, ‘탄성력의
크기 측정’ 에서는 영률을 고려한 훅의 법칙을 유도하였고,
‘정상파와 기주공명’에서는 기주공명에서의 가장자리 효과
를 분석하는 내용을 ‘이론 분석’ 과정으로 포함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정교한 실험 수행’이다. 이론값과 비슷한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 정교한 실험을 수행해보는 것으로,
실제 실험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물리 탐구 지도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실험이 잘 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학교 실험 지도에서의
시간과 실험 이후의 학생 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실험
과정 전반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실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험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계산하고 계산 결과를 이용해 그래프를 그린 후 결론을 도출
하는 과정에 대한 비중을 높인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실험에서
자기장의 세기 측정 및 관찰에 필요한 전류 값은 약 3 A
이상이다. 따라서 직류전원장치도 이에 맞는 것을 사용해
야 한다. 또한 회로의 저항이 클 경우, 구리 막대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매우 작아지므로 저항 선택에 주의해야 한
다. 한편 나침반의 회전각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눈금 표시가
세밀한 큰 나침반을 사용하도록 했다. 연수에 참여한 교
사들은 측정값과 이론값과의 차이 (상대오차) 를 구해 실험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탐구 개선’ 이다. 단계 1에서 단계 4까
지의 수행한 결과들을 토대로 교과서 탐구의 문제 해결 방
안을 적용하여 개선된 실험으로 재구성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실험은 학교에서 학생들과의 실험으로
즉시 적용 가능한 형태이며 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교사가 탐구 지도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내용과 수준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본 연
구에서는 5개의 탐구에 대해서 각각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제공하여 교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개선 아이디어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수에서 제공하는 탐구 개선
의견의 예시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교사의 물리 탐구 지도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연수 모형으로 교과서의 물리 탐구에 대한 과학사적
배경 탐색, 이론 분석, 정교한 실험 수행 및 교과서 비교·분
석을 통한 교과서 물리 탐구 개선을 수행하도록 했다. 연수
모형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단계 1에서는 탐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모둠 내 교사들 간에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각 교사가 사용하는 교과서의
탐구 목표, 준비물, 실험 조건 및 방법, 실험 결과 그리고 결
과의 처리 및 분석 방법 등을 세부항목으로 선정하여 비교·
분석한다. 단계 2 ∼ 4 는 연수 프로그램의 중심 과정이며
병렬 구조를 가진다. 단계 2는 과학사적 배경 탐색이다. 교
과서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법칙이나 이론의 배경을
알고 교과서 실험의 조건과 한계를 이해하여 효과적인 탐구
지도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점검한다. 단계 3은 이론 분석
단계이다. 단편적인 법칙이나 이론의 암기 또는 수학적 전
개 수준을 넘어서 물리 원리를 실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실험 결과를 물리 원리에
바탕을 두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단계 4는 정교
한 실험 수행 단계이다. 정확하고 정밀한 실험을 수행하여
실제 실험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탐구 지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또한 실험 데이터의 정리 및 계산을 통한 구체적인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 방법, 이론값과의 비교 등의 과정을 통해
결론 도출 및 평가 방법을 익혀 실질적인 물리 탐구 지도
방법 및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마지막은 교
과서 실험을 개선하고 최종적으로 개선안을 확정하는 단계
이다. 단계 5에서는 단계 1에서 단계 4까지의 과정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서 실험의 문제점과 실험 지도 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교과서 실험의 개선안을 확정하게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바탕으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압과 전류의 관계, 탄성력의
크기 측정, 물결파의 반사와 굴절, 정상파와 기주공명 등의 5
가지 실험을 이용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사들은
이들 5개의 탐구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5단계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교과서 탐구를 지도하는 방법, 탐구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다른
탐구들도 더 잘 지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수는 과학 교사들의 물리 탐구 지도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사들의 탐구 지도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기대한다.
탐구 지도에 대한 자신감 향상은 교사의 강의식 수업 비중

Development of a Science Teacher In-Service Training Program · · · – Seyeon Lee · Bongwoo Lee

을 줄이고 탐구 수업 횟수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409

[9] R. L. Bell, L. M. Blair, B. A. Crawford and N. G.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탐구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

Lederman, J. Res. Sci. Teach. 40, 487 (2003).

수업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10] D. Hodson, Education in Chemistry19, 112 (1982).

갖게 하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1] J. J. Wellington, Practical Work in School Science: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연수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이

Which is now?. (Routledge, New York, 1998), p. 3.

용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으로 실증적인 적용 과정

[12] L. D. Smolleck, C. Zembal-Saul and E. P. Yoder, J

은 포함되지 못했다. 향후 실제 교사 연수에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모형 및 프로그램 개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Sci Teacher Educ 17, 137 (2006).
[13] M. Windschitl, J. Res. Sci. Teach. 41, 481 (2004).
[14] H. Kim, H. Yoon, K. Lee and H. Cho,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58, 213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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