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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봉사-학습(Service-Learning : S-L)은 교육과정과 봉사활동을 연계하여 반성적 성찰과 상호 호혜의 가치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경험학습 기반의 교수-학습 방법이다. 본 연구
는 예비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과학사 및 과학탐구’ 강좌를 S-L으로 운영한 사례를 분석했다. 과학사 전공 
교과목과 연계된 S-L 강좌는 ‘준비-실행-평가’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3개 학교를 대상으로 5회 실시
하였다. 수업관찰과 자기 보고 형식의 성찰 일지, 설문지 등을 수집하여 S-L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분석했다. 
예비과학교사들은 S-L을 통해 과학사에서 배운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통해 학교 현장을 이
해하고, 수업역량과 교수적 내용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S-L 수업에 참여한 예비과학교사들은 많은 학습 시간
에 대한 부담과 수업 준비의 어려움, 수업에 대한 두려움과 시행착오 등으로 힘든 강좌였지만, S-L에 대한 
만족도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우 만족(4.68) 하였고, 교직에 대한 효능감(4.14)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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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rvice-Learning (S-L) is an experiential learning-based teaching-learning method that connects 
students with curriculum and school-based community service and raises students' academic 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awareness through the value of 'reflection' and 'reciprocity'.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S-L course of 'History of Science and Inquire Activity' for pre-service science teachers (PSTs). 
The S-L lectures linked to the subjects of the History of Science were conducted in terms of three 
stages (Preparation-Implementation-Evaluation), and S-L classes were conducted in three schools five 
times. The educational effects of S-L lectures were analyzed by collecting questionnaires, class 
observation and self-reported reflection diary. The PSTs were able to understand the school realities 
and improve the teaching abilities and pedagogic content knowledge through educational service 
activities. The PSTs who participated in the S-L course had hard time due to excessive learning time, 
the difficulty of preparing the class, the fear of the class, and trial and error. Nonetheless, most of the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were very satisfied (4.68) with the S-L lecture, and that they could 
develop self-efficacy for their future teaching career thank to this learn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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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 청소년들의 인지적 성취수준은 국제학생평가프
로그램 결과에서 매번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1]. 이에 반해 청소년들의 인성과 윤
리의식에 대해서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
다[2].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해 한국교
육개발원이 성인 1,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
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학생의 인성 
부분이 가장 심각(35.8%)하다고 했으며, 청소년들의 인
성 및 도덕성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 이
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3].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경
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제성인역량평가(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 PIAAC) 결과에서도 대학생(20-22
세)의 자기관리와 의사소통 등 인성 관련 역량이 
OECD 비교 대상 국가보다 현저하게 낮았다[4]. 2013 
PIAAC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20-22세(대학생)의 PIAAC 점수가 17∼19
세(고등학생)에 비해 훨씬 낮았다[4]. 우리나라에서 17
∼19세에서 20∼22세로 넘어가는 시기는 청년들이 교
육 등을 통해 인적 자본을 활발하게 축적할 시기라는 
점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에 진학한 후 인성 역량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현상은 
인지학습과 대학 입시에만 매몰되어 온 우리 교육의 문
제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4].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
온 청소년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신체적으로는 성인
임에도 불구하고, 인성과 윤리적인 수준은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 대학 교수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2]. 그
러나 인성의 중요성은 졸업 이후에까지 연결되어 산업
체의 요구를 조사한 연구들에서도 인성을 전공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5][6]. 

우리나라의 미래창조과학부(2017)에서는 미래 인재
상으로서 창의와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7],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창의성과 인성을 중요하게 다루
며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8].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과학’과 ‘과학 탐구실험’ 교
과목을 신설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

과 과학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9]. 이러한 STEAM 교
육의 최상위 교육 목적은 전인교육 ‘홀리스틱(holistic)’
으로 하고 있다[10]. Miller(1991)는 홀리스틱 교육의 
특징으로 전인적 발달을 돕고, 학생들의 지성적, 정서
적, 사회적, 신체적, 창의적, 직관적, 미적, 영혼의 잠재
적 발달 가능성을 성장시키는 것에 두고 있다. 또한 홀
리스틱 교육은 학습자 간의 관계성,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성 등 관계와 공동체적 삶을 중시한다[11]. 이러한 
홀리스틱 교육의 통합적 전인교육의 교육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통합교육을 통한 전인
교육의 좋은 교수학습 방법 중 하나가 ‘봉사-학습 
(Service-Learning : S-L)’ 이다[12-15]. S-L은 사회 
변화를 위한 학습의 열쇠로서 지식 및 기술, 체험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의 재구성과 성찰, 성장을 교육하
고자 한다[13]. S-L은 봉사와 학습의 동시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하며 ‘행동에 의한 학습’ 또는 ‘경험에 의한 학
습’의 교육적 가치를 중시하며 두 공동체에 대한 은유
로서 ‘town’과 ‘gown’ 의 격리에 상호 호혜적 관계를 
통해 지역사회-봉사-학습(학문)이 서로 선순환하고 강
화하도록 연결시키는 새로운 교육이다[13]. S-L은 미국
의 고전주의 고등교육에 대한 비판을 배경으로 하여 학
생들의 학습 경험을 보다 더 유의미하게 만들기 위한 
개혁 운동으로 1885년부터 미국 대학 교육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14].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미국 대학
의 S-L에 대한 역사와 개념, 교육 사례 등이 소개되었
다[13][16][17]. 김성이(1997)는 S-L의 개념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실천적 원리를 제시하였고[16], 김원곤
(2014)은 대학생의 봉사학습과 해외봉사활동의 개념과 
운영 방안을 고찰하였다[17]. 김성봉(2004)은 미국의 
S-L이 우리 대학 교육에 주는 시사점으로 고등교육의 
개선과 미래의 직업 탐색 등을 제시하였다[13]. 한국대
학봉사협의회(2019)는 1997년부터 전공 학문과 연계
한 봉사활동 15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지
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전공 학문과 실천적으로 연결하
는 기초를 마련하였고, 현재(2018년, 162개교 지원)까
지 전공학문과 연계한 S-L 개념의 봉사활동을 지원하
고 있다[18]. 특히 대부분의 S-L 활동 프로그램은 전공 
교수가 함께 참여하는 봉사동아리 활동으로 전공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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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연계성과 사회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19]. 
우리나라 교원 정책의 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

사 양성과정의 개혁 방안으로 2008년 교원자격검정령
을 개정하여 2009학년도부터 예비교사의 현장 역량 강
화를 위한 ‘교육봉사활동’이 의무화되었다[20]. 이에 교
원양성대학에서는 교육봉사 교과목이 필수로 지정되었
고,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 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사범대학에서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고, 
교과목 이수 여부와 봉사 시간만 확인하고 있어서 예비
교사들이 수행한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성찰하고 공유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21]. 이에 대학
의 교육과정과 교육봉사활동을 연계한 S-L 교육이 좋
은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다[22][23]. 예비교사들이 전
공 과목을 이수하면서 S-L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에 대한 봉사뿐 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
하고, 자신들의 교육활동을 검증하고 평가받는 의미 있
는 경험을 할 수 있다[24]. 

예비교사들은 전공과 연계된 S-L을 수업 받으면서 
동시에 장차 교육 현장에 나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
고, 학생들이 S-L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예비교사로서 S-L 강좌를 이
수한다는 것은 교과목의 학습 내용을 배우는 것뿐 만 
아니라, 가르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도 배워서 더 심
화된 성찰 활동과 교수법 개발이 요구된다. 많은 대학
에서 S-L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운영 
지침 등 행정적인 절차는 잘 안내되어 있으나 정작 S-L 
교과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에 대한 교수-학
습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5]. S-L의 운영과 모형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
은 교수자가 수업에 S-L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
한 전략이나 모형을 제안하거나[21][26]. S-L 사례의 
교육적 성과를 보고하는데[27-29] 관심을 두고 있다. 

예비교사들을 위한 S-L과 관련한 연구는 교육 효과
와 교수 전략에 대한 것으로 서은희(2008, 2009, 
2010)는 예비여교사의 S-L의 효과로서 교직관, 성취목
표, 대학생활 적응, 교사효능감과 학업적응에 관해 보고
했지만 S-L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은 없다[27-29]. 장경원(2010)은 사범대학에
서 실시하는 ‘교육봉사’ 과목을 S-L 운영으로 가능한 교

수 전략으로서 연계 교육과정 개발과 학습자의 참여 기
회 제공, 성찰,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등을 제안하고 있
으나 구체적인 강좌 운영에 대한 운영 모델은 제시하지 
않았다[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를 위한 S-L 
교과목의 교수-학습 절차를 제안하고, 이를 적용한 사
례를 분석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예비교사를 위한 전공 
연계 S-L 강좌 운영에 적합한 모형을 제안한다.

둘째, S-L 교수-학습 과정에 따라 예비과학교사를 위
한 ‘과학사 및 과학탐구’ 강좌의 S-L 운영 사례를 분석
한다.

셋째, S-L 강좌의 운영에 대한 교육 효과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봉사-학습의 개념 및 운영 사례

1.  S-L의 개념과 특성
Service-Learning에서 ‘-’은 Service와 Learning의 

상호 연계성과 호혜성을 내포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하
며 국문으로는 ‘봉사-학습’으로 표기할 수 있다[19]. 즉 
봉사-학습은 경험 교육의 하나로 일련의 활동과 성찰의 
순환을 통하여 배움이 일어나는 것으로 학생들은 동료
와 함께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지역 사회의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그 경험에 대해 성찰함
으로써 스스로 복잡한 이슈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
와 실천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30]. 여기서 S-L의 
주요한 특징은 학문적 연계성과 상호 호혜성, 자기 성
찰이다. S-L에서 봉사는 수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
된 학습 경험이 함께 해야 하며 봉사 활동을 설계하고 
실행, 평가하기 위하여 기관 담당자와 교수, 지역 사회, 
대학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15]. S-L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 사회에서 경험하는 이
슈들에 대하여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
에 보다 더 깊은 학습 활동이 일어나고, 자신이 살고 있
는 지역 사회의 맥락과 상황 안에서 학습하므로 배운 
내용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어 지식의 이해와 실천
적 활용 능력을 향상시킨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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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교육에서 봉사-학습을 적용한 사례는 사회
복지학 전공과 연계된 경우가 많았고[26][31][32], 최근
에는 다른 전공에서 봉사-학습을 적용한 사례에 대한 
보고가 발표되고 있다. 안효진(2010)은 유아교육학에
서 수업과 연계된 S-L수업이 사회적 책임감과 정체성 
발달에 긍정적 학습효과가 있었고, 이후 계속되는 사회
봉사로 전이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하였다[33].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학습에 관한 연구로서 서은
희(2008, 2009, 2010)는 봉사-학습의 적용이 대학생
(여대생)의 교사 효능감과 교직관, 대학생활 적응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을 밝혔다[27-29]. 이지현(2010)
은 교직과정과 연계된 S-L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효
과적인 현장경험교육으로서 교육봉사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34]. 

교사양성과정에서 학교 현장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봉사는 예비교사들이 실용적이고 실제적
인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자격증 취득 
필수 이수과목이다[20]. 그러나 교육봉사는 예비교사들
이 교육관련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
해 주는데, 교육관련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이 미래 교사
로서의 교육적 체험과 배움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21]. 오히려 체계적이고 잘 준비되지 않으면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35]. 그래서 예비교사들의 교육봉사는 
피드백과 성찰, 동료장학, 전문가의 지도와 자문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S-L 교수-학습 방법이 적용되어야 
더욱 효과적이다. 예비교사들은 미래의 교사로서 S-L
을 통해 교직과 전공의 전문 지식을 배우고, 이를 학생
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도 개발할 수 있다. 예비
교사들은 S-L을 통해 학교와 지역 사회 등 공동체가 직
면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적극적
인 존재로서 단편적인 지식 수용자에서 배움과 학습의 
중심 역할자로 학교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13]. S-L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
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 줌으로서 상호 신뢰와 협동, 참여와 배려, 민
주적 의사결정 등에 기반을 둔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
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래
서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봉사를 S-L으로 진행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봉사-학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S-L 운영 사례
서울여자대학교 S-L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2005년부

터 ‘서비스러닝’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16학년도의 경우 23개 학과 820명의 학생이 서비스
러닝 강좌를 이수하였다[36]. 서비스러닝 강좌는 학생
들의 학문적 기술 향상과 시민적 책임성 함양이라는 교
육목적을 갖고 교과목과 관련된 S-L을 추가적으로 수
행한 경우(봉사 시간 22시간 이상 실시) 1학점에 해당
하는 교양학점을 부여한다[37]. 서비스러닝 수강생은 1
주차에 S-L 기관을 배치하고, 2주차에 S-L에 대한 오
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은 후 배정 기관을 방문한다. 3주
차부터 1주에 2시간씩 12주 동안 수강생들은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배정된 기관에서 
S-L을 진행하고, 8주차와 16주차에 평가 시간을 갖는
다[38]. 

연세대학교에서는 2007년부터 S-L 개념을 갖는 강
의실 이론 수업과 현장 학습을 통합시킨 ‘지역사회 경
험학습(Community Based Learning: CBL)’ 교과목
을 운영하고 있다[39]. CBL은 전공과목이나 교양과목
을 대상으로 강의실 내 이론수업과 지역사회 경험학습
을 통합시킨 S-L 교수법이다. 매주 3시간의 수업 중 2
시간은 이론수업, 1시간은 지역사회 경험활동(S-L)으로 
진행된다. 2007학년도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총 
81개의 지역사회 경험학습 과목이 개설됐으며 총 
2,376명이 수강했다. 2016년 CBL 강좌로 운영된 정치
외교학과의 ‘마을학개론’ 교과목의 경우, 대학-지역 연
계 수업(S-L)이 학생들의 지역 사회 소속감과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40]. S-L과 같은 자원
봉사 활동은 수행 만족과 지속 의지에 도움을 주어 공
동체에 기여한다[41].

인하대학교는 2017년부터 S-L으로 ‘지역사회연계봉
사(Joint Education Program: JEP)’ 교과목을 운영하
고 있다[42]. 서울여자대학교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공 
강좌와 연계하여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경우, 
지역사회연계봉사 1학점에 해당하는 교양 학점을 이수
하게 된다. 2015년 1학기 4과목을 시작으로 2018학년
도에는 14개 강좌에서 JEP를 운영하였다[42]. 특히 사
범대학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에 교육봉사와 연계하여 
S-L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비과학교사의 과학사 강좌 봉사-학습(Service-Learning) 운영 사례 연구 571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건학 이념을 토대로 2018년부
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과제로 S-L을 추진하여 자발적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교수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7개 
학과에서 10개 강좌가 S-L으로 운영되었다. S-L의 교
육목적은 섬기는 리더십의 표상인 수퍼스타를 키우기 
위한 전인 교육과 학생들의 전공 연계 진로 탐색에 도
움을 주고자 한다. 2019학년도 1학기에는 ‘교과목 연계 
서비스러닝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어 총 28개 팀이 운
영되었다. S-L 수업의 진행 과정은 설계와 운영, 평가
의 3단계로 세부적인 운영 절차가 제시된 ‘S-L 운영 지
침’을 따라 운영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S-L 참여자들의 
교수-학생-지역사회 역할과 작동체계는 [그림 1]과 같
다.

그림 1. 전주대학교 S-L의 역할과 작동체계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J 대학에서 2018학년도 2학기에 실시한 

S-L 활용 강좌 ‘과학사 및 과학 탐구’ 의 교육적 효과를 
검사하기 위해 수강생 9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교과목은 과학교육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공 선택 
강좌로서 수강 신청 전에 강의 계획서에 S-L을 진행한
다는 사실을 공지하였고, S-L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 수강자 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S-L 봉사활동 대상 학교는 J 대학 인
근의 중학교와 2곳의 고등학교이며 수업에 참여한 학
생 7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구분 연구 대상자(명) 비고
S-L 강좌 참여자 9 2학년(남 3, 여 6)

W 중학교 24 2학년

G 여자고등학교 28 1학년

D 고등학교 26 2학년

표 1. S-L 강좌 수강 인원 및 봉사대상 수업 참가자

2. 검사 도구
예비교사의 전공 연계 S-L 활동에 대한 검사도구는 

J 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제공한 S-L 설문지와 
김지영(2017)의 연구에서 활용한 검사 문항[25], 원미
순과 박혜숙(2008)이 개발하여 사용한 검사지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26]. 검사도구의 구성은 지역사회 
참여의식, 학습동기와 교직관, 자기효능감, 수업 역량, 
S-L 만족도의 5가지 영역에서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
다[표 2]. 문항의 채점은 5점 평정척도로 S-L에 참여한 
예비교사의 자기 보고로 이루어 졌다. S-L에 참여한 5
명의 전문가 패널들이 S-L에 대한 이해와 검사의 목적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 평가자 간 신뢰도를 구축한 후 
검사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여 타당도 지수(CVI) 
.80 이상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검사도구의 문항내적
신뢰도(Cronbach’s ɑ)는 전체적으로 .82 였으며, 지역
사회 참여의식 0.82, 학습동기와 교직관 .75, 자기효능
감 .79, 수업역량 .84, S-L 만족도 .83 이었다. S-L 수
업에 참여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는 개선사항 및 좋았던 점 등 수업 소감을 작성하도록 
했고,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요인 설문 문항

S-L 만족도 이론지식 이해 도움, 학습동기 강화, 공동체 의식 증진, 자아
성찰, 만족 정도

지역사회 
참여의식

지역사회 소속감, 사회적 책임감, 공동체 의식, 사회적 기여, 
불평등-불이익 해결 노력

학습동기와 
교직관

학습지속동기, 자기주도적 학습, 학교현장 이해도, 교직관, 
진로 계획의 구체성

자기효능감 실패의 두려움, 쉬운 과제 선호, 긍정적 변화, 유대 관계, 자
기가치 인식

수업역량 과학사 교수지식, 교수법(S-L, FL), 협력적 준비, 학습목표 
달성

표 2. 예비교사의 전공연계 S-L 효과 검사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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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예비교사의 S-L 교수-학습 절차
장차 교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공 과목에서 적용할 수 있는 S-L 교수-학습 모형을 
위해 대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S-L 강좌에 대한 수업 
모델[25]과 기독교 대학의 S-L 운영 모형[19], 공학도
를 위한 교수-학습 절차[2], 국내외 운영 사례를 분석하
였다. 김지영(2017)은 봉사학습 프로그램 운영의 모형 
개발 연구에서 ‘신청, S-L 연계, 봉사기관 선정, 학생 
OT, 교육 및 특강, S-L 실행, 중간간담회, 최종평가회, 
성찰보고서 공유와 환류’의 수업 과정을 체계화 하였다
[25]. 유숙영과 서윤경(2011)은 기독교 대학에서의 시
범 운영사례를 통해 ‘설계-운영-평가’의 3단계 모형을 
보고하였고[19], 진성희(2018)는 공학도들을 위한 S-L 
운영 사례를 분석하면서 ‘준비-수행-개선’의 교수-학습 
절차를 제안하였다[2].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예비교사
를 위한 S-L 강좌 수업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준비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단계

·S-L 개설 강좌의 학습목표 설정

·S-L 계획(코디네이터 배정, 협력기관 협의 등) 

·S-L 강의 계획서, 수강 신청 안내 

·S-L 강좌 시작, 오리엔테이션

·S-L 일정과 협약서(계획서 포함) 작성 및 공유

·동기유발(교직 소명의식, 사회적 책무성) 

·S-L 수업 자료 개발(2시간 강의, 1시간 봉사) 

·S-L 수업 실행, 중간 평가회를 통한 피드백 

·성찰과 공유(S-L 활동일지)

·S-L 성찰 보고서, 수업관찰, 설문지 등 평가 

·S-L 교육 효과 분석 및 개선 사항 도출

·평가회(지역공동체 나눔과 배려, S-L 지속 발전)

⇓

⇓

그림 2. 예비교사의 S-L 교수-학습 절차

1.1 준비 단계
S-L의 봉사와 현장 중심의 심화된 학습을 성공적으

로 이루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잘 계획된 설계와 준비 
과정이 필요하며 적절한 지원과 도전의 균형이 이루어

져야 한다[43]. 교수자는 먼저 개설하고자 하는 강좌와 
관련된 S-L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예비교사의 현장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적합한 봉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
여 협약하는 과정을 준비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교수의 역할을 도와 주고 보조할 수 있는 코디
네이터(S-L 조교)를 준비해야 한다. S-L 조교는 수업에 
참여하는 예비교사들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
고, 교수자의 의견과 참여 학생, 봉사 대상 기관의 관계
자 등과 수시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수
는 S-L 강좌의 강의계획서와 대상 기관 등을 설정하고, 
동료 교육자-대상 학교 담당교사-관계 분야 전문가 등
의 협력적 패널을 구성하여 수시 협의와 자문을 통해 수
업의 진행 과정을 계획한다. 완성된 강의계획서와 대상
학교 지정 등을 수강하기 전에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하
여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수강 신청한 예비
교사 학생들과 함께 대상 학교와 지역 사회, 참여 학생
들의 수요자 요구를 분석하고, 상호간의 필요성과 목적
을 공유하여 다양한 S-L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한다. 준
비 단계에서 S-L 관계자 모두의 기대를 충족하게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1.2 실행 단계
계획서와 협약서 작성 및 공유
수강생이 확정되고 강좌를 시작하면서 S-L 운영에 대

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S-L에 대한 지도교수의 
충분한 설명과 수강생(예비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봉
사 대상 학교 및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과 여건 등을 고
려하여 유연하게 일정을 협의한다. 봉사 대상 학교의 상
황은 역동적이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언제나 발생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새로운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등 
계획 변경에 대한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봉사자
인 예비교사와 봉사 대상 학생들의 일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다. 대상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후 학교, 자유학기제 등 일과 시
간 중에 실시할 것을 원하지만, 예비교사들은 학기 중이
어서 일과 중에 참여자 모두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어렵
다. 모든 참여자들이 S-L의 목적과 활동 내용, 진행 방
식 등에 합의된 의견을 갖고 계획서를 완성하여 공동 서
약 및 기관 협약을 진행한다. J 대학의 S-L 운영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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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진행하며 계획서와 협약 내용을 공유한다.

봉사-학습 활동
S-L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을 위한 동기 유발이 중요하다. 예비교사로서의 소
명감과 사회적 책무성, S-L의 의미와 방법적 내용 등에 
대해 배우고 토론할 기회를 제공한다. 팀을 구성하여 
지도교수와 수업 대상 학생들, 대상 학교 지도교사 등
의 구체적인 요구를 분석하고, 강의 계획과 연계하여 
S-L 수업 일정을 확정하고 이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
료를 개발한다. 예비교사들은 봉사활동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분석을 통해 전공 교과
와 연계하여 S-L 할 수 있는 교육 자료와 교수-학습 과
정안을 개발한다. 교수-학습 개발 자료는 지도교수와 
협의하고, 봉사대상 학교 지도교사 등으로부터 지도와 
자문을 받아 완성하여 S-L을 실행한다.  

봉사-학습 과정의 성찰과 공유
S-L 활동을 마친 후에는 항상 활동 성찰일지를 작성

하며 팀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활동이 이
루어지고, 지도교수의 지도와 전문가 패널의 자문 및 
협의의 기회를 제공한다. S-L 활동일지에는 수업 활동 
내용뿐 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성찰 내용을 담도록 
한다. 활동 성찰일지는 정기적으로 지도교수에게 제출
하여 피드백을 받고, 교수와 예비교사의 상호작용 매개
체 역할을 한다. S-L 활동의 교육적 효과는 봉사-학습
의 경험 과정에서 학습목표와 관련시키는 성찰 활동을 
통해 실현된다[44]. S-L 수업자는 수업의 소감과 경험 
등을 발표하고 함께 참여했던 동료 예비교사들과 지도
교수의 의견을 들으며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 발표와 
토론을 통한 성찰의 과정은 곧 S-L 활동에 대한 전반적
인 공유의 장이 될 수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좀 더 
활발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성찰과 공유
의 과정은 S-L의 의미와 가치를 더하게 되며 상호 간에 
긍정적 피드백을 이룰 수 있게 하고, 봉사와 학습의 동
기를 향상시키고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19]. 

1.3 평가 단계
S-L 활동 성찰일지와 성찰 보고서 

S-L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은 S-L 성찰일지
와 성찰 보고서, 수업관찰, 면담, 토론, 설문지 등이 있
다. 봉사 활동할 때마다 작성되는 성찰일지는 전체 S-L 
과정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지도교수는 예비
과학교사들의 성찰일지를 검토하고 피드백 하는 과정
에서 활동의 결과뿐 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도 가
능하다. S-L의 중간 점검과 간담회 형식의 중간평가는 
과정 평가의 일환으로 S-L 운영과 실행에서 검토하고 
요구되는 사항 등을 피드백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다. 성찰 보고서는 S-L의 정리 단계에서 전체적인 활동
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한 내용을 종합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이나 계획 등을 세우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다. 성찰 보고서를 토대로 매주의 S-L 활동을 의미 있
도록 엮어내고, 삶에서의 연관성을 찾아내면서 자기 발
전과 깊이 있는 성찰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성찰 보고서는 S-L 성찰 포트폴리오로도 
확장될 수 있다[19]. 성찰 보고서와 협력기관 지도교사
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기반으로 S-L의 교육적 효과와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학기 운영에 반영한다.

S-L 평가회
S-L이 개인적인 활동과 성찰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 

서로 나누고 배려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자 모두가 공유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회가 마련
되어야 한다. S-L 과정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고 지속적
인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다면적인 평가가 가능하
다. 또한, 이후에 진행되는 지속적인 S-L 활동을 계획
할 수 있게 한다. 평가회를 통해 S-L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계속 수행의 의지와 동기를 갖게 된다.  
 

2. 예비과학교사를 위한 ‘과학사 및 과학탐구’ 강좌
의 S-L 교수-학습 적용

2018학년도 2학기에 과학교육과 전공 선택 교과목 
‘과학사와 과학탐구’ 강좌에 S-L을 적용하기 위하여 준
비-실행-평가 단계로 나누어 강의를 설계하고 진행하
였다. 예비과학교사를 위한 S-L 교과과정의 강의계획
과 세부 진행 내용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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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L 강좌 준비 단계
사범대학에서 ‘과학사 및 과학탐구’ 강좌를 S-L 수업

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강 8주 전부터 준비했다. 우선 
전공 교과목과 S-L을 연계하기 위해 운영 사례와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강의목표와 교수-학습 
방법 등을 결정하였다. 주당 3시간(3학점)의 수업에서 
2시간은 강의실 수업으로 진행하고, 1시간은 S-L을 계
획하고 준비하여 실행하는 시간으로 할애하였다. 교실
에서 이루어지는 2시간의 과학사 수업은 기존의 강의 
내용을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 J 대학의 거꾸로 학습 시
스템인 i-Class 수업(Flipped Learning : FL)으로 진
행하였다. J 대학의 FL(i-Class)은 수업 전에 미리 사이
버캠퍼스를 통해 강의 내용을 공부해 오고, 교실에서는 
학생 활동 중심의 문제해결학습과 토의학습 등으로 진
행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45]. S-L 활동으로 진행되
는 나머지 1시간은 수강자인 예비교사들이 교수-코디
네이터-대상학교 지도교사-지역사회 전문가 등의 도움
과 팀티칭 등으로 S-L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준비
하고 개발하는 과정이다.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5회 실
시하는 S-L을 위해 4개 팀이 강의 내용과 연관된 학습 
내용을 토대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실제 S-L
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1시간 수업으
로 진행되었지만, 이동하여 수업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2시간 이상을 더 확보해야 한다. 
강좌 운영과 S-L을 돕고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코

디네이터로서 학과의 조교를 활용하였고, 추가적인 
S-L 수행 업무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
다. 강좌의 학습목표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 S-L 코디
네이터 교육을 실시했고, 교수의 S-L 운영과 예비교사
들의 S-L 활동을 지원하도록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
였다. 가까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S-L 운영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4개 중고등학교와 협력 체계 구축을 
사전 합의하였다. S-L 대상학교는 걸어서 갈 수 있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15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학교
로 제한하여 일과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강 
5주 전에 이루어지는 수강 신청기간에 맞추어 강의계
획서를 완료하였고, S-L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는 사실
을 강의계획서에 명기하였다. 

2.2 S-L 강좌 실행 단계
S-L 실행 단계는 개강과 함께 시작되며 총 9명의 예

비과학교사들이 참여하였다. 첫 시간에는 S-L과 연계
된 강좌에 대한 수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을 실시했다. FL 학습을 통해 동영상으로 제시되는 S-L
의 개념과 FL 수업 방법 등을 시청하고, 토의와 문제해
결학습으로 강좌 운영의 목적과 의미, 가치 등을 알 수 

S-L 
단계 차시  이론 강의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FL), 강의실 수업, 2시간 S-L 활동(1시간 + ɑ)

준비 방학중
∙강좌와 S-L 연계 방안 및 방향 설정
∙코디네이터(T.A) 선정 및 훈련 / 학교 인근 중･고등학교 홍보 및 협력 협의
∙강의 계획서 공유 및 S-L 안내(강의 계획서에 S-L 계획 반영)

실행

제01주 ∘오리엔테이션(강좌 안내, S-L, FL). [FL]거꾸로 학습과 서비스-러닝 ∙ S-L 오리엔테이션
제02주 ∘그리스와 톨레미의 우주관. [FL]과학이란 무엇인가? ∙팀 구성과 일정, 봉사기관 협약
제03주 ∘코페르니쿠스와 티코, 케플러의 우주관. [FL]우주의 바닷가 ∙ S-L 동기유발(교직관, 사회 봉사)
제04주 ∘갈릴레이, 브루너. [FL]지상과 천상의 하모니 ∙팀별 S-L 교수-학습 자료 개발
제05주 ∘브래들리, 베쎌, 로마 교황청. [FL]장하석의 과학사(과학혁명) ∙ S-L 개발 자료 발표-토의-개선
제06주 ∘패러다임의 전환 정리 및 토론. [FL]갈릴레이-베쎌 ∙ S-L W 중학교, S-L 교재 개발
제07주 ∘미래의 과학교육과 직업 팀프로젝트 발표. [FL]제4차산업혁명 ∙ S-L G 고등학교)
제08주 ∘정리 및 토의/중간평가 ∙중간평가회-피드백(교수-동료)
제09주 ∘ (논문) 과학사 활용 과학교육. 과학사 현장 답사(박물관) ∙지역교육자원 교수 자료 개발
제10주 ∘과학이란 무엇인가? 쿤과 포퍼. [FL]쿤과 포퍼의 논쟁 ∙ S-L 개발 자료 발표-토의-개선
제11주 ∘과학논쟁-베게너와 지질학자들, 뉴턴과 라이프니츠 ∙ S-L W 중학교)
제12주 ∘아인쉬타인과 보어. [FL]아인쉬타인과 보어 ∙ S-L D 고등학교)
제13주 ∘화학혁명(라브아지에)/유전법칙(멘델)/마음을 열고 관찰(다윈) ∙ S-L G 고등학교)

평가
제14주 ∘여성과학자(히파티아)/여성노벨상(퀴리)/ 동양의 혜성(장영실) ∙ S-L 보고서(평가), 설문지, 토의
제15주 ∘정리 및 토의/기말평가 ∙ S-L 산출물 발표 및 평가회

표 3. ‘과학사 및 과학탐구’ 강좌 S-L 교수-학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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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했다. 2주차에는 4개 조로 팀을 구성하였고, 수
강생들과 봉사대상 학생들의 일정을 조정하면서 최종
적으로 3개 학교(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3주차에는 팀별로 S-L 수업 주제를 정하
고 교수-학습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S-L
을 실행하는 예비교사와 대상학교의 지도교사 및 학생
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필요와 목적을 공유하고, 예
비교사들이 제안한 수업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을 서로 교환하였다. 4-5주차에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
하여 S-L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수업지도
안을 작성하며 지도교수와 코디네이터, 동료 예비과학
교사들로부터 피드백 받으면서 수업자료를 개선하였다. 
[그림 3]은 수업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인포그래픽 노
트(A)와 수업 계획(B)의 사례이다. 5주차에는 봉사 대
상 학교에서 S-L에서 적용할 수업지도안과 개발한 교
수 자료를 발표하고, 피드백으로 보완-개선하여 완성하
였다. 완성된 수업 자료와 PPT, 탐구 활동지 등은 S-L 
교재[그림 3 C]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A) (B)

(C)

그림 3. S-L 수업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노트(A)와 수업 계
획서(B), S-L 교재(C)

그림 4. 예비과학교사 S-L 성찰일지 사례

6-13주차에 5회의 S-L이 진행되었고 활동 후에는 
매번 S-L 성찰일지를 제출하였다. 성찰일지[그림 4]에
는 S-L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수업 후의 소감 등 성
찰 내용을 기록하였다. 8주차 중간고사 기간에는 S-L 
활동에 대한 중간 평가회를 가졌다. 강좌에서 배우는 
과학사 지식을 S-L 할 수 있는 주제는 많은 데, 이것을 
교육과정과 학교 수업에 적합하도록 개발하고, 수업 지
도안을 계획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서 어렵다
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봉사대상 학생들과 학교 일정
을 조정하는 일에 많은 노력과 유연한 태도가 요구되었
다. 9주차에는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S-L을 준비
하기 위해 인근 박물관과 과학관을 방문하여 우리 지역
의 고대 조상들이 사용한 과학사 관련 유물과 기구 등
을 재현하며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학습 자료를 개발
했다. 별자리의 변화와 독널, 고인돌, 석기 도구의 발전
사 등에 대한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11-13주차에 실시
된 S-L에서 활용하였다. 

2.3 S-L 강좌 평가 단계
S-L에 대한 평가는 중간과 최종, 평가회를 통해 3차

에 걸쳐 진행하였다. 중간고사(8주차) 기간에 이루어진 
중간평가에서는 간담회 형식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준비 과정과 2회 실시한 S-L 경험을 나누면서 과정을 
평가하였다. S-L 실행 과정에서 일정 조율과 학습자 수
준 고려, 교수-학습 자료 개발, 수업 진행과정에서 직면
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했고, 수업 관
찰에 대한 동료장학과 피드백을 나누었다. 14주차의 최
종평가에서는 5회 작성된 S-L 성찰일지와 성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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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관찰, 설문지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지도교수
는 예비과학교사들의 성찰 일지와 보고서를 검토하고 
피드백 하는 과정에서 활동의 결과뿐 만 아니라, 과정
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특히 S-L 활동의 최종보고서
로 제출된 성찰 보고서를 토대로 매주의 S-L 활동을 의
미 있게 엮을 수 있도록 돕고, 예비교사로서의 현장역
량 강화를 위한 자기 발전과 깊이 있는 성찰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15주차에는 S-L 강좌를 정리하면서 협력
학교 지도교사와 학생대표, 코디네이터, 지역사회 전문
가 패널 등이 참여한 평가회를 진행했다. 평가회에서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S-L 활동 과정과 산출물을 발표
하고 공유하면서 교육적 효과와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학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3. S-L 운영의 효과
3.1 예비교사들의 S-L 효과
예비과학교사들이 S-L으로 운영된 과학사 강좌를 수

강하면서 자기보고 형식의 설문지로 조사한 교육효과
는 [표 4]와 같다. S-L 수업의 만족도는 4.68이다. 예비
교사들은 S-L을 통해 이론지식을 실제적인 교수지식으
로 수업을 준비하고 실시하면서 학습동기가 강화되었
고, 공동체 의식 함양, 자아성찰의 체험 등을 통해 S-L
의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사회 참여의식은 4.35로서 지
역 공동체의 소속감과 책임감, 불평등과 불이익을 해결
하려는 노력과 사회 기여 의지 등이 높았다. 학습동기
와 교직관과 관련하여 S-L 수업은 4.21의 긍정적 반응
을 보였다. 학습의 지속동기와 자기 주도적인 학습, 학
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교직 진
로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우수한 편이었다. S-L 활동을 
통한 자기효능감은 4.14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
하고자 하는 의지, 어렵지만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도
전하는 경향,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 봉사대상 학생
들과의 친밀감과 동료 예비교사들과의 유대 관계, 자기
가치 인식의 향상 측면에서 만족하였다. 교직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예비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가에 대한 교사 개인의 신념과 지각으로서[46], 예비교
사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현장 역량 중 하나이다
[28]. 자기효능감은 학생의 학업성취와 학습동기[40], 

예비교사들의 교직효능감[46][48]과 높은 긍정적 관계
가 있다. S-L은 교직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교수-
학습 방법이며 전공과 교직 과목과 연계된 S-L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학습 역량을 향상시키고, 교직 적성을 계
발할 수 있다[29]. S-L을 통해 수업역량이 얼마나 향상
되었는지에 대한 요인은 4.65로서 대부분 매우 만족함
을 보였다. 과학사 교수적 지식의 이해도와 S-L, FL 교
수법에 대한 배움, 동료 예비과학교사들과의 협력적 준
비,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효과 부분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S-L 요인 평균 표준편차
S-L 만족도 4.68 0.37

지역사회 참여의식 4.35 0.34

학습동기와 교직관 4.21 0.28

자기효능감 4.14 0.36

수업 역량 4.65 0.42

표 4. 예비교사의 전공강좌 S-L의 설문 조사 결과

S-L에 참여한 예비과학교사 9명의 성찰일지와 성찰
보고서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S-L을 통해 수업을 준비
하는 과정과 교실 현장의 현실, 수업 활동의 시행착오 
경험, 수업과 교육의 성취감 맛보기, 교직에 대한 자아
효능감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S-L 수
업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진술을 분석한 것이다.

첫째, 수업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예비과학교사들이 
S-L을 통해 수업을 준비하면서 교실에서 학생들을 대
하고 수업하는 실제 상황을 생각하니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다고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료 예비교사들과 
수업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피드백하면서 철저
하게 준비해야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노력하는 계
기가 되었다. 또한 학생의 학습 수준을 예상하고, 학습
목표 설정, 수업 시간 배정 등이 막연하고 어려웠는데, 
지도교수님의 조언과 동료 예비과학교사들의 피드백으
로 수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었다.

예비교사 A: 수업 자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의 수준과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워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다.

예비교사 E: 내가 수업할 때 아무도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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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예비교사 H: 동료 예비교사들과 협의하고, 지도교수님의 조언 

및 피드백으로 최대한 학교 현장에 맞는 수업을 준비하려고 노력
했다. 

예비교사 I: 해당 학교 지도교사 선생님과 수업 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
을 수 있었고, 실제적인 수업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둘째, 예비과학교사들은 좋은 S-L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팀티칭을 위한 
협력 과정이 쉽지 않음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격려하고 의사소통하면서 
S-L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얻을 수 있음을 배웠다.

  
예비교사 B: 수업 준비를 위해 학습목표를 정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PPT와 탐구활동지, 형성평가를 위한 활동 보드
지 등을 만들기 위해 팀원들이 점심 시간과 쉬는 시간 등 시간을 
쪼개어 자주 모이는 것이 힘들어서 서로를 격려하며 노력했다.

예비교사 C: 수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더 좋은 수업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끝이 없었다. 

예비교사 F: 첫 수업의 실패를 거울삼아 학생들 입장에서 수
업을 고민하였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지만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동료와 협력하여 학습자료를 만들었더니 학생
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수업에 대한 관심과 집중력이 
훨씬 커져서 수업에 대한 보람이 컸다.

셋째, 예비과학교사들은 S-L 과정에서 점차 학교와 
교실 현장을 이해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처음 수
업이라서 더욱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준
비의 부족과 실패의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예비교사로서의 교수-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었
다. 특히 실제 수업의 첫 경험에서 교실 상황과 학교의 
현실을 실감나게 체험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전공과 교
육학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S-L 활동이 예비과
학교사들의 학습동기 증진에 큰 역할을 하였다. 매번 
다양하고 새로운 교실 상황에서 수업하면서 반성적인 
성찰을 하고 지도교수와 코디네이터, 동료들로부터 피
드백 받으면서 수업 역량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졌다.

예비교사 A: 처음 수업에서 수업 시간 조절에 실패했다. 준비
한 수업을 다 했는데 수업시간이 20분이나 남아서 난감했다. 학

생들과 상호작용하고, 학생들의 탐구와 배움의 시간을 충분히 주
어야 함을 깨달았다. 팀 티칭으로 준비했던 학습자료를 투입하여 
동료 예비교사가 이끌어 주어 성공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예비교사 B: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해 보는 것이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하였고, 수업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학생
들의 수업 참여와 호응을 유도하는 것이 힘들었다.

예비교사 D: 수정천동설을 주장한 티코 브라헤라는 과학사 인
물에 대하여 중학생들이 잘 모를 것이라는 전제로 S-L 수업을 준
비했는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과학사 인물을 잘 알고 있고 학
생들간 인지발달의 수준 차이가 매우 크고 다양함을 체험했다.

예비교사 E: 학생들이 이미 듣거나 공부한 선행학습 수준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며 처음에는 놀랐지만, 알고 보니 정리되
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오개념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예비교사 G: 처음보다 2번째 만나서 수업하는 학생들과의 수
업이 훨씬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수업에서 학
생들과의 상호작용과 래포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넷째, S-L 수업을 하면서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대한 
수업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언
제 어디서나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적합한 적시교육과 
과학사 활용 수업, 만들기 활동(메이커 교육) 등을 실제 
교실 수업에 적용해 보면서 교수법을 개선하였다.  

예비교사 A: 케플러 등 과학자의 일생을 조사하여 수업자료로 
만드는 것과 자료의 조사, 수집, 정리 등을 학생 수준에 맞추어 
프리젠테이션 자료 만들기 등 어려운 일이었지만, 수업에 적용해 
보니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열심히 학습해주어 좋은 수업 방법
이라고 생각했다.

예비교사 C: 수업하면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힘들었
고, 학생들과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는 활동들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다. 학생들과 소통하며 가까워질 수 있는 교수 자료를 많
이 배우고 개발해야겠다.

예비교사 D: 수업을 정리하면서 카훗(kahoot)을 활용하여 형
성평가를 실시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았
다. 카훗과 같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교수 방법을 적용
하고, 즉시 공개되는 학생 개인별 점수와 순위 등을 통한 개별화 
학습, 놀이를 통해 재미있게 공부하는 놀이학습 등이 요즘 학생
들에게 적합한 것 같았다.

다섯째, 예비과학교사들은 S-L과 직접 수업하는 과정
에서 어려움과 실패의 경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참가
자들이 교직에 대한 보람과 가르치는 즐거움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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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고, 교직에 대한 비전과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의지
가 더욱 강해졌음을 관찰했다. 

예비교사 B: 예비교사로서 S-L은 실천적인 교수학적 내용지
식을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수업하는 과정에서 현장 수업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과학사와 배경지식 등
을 수업자료로 개발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더니 학생들이 너무 좋
아해서 보람을 느겼고, 꼭 선생님이 되고 싶은 열정이 더욱 커졌
다. 

예비교사 E: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임용고시 공부만 하다가 실
제 학교 현장에 나가 수업해 보니 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추기도 
어렵고, 학생들의 수준 차이도 크며 시간 배분도 잘 안되어 많이 
당황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도와주고 오히려 우리를 격려해 주어 
큰 힘을 얻었다. 힘들었지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아이들이 좋
아서 꼭 교사가 되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다.

3.2 S-L 봉사대상 학생들의 교육 효과
S-L 수업에 참여한 78명의 중고등학생들 중 설문에 

참여한 62명의 수업 만족도는 4.56(SD .68)로 매우 높
았다. 수업 후에 작성된 학생들의 소감문을 분석해 보
면, 예비과학 선생님들이 교수법이 좀 서툴지만 여러 
명이 함께(팀티칭) 열정적으로 지도해주고, 어려운 질
문과 학습 내용에 대해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하는 과정
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23명, 37.1%). 이는 예비교
사 F의 진술과 같이 첫 수업의 실패를 거울삼아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준비하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여러 예비교사들이 함께 팀티칭으로 준
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S-L이 수업 현장을 체
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팀티칭이 학생들을 도
와 문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예비교사 A의 진
술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과학 수업시간에는 과학지
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과학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S-L 수업을 통해 그 배경을 알게 되어 더욱 흥미로웠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17명, 27.4%)고 했다. 이는 예
비과학교사들이 S-L 수업을 준비 하면서 과학사를 활
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수업 역량을 키울 수 
있었고,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배경, 과학사 등을 활
용하려고 노력한 결과이다(예비교사 B). 과학사를 활용
하여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좋아하고 성공적인 수업을 이룰 수 있어서 보

람 있었다는 예비교사 A의 진술과 수업 준비 과정에서 
교수학적 내용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의견이 이를 지지한다. 그 외에도 형 같은 예비과학 선
생님들이 와서 가르쳐 주니 학습 부담이 적어서 공부가 
잘 되었다. 우리 동네 박물관에 전시된 고인돌에서 별
자리를 찾을 수 있고, 독널의 의미와 쓰임새를 배우면
서 전통과학과 선인들의 우수함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
다고 했다. 예비과학교사들이 강의 시간에 배운 과학사 
내용과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S-L 수업 활동을 
하는 것은 봉사대상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래 과학교
사인 봉사자들까지도 가르치기 위해 더 심화된 실천적 
교수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과학교육 교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S-L 수업의 아쉬운 점은 2회 
정도의 이벤트성 수업이라서 재미는 있었지만, 과학 학
습으로서 지속적인 교육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대상학교를 집중하여 지속적인 S-L 교육 프로그
램이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과학교사들이 과학사 전공 교과목과 
S-L을 연계하여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인근 중고등학
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통해 교직 인성과 
교수적 내용 지식, 수업 역량을 기르고자 한 현장연구
로서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차 교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교사들에게 적합
한 S-L 교수-학습 모형을 위해 국내외 운영 사례와 선
행 연구를 분석하여 ‘준비-실행-평가’의 3단계 모형을 
활용하였다. 5명의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과 타당성 검
증을 통해 ‘과학사 및 과학탐구’ 강좌에서 S-L을 계획하
였고, 예비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예비과학
교사들이 전공 교과목과 S-L을 연계하여 교육봉사를 
실천하고, 교수적 지식과 수업 역량을 기르고자 했다. 
준비 단계에서 개강 8주 전부터 코디네이터 지정과 봉
사대상 학교 협의를 통해 강의를 계획하였다. 이 강좌
가 S-L 교과목임을 공지하여 수강신청을 안내하였고, 
학기를 시작하면서 S-L과 강좌 운영에 대한 오리엔테
이션을 실시하며, S-L 일정을 확정했다. 준비 단계에서
는 교수자가 강좌의 학습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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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생들이 S-L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 실행 방법 등을 
잘 알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
하다. 

둘째, 실행 단계에서는 예비과학교사들이 ‘과학사 및 
과학탐구’ 전공 강좌에 S-L을 연계하여 수업을 준비하
고 실시하였다. 3시간의 수업시간(3학점) 중 2시간은 
강의실에서 이전처럼 강의가 이루어졌고, 1시간은 S-L 
시간으로 운영하였다. 과학사 이론과 강의는 i-Class 
(FL) 교수-학습 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제해결과 협력학
습, 토의학습 등으로 학습자 중심의 배움 수업으로 진
행하여 1시간 줄어든 학습시간을 원격 수업으로 보충
할 수 있도록 했다. S-L 강의시간(1시간)은 이론과 강
의로 배운 과학사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내용지식으로 하고, S-L 수업을 위한 준비와 실행 
시간으로 하였다. 보통 1시간은 팀별 활동과 지도교수 
협의, 피드백  등으로 시간이 부족하며 봉사대상 학교
로 수업을 가는 경우엔 이동과 준비 등으로 3시간 이상
이 소요된다. 전공연계 S-L 강좌는 정규 수업 시간 외
에도 팀별 수업 준비와 S-L 활동 등으로 수강생들의 학
습시간 부담이 커서 교육봉사 시간 인정이나 S-L 지원 
장학금 등의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S-L 실행은 3
개 학교를 대상으로 5회 실시하였고, 4개 팀이 과학사 
주제를 정하여 수업하였다. 수업 후에는 준비와 수업 
과정, 성찰 내용 등을 포함한 성찰일지를 자기보고 형
식으로 제출하였다. 평가단계에서 지도교수는 예비교사
의 성찰일지와 성찰보고서, 수업관찰, 설문지 등을 분석
하여 피드백하고, 평가회에서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토
의했다. S-L의 실행과 평가 단계에서는 지도교수와 코
디네이터, 봉사대상 학교의 지도교사 등 모든 관계자들
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측 모든 학생들이 상보
적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협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S-L에 대한 교육적 효과와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와 성찰일지, 수업 관찰 내용을 조사했다. 
예비과학교사들의 S-L 만족도는 4.68로 모든 학생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으로 평가했다. 교내 강의 평가에
서도 4.51(백분위 94.6)로 이전학기 보다 더 우수하게 
평가 되었다. 이것은 S-L 수강자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의미 있고 가치가 높은 과제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높았

다는 설문조사 결과(자아효능감 4.14)와 일치한다. S-L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많은 학습시간에 대한 부담
과 수업 준비 및 학교 현장을 찾아가 수업해야 하는 어
려움, 수업을 직접 해야 하는 스트레스 등을 감당하는 
힘든 강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L 활동이 예비
과학교사로 갖추어야 할 교수내용지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교육봉사로서의 수업 활동에 대해 만족
했다는 것이다. 또한 S-L을 지역사회 참여의식(4.35)과 
학습동기(4.21), 현장 수업역량의 향상(4.65) 부분에서 
높은 자기 만족을 보였다. 성찰일지와 수업관찰을 통해 
예비과학교사들은 S-L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교실 
현장의 현실 직면, 수업 활동의 시행착오 경험, 수업의 
보람과 교육의 성취감 맛보기, 교직에 대한 자아효능감 
등을 경험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과학사 강좌를 대상으로 9명의 예비과학교
사와 78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L 사례연구
로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자기보고 형식의 설
문지를 통한 S-L 만족도의 양적 연구에 한계가 있고, 
사전-사후 검사 등 체계적인 실험설계 및 조사가 부족
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더 많은 예비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S-L 전공강좌를 다
양하게 개설하여 S-L 교수법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예비교사들
이 S-L 경험을 통해 학교와 교실 현장을 이해하고, 교
수-학습 활동의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교수 방법
의 부족과 수업 실패를 성찰하면서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와 수업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이에 S-L 수업의 
운영과 수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강좌이지만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예비교사들의 교육봉사활동과 연
계하여 S-L을 더욱 확대해야 하고, 각 전공에 적합한 
S-L 모형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S-L 
사례는 학기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서 단기적인 교육 효
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S-L 교육 효과가 학업적 성
취와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는 충분한 시간의 확보가 필요한데, Allen et al.(1997)
은 30시간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49]. 본 연
구에서도 S-L 15시간의 강의 시간 이외에 20시간 이상
(5회 S-L 실시)의 비공식적인 추가 강의시간이 소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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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한번 개설된 S-L 강좌가 학기 마다 또는 매
년 개설될 수 있다면 학생들도 전공 관련 S-L에 대하여 
예상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
도교수의 헌신적인 노력과 자발적인 S-L 참여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교수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 지원을 도와 
교수의 참여와 지속 동기를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S-L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수와 학생의 참여와 지
역 공동체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S-L 활동 발표
회와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
보할 필요가 있다. S-L을 통해 예비과학교사와 대학, 
인근 학교,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하면서 상호 간
의 호혜와 선순환 피드백으로 공동체에 봉사하는 새로
운 역할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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