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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초중등 과학교사들은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평가, 경쟁적 분위기, 과중한 업무, 시간 부족의 이유로 인

성교육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실제로 인성교육을 수업에 적용한 경험이 없는 교사를 대상

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수업에 적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과

학 수업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제안점을 논의하는 연구가 흔치 않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그 효과가 논의된 인성역량 함양을 위한 협력적 문제해결(CoProC;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for Character Competence) 프로그

램을 수업 현장에 적용한 교사들의 실천에 대한 것이다. 과학 수업에 CoProC 프로그램을 적용한 5명의 교사가 연구에 참여하였

다. CoProC 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성역량 성취도와 교사들의 두차례 인터뷰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일반 교직 경력보다는 CoProC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 개발, 수업 경험이 학생의 인성역량 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CoProC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교사의 이해가 수업에서 어려움, 평가, 피드백에 영향을 미친다.

주제어: 인성 교육, 교사 인식, 과학 교육, 협력적 문제 해결

ABSTRACT. Science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and secondary schools recognize the necessity of character education,

feeling difficulties such as evaluation methods, mood of competition, extra work and lack of time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which were based on answers from science teachers not experiencing character education. As a rare study of teacher experi-

encing, previous researches didn’t fully address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about adopting character education in science

classrooms. This study is about teacher practice of character education on site with the CoProC (Collaborative Problem-Solv-

ing for Character Competence) program in science classes with which other previous studies shed new light. Five teachers,

adapting the CoProC program in their science classes, participated in two interviews, sharing their student achievement in

character education. Results showed that student achievement was high when their teacher had experienced the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and classes of CoProC rather than their normal teaching career. Teacher recognition on the aims of CoProC

influenced difficulties, evaluation, and feedback. 

Key words: Character education, Teacher recognition, Science education,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서 론

인성교육은 도덕 개념 및 시민교육적 태도에 초점을 두고

학생의 발달 과정에서 인성, 가치, 태도, 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1,2 인성교육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동

시에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성교육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

예로 케냐의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은 체벌을 지속하지

않는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이루어졌고,3 말레시아의 인

성교육은 빠르게 발전하는 서구의 과학기술과 전통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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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람 가치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으며,4 인도네시아의

인성교육은 다문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5 이와 같이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 관련 연구의 내용은

다양하나 이들의 공통된 결론은 인성교육에서 교사의 역

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피아제의 구성주의 이론에 따르면 학생의 도덕성 발달은

도덕적 행동을 내면화 하는 것으로, 도덕적 행동이 내면

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수

적이고 자신에게 이롭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교사가 만들어야 한다.6 피아제는 외부 권위에 복종하는

타율적 도덕성(heteronomous morality)과 내부의 신념에

따르는 자율적 도덕성(autonomous morality)을 지적하면서

각각에 따라 성인 교사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6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할 때 타율적 도덕성이 발달

하고, 교사가 학생의 관점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자율적

도덕성이 발달하는데, 피아제의 관점에서 타율적 도덕성

이 내면화해서 자율적 도덕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6 자율적

도덕성의 발달을 위해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관점과 상대

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상호 신뢰와 애착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6 즉 인성함양을 위해서 교

사는 학생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도록 하는 구성주의

적 교수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서 볼 때, 인성교육에서 교사의 역

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과학교육에서 이루어진 인성교육 관련 연구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인성교육의 필

요성에 대한 과학교사의 인식 조사에 관한 것이다. 현직

과학교사들은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현

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7−9 선행연구에서

과학교사들이 인식하는 인성교육의 어려움으로 평가방

법의 어려움,7 경쟁위주의 학교 분위기, 과중한 업무, 수업

시간 부족,8 그리고 시간 부족 및 결과만을 중시하는 교육

풍토와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부재9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연구는 실제로 자신의

수업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해본 경험을 가진 교사를 대상

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이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과학교수에서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수업에서 실천한 경험

이 있는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과학 교과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이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왔는데, 첫

번째는 사회과학적 이슈(Socio-Scientific Issue; SSI)와 관

련하여 인성을 함양하려는 노력이고,10,11 두 번째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인성교육과 연관시키는 연구,12 세 번째는

역량으로써 인성에 대한 연구이다.13−16 이러한 선행연구들

중에서 인성역량 함양을 위한 협력적 문제해결 중심 교수

모델(Collaborative Problem-Solving for Character Competence,

CoProC)을 기반으로 하는 인성 역량 함양을 위한 연구는

논의활동에 기반한 교수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협력적 문

제해결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인성역량 향상을 도모하는

교수학습 모델로 학교 과학수업에 적용되어 긍정적인 효

과를 보여주었다.13−16

CoProC 프로그램은 과학교육에서 협력적 문제해결 과

정을 통해 인성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수모델로, 준비,

문제해결, 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준비 단계는 모둠

형성 및 규칙제정, 모둠에서의 역할결정 및 배정의 절차로

구성되며, 문제해결 단계는 문제를 결정 및 공유, 탐구 설

계 및 수행, 의사결정, 해결안제시의 절차를 거치며, 평가

단계에서는 관련 자료 찾기 및 반성의 절차를 수행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구성원들과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전체 인성 역량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배려, 협력, 책임, 존중, 자기조절 요소가 크게 향상

되었다.16 또한 학생들의 반성적 활동을 통해서 협력적

문제해결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4 이러한 선

행연구는 CoProC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학생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한 것으로 학생 활동과 학

생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졌다. 구성주의 교수

학습이 교사와 학생,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수학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과학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교수프로그램으로 개발

된 CoProC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이를

실제 과학수업에 적용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의 인성교

육에 대한 인식 및 실제 수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인성교육 적용 방안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의 인성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2−4 이러한

필요성에 비추어 이 연구에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 하

나인 CoProC 프로그램을 적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

상으로 실제 수업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및 인성교

육에 대한 이해와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교사의 교직 경험 및 CoProC 프로그램 수업 적용, 연

수, 개발 경험과 학생활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2) 교사의 CoProC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이해와 교사

가 인식하는 어려움,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관

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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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ProC 프로그램 실천 중 교사의 피드백은 어떤 특

성을 나타내는가?

4) CoProC 프로그램 적용 이후 교사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방법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중등학교 교사 다섯 명으로 한 학기 이상

CoProC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수업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섯 명의 교사들은 총 6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였고, 교사들의 배경과 수업에 관한 사항은 Table 1과

같다.

교사 A와 E는 교직경력이 16년과 20년으로 고경력자이

며, B와 C는 6년으로 중간경력자로 간주할 수 있고, D는 3

년으로 저경력 교사라 할 수 있다. 교사 B를 제외한 나머

지 교사들은 모두 중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였고, 교사 B

는 과학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사 E를 제외

한 교사들은 모두 CoProC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연수를

받았으며, A, B, C는 CoProC 프로그램과 구성이 유사한

논의기반탐구(Argument-based Inquiry; ABI) 수업 경험이

있었다. 그 중에서 교사 A와 B는 CoProC 프로그램 개발

에도 참여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았다. 

자료수집 및 분석

CoProC 프로그램은 인성역량 함양을 위해 협력적 문제

해결을 통해 탐구 기반 논의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009 및 2015 교육과정의 내용에 맞추어서 중학교 1학년

용 10개, 2학년용 10개, 3학년용 10개, 고등학생용 10개 프

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학생활동은 Table 2와 같이 구성

되어 있으며, 문제결정과 공유, 탐구설계 및 수행, 의사결

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동료학생

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통의 의견을 도출하는 논의활동

을 강조한다. 학생활동의 마지막은 반성글쓰기로 구성되

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메타인지적 반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인성에 대한 반성을 실행하고 기

록한다.

교사의 교직 경험 및 CoProC 프로그램 수업 적용, 연수,

개발 경험과 학생활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CoProC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를 분

석하였다. CoProC 프로그램의 학생 활동지는 Table 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학생 활동지 분석은 활동의 마지막 단계에서 작성하는

반성글쓰기에 대해 이루어졌다. 전체 대상 학생 670명의

학생 활동지를 수집하였고, 이를 Kwon(2017)이 개발한 협

력적 문제해결력 분석틀의 평가기준에 따라 2명의 교사

가 평가하여 평균을 내었다. Kwon(2017)의 ‘협력적 문제

해결력 분석틀’은 PISA 2015 협력적 문제해결 기술 분류

표와 ATC 21S의 협력적 문제해결력의 인지적 기능 및 사

회적 기능 평가 항목을 토대로 개발되었다.17 인지적 기능은

과제의 형식화(복잡성)와 자기 지식 반성(평가)을 3개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기능은 구성원의 탐색과 이해,

역할 및 책임, 의사소통, 자기 행동 반성(평가)을 0수준, 1

수준, 2수준의 3개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17

CoProC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이해 및 인식을 알아

보기 위해 설문 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에 참여한 다섯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1차 설

문은 E-mail을 이용하여 서면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1차 설문

의 질문 내용은 CoProC 프로그램 실천 후 그에 대한 평가,

학생활동에서 인지한 어려움과 그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

교사의 인식 변화 및 반성에 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Table 3).

Table 1. Background of Teacher Participants

Teacher School
Teaching 

career
Number of 

students
Number of 

subjects
Experience of

Training
Experience of
ABI Teaching

Experience of 
Development

A Middle 16 107 7-9 o o o

B High 6 200 10 o o o

C Middle 6 152 7-9 o o x

D Middle 3 68 4-6 o x x

E Middle 20 143 4-6 x x x

Table 2. Steps of Students Activities

Steps of Activity

Preparation
Grouping and Making rules

Deciding roles

Problem solving

Identifying and Sharing problems

Designing and Conducting inquiry

Decision making 

Suggesting solutions

Evaluation
Investigation related information

Assessment and Reflection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136 강유진 · 박지훈 · 박종석 · 남정희

1차 설문의 답변을 분석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

를 얻기 위해 2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2차 설문은 면담의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2차 면담에서는 교사들의 인식 차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CoProC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동안 학생과 교사 활동을 회상할 수 있도록 CoProC

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활동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답

변을 하면서 교사들은 질문에 국한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2차 면담 질문 내용은 Table 4와 같다.

2차 면담은 면담자의 상황에 따라 대면 면담과 전화 면

담을 병행하였다. 면담자는 과학교육 박사로서 면담 시간은

40분에서 50분 정도였고, 면담 내용은 녹음하였으며, 녹

음한 내용은 모두 전사하였다.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과 면담 전사 자료는 각각 과학

교사 1인, 과학교육학 박사 1인, 과학교육학 교수 1인이

분석하여 분류하였다. 면담 내용은 Creswell (2007)의 제안

에 따라 1단계에서는 응답 자료 중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진술을 추출하였고, 2단계에서는 추출된 자료를 확인하

고 각 진술을 명명하여 자료를 코딩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코딩 자료 중 유사한 주제를 확인하고 유사 주제별로 상

위 범주를 구성하였고, 4단계에서는 각 범주별 비중을 확

인한 후 그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제시하였다.18

연구결과 및 논의

학생 활동지 평가결과

CoProC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Table 2와 같이 7개 단

계로 구성된 학생 활동지를 작성하였다. 학생 활동지의

마지막 단계인 반성 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지식 변화,

메타인지적 인식, 협력적 학습 활동에 대한 자신의 반성,

다른 학생에 대한 평가 등을 적었다. Kwon (2017)이 개발

Table 3. Contents of Written Queries

Subject Questions

Difficulties in Classes
- Some students did not participate and fulfill their activity sheets in the CoProC program. What do you think the 

reasons were? How did you teach those students?
- Do you agree that student reflective activity was well done in the CoProC program? 

Evaluation of Program
- Do you think the CoProC program was settled in your science class? What reason do you think that?
- What effects appeared after the CoProC program? 

Feedback to students - What feedback did you give your students in the CoProc program? 

Change of Recognition
- What is your impression after the CoProc program? 
- What is your reflection related to the CoProc program? How did you do your reflection? 

Table 4. Contents of Oral Queries

Subject Questions

Aim of the CoProC
- What do you think the intent of CoProC program is?
- What do you think the aim of the class?

Activities of Students and Teachers

- What pedagogical strategies did you use for this program?
- What was important in each step when you adapt the program?
- What was difficult in each step? How did you overcome?
- What was difficult in the Grouping-and-Making-rules step? How did you overcome?
- What was difficult in the Deciding-roles step? How did you overcome?
- What was difficult in the Identifying-and-Sharing-problems step? How did you overcome?
- What was difficult in the Designing-and-Conducting- inquiry step? How did you overcome?
- What was difficult in the Decision-making step? How did you overcome?
- What was difficult in the Suggesting-solutions step? How did you overcome?
- What was difficult in the Investigation-related-information step? How did you overcome?
- What was difficult in the Assessment-and-Reflection step? How did you overcome?

Change of Recognition - Do you feel different after the program?

Table 5. Results of student activity sheets

Teacher School Year Number of students Cognitive Skill (Mean value) Social Skill (Mean value)

A 7th 107 1.69 1.14

B 10th, 11th 200 1.99 1.07

C 7th, 9th 152 1.05 0.39

D 7th 68 1.44 0.77

E 7th, 9th 143 0.97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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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력적 문제해결력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한 학생

활동지 평가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17 

학생 활동지 평가결과를 교사의 배경에 비추어 비교하

면, 학생의 인지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모두 1점 이상인

교사 A와 B는 교직 경력은 다르지만 CoProC에 대한 연수

경험, 수업 경험,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다. 학생

의 인지적 기능은 중간 이상이고 사회적 기능은 중간 이

하인 교사 C와 D는 교직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고 둘 다

CoProC에 대한 연수 경험이 있다. 교사 C가 ABI 수업 경

험이 있는데 비해서 교사 D는 ABI 수업 경험이 없다. 교

사 C의 학생 결과는 D에 비해서 낮고, E와도 큰 차이가 없

어 보인다. 이 결과에 대해서 교사C는 학생들의 학생활동

지 작성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활

동지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서 평가결과가 높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학생의 인지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모두 중간

이하인 교사 E는 교직 경력이 길지만 CoProC에 대한 연수,

수업,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없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

어 볼 때, CoProC 프로그램의 학생활동 결과와 교직 경력

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CoProC에 대한 연수

경험과 ABI 수업 경험 및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학생활동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교사의 인식

CoProC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해서 교사들은 인성역량

강화, 탐구활동 강화, 논의활동 고취, 반성활동 실천이라

고 인식하였다. 

인성역량 함량은 CoProC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목적이

다. 5명의 교사 중 A, B, C, E 4명의 교사는 협력과 의사소

통 등의 인성역량 강화가 CoProC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

한 목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교사 D는 CoProC 프

로그램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고 답변하였다. 

교사 A: 인성이 강조된 프로그램이라 생각해서 이 프로그

램을 하면서 학생들의 인성역량이라는 것들이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사 B: 이 아이들이 나중에 미래 사회에서 일상생활 속에

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뭐 듣고 소통하고 이러한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 D: 목표 같은 건 전혀 정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해내

야 된다는 마음으로..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얘들이 하

기는 해내더라고요.

교사 B, C, E는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문제해결 등의 탐

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하다고 하였

다. 교사 A는 직접적으로 탐구활동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CoProC 수업 이전에도 논의기반 탐구활동을 수업에 적용

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탐구활동 수업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교사 D를 제외한 4명의 교사

들은 탐구활동을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 B: 프로그램의 목표는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교사 C: 인지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탐구 능력이나 그 조금

고등적인 과학적 소양함량이 한 목표인 것 같고.

교사 E: 사실 문제 해결.. 이게 제일 핵심이고..

교사 A와 E는 논의 활동을 CoProC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인식하였다. 교사 A와 E는 교사 경력이 16년 이상으로

고경력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고경력 교사의 경

험으로 논의 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 A: 이 프로그램 자체는 논의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

지는 프로그램이라서 약간 좀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대해서 좀 표현 할 수도 있고 토의도 좀 하고..

교사 E: 문제 결정할 때도 이 때 애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학급 자기 조별 문제를 결정하고 그걸 통해서 학급 문제를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교사 A와 B는 반성 활동의 실천 또한 프로그램의 목적

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교사 A는 학생들의 학습지에 반성

활동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되돌아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 A: 반성이 제일 큰 부분일 것 같아요. 자기가 한 행동

이나 뭐 이거랑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냥 우리 모둠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했지 이런거나.. 그

런 거에 비해서 되돌아보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반성이

었던거 같거든요.

교사 B: 저는 아이들이 인지적인 측면을 뭐 되돌아보는 것

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것

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반성 활동은 CoProC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

신의 인지적 이해에 대한 메타인지적 활동일 뿐만 아니라

인성역량 함양을 위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교사 A와 B를

제외한 다른 교사들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업에서의 어려움

교사들은 CoProC 수업의 어려움으로 시간부족, 학생수준

미흡, 수업 통제, 비참여 태도, 구성원간 불화, 학생들의

정답에 대한 집착 태도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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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C와 D는 CoProC 수업 진행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시간 부족을 들었다. 선행연구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초중

등교사의 인식을 보면, 과학교과에서 인성교육의 어려움

으로 시간부족을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있다.8 마찬가지로

교사 C와 D는 시간 부족을 어려움으로 얘기했으나, 교사

A, B, E는 시간부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교사 A,

B, E가 CoProC 프로그램의 목표를 진도가 아닌 활동 자체에

두었기 때문에 시간에 개의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사 C: 수업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든 것은 시간이죠.

교육과정 상에서. 여기 얼마나 투자하는 할 수 있는지 한

계가 있는 부분도 있긴 있으니까요.

교사 D: 시간상 약간 부담도 되고… 시간이 모자라 진도를

못맞추면 어쩌지…

교사 E: 대체적으로 잘 시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사고와 협

력이 돋보이는 실험 수업이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사 C와 E는 학생 수준에 따라서 수업 진행의 어려움

이 달라졌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교사 C는 고등학생이나

영재학생들에 비해서 일반 중학생의 글쓰기 능력이 미흡

하기 때문에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교

사 E는 학습능력에 따라서 탐구 능력에 차이가 나고 수업

진행에도 어려움을 미친다고 하였다. 

교사 C: 중학교는 휠씬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글쓰기가 약했던 부분도 있구요.. 그 다음에 글쓰기 자

체가 고등학생에 비해서 많이 미흡하니까 조금 힘든 부

분도 있고..

교사 E: 이 실험을 통해서 뭘 탐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

로 결정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다) 물론 좀 잘하는 애

들은 잘 결정해내는데 이것도 학습적인 능력이 조금 차

이가 있는…

교사 D는 실제로 수업에 적용할 때는 학생 수준과 수업

통제를 어려움으로 인식하였다. 이것은 CoProC 프로그램

의 목적을 학생들의 교과지식 학습에 두었기 때문에 학생

의 인지적 수준 차이와 목표 달성을 위한 수업 통제를 어

려움으로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사 D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로부터 볼 때도 다른 교사들과 달리 CoProC 프로그램

의 목표가 인성역량의 함양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

고, 실제로도 교과지식 학습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된다. 

교사 D: 처음 생각한 것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

니까.. 진도를 다 못나가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막

판까지 수업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학생들도 시

키는대로 하고...

교사A는 학생의 비참여적 태도가 수업의 어려움을 초

래하였다고 답하였으며 모둠 구성원 사이의 불화가 수업

에 어려움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교사 A: 과학 교과에 대한 흥미나 이해도가 낮거나 프로그램

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었고…

교사 A: 모둠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둠원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 수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둠 형성하

는데 서로 불만족이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 B는 학생들이 교과서적인 정답에 집착하기 때문에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이것은 과학고등학교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교사 B의 생각은 Kang et

al.(2019)의 연구에서 도출한 인성교육에서 교사가 겪는

어려움으로 제시된 시간부족 외에 결과만을 중시하는 풍

토, 교과서 내용 및 프로그램 부족, 학생 호응 부족 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교사 B: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뭐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 라는 형태로(교과서와

동일한) 주장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장하게끔 만드는 과정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과학고) 얘들은 정답을 계속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사가 CoProC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동안 겪는 어려움은

선행연구의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결과와 유사하

다. 그 중에서 시간부족, 학생수준, 수업통제는 교사가 수

업의 목표를 교과지식 형성으로 두고 수업진도를 나가려

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어려움이다. 교사들은 CoPRoC 프

로그램의 목표가 인성함양이라고 답변하였지만, 실제로

수업을 실천할 때는 교과지식 학습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평가

CoProC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

적이었으며, 긍정적 평가의 근거로 실용성, 학생 참여도

향상 및 탐구 활동 촉진, 인성 역량 함양 등을 제시하였다.

교사 A, C, D는 CoProC 활동 내용이 관찰 평가에 적절

하고 그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고, 자유학기제에

활용할 수 있어서 실용적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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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A: 활동의 내용을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

했으므로 평가의 부담도 적었습니다.

교사 C: 수업 중 교사보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이 이루

어지면서 발표와 토의토론이 나타나므로 관찰평가가 용

이하고, 자연스럽게 산출물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

를 이용한 평가가 가능하여, 평가 측면에서 상당히 실용

적이면서 용이하였다.

교사 D: 자유학기제 하면 이게 평가하기 너무 좋은 거에요.

애들이 쓴 것을 나는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교사 A, B, D, E는 CoProC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해결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탐구활동이 촉

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교사 A: 실험과정에서 해결안과 근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논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긍정적인 효

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B: 탐구의 목적이 올바른 결과만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틀린 결과도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

다는 것과, 탐구가 실험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탐구가 학생들의 사고를 유발하는 모든 활동이 될 수 있

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사 D: 애들이 저기 없는 거 해도 되요, 저기 없는 내용 해

서 적어도 되요,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교사 E: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 수업을 통해 실험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고, 단지 책에만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사고

의 융합을 통한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교사 C는 CoProC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과

학지식, 과학탐구능력, 과학적 호기심과 같은 과학적 소

양과 협력, 소통, 책임, 정직과 같은 인성역량이 함양된다

고 평가하였다.

교사 C: 자주하지 않더라도 반복함에 따라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과학 지식, 과학 탐구 능력, 과학적 호기심 등)과

사회적 역량(협력, 소통, 책임, 정직 등) 등이 함양된다고

생각함. 이런 부분이 교사 체감상 느껴짐

CoProC 프로그램의 목적과 프로그램의 평가를 연결하여

답변한 교사는 5명 중 1명이었다. 교사 C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해서 인성역량 함양이라고 인식하였고, 프로그

램에 대한 평가에서도 인성역량의 함양이라고 하여, 프로

그램의 목적과 평가를 연결하여 답변하였다. 반면에 교사

A, B, E는 인성역량 함양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하였

지만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인성역량 함양 여부에 대

해서는 평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

와도 부합한다. 인성역량 검사지를 통해서 학생의 인성역

량을 측정한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의 인성역량이 향상되었지만, 실제로 교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14,16

교사의 피드백

CoProC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의 탐구 활동에 대

하여 교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피드백하거나 개입하였

고, 학생들 사이의 교우관계에 대해서 개입하였다. 5명의

교사 중 3명의 교사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탐구 활동을

하고 자발적으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

고, 2명의 교사는 학생의 탐구 활동에 직접 지시를 내리면

서 직접 개입하였다. 

교사 A, B, C는 탐구활동을 수행하고 학생활동지를 작

성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개입하여 활동 내용을 지시

하지 않았다. 교사 A와 B는 반성글쓰기를 어려워하는 학

생들의 문제점을 보고 반성글쓰기 중 우수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반성글쓰기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교사 A와 C는 조별로 작성한 의문, 실험 설

계 및 결과, 의사 결정에 대한 글쓰기 내용을 포스터로 게

시하게 한 후 다른 조의 포스터를 둘러보게 하는 갤러리

워킹 활동을 통해서 다른 조원들의 결과물을 비교하여 보

고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서 학생

들은 동료평가를 할 수 있었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제공하

였다. 

교사 A: 애들한테 그 잘 하는 조나 이런 조에 가서 보고 오

게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반성같은 경우는 잘 쓴 애들

것은 한 번씩 읽어주거든요.

교사 B: 아이들의 활동지를 제가 좀 잘된 케이스를 스캔해

서 보여 준 적은 있어요. 각 반에 돌아 다니면서. 이 부분

에서 이거는 왜 잘 됐고 이런 점들을..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실험결과를 제시하는 것도 조금 다양하게 제시하려

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교사 C: 보통 갤러리 워킹이라 부르는데.. 일정 시간을 주고

아이들이 (다른 조 결과물을) 다 보게 해서 투표를 하게

하거든요. 자기가 다 본 다음에 가장 과학적으로 잘 정했

다고 하는 조한테 스티커를 붙어줘라 이렇게 하거든요.

교사 B와 C는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의 일

반적인 태도를 고려하여 흥미와 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해

서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 하였다고 답하였다. 교사 A는

질문과 칭찬 및 격려를 하면서 피드백 하였다. 

교사 A: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질문, 지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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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 등을 사용하였고,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할 때 어려

워하는 부분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한 상황에 따라 꾸중을 할 때고 있었고 칭찬이나 격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교사 B: 기존의 탐구 수업과 다른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과

학에 대한 흥미가 없거나, 글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활동지

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좋은 방법

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

해 CoProC 모든 활동을 수행평가로 학습의 결과에 반

영하였고, 그로 인해 학생들이 최소한 참여하는 모습은

보여주었습니다.

교사 C: 활동에 익숙하지 않거나 동기나 낮은 경우. 모둠

구성을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하도록 하고, 협력

적인 부분을 평가에 반영..

교사 D와 E는 학생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경향을 보였

다. 교사 D는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한 이해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탐구활동 보다는 교사 중심의

활동을 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기보다는 학생 활동에 직접 개입을 많이 한 것으로 보

인다. 교사 E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이해한다고 인식하였

으나 실제로 수업에 적용할 때는 인성보다는 교과지식 학

습에 치중하여 직접 학습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사 D: 저는 개입을 좀 많이 한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개

입을 안했더니 정말 의문만들기를 한시간 가까이 한적도

있었거든요. 어떤 반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더

라고요. 애들 자체도 흥미 있어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제 제가 개입 많이 하고… 

교사 D: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문의 답이 있잖아요. 사실(그

쪽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애들이 계속 찾아 갈 수 있

도록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교사 D: 애들이 전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애들의 역량을 키운다는 생각은 별로 하

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사 E: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역할과 단어의 해석에 도움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실험 내용을 잘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인지시

켰습니다.

교사 A는 학생들 사이의 교우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

졌다. 교사 A는 역할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

록 학생들의 교우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직접 개입하

여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교사 A를 제외한 다른 교사

들은 학생들의 교우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교사 A: 애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역할 배정이). 힘

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좀 힘들었던 것 같이요.

힘없고 이런 애들은 약간 안좋은 역할을 배정받거나 이

런 것들이 있으니까.

CoProC 프로그램 수업을 실천한 교사 5명 중 3명이 학

생의 탐구활동과 학생활동지 작성에 간접적으로 피드백

하였고, 2명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지도하였다. 교사 3

명은 수업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간접

적으로 피드백 함으로써 학생에게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인식 변화

CoProC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들은 학생주도적 수업과

탐구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학생을

더 이해하게 되었으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교수 역

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교사 B, C, D는 학생주도 수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

식이 바뀌었다. 교사 B는 학생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었고, 교사 C, D는 학생들이 스스로 CoProC 수업을

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교사 B, C, D는 학

생중심의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확신을

CoProC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다.

교사 B: 학생들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사라졌고.. 학생들 또한 CoProC 수업 후 탐구를 설계하

고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피드백 해주었습

니다.

교사 B: 학생의 역량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졌다기보다는

학생의 역량에 관계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

게 되었어요

교사 C: 토의를 하고 수업을 반복하면서 학생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하여 조금 확신이 생겼죠.

교사 D: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어 놀랐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생각보다 아주 잘 하더라고요. 나중

에 그림 같은 것을 그리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야 입자

는 전부 다 움직이잖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림 그리

는데 입자 움직이는 거 표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신기했어요.

교사 B, C는 탐구수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교사 B, C, E는 학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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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높아졌다고 하였다. 교사 B와 C는 학생중심의 탐

구수업을 하면서 학생을 관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기 때

문에 학생에 대한 이해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교사 B: 중학교에서 근무할 때에는 과학실에서의 수업(탐

구 수업)에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있었지만, CoProC를

적용한 후 과학실 수업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습

니다.

교사 B: 학생들의 잡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사 C: 개인적으로 그런 유사 수업 모델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많아지죠. 확신도 생기니까 꼭 CoProC

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그런 자

신감이나 익숙함이 늘었죠.

교사 C: 학생들을 파악하는 것도 많이 늘었구요. 학생들이

이런 내용은 어려워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 많이 늘었

고. 그 다음에 지도할 때 같은 부분이지만 아이들이 어렵

다고 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학생의 말을 듣기 전

에도 몇 가지 제시해 수가 있으니까

교사 E: 학생들이 결정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과연 실험을

통해 잘 해결되었는지 해결방안이 적절했는지 학생들의

반성 글쓰기를 통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

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사 A, B, D는 교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답변

하였다. 교사 A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음 수업을 위해서

이전 수업을 되돌아보는 반성을 하였고, 교사 B는 다른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전파하고 싶다고 하였다. 교사 D는 학생중심 수업에서 교

사의 역할을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새롭게 강화할 필요를

느꼈다고 하였다. 

교사 A: 저의 반성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

이 있으면 다음 수업 시간에 수정이나 보완을 하였고, 수

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것

이었습니다

교사 A: 논의나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서 끝이다 이제

다시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었다는 그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교사 B: 근데 해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해보지 않기 때문

에 뭐 해보려고 시도도 안하는 것 같고. 물론 마음을 먹

는 경우가 있지만 또 마음을 먹는 것 하고 실제로 하는

것도 큰 거리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지 않을까

교사 D: (처음) 생각보다 교사역량이 너무 필요하다는 생

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 교사가 이끌어줘야 되

는데 그걸 계속 이끌어주면서 질문하고 이런 피드백이

...

CoProC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들은 인성교육과 관련

된 인식변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의 목표 이외에

CoProC 수업을 통해서 학생을 더 이해하게 되었으며, 자

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기회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교사별 분석

CoProC 프로그램을 실제 자신의 수업에 적용한 교사들이

프로그램의 목적, 수업에서 어려움,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알아봄으로써 교사들이 CoProC 프

로그램의 목표를 이해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는지 알

수 있다. CoProC 프로그램 적용 교사들의 CoProC 프로그

램의 목적, 수업에서 어려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피드

백, 수업과 학생에 관한 교사의 인식 변화에 대한 교사별

답변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교사 A는 CoProC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 수업, 개발 경

험이 있고, A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협력적 문제해결력은

인지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 모두 1점 이상이었다(Table 5).

교사 A는 다른 교사들과 같이 CoProC 프로그램의 목적을

인성역량 강화 및 논의활동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반성활

동을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다른

교사와 달리 시간 부족을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교사 A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인성 함양과 탐구활동 및 반

성활동으로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업 진도에 연연하

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실용성과 학생 참여 향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인성역량 함양이라는 프로그

램의 목적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학생활

동에서 구성원의 불화를 어려운 점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기도 하였다. 역할 배정에서

공정하지 못할 때 학생들의 교우관계에 직접 개입하였으나

수업 활동에는 직접 개입하는 대신에 모범사례 제시, 동

료평가,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른 교사들이 CoProC 프로그램 실

천 이후에 학생 주도 수업과 탐구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

식 변화를 이루었다고 답변한 것과 달리 교사 A는 이러한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교사 A가 CoProC 프로그램

이전에 논의기반 탐구수업을 여러 번 진행함으로써 이미

학생 주도 수업과 탐구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교사 A 자신과 다

른 교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해야 한

다고 인식하였다.

교사 B는 CoProC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 수업, 개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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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고, B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협력적 문제해결

력은 인지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 모두 1점 이상이었다. 프

로그램의 목적을 인성역량 강화, 탐구활동 및 논의활동으

로 이해하고 있었다. 교사 A와 같이 시간부족이나 학생

수준을 어려움으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수업 진도에 연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오히려 학생들이 정답에 집착하는 것을 어

려움으로 인식하였고, 교사 스스로 이것을 과학고등학교

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였다. 탐구수업이라는 측면에서 프

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다른 교사들과 달리 프

로그램의 실용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과

학고등학교가 대상이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의 적용을 받

지 않고 학생생활 기록부 작성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성역량 함양이라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평가 기

준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교사 A와 마찬가지로 교사 B

는 수업 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탐구활동 과정을 평가에 반영한다고 학생들에게 알림으

로써 간접적으로 피드백 하였다. 다른 교사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활동 후에 학생 주도 수업과 탐구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이루었으며, CoProC 수업 실천이 학

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에게도 참여를 권유하고 싶다고 답변하였다. 

교사 C는 CoProC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 수업 경험이

있고 개발 경험은 없다. 교사 C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의 협력적 문제해결력은 인지적 기능은 1점 이상이지만

사회적 기능은 1점 이하였다. 이 결과에 대해서 교사C는

학생들의 학생활동지 작성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하지 않

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활동지에 기록을 하지 않아서 평가

결과가 낮게 나왔다고 설명하였다.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

지로 프로그램의 목적을 인성역량 강화 및 탐구활동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인성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프로그램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시간부족과 학생수준을 어

려움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교사 A, B와 달리

교사 C가 CoProC 프로그램의 목적을 인성역량 강화와 학

생중심 탐구 활동으로 이해하고는 있지만, 실제 수업에서

는 수업진도를 의식하고 교사중심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

사 C는 교사 D, E와 달리 수업활동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

았고, 갤러리 워킹을 이용한 동료평가 등을 통해서 간접

적으로 피드백 하였다. 교사 C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완전

히 이해하여 학생 중심 수업을 진행하는 정도까지 나가지

는 못하였지만 수업활동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

Table 6. Replies of Individual Participants

Question Reply A B C D E

Aim of the CoProC

Improving Character Competence 0 0 0 0

Inquiry 0 0 0

Argumentation 0 0

Reflection 0 0

Difficulties in Classes

Lack of Time 0 0

Level of Students 0 0

Control 0

Participation Attitude 0

Discord 0

Obsession to right answers 0

Evaluation of Program

Practicability 0 0 0

Student Participation and Inquiry 0 0 0 0

Improving Character Competence 0

Feedback to students

Giving Opportunity 

Giving Examples 0 0

Peer Assessment 0 0

Assessment 0 0

Question 0

Intervention Direct Intervention on Class 0 0

Relationship Involvement on Student 0

Change of Recognition

Student-led Activities 0 0 0

Inquiry Classes 0 0

Deepening Student Understanding 0 0 0

Teacher Competence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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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프로그램의 목적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 C는 실용성과 학생참여 및 인성역량 측면에서 긍정

적으로 CoProC 프로그램을 평가하였으며, 프로그램 활동

후에 학생 주도 수업과 탐구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

화를 이루었으며 학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계기가 되

었다고 답변하였다. 

교사 D는 CoProC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 경험은 있지만,

수업 및 프로그램 개발 경험은 없다. 교사 B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사 D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협력적 문

제해결력은 인지적 기능은 1점 이상이지만 사회적 기능

은 1점 이하였다. 다른 교사들과 달리 프로그램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였고, 시간부족을 수업의 어

려움으로 답변하였다. 수업 활동에 대해서 교사 D가 가장

많이 직접 개입하였는데,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한 이해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탐구활동 보다는 교

사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직접 개입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 D는 실용성과 학생 참여 향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중심

수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역량 함양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되었다.

교사 E는 CoProC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 수업, 프로그

램 개발 경험이 전혀 없다. 교사 E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

들의 협력적 문제해결력은 인지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 모

두 1점 이하였다. 다른 교사들과 같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인성역량 강화 및 논의활동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교사

C, D와 마찬가지로 교사 E는 CoProC 프로그램의 목적을

인성역량 강화와 학생중심 탐구 활동으로 이해하고는 있

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교사 중심으로 지식 전달을 하고

자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학생 수준을 수업의

어려움으로 인지하였고 수업 활동에 직접 개입하였다. 탐

구수업이라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였다. 

결 론

CoProC 프로그램 실천 교사들의 배경과 CoProC 프로그

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생활동지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

사의 교직 경력보다는 CoProC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

ABI를 이용한 수업 경험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개발 경험을

통해서 CoProC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프로그램 실

천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학생활동지 평가 결과를

보면, CoProC 연수, ABI 수업, CoProC 개발 경험이 모두

있는 교사가 담당한 학생들이 CoProC 연수, ABI 수업,

CoProC 개발 경험이 일부 있는 교사가 담당한 학생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으며, CoProC 연수, ABI 수업,  CoProC

개발 경험이 모두 없는 교사가 담당한 학생들의 평가 결

과는 가장 낮았다.

CoProC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교사

가 이에 대해 인식하는 어려움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학생활동에 대한 피드백에 차이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

사가 인성역량 함양을 CoProC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명시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수업에 적용했을 때는 목

적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CoProC 프로그램의 목적은 인

성역량의 함양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일괄적인 학습

수준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때

문에 수업을 통제할 필요가 없고, 수업 진도에 연연할 필

요가 없다. 그런데 교사들 중 일부는 수업의 어려움으로

학생 수준, 수업 통제, 시간 부족을 언급하였다. 또한 수업

에 대한 평가에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평가를 연관 지어

답변한 교사는 1명이었다. 따라서 일부 교사는 CoProC 프

로그램의 목적을 스스로 이해한다고 인식하였지만, 실제

로 수업에 적용할 때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았

다고 분석된다. CoProC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이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로부터 볼 때, 프로그램의 목

적을 잘 이해한 교사는 CoProC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 및

수업,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는 교사였으며 학생활동지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피아제의 구성주의 교수학습 관점은 자율적 도덕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교사가 학생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

보다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6 인성교육이 학생의 도덕

교육적 측면을 포함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2 인성교육은

학생에게 직접적인 지시나 개입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판

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oProC 프로그램의 목적을 잘 이해한 교사들은 모범사례

제시, 동료 평가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피드백 하여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반면에

CoProC 프로그램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한 교사들은

수업 활동에 직접 개입하여 그러한 기회를 별로 제공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CoProC 프로그램을 적용한 이후에 학생주도

적 활동과 탐구 수업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 변화를 하게

되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

키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자신과 다른 교사들의

참여를 높여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교사들이 새로운 교수방법을 적용하

고자 할 때 갖는 두려움이 이를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새로운 경험을 동료교사들과 나누고자 하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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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성교육은 보편적 가치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습독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적절한 인성교육의 맥

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과학교육의 탐구활동은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CoProC

프로그램은 과학교육의 탐구활동을 기반으로 인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그 성과가 입증되어 있

다.13,14,16 따라서 과학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맥락으로

써 교사는 CoProC 프로그램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CoProC 프로그램을 수업에 적용한

교사들의 실천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고,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이해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화된다.

향후 CoProC 프로그램을 수업에 적용할 때 교사는 연수,

수업, 개발 경험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목적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의 연수 이후에 수업에

적용과 프로그램이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드

백 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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