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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예비과학교사들이 학생 중심 비유를 사용한 수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에 소재

한 사범대학에 재학중인 6명의 예비과학교사가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예비교사들에게 교육 실습에서 학생 중심 비유를 사용하

도록 한 후, 수업 계획 과정과 수업을 관찰하고 수업 전후에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지속적 비교 방법으로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물리적 비유와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할 때 예비교사들은 비유 활동의 방법과 규칙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경우

가 있었고, 일부 예비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비유 활동의 결과를 예측해보도록 하였다.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한 수업에서 예비교

사들은 학생들 중 일부에게만 역할을 부여하였고, 목표 개념을 설명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 비유 생성을 사용한 수업에서는 학

생들이 생성한 예상치 못한 비유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학생들의 비유 생성을 돕기 위해 비유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이

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비유, 예비과학교사, 교육 실습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lessons using student-centered analogies by pre-service sci-

ence teachers. Six pre-service science teachers at a college of education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practiced les-

sons using student-centered analogies in teaching practices. We observed their planning lessons and the lessons. Also we

interviewed them before and after their lessons. All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using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There were some cases where they did not clearly guide methods and rules of analogy activities when using physical

analogy and role-playing analogy. Also, some of them invited students to predict the outcome of analogy activities. In lessons

using role-playing analogy, they gave roles to only a few of students and had a trouble dealing with target concepts. In lessons

using self-generated analogy, they had a hard time dealing with unexpected analogies that students generated and provided

examples of analogies in order to help students to generate analogies.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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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학교사는 학생들에게 과학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

하기 위한 도구로 비유를 자주 사용한다.1,2 비유는 과학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비유가 과학 교과에서

다루는 낯설고 추상적인 개념을 친숙하고 구체적으로 이

해하도록 돕기 때문이다.3 이때, 비유를 사용한 과학 수업

은 교사가 교과서나 자신의 경험 등에서 유래한 비유를

제시하고 설명하면 학생들이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

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4 

그러나 이와 같이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을 중심으로 한

비유 사용 방식은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여 지식을 구성하는 구성주의적 관점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효과가 기대한 것과 다를 수 있다. 즉, 제시한

비유가 학생들에게 친숙할 것이라는 교사들의 기대와 달

리 학생들은 주어진 비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5 또한, 비유를 사용한 학습에서는 목표 개념과

비유물의 대응 관계를 발견하고 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한데, 교사의 설명이 중심이 될 경우 학생들이 대

응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6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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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유를 사용하더라도 교사 중심으로 설명할 때 보다

학생 중심으로 사용할 때 학생들의 개념 이해도와 대응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7,8 따라서 학생

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비유 사용

방식을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생 중심 비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물리적 비유

(physical analogy), 역할놀이 비유(role-playing analogy), 비

유 생성(self-generated analogy)을 들 수 있다.9 먼저, 물리

적 비유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사물을 직접 조작할 때 나

타나는 현상을 목표 개념에 빗대는 것을 말하며,10 역할놀

이 비유는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나 감각을 이용해 비유물

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목표 개념에

빗대는 것을 말한다.11 즉, 두 비유 모두 비유물에 대한 직

접 적인 체험을 제공하여 비유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친숙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동

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10 이에 물리적 비유와 역할

놀이 비유는 개념 이해나 성취도 등의 인지적 영역만이

아니라 학습 동기나 과학 수업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같은

정의적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7,12,13

비유 생성은 문자 그대로,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 개념

에 대한 비유를 학생들이 직접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14 학

생들은 비유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목표 개념에 자신의 선

경험이나 선지식을 연결하여 사고함으로써 자기주도적

인 학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유 생성은 개념 이해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5,16 비유

를 생성할 때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

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학 학습에 대한 태도나 학

습 동기와 같은 정의적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18 그리고 비유를 생성할 때 활용되

는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과 같이 다양한 과학적 사

고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제안되고 있으며,19,20

최근에는 과학적 모델링 능력이나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21,22 물리적

비유와 역할놀이 비유가 활동의 형태를 지칭하는 것인 반

면 비유 생성은 비유의 출처가 학생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역할놀이 비유를 직접 고안해보도록 하는 것

과 같이 물리적 비유나 역할놀이 비유를 생성해보도록 함

으로써 이들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23

한편, 학생 중심 비유가 갖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

고 교과서에 제시되는 비유는 교사 중심 비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9,24 학생 중심 비유가 일부 제시되더라도

상당수가 물리적 비유이며 역할놀이 비유나 비유 생성은

드물었다. 교과서의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학교 현장의

과학 수업에서도 학생 중심 비유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2,4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 중심 비유가 더욱 적

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학생 중심 비유에 대한 과학

교사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도 중요

하지만, 과학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 중심 비유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거나 학생 중심 비유를 사용

한 예비교사들의 수업을 분석하는 등의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비교사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학생 중심 비유와 관련된 연구는 이것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조사하는 연구가 대부분이고,7−10,12,13,15−19,25 수

업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는 등 학생들의 학

습 과정을 조사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진 정도이다.23,26 즉,

학생 중심 비유를 사용한 교사들의 수업을 분석한 연구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는 물론이고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비교사들이 비유 생성을

사용한 수업을 계획하고 시연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조사

한 Kim et al.의 연구가27 있었으나 이 연구는 비유 생성에

만 초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모의 수업을 위한 수업 계획과

시연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수업 상황에 따른 실제 학생들의

반응이나 예비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 등은 분

석하기 어려웠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실제 수업을 담당하

게 되는 교육 실습에서 학생 중심 비유인 물리적 비유와

역할놀이 비유, 비유 생성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 수업에

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예비

교사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데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 중심 비유를 효과적으로 사용

하기 위한 전략 개발에도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참여자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범대학 화학교육과에 재학하고

있는 예비과학교사 6명(예비교사 A, B, C, D, E, F)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6명 모두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한 중학교에

서 교육 실습을 4주에 걸쳐 수행하였다. 예비교사들은 전

년도에 ‘화학교육론’과 ‘화학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수강

하였으며, 해당 학기에는 ‘화학교육연구’를 수강하고 있

었다. ‘화학교육론’에서는 기본적인 과학 교수학습 이론

을 다루며, ‘화학교재연구 및 지도법’에서는 과학 수업 기

법과 과학 수업 모형을 학습하고, 과학 수업 모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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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업을 시연한다. ‘화학교육연구’에서는 화학교육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활용하여 화학 교수학습의 이론과 방

법을 학습한다. 예비교사들은 ‘화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에서 과학 수업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한 차례씩 시연한

경험이 있었고, 학생 중심 비유를 사용한 수업을 포함해

이외의 과학 수업 경험은 거의 없었다. 

연구 절차

교육 실습 전에 ‘화학교육연구’ 수업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중심 비유에 대한 워크숍을 약 1.5차시 동

안 진행하였다. 워크숍은 비유와 관련된 단행본을28−30 중

심으로 학생 중심 비유와 관련된 연구를7−23 참고하여 구

성하였다. 워크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 중심 비유와 관련된 내용에 앞서 과학교육

에서 비유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과학

수업에서 사용하는 비유의 의미와 예시를 설명하였고, 비

유를 사용할 때의 장점과 한계점 또한 다루었다. 한계점

중 비유의 잘못된 사용이 오개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을 강조하였고, 대응 오류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오개념이

대응 오류와 관련이 깊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비

유의 다양한 유형과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였으며, TWA

모형과31 같이 비유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업 모

형도 소개하였다. 

이후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학생

중심 비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물리

적 비유와 역할놀이 비유, 비유 생성을 각각의 특징과 함

께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때, 역할놀이 비유의 경우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한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한 수업

영상을 함께 보여주었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비유 생성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화학 반응을 목표 개념으로 하는

비유를 생성한 후 이를 동료들에게 발표하고 발표한 비유의

장단점 등을 토론해보도록 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 실습이 시작된 후에는 예비교사들에게 자신이 담

당하는 수업에서 비유의 종류와 차시 등 구체적인 수업

형태를 자유롭게 정하여 학생 중심 비유를 사용하도록 하

였다. 연구자는 교육 실습 전반에 참관하며 예비교사들이

학생 중심 비유를 사용한 수업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

였다. 즉, 예비교사들이 학생 중심 비유를 사용한 수업을

계획하는 경우, 수업 계획 과정을 관찰하였고 수업 계획을

마친 후에는 예비교사들이 제작한 PPT와 활동지, 지도안

등 모든 교수학습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예

비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면담을 진행하였다.

사전 면담에서는 학생 중심 비유를 사용한 의도와 구체적

인 수업 계획,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예상

하는 학생들의 반응 등을 질문하였다. 수업 중에는 계획

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는지, 학생과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등을 집중적으

로 관찰하여 관찰 노트를 작성하였고 수업의 모든 과정을

녹화하였다. 같은 차시의 수업을 여러 학급에서 할 경우,

마찬가지 방법으로 모든 수업을 관찰하고 녹화하였다. 수

업이 끝난 후 예비교사들의 수업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 수업을 마친 후 이루어지는 평가회도 관찰하며

관찰 노트를 작성하였다. 평가회는 매 수업이 끝난 후 수

업을 진행한 예비교사의 자평, 동료 예비교사의 평가, 지

도교사의 평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매 수업에 대해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수업을 마친 후에는 사후 면

담을 진행하였다. 사후 면담에서는 수업에서 개선할 점,

사용한 학생 중심 비유에 대한 평가, 수업 중 학생들의 반

응이나 태도에 대한 예비교사의 의견 등을 구체적인 수업

상황과 함께 질문하였다. 예비교사들의 모든 면담은 개별로

진행되었으며, 각 면담은 45-60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면담은 녹음 후 전사하였고 전사본은 분석에 활용하였다.

학생 중심 비유를 사용한 수업

6명의 예비교사 중 A, B, C는 1학년의 수업 중 기체의

성질에 대한 수업을 세 차시 동안 담당하였고, D, E, F는 3

학년의 수업 중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에 대한 수업을

세 차시 동안 담당하였다(Table 1).

1학년 수업을 담당한 세 명은 1차시 수업에서 확산과

증발을, 2, 3차시 수업에서 보일 법칙을 다루었다. A, B, C

Table 1. The student-centered analogies used in the lessons

예비교사 수업 단원
학생 중심 비유

1차시 2차시 3차시

A 기체의 성질 역할놀이 비유

B 기체의 성질 역할놀이 비유

C 기체의 성질 비유 생성

D 화학반응의 규칙성 비유 생성 비유 생성

E 화학반응의 규칙성 물리적 비유 비유 생성 역할놀이 비유

F 화학반응의 규칙성 비유 생성 비유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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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2차시 수업에서는 보일 법칙을 정량적으로 설명하

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3차시 수업에서는 보일 법칙을 입

자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C는 3차시

수업에서 보일 법칙을 입자적 관점에서 다룬 후 나머지

시간에는 1-3차시의 수업을 정리하였다. A, B, C는 모두 3

차시 수업에서만 학생 중심 비유를 사용하였는데, A와 B는

역할놀이 비유를, C는 비유 생성을 사용하였다. A와 B의

역할놀이 비유는 기체의 부피 변화에 따라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달라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즉, 벽 역

할을 맡은 학생들이 원 모양으로 서고, 입자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원 안에 들어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벽 역할을

맡은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면 그 횟수를 모두 더해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때, 원의 크

기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에 각각 한 번씩, 총 두 번에 걸

쳐 활동을 실시하고 하이파이브 횟수를 비교함으로써 작은

원에서의 하이파이브 횟수가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C의

비유 생성은 기체의 성질 단원에서 학습한 개념 전반을

복습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해당 차시까지 학습한 확산,

증발, 기체의 압력, 보일 법칙의 네 가지 개념을 각 조별로

하나씩 맡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비유를 생성하고 발표

하도록 하였다.

3학년 수업을 담당한 예비교사들은 1차시 수업에서 질

량 보존 법칙을, 2, 3차시 수업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을 다

루었다. 먼저 D의 경우, 1차시와 3차시 수업에서 비유 생

성을 사용하였다. 1차시 수업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을 학

습한 후 질량 보존 법칙을 표현할 수 있는 비유를 조별로

생성하고 한 조씩 나와서 발표하도록 하였다. 3차시 수업

에서는 2차시 수업에서 학습한 일정 성분비 법칙을 되돌

아보는 여러 활동 중 하나로 비유 생성을 사용하였다. 이

때는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 더욱 친근하게 비유를

생성하도록 스토리텔링과 접목시켜 비유를 이야기 형식

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E는 1차시 수업에

서 질량 보존 법칙을 학습한 후 카드링을 활용한 물리적

비유를 사용하였다. 즉, 수소 원자에 대응하는 붉은색 플

라스틱 카드링과 질소 원자에 대응하는 은색 금속 카드링을

조작하여 수소 기체와 질소 기체의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2차시 수업에서는 비유 생성을 사용

했는데, 물질을 이루는 성분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에 초

점을 두고 일정 성분비 법칙을 표현할 수 있는 비유를 생

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3차시 수업에서는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하였는데, 학생들이 각자 아이오딘화 이온(I−)과 납

이온(Pb2+)의 역할을 맡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서로

만나면 손을 잡으면서 자리에 앉아 아이오딘화 납 앙금

(PbI2)의 생성 반응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F는

1차시 수업에서 질량 보존 법칙, 2차시 수업에서 일정 성

분비 법칙에 대한 비유 생성을 사용하였다. 두 차시 수업

모두 목표 개념을 학습한 후 비유를 생성하도록 하였고, 조

별로 비유를 생성하고 전체 학급에 발표해보도록 하였다.

분석 방법

예비과학교사가 학생 중심 비유를 사용한 수업에서 나

타나는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지속적 비교 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사용하였다.32 우선, 면담 전사본과

수업을 녹화한 영상, 예비교사들이 제작한 PPT와 활동지,

관찰노트 등 모든 자료를 연구자 2인이 각각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학생 중심 비유를 사용한 수업에서 나타나는 특

징을 추출하였다. 이후 각자가 추출한 특징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특징을 도출하고 학생 중심 비유와 관련된

연구를7−23,25−27 참고하여 이러한 특징이 갖는 의미와 해석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분석한 연구 결과는 나머지 자료와

비교하고 재분석하는 삼각 측정(triangulation)의 과정을 거침

으로써 타당화하였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들의 수업 계획

과정을 관찰하면서 예비교사들이 비유 생성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학생들에게 예시를 제공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사전

면담에서 예시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 준비한 예시를 제공하는 모습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였다. 이후 평가회와 사후 면담에

서는 예시를 제공한 것과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예비교사

들의 의견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

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교육 전문가 1인, 현직 과학교사

3인, 과학교육 전공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세미나를 여러 차

례 실시하여 도출한 특징과 이에 대한 해석을 점검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물리적 비유와 역할놀이 비유에서 나타난 특징

비유 활동의 방법과 규칙에 대한 안내. 학생들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비유의 사용이 기대한 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비유를 이해하여 오개념이 발생할 수도 있다.6,33

특히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주도권이 주어지는 학생 중심

비유의 경우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때, 물리

적 비유와 역할놀이 비유는 비유 활동의 방법과 규칙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비유물 자체가 되므로 교사는 물

리적 비유나 역할놀이 비유 활동에 앞서 학생들에게 활동

방법과 규칙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8,25

먼저, 3차시 수업에서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한 A와 B는

활동 방법과 규칙 등을 PPT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세

히 안내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시범을 보이거

나 PPT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움직임을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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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대한 비슷한 속도로 움직

여야 한다’거나 ‘손뼉을 마주치기 전까지는 직선으로 움

직여야 한다’는 것과 같이 활동에서의 유의사항까지도 추

가로 설명하였다. 모든 설명을 마친 후에는 사전에 동료

예비교사들과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한 시범 영상도

보여주었다.

E도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한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한 3

차시 수업에서 A, B 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마찬가지

로 PPT를 이용하여 활동 전반에 대한 방법과 규칙을 자세

히 설명하였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시범 영상을 보여주

었다. 또한 ‘입자가 되는 선서’라는 명칭으로 비유 활동에

서 학생들이 맡게 될 역할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학생들이

직접 소리 내어 읽어보도록 함으로써 각자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1). 

그러나 3차시 수업과 달리 1차시 수업에서는 물리적 비유

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활동 방법과 규칙을 충분히 안내하

지 않았다. 우선, E는 학생들이 카드링을 친숙하게 여기도

록 ‘영어 단어 카드를 만들 때 사용했던 카드링’이라고 언

급하는 등 카드링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비

유 활동에서 카드링을 어떻게 열고 닫는지와 같은 카드링

의 조작 방법이나 주어진 카드링 중 어떤 카드링을 분해

해서 어떤 카드링을 만들어야 하는지와 같은 규칙은 안내

하지 않았다. 또한 활동에서의 유의사항을 별도로 제시하

였으나 ‘카드링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거나 ‘활동을

마친 후에는 제자리에 둔다’와 같이 활동 방법과 규칙에

대한 안내는 아니었다. 이와 같이 활동 방법과 규칙을 충

분히 안내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E는 이 부분에서 어려

움을 겪을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 학생들이 카드링 조작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 활동하는 걸 보니까 카

드링을 빼고 끼우고 하는 걸 잘 못하고, 어떤 카드링을 끼

워야 하는지 같은 걸 잘 모르더라고요.

(예비교사 E의 사후 면담 중)

이와 같은 안내 부족은 실제로 활동 중 학생들의 혼란

과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활동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학

생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을 때, 많은 학생들이

카드링을 조작하는 방법이나 활동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

등을 알지 못하였고, 순회지도를 하는 E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E는 학생들의 질문에 일

일이 답해주었으며, 학생들이 자주 혼동하는 것은 학급의

전체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설명해주기도 하였다. 

학생: 선생님, 이거 카드링이 안 열려요. 어떻게 해요?

E: 카드링을 쉽게 만들려면 이렇게 카드링을 벌려서 다른

카드링에 꽂아 넣으면 돼요. 할 수 있겠나요?

(예비교사 E의 1차시 수업 중)

학생들은 역할놀이 비유 활동을 경험해보지 않더라도

활동 방법이나 규칙에 대한 안내가 명확히 이루어진다면

큰 어려움 없이 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8 그러나 예

비교사들은 활동 방법과 규칙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경

우가 있었고, 이는 학생들이 활동 중에 겪는 혼란과 어려

움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물리적 비유나 역

할놀이 비유를 사용할 때, 활동 방법과 규칙을 자세하고

명확히 안내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 활

동 방법과 규칙을 더욱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방법으

로 예비교사들이 사용했던 ‘선서’나 시범 영상 등도 함께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할

때는 세 명의 예비교사 모두 활동 방법과 규칙을 안내했

으나 물리적 비유를 사용할 때는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

했으므로 물리적 비유와 역할놀이 비유 중 어느 것을 사

용하는지에 따라 교사의 안내 정도가 달라지는 지를 조사

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비유 활동에서 결과 예측이 갖는 의미. A와 E는 3차시

수업의 역할놀이 비유 활동에서 학생들에게 활동의 결과를

예측해보도록 하였다. 먼저, A는 3차시 수업에서 역할놀

이 비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큰 원과 작은 원에서의 하이파이브 횟수가 어떻게 다를지

질문함으로써 학생들이 활동의 결과를 예측해보도록 하

였다. A는 결과를 예측해보도록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A: 학생들의 선개념을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예측해보기

활동을 넣었어요. 예측한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선개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직접

확인하기를 바랐어요.

(예비교사 A의 사전 면담 중)

Figure 1. A presentation slide of pre-service teache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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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지고 일부

학생의 대답만을 들은 후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정도에

그쳤다. 

반면, E는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한 3차시 수업에서 A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의 결과를 예측해보도록 하였다. 즉, E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역할놀이 비유로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오딘화 납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한 실험 과정을 영상

으로 보여주고 실험 결과를 예측해보도록 하였는데, 이때

활동지에 예측한 결과와 이유를 함께 적도록 하고 학생들

이 결과를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도 제

공하였다.

E: 생성되는 앙금의 양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 봅시다. 질산

납 수용액을 더 많이 첨가할수록 생성되는 앙금의 양이

감소할지, 일정할지, 증가할지를 활동지의‘예측하기’

칸에 이유와 함께 적어봅시다. 선생님이 2분 정도 시간을

줄게요.

(예비교사 E의 3차시 수업 중)

이후에는 학생들에게 예측한 결과에 따라 손을 들어보

게 하고, 그 이유를 발표해보도록 하였으며 “실제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아봅시다”라고 하며 역할놀이 비

유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역할놀이 비유 활동 중에도

납 이온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 과량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

렇게 남은 납 이온을 앙금으로 만들려면 얼만큼의 아이오

딘화 칼륨 수용액을 넣어야 할까요?”라고 질문하며 지속

적으로 학생들에게 결과를 예측해보도록 하였다. 학생들

에게 활동의 결과를 예측해보도록 한 것과 관련해 E는 ‘결

과를 예측한 후에 비유 활동으로 결과를 관찰하고 설명해

보는 수업의 흐름으로, 실험을 비유 활동으로 대체한 일

종의 POE 모형을 의도한 것’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물리적 비유 활동이나 역할놀이 비유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 개념과 관련된 속성보

다는 비유물의 외적인 표현에 집중하거나,23 자신의 선경

험과 편견에 기초해 대응 관계를 잘못 해석하기도 한다.25

따라서 교사가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

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에게 활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표현해보도록 하는 것은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때, E가 의도했던 것처럼 POE 모형의 원리를 적

용하여, 단순히 결과를 예측해보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예상한 결과와 이유를 직접 기록해 보도록 한다면, 학생

들이 자신의 사전 지식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예측한 결과

와 비교하며 실제 활동의 결과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비유의 교육적 효과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34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 학생 중심 비유의 사

용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정교화 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나

아가서는 이러한 전략을 예비교사 교육과정에도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할놀이 비유 활동에서 학생들의 역할에 대한 고려.

역할놀이 비유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학급의 모든 학생이

역할놀이 활동에 참여하였다. 즉, 모든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하거나,12,13 한 번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의 수

에 맞게 조를 구성하고 조별로 활동하도록 하였다.8,25

그러나 이 연구에서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한 A, B, E 세

명의 예비교사 모두 일부 학생들만 참여하는 형태로 활동을

구성하였다. A와 B의 경우 벽 역할은 10명, 기체 입자 역

할은 4명의 학생들이 맡도록 하여 학급의 나머지 학생들

에게는 활동을 관찰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역할을 맡기지

않았다. E도 마찬가지로 3차시 수업에서 학생들 중 일부

에게만 아이오딘화 이온과 납 이온의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업을 마친 후 이루어진 면담에서 A는 ‘더욱 많

은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해 볼 수 있도록 활동에 참여한 학

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역할을 바꾸어 활동을 한 번

더 실시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A: 입자를 체험한 사람이 더 많을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을 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단 입자를 체험하는게

훨씬 재미있으니까요. 그래서 (활동을) 보고있던 학생

들과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바꾸도록 해서 활동을 한

번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비교사 A의 사후 면담 중)

E도 유사한 의견을 보였는데, 단순히 똑같은 활동을 반

복하기보다는 아이오딘화 납 앙금이 아닌 다른 앙금을 표

현하는 활동 즉, 유사한 원리를 담고 있지만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역할놀이 비유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나 감각을

이용한 능동적인 활동 참여로 학습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학생들 중 일부만 활동에 참여할 경우, 나머지 학생들에

게는 기대한 만큼의 학습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역할 놀이 비유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8,12,13,25 모든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했던 것과 같이, 예비교사들이 가능

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활동을 구성하도록 교

육할 필요가 있다. 이때, 단순히 역할을 맡는 학생의 수를

늘려 활동의 규모를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A와 E가 응답

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번갈아가면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안내할 수 있다. 또한, 활동을 변

형하여 추가적인 역할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E의 활동을 예로 들면 납 이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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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구경꾼 이온에 대응하는 역할을 만

들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이 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더욱

많은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활동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경우처럼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이 학생들은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관찰하게 된다. B는 이런 학생

들에 주목하여 학생들이 활동을 관찰해보는 것도 중요하

다는 의견을 보였다. 즉, 수업을 계획할 때부터 이런 학생

들을 고려하여 일부 학생들만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으나 수업에서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본 후, 학생들

이 활동에 참여할 때는 자신이 행동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다른 학생들의 행동이나 활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는 별개로

활동을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B: 역할을 한 친구들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충돌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관찰해 보는 역할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

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비교사 B의 사후 면담 중)

역할놀이 비유 활동에서 활동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

다고 생각한 B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도 뒷받침된다. Kim et al.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다른 학생

들이 활동에 참여하여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규칙을 발견

하고 과학 개념을 학습하는 경우가 있었다.25 또한, Yang

et al.의 연구에서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로 친구

들의 활동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유사점을 찾는 것이 흥미

롭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8 

즉, 역할놀이 비유 활동을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

목한 예비교사가 있었고, 관련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도

이것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역할놀이 비

유와 관련된 연구에서 활동을 관찰하는 하는 것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역할놀이 비

유 활동에 직접 참여한 학생과 이를 관찰한 학생이 갖는

인식이나 학습 경험, 학습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후속 연

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예비교사 교육과

정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한 수업에서 목표 개념을 다루는

방식.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한 세 명의 예비교사 모두 역

할놀이 비유를 사용한 수업에서 목표 개념을 다룰 때 어

려움을 겪었다.

보일 법칙은 외부 압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기

체의 부피가 변하고, 기체의 내부 압력이 변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A와 B는 2차시 수업에서 보일 법칙을 다룰

때 외부 압력의 변화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설명하

였다. 반면 이들이 3차시 수업에서 사용한 역할놀이 비유는

원의 넓이가 다를 때 하이파이브 횟수가 달라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체의 부피가 변할 때 내부 압력이 달라지는 것

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에 두 명의 예비교사 모두 3차시

수업에서 외부 압력의 변화는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역할놀이 비유에서 목표 개념을 표현하는 방식

때문에 기체의 부피 변화에 따른 내부 압력의 변화만으로

보일 법칙을 설명하였고, 이는 2차시 수업의 흐름과 이어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A: 비유에 맞춰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부피 변화에 따른

압력의 변화로 설명을 하게 됐어요.

(예비교사 A의 사후 면담 중)

B: 수업을 준비하면서 좀 우려가 되었던 건 제가 조작해주는

변인이 계속 압력이었는데, 이번 수업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일 법칙은 부피 변화에 따른 압력 변화거든요. 비유

가 부피 변화에 따른 압력 변화를 설명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걸려요.

(예비교사 B의 사전 면담 중)

A와 B의 역할놀이 비유가 외부 압력의 변화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비유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큰 원과

작은 원의 차이를 외부 압력의 변화로 기체의 부피가 달

라진 것에 대응하고 활동을 도입했다면 예비교사들이 우

려했던 것과 달리 2차시에 설명한 보일 법칙의 흐름을 3

차시에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B의 경우 면

담에서 ‘원의 넓이가 변화한 것을 외부 압력의 변화로 설

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 이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B: 아! 근데 지금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 공간이 작아지는

것 자체를 압력을 높였다고 말하면 되지 않나? 지난 시

간에 활동했던 것과 연결해서 주사기를 밀면 압력이 세

진 것처럼 이번에 원의 크기가 작아지는 걸 압력이 세진

걸로 설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비교사 B의 사전 면담 중)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한 수업에서 목표 개념을 다룰 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은 E에게서도 나타났다. 일정 성분비

법칙은 반응물의 입자 수의 비가 일정하고 각 입자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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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질량을 갖기 때문에 반응물의 질량비가 일정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E는 앙금 생성 반응을 표현하는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한 3차시 수업에서 질량비를 언급

하지 않고 입자 수의 비로만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하

였다. 이에 대해 E는 ‘활동에서 학생들이 입자 역할을 맡

았기 때문에 질량비를 다루기가 어려워 입자 수의 비로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E는 이러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각 입자의 질량을

언급하며 입자 수의 비를 질량비와 연결해서 설명할 것’이

라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지는 않았다.

E: 여기 활동에서 질량비도 언급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입자 역할을 맡고 있어서 (질량비를 언급하기가) 조금

복잡해서… 각 원자의 질량을 언급하면서 질량비도 일

정하다는 걸 마지막에 설명하려고요. PPT에는 넣지 않

았는데 나중에 정리할 때 설명하려고요.

(예비교사 E의 사전 면담 중)

일정 성분비 법칙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입자 수의

비를 설명하고 이를 각 입자의 고유한 질량과 연결지어

질량비를 설명하는 과정은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원자 모

형 등을 사용할 때에도 동일하게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일정 성분비를 입자 수의 비로만 설명한 것이 E가

생각한 것처럼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예비교사들은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한 수업에서 목표 개념을 다룰 때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어려움을 역할놀이 비유가 갖는 필연적인 한계점

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A, B의 사례와

같이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

거나 E의 사례처럼 역할놀이 비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한 수업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 개념을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겪은

어려움은 역할놀이 비유가 외부 압력의 변화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비유의 한계점과 관련이 있었으므로 수업에서

비유를 사용하기 전에 비유와 목표 개념의 차이점에 해당

하는 비공유 속성을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여 목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예비교사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이것이 실제 수업으로 이어지지 못

하였으므로 이를 실제 수업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연습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비유 생성에서 나타난 특징

학생들이 생성한 비유에 대한 이해와 피드백의 어려움.

비유 생성 활동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흥미나 관심사 등에

따라 다양한 비유를 생성하였고, 이에 따라 예비교사들은

수업 중에 학생들이 생성한 다양한 비유를 접할 수 있었

다. 이때 예비교사들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비유를 접했을 때 이를 이해하고 피드백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예비교사들은 대부분 조별로 비유를 생성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이 비유 생성을 마친 후에는 조별로 결과를 발표하

도록 한 후, 학생들끼리 질의응답하고 교사가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E는 의미 있는 피드백을 위해

학생들이 비유를 생성할 때 적극적으로 순회지도를 하면

서 학생들의 비유를 미리 파악하였다. 그러나 순회지도에

서 보지 못했던 비유를 학생들이 발표하는 경우, E는 이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하지 못한 채 넘

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E: 자, 그럼 이제 다음 조가 발표해볼까요?

학생: 한 학급에 선생님이 한 명씩만 들어가요.

E: 그게 일정 성분비 법칙과 어떤 관련이 있죠? 아, 한 학

급에 정해진 숫자의 선생님이 들어간다. 자, 모두 박수!

잘했죠?

(예비교사 E의 수업 중)

일부 예비교사들은 학생들이 생성할 비유를 예상하고

이에 맞는 힌트와 피드백을 준비하였으나 학생들이 예상

과 다른 비유를 생성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먼저,

C는 여러 비유를 예상하고 각 조별로 자신이 예상한 비유

를 연상할 수 있는 힌트를 키워드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보일 법칙을 표현하는 비유 중 하나로 범퍼카

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 범퍼카가 벽에 부

딪힌 횟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였고, ‘범퍼카가 벽에

부딪힌 횟수’와 ‘공간의 크기’를 힌트로 제공하였다. 그러

나 이 힌트를 받은 조의 학생들은 같은 수의 사람이 타더

라도 작은 엘리베이터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비유를 생성

하였다. 즉, C의 의도와 달리 충돌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

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를 소재로 비유를 생성하여 교사

가 힌트로 제공한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C

는 학생들에게 원활한 피드백을 하지 못하였다.

C: 애들이 범퍼카를 대충 이해한 다음,‘그럼 엘리베이터

로 만들어도 되겠다’고 하고 엘리베이터로 비유를 만

들더라고요. 범퍼카 비유 같은 경우는 직선 운동이 아

니라는 점을 피드백을 줘야겠다고 미리 생각했어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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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이거랑 비슷한 비유를 만들면 준비했던 피드백을

주려고 했는데, 아예 다른 걸 만들어버리니까 준비했던

피드백을 못 줬죠.

(예비교사 C의 사후 면담 중)

F도 C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신이 예상했던 비유를 힌

트로 제공하였다. F는 그림의 형태로 힌트를 제공하였는

데,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F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비유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F는 예상치 못한 비유가 나왔

을 때 피드백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F: 학생들이 비유를 발표하면 코멘트와 피드백을 해줘야

하는데, 학생들이 예상치 못한 비유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드백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예비교사 F의 평가회 중)

이와 같이 예비교사들이 예상치 못한 비유를 접했을 때

겪는 어려움은 비유 생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

지기도 하였다. C는 수업을 모두 마친 후 이루어진 평가

회에서 비유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과학 수업과 비교

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비유 생성의 특징과 이에 따른 한

계점을 이야기 하였다. 

C: 예를 들어, POE를 적용해서 학생들에게 실험 결과를

예측해보게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대답은 질량 같은

게‘감소한다’,‘증가한다’,‘일정하다’, 뭐 이렇게, 질문

이 주관식 답을 요구해도 학생들의 답은 뻔한 반면, 비

유 생성은 과학 수업이지만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변수

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니까 비유가, 자신의 개인적인

흥미, 경험, 배경 지식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의 비유를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학생들의 비유를 예

측,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비유의 대응 관계를 파악하

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적절한 피드백을 주

지 못해서 학생들이 오개념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비교사 C의 평가회 중)

즉, C는 일반적인 과학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

응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지만 비유는 개개인의 사전

경험이나 배경 지식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학생들의

비유를 교사가 예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

였고 이는 교사가 적절한 피드백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오개념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E 또한 ‘일반적인 과학 수업에

서 학생들의 반응은 과학의 영역 안에 국한되지만 비유

생성은 일상의 영역으로 범위가 넓어져서 예측이 어렵다’

고 유사한 의견을 보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예비교사들은 학생들이 생성

한 비유를 이해하고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어려움은 C와 같이 비유 생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

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예비교사들의 전문

성을 함양하고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반적인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

다고 생각하였으나 비유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예비교사들이 학생들이 생성한 비유를 접해본 경험이 부

족하여 이를 낯설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학생들이 생성한 비유를 데이터 베이스의 형태로 제공

하는 등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경로로 학생들의 비유를 접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생성할 비

유를 구체적으로 예상해보도록 한다면, 예비교사들의 어

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27 또한, 학

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배경 지식 등

을 드러내는 것은 학생들에게 익숙한 경험을 이용하는 비

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고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어려

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학습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것의 구체적인 방

법 또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비유 생성 활동에서 예시 비유의 제시. 예비교사들이

비유 생성을 사용한 수업을 계획하고 시연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조사한 Kim et al.의 연구에서 예비교사들은 학생

들에게 비유를 생성하도록 하기에 앞서 비유의 예시를 제

시하였다.27 이 연구에서도 비유 생성을 사용한 예비교사

들은 모두 비유의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비유 생

성을 돕고자 하였다. 이때 E와 같이 비유를 여러 개 제시

하는 경우도 있었다.

D: 비유의 예시를 제시해줘서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도

록, 그러니까 (비유를)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어요.

(예비교사 D의 사전 면담 중)

E: 비유를 한 개만 제시해도 되지만 굳이 두 개를 제시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비유를 더 제시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

각도 들어요.

(예비교사 E의 사후 면담 중)

그런데 학생들은 예비교사가 예시로 제시한 비유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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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여 비유를 생성하는 모습을 보여 예비교사가 예시를

제시할 경우 비유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D는 1차시 수업에서 질량 보존 법칙을 표현하는

비유의 예시로 책과 가방의 무게를 합친 것은 책을 넣은

가방의 무게와 같다는 비유를 제시하였다. 이때, 화학 반

응과는 달리 책과 가방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비공유

속성도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생성한

비유를 살펴보면 학용품의 무게와 필통의 무게를 합친 것은

학용품을 넣은 필통의 무게와 같다거나 우유와 우유갑의

무게를 합친 것은 우유가 들어있는 우유갑의 무게와 같다는

것과 같이 대부분 D가 예시로 제시한 비유와 유사하였다.

D는 학생들에게 비공유 속성 또한 발표하도록 하였는데,

학생들이 제시한 비공유 속성 또한 연필과 필통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것 등으로 D가 제시한 것과 유사하였다.

D는 같은 내용의 수업을 다른 학급에서 할 때 책가방

비유가 아닌 다른 비유를 예시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생성한 비유도 이전 학급과 달랐다. 즉, 이 수업

에서 D는 치킨의 무게와 치킨을 먹기 전 사람의 몸무게를

합친 것이 치킨을 먹은 사람의 몸무게와 같다는 비유를

제시하였고, 이 비유를 접한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D가 제

시한 것과 유사한 비유를 생성하였다. 예를 들어, 보아뱀과

코끼리를 소재로, 보아뱀을 먹기 전 코끼리의 무게와 보

아뱀의 무게를 합치면 보아뱀을 먹은 코끼리의 무게와 같

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학생들이 교사가 제시한 것을 모방하여

비유를 생성할 것을 우려하여, 학습할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을 표현하는 비유를 예시로 제시한 예비교사도 있었

다. C는 기체의 성질 단원 전반을 정리하기 위해 확산, 증

발, 기체의 압력, 보일 법칙의 네 가지 개념에 대해 비유를

생성하도록 했던 3차시 수업에서 기체의 성질 단원 전에

학습했던 마찰력을 표현하는 비유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C: 학생들이 비유 만드는 걸 막연해 하고 어려워할 것 같아

서 예시를 주려고 했는데 예시를 주면 또 그걸 너무 따

라할 것 같아서, 그니까 예를 들어 탁구장에 대한 비유

를 제시하면 탁구장이 수영장으로 바뀌고, 운동장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비유를 만들 것 같아서 고

민하다가 학생들이 비유를 만들 개념 밖에서 예시를 제

시하려고 했고, 가장 최근에 배운 개념이 마찰력이어서

마찰력에 대한 비유를 제시했어요.

(예비교사 C의 사전 면담 중)

그러나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비유와 예시의 차이를 질

문하거나 자신들이 생성한 비유가 목표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하는 등 상대적으로 비유 생성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C는 같은 내용의

수업을 다른 학급에서 할 때는 보일 법칙에 대한 비유를

예시로 제시하였고, 두 수업을 모두 마친 후 느낀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C: (학습할 개념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제시하지 않을 때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시를 제시했을 때는)

그래도 간단한 거라도 만드는데 예시를 안주면 진짜 막

연해 하는 것 같아요. (예시를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좀 더 만들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비교사 C의 사후 면담 중)

즉, 예비교사들은 학생들의 비유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비유의 예시를 제시하였으나 학생들은 이러한 비유를 모

방하여 비유를 생성함으로써 다양성이 떨어졌다. 반면,

예시를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예시를 제시할 때보다 학생

들이 비유 생성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었다.

비유 생성을 사용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생성한 비유를

전체 학급에 발표할 때 다양한 비유가 제시된다.26 다양한

비유가 제시되는 것은 특정 비유에 대한 친숙도와 의존도를

줄여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여러 비유를 비교함으로써

특정 비유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중 비유(multiple

analogy)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35 즉, 예시를

제시할 때 비유의 다양성이 떨어진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예비교사들이 비유의 예시를 제시할 때

신중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

시에 예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더욱 많은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비유의 예시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나 예시를 제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등 예시 사용과 관련된 후속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예비교사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예비과학교사들에게 교육 실습 중 담당

하는 수업에서 학생 중심 비유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수

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특징이 나타났다. 먼저, 물리적 비유와 역할

놀이 비유 활동에서 예비교사들이 비유 활동의 방법과 규

칙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학생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또한, 비유 활동에서 결과를 예측

해보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교수적 측면에서 긍

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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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들은 학생들 중 일부에게만 역할을 부여하였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활동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한 수업에서

목표 개념을 다룰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역할놀이 비유의 한계점으로 생각하였다. 비유 생성을 사

용한 수업에서 예비교사들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비

유를 학생들이 생성했을 때 이를 수업에서 다루는 데 어

려움을 겪었다. 마지막으로 예비교사들은 학생들의 비유

생성을 돕기 위해 비유의 예시를 제시하였는데, 학생들이

예시로 제시된 비유를 모방하여 유사한 비유를 생성함으

로써 비유의 다양성이 떨어졌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

교육과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비교사들이 학생 중심 비유에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한 수업에서 목표 개

념을 다룰 때 겪은 어려움을 역할놀이 비유의 한계점으로

생각한 것이나 학생들이 생성한 비유를 일반적인 과학 수

업에서 학생들의 반응과 구분하여 생각한 것과 같은 인식

은 학생 중심 비유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낯섦으로부터 비

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교사 교

육과정에 학생 중심 비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

생 중심 비유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수업 시연이 주로 이루어지는

‘화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에서 예비교사들에게 학생

중심 비유를 사용한 수업을 시연해보게 하거나, 교육 실

습에서 학생 중심 비유를 사용하여 수업을 실행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화학교육론’ 등의 교과교육론 수업에서도

다양한 물리적 비유와 역할놀이 비유의 사례 그리고 학생

들이 생성한 비유를 소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예비교사들의 수업 계획이나 실행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처방적인

접근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비교사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

들이 역할놀이 비유를 사용한 수업에서 일부 학생들만 참

여하는 형태로 활동을 구성하거나 목표 개념을 다룰 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비교사들이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활동을 구성하도록 하는 방법과 목표 개념을 충실하게 설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예비교사 교육과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예비교사들의 수업을 분석하는 것은

비유 활동에서 결과를 예측해보도록 한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교수 전략의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이 예비교사 교육에서 학생 중심 비유를

강조하는 것은 예비교사들의 구성주의적 교수학습관을

함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설명을

중심으로 한 비유 사용 방식과 달리 학생 중심 비유는 구

성주의적 교수학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예비교사들이 비유 활동의 결과를 예측해보도

록 한 것이나 역할놀이 비유에서 학생들의 역할을 고려한

것 등은 예비교사들이 학생 중심 비유를 사용한 수업에서

구성주의에 가까운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중심 비유를 예비교사들에게 소개

하고 교육하는 것은 예비교사들에게 구성주의적인 수업을

쉽게 접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 중심 비유를 사용한 수업의 구체적인

교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풍부한 기초 연구도 필요하다.

학생 중심 비유와 관련된 연구는 교육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들이 비유 활동 전에 결과를 예측

해보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비유 사용 전략을 개발하고 정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역할놀이 비유에서 활동을 관찰하는 학생

들에 초점을 둔 연구나 비유 생성에서 비유의 예시 제시

방식과 관련된 연구 등 이 연구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연구뿐 아니라 더욱 다양한 교수학습 상황에 학생 중심

비유를 적용하고 이러한 수업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개발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본 연구는 예비교사를

면담하고 이들의 수업을 관찰하는 데 그쳤으므로,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학생 중심 비유에 대한 인식과 학생 중심 비

유를 사용한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 학습 과정, 상호작용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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