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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교사가 요구하는 이해와
학생이 인식하는 이해 측면 분석

An Analysis of Understanding Aspects Required by Teachers and
Perceived by Students in the ‘Reproduction and Genesis’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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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ltimate goal of instruction is for learners to understand contents they have to learn in class.
Therefore, shedding light is needed on the characteristics of understanding required by teachers and perceived by
students when class i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o do this, 87 middle school teachers were
requested to write down questions they ask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learners in ‘reproduction and genesis’
unit. They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Wiggins & McTighe's six aspects of understanding and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ased on the data. A survey was conducted on 90 teachers and 370 ninth-grade stud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teachers demanded explaining, interpreting and perspective a lot, but applying,
empathy and self-knowledge were scarcely required. Second, the teachers demanded explaining the most, and the
students as well. The next aspect of understanding in both groups was interpreting, followed by perspective, applying,
empathy and self-knowledg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opinions of the students according to
gender (p<0.05). Third, the students persevered explaining, applying and self-knowledge the same way as the
teachers demanded, but not for interpreting, perspective and empath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some
information to achieve the instruction objectives of understanding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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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들이 단위 시간의

수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데 있다. 수업목표를 달

성한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그 시간에 알아야 할 수업

내용을‘이해’했다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학교 교육

의 목적 또한 학습자들이 교과 내용에 한 진정한 이

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 다(강현석, 유

제순, 2010). 즉, 학습자들의 이해의 정도와 수준은

수업목표의 달성 뿐 아니라 학습자의 인지 체계 형성

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며,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목

표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수업목표는 교사와 학생들

의 교수-학습 과정을 이끌어주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수준의 목표로써(신진걸, 조철기, 2008), 교사는 수업

주제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업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제 로 이해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김 신 등, 2007). 다시 말해서, 수업

을 통해 교사는 특정 교과에 한 자신의 이해 정도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함으

로써 학생들이 이를 자신의 수준에서 해석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성림, 1999).   

실제로 중학교 과학의 수업목표를 살펴보면, 지식

과 이해에 관한 수업목표가 66.7%를 차지하며, 생물

역은 74.4%로 타 교과에 비해 높은 편이다(김상달

등, 2005). 또한 Bloom의 신교육목표 분류틀에 기초

하여 중학교 생물의 수업목표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

면, ‘이해하다’범주의 수업목표는 83.6%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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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고 있다(이혜숙, 김 신, 2008). 이처럼 이

해는 수업목표에서 중요한 역이며, 교수-학습 과정

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활동으로(김성림, 1999),

일차원적 구조 체계를 지닌 Bloom의 분류틀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채동현, 송광섭, 1998;

손미자, 2004).  

‘이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리를 분별하

여 해석함”, “말이나 의 뜻을 깨쳐 앎”으로 제시되

어 있다(표준국어 사전, 2010). 교육학적 정의에 의

하면, 이해란“하위 수준의 지식 위계에 속하는 것으

로, 학습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의사 전달 내용을 이해

하고 이를 다른 수준의 내용으로 바꾸거나 그 속에 포

함된 경향으로부터 후속될 경향을 추론할 수 있는 정

도”를 의미한다(Bloom, 1956). Perkins(1999)는 이

해란“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고하고 적용하

며 행동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진정한 이해란 지식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식에 한 법칙이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창조적이고 유능하게 생각하고 행동하

는 것”이라고 하 다. 또한 Wiggins(1993)는“특별한

혹은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자가 지식을 지혜롭고 능

수능란하고 유연성 있게 그리고 적절하게 이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고, Wiggins & McTighe(2005)

는 이를 여섯 가지 측면-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

감, 자기지식-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 다. 즉, 이해

는 한 가지 측면의 단순한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

니라 여러 가지 측면의 복잡한 양상을 가진 개념으로

보았다. 

이처럼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의미를 가진 이해의

여러 가지 정의 중 본 연구는 Wiggins & McTighe

(2005)가 제시한 이해를 기준으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학습자의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여섯

가지 이해의 모든 측면이 골고루 개발되어야 하며, 진

정으로 이해했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관점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지식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 다. 

하지만 교사들은 수업목표의 부분을 차지하는 이

해에 한 이러한 의미를 제 로 파악하지 않은 채 지

식의 목적으로서의 이해를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

으며(강현석 등 역, 2008), 부분의 교사들은 이해를

위한 학습의 질 보다는 지식의 양을 중요시하는 경향

이 있다고 하 다(Newton, 2002). 그러므로 교과 내

용에 하여 교사가 가진 이해를 파악하여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성취해야 하는 이해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생식과 발생 역에 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전상학, 2002). 또한 생식과 발생은 생명현상을 이

해하고 생명에 한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기본이 되

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뿐 아니라 생

물전공 예비교사 및 교사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단원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김경호, 1993; 전상학,

2002; Taylor, 1988). 특히 세포, 생식, 발생 등은 다

른 개념들과 접하게 연관된 복잡한 개념 구조를 가

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완호, 차희 , 1994). 또한 Bloom의 목

표 분류틀에 의하면, 생식과 발생 단원에 한‘이해

하다’범주의 수업목표는 88.8%로 매우 높게 나타난

다(이혜숙, 김 신, 2008). 따라서 이 단원에 한 학

습자들의 진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업 중 교사들

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이해에 하여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학교 3학년 생식과 발생 단원

을 수업할 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이해가

무엇인지 Wiggins & McTighe(1998; 2004)가 제시

한 이해의 여섯 가지 측면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교사

가 요구하는 이해에 하여 학생들은 이를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로써 수업목표

로서의 이해에 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습자의 진

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교사가 요구하는 이해의 측

면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학교 과학교사 87명을 예비

설문(개방형) 상자로 선정하 다. 이 중 남교사가

23명(26.4%), 여교사는 64명(73.6%)으로 여교사가 3

배정도 많았다. 경력별로는 5년 이하가 30명(34.5%)

으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10년 이하, 11년 이상�

20년 미만이 각 18명(20.7%), 20년 이상은 21명

(24.1%)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 다. 다음으로 본

설문(선택형)은 중학교 과학교사 90명을 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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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중 남교사가 31명(34.4%), 여교사는 59명

(65.6%)으로 여교사가 2배정도 많았다. 경력별로는 5

년 이하가 44명(48.9%)으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

10년 이하 33명(36.7%), 11년 이상�20년 미만 11명

(12.2%)이었고, 20년 이상은 2명(2.2%)으로 가장 적

은 비율을 차지하 다.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이해의

측면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단원을 이미 학습한 9학

년 370명을 상으로 하 다. 이 중 남학생이 237명

(64.1%), 여학생은 133명(35.9%)으로 남학생이 2배

정도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소재 학생이 6개교

233(63%)명으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 고, 중∙소도

시 소재 2개교 70명(19%), 읍∙면 소재 2개교 67명

(18%)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설문지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교사가 요구하는 이해의 측

면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단원을 세포분열, 생식, 수

정 및 발생의 소단원별로 나누어 지도할 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매 차시마다 교사가 하는 질문이

나 과제 또는 학생 활동에 해 자유 서술식으로 응답

할 수 있는 예비 설문지를 개발하 다. 설문에 기술된

교사의 응답 내용은 Wiggins & McTighe(1998;

2004)가 제시한 여섯 가지 이해의 측면-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지식-에 따라 과학교육 석사과

정에 재학 중인 3인과 함께 분류, 정리하 다. 이를

토 로 이해의 각 측면 당 6문항씩 총 36문항의 선택

형 설문지(표 1)를 개발하여 수업 중 교사가 학생들에

게 요구하는 이해 항목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이해 항

목에 각각 체크하도록 하 다. 본 설문지가 이해의 각

측면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지 알

아보고자 과학 교과교육 전문가 2인, 과학 교과교육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교사 6인, 석사과정에 재학 중

인 교사 2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각 문항의 내

용 타당도는 평균 78.9% 고, 적절치 못한 문항은 수

차례의 토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 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교사가 요구하는 이해의 측

면을 알아보고자 먼저, 이 단원을 수업할 때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교사들이 사용하는 질문이나 과제 및

학생 활동을 기술할 수 있는 예비 설문지를 개발하

다. 예비 설문지는 연구에 참여를 희망한 중학교 과학

교사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 작성을 위한 안내문을 동

봉하여 우편과 전자우편으로 배부되었고, 그 중 총 87

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의 응답 내용

은 Wiggins & McTighe(1998; 2004)가 제시한 이해

의 여섯 가지 측면에 따라 분류하여 이를 토 로 총

36문항의 선택형 설문지를 개발하 다. 선택형 본 설

문에 참여를 희망한 중학교 과학교사에게 예비 설문

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문지를 배부하 고, 총 90부가

회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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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해의 여섯 가지 측면과 선택형 설문지의 문항 구성

이해의 측면 문항 내용

설명
(explain)

1, 2, 9,
17, 19, 20

어떤 사건, 사실, 텍스트 혹은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 복잡하고 통찰력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

해석
(interpret)

3, 6, 7,
18, 21, 33

인간의 경험, 데이터 그리고 텍스트에서 의미, 가치를 이야기하거나 번역
또는 해석을 하는 것

적용
(apply)

12, 13, 15,
25, 26, 27

지식을 새로운 상황이나 다양한 맥락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

관점
(perspective)

4, 5, 22,
23, 28, 34

비판적이고 냉정하고 공평한 관점으로부터 문제를 바라보는 것, 큰 그림
을 보는 것

공감
(empathy)

14, 16, 24,
29, 30, 31

타인의 세계관 안에서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

자기지식
(self-knowledge)

8, 10, 11,
32, 35, 36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 학습 경험에 한 반성을 통해 이해하지 못한 부
분을 인지하는 것



또한, 교사가 요구하는 이해에 하여 학생들의 인

식은 어떠한 지 알아보기 위하여 생식과 발생 단원을

학습한 9학년 370명을 상으로 학생들이 인식하는

이해의 측면을 조사하 다. 학생용 설문지는 섭외된

학교의 과학교사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 방법을 설명

한 후, 과학교사의 감독 하에 해당 학생들에게 30분

간 실시하 다. 

회수된 설문지는 교사와 학생 집단별로 여섯 가지

이해의 각 측면에 한 응답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

하고, 집단 내 성별에 따른 응답의 차이와 교사와 학

생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8.0K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이 연구는생식과발생단원에서수업중교사가학생

들에게 요구하는 이해와 학생들이 인식하는 이해를

Wiggins & McTighe(1998; 2004)가 제시한 여섯 가지

이해의 측면을 토 로 살펴보고, 교사들이 요구한 이해

와 학생들이 인식한 이해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것이다. 이에 한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1. 교사들이 요구하는 이해의 측면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교사들이 요구하는 여섯 가

지 이해의 측면에 하여 선택형 설문에 나타난 교사

들의 평균 응답수는 <표 2>와 같다. 

이해의 여섯 가지 측면에 한 교사들의 응답은 설

명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해석

3.48, 적용 3.20, 관점 2.80, 공감 2.18, 자기지식

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설명 항목이 가장 높

게 나타난 것은 교육과정 상 생식과 발생 단원은 학생

들이 처음 접하는 새로운 내용이고 비가시적인 현상

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심규철, 2006), 현상적 개념

에 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에 한 정당한 근

거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해석에

한 응답이 높은 것은 세포분열 과정의 관찰을 통해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특성과 차이점을 이

해하고, 이를 통해 세포분열의 중요성을 파악해야 하

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나타난 적

용과 관점 항목은 수정에 의한 발생, 세포분열에 의한

성장, 생식에 의한 자손 번식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생명현상을 배움으로써 관련 지식을 확장, 응용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생명현상에 한 의미와 중요성 및

생명체에 한 소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이를 통해 성에 한 건전한 가치관과 비

판적이고 통찰력 있는 견해가 형성되어야 하며, 특히

임신과 출산을 다루면서 타인의 감정과 세계관을 수

용할 수 있도록 공감적 측면과 자기지식 측면이 제시

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교사가 요구하는

여섯 가지 이해의 각 측면에 해 교사의 성별에 따른

응답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

하 다(표 3). 설문에 참여한 교사는 90명으로 남교사

31명(34.4%), 여교사 59명(65.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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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사들이 요구하는 이해의 측면에 한 평균 응답수(N=90)

표 3
성별에 따른 교사들의 이해 측면의 평균 응답수(SD)

이해의 측면 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지식

평균 응답수
(SD)

4.08
(1.35)

3.48
(1.34)

3.20
(1.20)

2.80
(1.18)

2.18
(1.73)

1.27
(1.31)

성별 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지식

남
(N=31)

4.10
(1.47)

3.65
(1.23)

3.29
(1.1)

2.84
(1.07)

2.29
(1.7)

1.45
(1.46)

여
(N=59)

4.07
(1.3)

3.39
(1.4)

3.15
(1.26)

2.78
(1.25)

2.12
(1.75)

1.17
(1.23)

t -0.096 -0.856 -0.515 -0.224 -0.446 -0.968



분석 결과, 남녀 교사 모두 설명 항목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 고, 다음으로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

지식 순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사들이 수업 중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이해의 측면과 교사의 성별은 무관함을 의미한다. 

2. 학생들이 인식하는 이해의 측면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이해의

여섯 가지 측면에 한 평균 응답수는 <표 4>와 같다. 

이해의 여섯 가지 측면에 한 학생들의 응답은 설

명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해석

3.24, 관점 2.76, 적용 2.09, 공감 1.55, 자기지식

1.36의 순이었다. 이 중 설명 항목이 가장 많이 나타

난 것은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

하여 하는 질문이나 학생 활동 또는 제시하는 과제가

설명의 측면이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

음으로 해석, 관점, 적용의 순으로 나타나, 해석 다음

으로 적용이 관점보다 높았던 교사의 경우와는 상이

한 결과를 보 다. 이는 이 단원을 통해 교사는 생식

과 발생에 관련하여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이나

다양한 맥락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확장하기를 기

하는 반면, 학생들은 적용보다는 비판적이고 공평한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관련된 관점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감 측

면에 한 학생들의 인식은 교사에 비해 상 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 단원이 2차 성징을 겪고 있는 자

신들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이긴 하나 임신, 출산 등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하므로 타인의 입장

이 되어 생각해보는 공감적 이해까지 이르지 못한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사 집단에서도 가장 낮은 응답

을 보 던 자기지식의 경우 학생들 또한 가장 낮은 인

식을 보 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인식하는 이해의 측

면은 교사가 요구하는 이해의 측면과 전반적으로 비

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학생이 인식하는

이해의 여섯 가지 각 측면에 하여 성별에 따른 응답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 다

(표 5). 설문에 참여한 370명의 학생 중 남학생은 237

명(64.1%), 여학생은 133명(40%)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결과, 남녀 모두 설명 항목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 고, 다음은 해석, 관점, 적용, 공감, 자기지식 순으

로 나타났다. 이 중 설명, 적용의 항목에서 남녀 학생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05). 즉, 여섯 가지 이

해의 측면 중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설명과 적용 항

목에 한 인식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의 설명에

해 여학생이 더 수용적이며, 임신과 출산 등 단원의

특성상 여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많으

므로 남학생보다 민감하게 인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3. 교사와 학생의 이해 측면 비교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교사가 요구하는 이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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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생들이 인식하는 이해의 측면에 한 평균 응답수(N=370)

표 5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이해 측면의 평균 응답수(SD)

*p<0.05

이해의 측면 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지식

평균 응답수
(SD)

4.81
(1.27)

3.24
(1.60)

2.09
(1.28)

2.76
(1.45)

1.55
(1.43)

1.36
(1.37)

성별 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지식

남
(N=237)

4.69
(1.35)

3.12
(1.65)

1.98
(1.34)

2.73
(1.48)

1.51
(1.39)

1.27
(1.28)

여
(N=133)

5.04
(1.08)

3.45
(1.48)

2.29
(1.13)

2.82
(1.40)

1.62
(1.50)

1.52
(1.50)

t 2.719* 1.906 2.312* 0.541 0.732 1.558



하여 학생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두 집단의 이

해의 측면에 한 평균 응답수를 비교하면 <그림 1>과

같다. 

교사와 학생 모두 설명 항목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 고 자기지식 항목의 응답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 다. 두 집단의

이해의 각 측면에 한 평균 응답수의 차이는 적용에

서 1.11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설명 0.73,

공감 0.63, 해석 0.24, 자기지식 0.09, 관점 0.04

순으로 나타났다. 이해의 각 측면에 한 교사와 학

생 간 응답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지 알아보기 위하

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설명, 적용, 공감의 측면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p<0.05), 해석, 관점,

자기지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이는 해석, 관점, 자기지식의 세 가지 측면에서는

교사가 요구한 이해 로 학생들이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석, 관점, 자기지식 항목은 수업 중 교

사가 강조하는 이해가 학생들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관점 항

목은 교사가 요구한 이해 로 학생들이 인식한 경향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는 자신이 이

해한 교과 지식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김성림(1999)의 연

구를 토 로 학생들은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

기 보다는 교사의 관점적 이해를 그 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설명, 적용, 공감의 측면에서는 교사가 요구한

이해 로 학생들이 인식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

다. 이 중 설명 항목은 교사가 요구한 이해보다 학생

들이 인식한 이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앞에서 본 바

와 같이 설명의 경우, 교사와 학생 모두 가장 높은 응

답을 보여 교사가 요구한 이해 로 학생들이 인식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실제는 그렇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학교에

서 배우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자연에 한 개별

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직관적 관념에 의해서 이

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성정희(2000)의 연구를 반 한

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적용의 경우, 교사는 생식

과 발생 단원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 속에서 학생들

이 이를 다양하게 응용하고 확장해가기를 기 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이해는 그에 미치지 못하 다. 이는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

로 교사가 생각하는 만큼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은 아

니며, 학습자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고 잘못 이해할 수

도 있다(AAAS, 1989)는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고 할 수 있다. 생명과학은 21C 산업의 원동력으로 학

문적인 역 뿐 아니라 교양적 측면에서도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특히 생식과 발생 역은 성교육 차원에

서도 학생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내용이므로(전

상학, 2002), 교사들은 생식과 발생 단원을 통하여 학

생들에게 공감적 이해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수업

에서 학생들은 이를 제 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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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해 측면에 한 교사와 학생의 평균 응답수

표 6
이해의 각 측면에 한 교사와 학생의 평균 응답수

*p<0.05

집단별 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지식

교사
(N=90)

4.08
(1.35)

3.48
(1.34)

3.20
(1.20)

2.80
(1.18)

2.18
(1.73)

1.27
(1.31)

학생
(N=370)

4.81
(1.27)

3.24
(1.60)

2.09
(1.28)

2.76
(1.45)

1.55
(1.43)

1.36
(1.37)

t 4.858* -1.446 -7.472* -0.241 -3.187* 0.539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교사가 요구하는 이

해와 부합된 이해를 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가 요구하는 이해와 학생이 인식하는 이

해 간의 이러한 차이는 이해에 한 교사의 인식 부

족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개방형 예비 설

문에 나타난 교사들의 응답과 선택형 본 설문에 나

타난 응답 결과를 비교한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

구하는 이해의 측면에 한 개방형 설문 결과는 설명

9.56, 해석 1.69, 관점 0.98, 적용 0.62, 공감 0.1 순

으로 설명이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자기지식 항목에 한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선택형 설문에 나타난 평균 응답수를 살펴보면,

설명 4.08, 해석 3.48, 관점 3.2, 적용 2.8, 공감

2.18, 자기지식 1.27 순으로 설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

지만, 다른 항목들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

며 여섯 가지 이해의 측면이 모두 제시되었다. 이는

개방형 문항에서는 이해의 측면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해 기술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선택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이해의 측면으로 재인식하여 체크하 기 때문이

며, 이해에 한 교사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즉, 교사가 이해에 한 인식이 부족한 상

태에서 학생들에게 이해를 요구할 때, 학생들에게 요

구한 이해가 교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제 로 전달되

지 않을 수 있고 이해에 한 학생들의 인식은 교사의

요구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교사가 요구하는

이해와 학생이 인식하는 이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Wiggins & McTighe(1998; 2004)가 제시한 여섯 가

지 이해의 측면을 토 로 개발한 설문을 분석한 것이

다. 이에 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교사가 요구하는 이해

의 측면은 설명 항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지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 학생이 인식하는 이해의 측면 역시 설명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 고, 다음이 해석, 관점, 적용, 공감,

자기지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 모두 설명

항목에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생식과 발생 단원

이 교육과정 상 학생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내용이므

로 새로운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명확한 설명이 필

요하고, 생명현상에 한 정당한 근거 제시가 요구되

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은 해석 항목은 세포

분열 과정의 관찰을 통해 학생들이 세포분열의 특성

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의 차이점과 특징을 파악해야 하는 것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설명, 해석 다음으로 교사의 경우 적용 측

면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학생들은 적용보

다 관점 항목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식과 발생 단원의 학습을 통해 교사들은 관련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

용적 이해를 기 한 반면, 학생들은 비판적이고 공평

한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관련된 관점

적 이해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

면을 제외한 설명, 해석, 공감, 자기지식 항목에 해

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여, 교사가

요구하는 이해와 학생이 인식하는 이해의 경향이

체로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해의 각 측면에 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교사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학생의 경우 설명과 적용 두 가지 항목

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05).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사의 설명

에 수용적이며, 임신과 출산 등 여학생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남학생보다 민감하게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수업 중 교사가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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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해와 학생이 인식하는 이해의 측면을 비교해 본

결과, 설명, 적용, 공감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고(p<0.05), 해석, 관점, 자기지식 항목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설명, 적용, 공

감 항목은 교사가 요구한 이해 로 학생들이 인식하

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고, 해석, 관점, 자기지식 항목

은 교사가 요구한 이해 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생식과 발생 단원을 이해

하는데 설명, 적용, 공감 항목에서는 학교 수업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개별적 경험에 의해 습득되는 이해

가 학생들의 이해에 향을 미치며, 해석, 관점, 자기

지식 항목에서는 수업 중 교사가 강조하는 이해가 학

생들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이해에 한 교사들의 인식 부족은 교사들이

요구하는 이해와 학생들이 인식하는 이해 측면에 차

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생

식과 발생 단원을 수업할 때 교사들이 요구하는 이해

와 학생들이 인식하는 이해의 측면은 전반적인 양상

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실제적으로 두 집단의 이해

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단위시간의 교과 내용을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있다. Wiggins & McTighe

(2005)는 교과 내용에 한 학습자들의 진정한 이해

를 위해서는 여섯 가지 이해의 모든 측면이 고루 개발

되어야 한다고 하 다. 이를 위해 교사는 먼저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에 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들이 인식하는 이해의 측면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여

섯 가지 이해의 측면이 고르게 반 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진정한 이해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문 요약

이 연구는 중학교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수업 중 교

사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이해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인식하는 이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

해 수업 중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 과제 또는 학생 활

동을 87명의 교사를 상으로 예비 조사하여

Wiggins & McTighe(1998; 2004)가 제시한 이해의

여섯 가지 측면을 토 로 36문항의 선택형 설문을 개

발하 다. 이를 90명의 교사와 370명의 학생을 상

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이 요

구하는 이해의 측면은 설명 항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지식 순으로 나타났

다. 학생들이 인식하는 이해의 측면은 설명 항목이 가

장 많았고, 그 다음 해석, 관점, 적용, 공감, 자기지식

순으로 나타나, 적용이 관점보다 많았던 교사의 경우

와 차이를 보 다. 이해의 각 측면에 한 교사의 성

별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생의 경우 설명과

적용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

사와 학생 두 집단 간 이해의 측면을 비교한 결과, 설

명, 적용, 공감에서 교사가 요구하는 이해와 학생들이

인식하는 이해에 차이를 보 다(p<0.05). 반면, 해석,

관점, 자기지식에서는 교사가 요구하는 이해 로 학

생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과의 진정한 이해를 기반한 학습

자의 전인적 성장에 있다(강현석, 유제순, 2010). 따

라서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 내용에 한 충분

한 이해를 토 로 학생들의 이해에 한 인식을 고려

하여 여섯 가지 이해의 측면이 고르게 반 되도록 학

습내용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이해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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