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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교사들의 과학교수에서 관련변인들에 따른 과학 교과교육학
지식의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등교사들의 성별, 학력, 경력년수, 교
수법, 개인적 과학교수효능감수준, 과학교수 결과기대감수준, 과학교수태도수준, 비지
시적 과학교수법사용수준에 따른 과학 교과교육학지식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연구대
상은 10개 초등학교에 재직한 남교사 52명, 여교사 202명으로 총 254명이 참가하였다.
연구도구로는 교과교육학지식, 과학교수자기효능감, 과학교수태도, 비지시적과학교수
법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성별, 학력, 교직경력 년수, 교수법에 대한 문항도 함께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조사한 변인들에 대한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이 1차적으로 이
루어졌으며, 성별과 학력에 따른 과학 교과교육학지식은 t-검증으로, 경력년수, 교수
법, 개인적 과학교수효능감수준, 과학교수 결과기대감수준, 과학교수태도수준, 비지시
적과학교수법사용수준에 따른 과학 교과교육학지식의 차이는 일원변량분분석과
Duncan사후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조사한 모든 변인들에 따라서 초등교
사들의 과학 교과교육학지식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 주제어 : 교과교육학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비지시적과학교수법
(Indirect science teaching method), 과학교수자기효능감(Science
teaching self-efficacy beliefs), 과학교수태도(Attitudes towards science
teaching)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사들이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상황적이어서 교수의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교사들이 교수 행동으로 사용하고 설립한 교사 지식을 이해해야하며 이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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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의 필수적 사항이다(나동진, 1998; Clark & Peterson, 1986; Doyle, 1990;
Van Driel, Beijaard, & Verloop, 2001; Verloop, Van Driel, & Meijer, 2001). 교육개
혁 보고서(The Holmes Group, 1990, 1995)에는 교직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사들의
지식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교사들의 교과내용지식이
나 교육학지식보다는 교과교육학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의 개발이 교
사 전문성의 준거가 된다고 하였다. 미국의 과학교육기준(NSES) (NRC, 1996)의 교
사의 전문성개발을 위하여 제시한 기준에서도 교과교육학지식의 개발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미국과학교사협회(NSTA, 2005)와 과학교사교육협회(ASTE, 2005)에서도 과
학교사교육을 위한 준거로 교과교육학지식의 설립과 개발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김종
백(2004)과 나동진(1998)도 교직의 전문성향상을 위해서 교사양성기관과 교사교육이
지향해야 될 방향은 교사들이 교수하는 과목에서 교과교육학지식을 개발하는 것이 최
우선이라고 하였다.
Shulman(1986)은 Stanford 프로젝트에서 잃어버린 패러다임을 언급하면서 교과교
육학지식의 중요성을 최초로 강조하였다. 교사교육의 연구 중 지시적 교수, 교수질문,
기다리는 시간 등 일반교육학지식에 관한 연구는 많이 존재하나, 교사들의 교수하는
내용에 관한 연구는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잃어버린 패러다임이라고
하였다. 즉, 교사들의 지식이 교수하는 내용으로 어떻게 변형되는지, 예비교사는 어떻
게 성공적으로 교과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지, 초임교사는 교과서
에 나온 내용들을 어떻게 새로운 설명과 표현를 위해 전문적 판단을 하는지, 초임교사
는 교수과정에서 교과의 전문적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등의 교사지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Shulman(1986)은 교과내용지식과 교육학지식이 교수할 수 있는
내용지식 즉, 교과교육학지식으로 어떻게 탄생되는지 밝혀내려 하였다. 또한
Shulman(1987)은 교과교육학지식은 교사들이 교수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과교육학지식에 대한 연구들이 현직 및 예비교사교육에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Shulman, 1987; Van Driel, Verloop, De Vos, 1998; Verloop,
1992).
교사들의 교과교육학지식이란 교사들이 알고 있는 내용지식차원의 그 이상으로 교
수하고자 하는 내용, 학생, 학교상황, 교수법, 표현방법, 교육과정 등 가르치고자 하는
상황 안에서의 교수-학습에 관계하는 모든 지식을 포함한다(Marks, 1990; Rovegno,
1992; Shulman, 1987). 더욱이 교과교육학지식은 교사들의 신념을 바탕으로 교수계획
되고 교수경험과 반성의 과정을 통하여 설립되어 교사들의 교실 안에서의 행동과 관
련이 있기 때문에 교사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교육개혁의 중요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Gess-Newsome & Lederman, 1999; Henze, Van Driel, Ver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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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NRC, 2001). 또한 교과교육학지식은 교사들의 교수영역에서 교사들만의 전문적
이해의 특별 형태가 되는 지식이므로 이 자체로도 교과교육학지식은 능력 있는 교사
혹은 전문적 과학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준거로 표현된다
(Magnusson, Krajcik, & Borko, 1999; Van Driel et al, 2001). 즉 교사들의 교과교육
학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교사의 자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는 곧 교사들
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교과교육학지식의 중대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교과교육학지식의 수준
과 개발과정등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과
에 초점을 두어 초등교사들의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을 조사하고 과학교수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임청환(2003)은 경북지역의 초등교사들의 과학교수자기효능
감 및 과학교수태도와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은 유의미한 양의상관 관계에 있다고 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의 초등교사들의 과학교수 자기효능감 및 태도 수준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의 차이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초등에서 사용되는 7차 과학교육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교수학습의 방법은 거의 탐구중심의 학습이다(교육부, 1998). 교사가 과학을 가르칠때 전
통적인 강의중심의 지시적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
과 의문을 갖게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탐구중심의 과학학습이 되도록 비지시적 과학교수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7차 과학교육과정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교육부, 1998). 그러므로 교사들의 교수법
및 비지시적 과학교수법에 따라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이 다른지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
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들의 과학교수 관련변인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
식의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며 교과교육학지식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교사양성교육에
시사점을 주고자한다. 초등교사들의 성별, 학력, 경력년수, 교수법, 개인적 과학교수효
능감, 과학교수 결과기대감, 과학교수태도와 비지시적 과학교수법사용수준에 따라 초
등교사들의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이다.

2. 연구 문제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등교사들의 성별에 따라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초등교사들의 학력에 따라 과학교과
교육학지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초등교사들의 경력년수에 따라 과학교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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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지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초등교사들의 교수법에 따라 과학교과교육학지식
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5) 초등교사들의 개인적 과학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과학
교과교육학지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6) 초등교사들의 과학교수결과기대감 수준
에 따라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7) 초등교사들의 과학교수태도
수준에 따라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8)초등교사들의 비지시적
과학교수법사용 수준에 따라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교과교육학지식의 의미와 영역
Shulman(1986)이 교과교육학지식을 언급한 이래 많은 교육학자들이 Shulman의 업
적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과교육학지식의 의미와 영역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연구자들이 언급한 교과교육학지식의 의미와 영역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Shulman(1986, 1987)은 교사전문성은 교과교육학지식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교과교육학지식은 교수를 위한 기초 지식으로 모두 7가지 영역을 포함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1986년에 내용과 관련된 지식인 내용지식, 교과교육학지식,
교과정지식을 언급하였고, 1987년의 연구에서 나머지 4가지 지식인 교육학지식, 학생
지식, 교육상황지식, 교육목적지식을 포함시켰다. Shulman(1986)에 의하면 첫째, 내용
지식은 교사들의 사고 안에서 작용하는 교과목 내용 지식의 구조와 탐구방법을 포함
한다. 둘째, 교과교육학지식은 내용지식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할 수 있는
방법(즉 유추, 설명, 예, 시범 등)과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다
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특정 주제를 배울 때 가지고 있는 개념과 선 개념에 대한 지식
을 포함한다. 만약에 학생들의 선개념이 오개념이라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수법지식도 포함한다. 셋째, 교육과정지식은 주어진 수준에서 특정과목과
주제를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모든 범위의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교수자료의 다양성
과 이를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식이다.
Tamir(1988)는 교사들의 알아야 하는 지식의 영역은 내용지식, 교육학지식, 교과교
육학지식, 교육과정지식, 학생지식이라고 하였다. 첫째, 내용지식은 교사들이 가르치고
자 하는 과목의 사실과 개념에 대한 지식과 지식이 설립될 수 있는 과정, 수단, 방법
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학지식은 단원설계, 교실경영, 교수방법,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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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평가, 교실정비, 그룹구성, 타당한 수준에서 질문하는 법, 적절한 질문속도 유지, 개
인 및 소그룹활동의 감독, 효과적으로 칭찬하기, 예리하게 비판하기 등의 지식이라고
하였다. 셋째, 교과교육학지식은 가르치고 하는 내용에서 중심주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지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이 주제
가 학생들에게 전해질 중심개념은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학생들이 주제를 적절히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유추, 예, 은유, 시범,
시뮬레이션, 실험실 조작은 무엇인가? 학생들의 어떤 선 개념이 학습에 방해가 되는
가? 등이다. Tamir(1988)도 교과교육학지식의 전문성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한 분야
에서의 교사가 다른 분야의 교사들과 구분되고 한 분야의 전문가와도 구분될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하였다. 즉 화학 교사들이 갖고 있는 교과교육학지식은 사회 교사나 국어
교사의 교과교육학지식과도 구분되어야 하며, 화학자들이 갖는 지식과도 엄연히 다르
다고 하였다. 넷째, 교육과정지식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능한 주제와 범위가 어
떻게 조직되는지, 교육과정이라 불리는 교수과정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조
직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과서, 수업계획서, 미디어, 다양한 종류의 교육과정 자료에
대한 지식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지식은 학생들이 특정 주제를 학습할 때 가지고 있는
선지식과 학생들의 발달의 차이, 동기, 학습 스타일 등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
Grossman(1990)은 교과교육학지식의 영역을 교육학지식, 내용지식, 교과교육학지
식, 교육상황지식이라고 하였다. Marks(1990)의 교과교육학지식의 개념은 교사들의
지식이 내용, 학교상황, 아동들의 학습, 교수로 통합되는 지식이며, 이는 내용지식, 학
생지식, 교육매체에 관한 지식, 교육과정지식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Tuan,
Chang, Wang, & Treagust(2000)는 교사들의 지식의 영역을 교과교육학지식, 표현지
식, 내용지식, 평가지식으로 조사하였다.
Carlsen(1999)은 교사지식의 5가지의 영역은 1)국가, 지역사회, 학교, 학생들을 포함
한 일반적 교육 상황에 관한 지식, 2)가르치는 교실 상황, 학생들을 포함한 특정 교육
상황에 관한 지식, 3)학습, 교실 경영, 교육과정, 교수 등을 포함한 일반 교육학지식,
4)과학, 기술, 사회를 포함한 교과 내용지식, 5)특정 내용에 관한 교수법과 교육과정,
학생들의 개념을 포함한 교과교육학지식이라 하였다. Magnusson et al(1999)는 과학
교과교육학지식을 5영역인 과학교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지식과 신념, 과학교육과정
에 대한 지식과 신념, 학생 이해에 대한 지식과 신념, 평가에 대한 지식과 신념, 특정
주제에 맞는 교수방법의 지식과 신념이라 하였다.
Cochran(1991)은 구성주의 관점으로 Shuman(1986)의 교과교육학지식의 개념을 개
조하여 묘사하였다. 구성주의에서는 지식 개발과 변형의 과정은 사회적 상황안에서 상
호작용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강조하며, 이해한다는 것은 상황적이며 맥락적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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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Cochran(1991)은 교과교육학지식(knowledge)이라는 말 대신
에 지식의 다이나믹한 본성을 강조하여 know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pedagogical
content know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그 정의는 교사들의 교육학지식, 내용지
식, 학생지식, 교수-학습의 환경 상황의 지식의 이해를 통합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러한 지식의 발달은 끊임없는 계속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Cochran, DeRuiter,
King(1993)도 과학교사와 과학자가 지식을 구성하는 방법들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경
험 있는 과학교사들의 지식은 교수 관점으로부터 구성되며 학생들이 특정 개념을 이
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초로써 사용되나, 과학자들의 지식은 연구 관점으로부터
구성되며 그 영역에서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기초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과학교사들의 교과교육학지식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2. 관련 선행연구
선행 연구물의 고찰 결과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이 존재하였다. 첫째, 교사
들의 교과교육학지식의 개발이나 형성과정 즉, 교사들은 교과교육학지식을 어떻게 형
성하는지, 혹은 교육과정의 어떤 요소가 지식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서이다.
둘째, 예비 및 초임교사들과 경험 많은 교사들간의 교과교육학지식의 차이점이다. 여
기서도 위의 두 쟁점에 관하여 고찰해 보겠다.
Tamir(1988)는 예비교사들의 교과교육학지식의 개발과정을 사례연구 한 결과 예비
교사들의 교과교육학지식을 성공적으로 개발시키려면 실제적인 교수-학습의 상황속에
서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교수-학습 시연 후에는 즉각적이고 구체적
인 피드백과 반성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Tuan(1995)은 3명의 예비 화학교사들의 교과교육학지식의 발달을 1년 동안 반구조
화된 면접과 교실 관찰을 통한 질적 연구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1년 간의 교생실습
과정 후에 예비교사들은 화학교수에 관한 관점, 교수법에 관한 지식, 학생 특성과 학
생들의 학습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지식 등이 개발되었는데 이때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주로 교사들의 교수 반성과 교수 레퍼토리라고 하였다.
Cochran et al(1993)은 구성주의 관점에서 교사양성과정이 교사들의 교과교육학지
식을 개발시키기 위하여는 교사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실제 교수를 위
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실습이 요구된다
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례연구, 동료교사관찰, 협동수업, 마이크로티칭 및 팀 티칭
도 교과교육학지식의 발달을 더욱 조장한다.
Gess-Newsome과 Lederman(1999)은 교과교육학지식의 개발을 위하여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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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교실상황에서 교수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예비교사들은 그
들의 교수를 비판적으로 반성할수 있어야 하며, 교수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교사들의 신념이 자신들의 교과교육학지식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양성 및 교육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은 경험 많은 현직교사와 초임 및 예비교사간에 교과교육학지식의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다. Clermont, Borko, Krajcik(1994)은 경험 많은 교사와 초임 교
사의 교과교육학지식을 비교하였는데 경험 많은 교사들은 초임 교사에 비하여 특정
주제를 가르치는데 있어 방법과 표현에 있어 더 많은 우수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었
으며, 초임 교사보다 다양한 목적을 위해 더욱 융통성 있게 시범을 사용할 줄 알고 학
생들의 학습과 시범을 더욱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다. Hashweh
(1987)는 가르치고자 하는 영역에서 경험이 많은 교사일수록 학생들이 학습에 갖고
있는 선개념을 더욱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어떤 아이디어가 학생들을 어렵게 만
드는지 알아낼 수 있었고, 교수하는 동안 다양한 유추, 예, 시범실험,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하고자 하는 개념과 선개념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였다.
경험 많은 현직교사일수록 교과교육학지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내용을 더욱 정확하
게 표현하며 아동들의 사고와 이해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더욱 적합한 설명, 예, 은유,
다양한 교수방법으로 표현한다고 하였다(Carpenter, Fennema, Peterson, Chiang, &
Loef, 1989; Smith & Neale, 1989). 반면에 초임교사들은 텍스트나 교육과정 자료로
부터 변형하지 않은 학과목 내용지식을 가장 자주 의존하고 있으며, 정보를 표현하기
위하여 명백한 틀을 갖고 있지 않으며, 학생들의 선지식, 능력수준, 학습방법을 평가하
지 않고 교수방법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Capenter el at, 1989;
Feiman-Nemser & Parker, 1990; Tobin, Tippins, & Gallard, 1994).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연구 대상은 서울 지역의 10개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초등교사 총 254명이다. 연구
대상 254명중에 남교사 52명, 여교사 202명으로 구성되었고, 2년제 및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사는 205명이었고, 석사학위를 가진 교사는 49명이었다. 경력 년 수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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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기준으로 교사된 지 1년 미만에서 10년 된 교사가 105명, 11년에서 20년 된 교사
가 90명, 21년에서 30년 된 교사가 48명, 31년 이상 된 교사가 11명이었다. 자료수집은
서울 지역의 10개 초등학교의 교사에게 설문지를 300부 배부하였으나 268부가 회수되
었고 자료처리 가능한 연구대상은 모두 254명이었다.

2. 연구 도구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별, 학력, 교직경력 년수, 교수법의 조사는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과학교과교육학지식, 과학교수 자기효능감, 과학교수태도, 비지시적 과
학교수법의 조사는 다음의 각각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가. 과학교과교육학지식 측정도구
이 도구는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의 6개 영역-교수법지식, 표현지식, 내용지식, 평가지
식, 학생지식, 교육과정지식을 조사할 수 있으며 모두 52 긍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박성혜, 2003). 측정도구의 문항 반응은 Likert-type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각 1점에서 5
점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과교육학지식 총 52문항의 평균은 3.6547, 표
준편차는 0.4141이었고, Cronbach α 값은 0. 9721이었다.

나. 과학교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과학교수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는 두 하위 요소인 개인적 과학교수효능감과 과학
교수결과기대감을 조사할 수 있으며, 개인적 과학교수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은
모두 12문항, 과학교수 결과기대감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도 모두 12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다(박성혜, 2000). 이 문항들은 Likert-type으로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잘 모
르겠다, 반대한다, 절대 반대한다”로 반응할 수 있으며, 각각을 5점에서 1점으로 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효능감과 기대감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각각의 신뢰
도(Cronbach α)는 0.8286, 0.8509이였다.

다. 과학교수태도 측정도구
과학을 교수하는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Thompson과 Shrigley(1986)가 개발한 도
구를 박성혜(2000)가 번역하고 내용 타당도와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사한 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 과학교수태도 측정도구는 모두 Likert-type의 22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잘 모르겠다, 반대한다, 절대 반대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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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각 반응을 5점에서 1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태도가 긍정적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α)는 0.8719이었다.

라. 비지시적 과학교수법 측정도구
이 도구는 Czerniak (1989)가 개발한 측정도구로 모두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신의 과학 교실에서 비지시적 과학교수법을 얼마
나 자주 사용하는 지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박성혜, 2000). 문항의 반응은 각 문항
의 비지시적 과학수업방법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 지에 대하여 “없다, 가끔, 많다”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자료처리는 각 1점에서 3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지시적 과학교수법을 더욱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α)는 0.7570이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의 도구이외에도 사용된 설문은 성별, 학력, 교직경
력 년수, 교수법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교수법에 대한 문항은 교사들이 교실에서
주로 실행하는 교수법을 지시적, 혼합형, 비지시적 교수법 중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각
각의 교수법을 1점에서 3점으로 계산하였다.

3. 자료 분석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다. 조사한 모든 변인들간의 상관계수분석을
1차적으로 실시하였다. 성별 및 학력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의 차이는 t검증으로
분석을 하였다. 경력년수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의 차이는 경력수준을 평균과 표
준편차를 이용하여 1-5년, 6-23년, 24년 이상의 3수준으로 나누어 각 집단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사후검증으로 분석하였다. 교수법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
은 지시적, 혼합형, 비지시적으로 반응한 집단간의 평균을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사
후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개인적 과학교수효능감, 과학교수 결과기대감, 과학교수태도
수준, 비지시적 과학교수법사용 수준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의 분석은 효능감, 기
대감, 태도, 비지시적 과학교수법사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상, 중, 하 집단
으로 나누고 각 집단간의 평균을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사후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위
의 분석은 모두 SPSS 1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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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해석

조사한 변인들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을 일원변량분석하기 전에 1차적으로 조
사한 변인들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에 의하면 초등교사들의 과학교과교육학지식과 학력, 경력년수, 교수법, 개인적 과학
교수효능감, 과학교수 결과기대감, 과학교수태도, 비지시적 과학교수법사용 변인들과
모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초등
교사들의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력과 경력년수가 높고, 또한 교수
법, 개인적 과학교수효능감, 과학교수 결과기대감, 과학교수태도, 비지시적 과학교수법
사용의 점수도 모두 높아짐을 나타낸다.
<표 1> 피어슨 상관계수
개인적
학력

경력년수 교수법

과학교수
효능감

과학교과
교육학지식
**

P≤0.01

0.192**
*

0.189**

0.288**

0.471**

과학교수

과학

결과기대감 교수태도
0.435**

0.484**

비지시적
과학교수법
사용
0.254**

P≤0.05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 및 해석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별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 초등교사들의 성별에 따른 과학교과
교육학지식의 t-검증을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에 의하면 남교사와 여교사의 교
과교육학지식이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는 남교사의
교과교육학지식이 여교사의 지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별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

**

성별
남

N
52

M(평균)
3.7533

SD(표준편차)
0.41406

여

202

3.5562

0.41413

P≤0.01

*

t (Sig.)
3.389** (0.001)

P≤0.05

연구문제 2. 학력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 초등교사들의 학력에 따른 과학교과
교육학지식의 t-검증을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에 의하면 석사집단의 교과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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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학사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것으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068, p<0.01). 이는 석사집단의 교과교육학지식의 평균이 학사집
단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 학력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

**

학력
학사

N
205

M(평균)
3.5576

SD(표준편차)
0.45400

석사

49

3.7518

0.37418

P≤0.01

*

t (Sig.)
-3.068** (0.002)

P≤0.05

연구문제 3. 경력 년수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 초등교사들의 경력년수에 따라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
석한 결과와 경력년수에 따라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이 달라지는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
여 Duncan검증을 통하여 사후 분석한 결과를 함께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에 의
하면 경력년수에 따라 교과교육학지식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8.543, p<0.01). 또한 Duncan검증을 한 결과는 경력년수가 1년-5년, 6년
-23년, 24년이상 집단의 교사들이 모두 각각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이는 경력년수가 증가할 수록 과학교과교육학지식도 높음을 나타낸다.
<표 4> 경력년수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의 일원변량분석과 Duncan검증
경력년수

N

M

SD

1-5년
6-23년
24년이상

51
156
47

3.4808
3.6667
3.8165

0.32309
0.46630
0.45287

**

P≤0.01

*

F

Duncan

(Sig.)

검증
A
B
C

8.543**
(0.000)

차이

A<B<C*

P≤0.05

연구문제 4. 교수법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 초등교사들의 교수법에 따라 과학
교과교육학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와 교수법에 따라 교과교육학지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검증을 통하여 사후 분석한 결과를 함께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5>에 의하
면 교수법에 따라 교과교육학지식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F=17.173, p<0.01). 또한 Duncan검증을 한 결과는 혼합형교수법을 사용하는
교사집단과 지시적교수법을 사용하는 교사집단의 교과교육학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

20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 두 집단의 교사와 비지시적 교수법을 사용하는 집단의 교사와
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비지시적교
수법을 사용하는 교사는 지시적교수법이나 혼합형교수법을 사용하는 교사들보다 과학
교과교육학지식이 높음을 알수 있다.
<표 5> 교수법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의 일원변량분석과 Duncan검증
교수법

N

M

SD

비지시적
혼합형
지시적

31
208
15

3.9491
3.5118
3.5032

0.47237
0.41450
0.35540

**

P≤0.01

*

F

Duncan

(Sig.)

검증
A
B
B

17.173**
(0.000)

차이

A>B*

P≤0.05

연구문제 5. 개인적 과학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 초등교사들
의 개인적 과학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와 효능감 수준에 따라 교과교육학
지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검증을 통하여 사후 분석
한 결과를 함께 <표 6>에 나타내었다. <표 6>에 의하면 개인적 과학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교과교육학지식은 유의순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8.761, p<0.01). 또한 Duncan검증을 한 결과는 효능감이 상, 중, 하수준 집단의
교사들의 교과교육학지식이 모두 각각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 과학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사들의 과학교과교육학지식도
높다고 할수 있다.
<표 6> 개인적 과학교수효능감수준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의 일원변량분석과 Duncan검증
개인적과학교수
효능감
상
중
하
**

P≤0.01

*

N

M

SD

40
186
28

4.0154
3.5982
3.3506

0.43801
0.41227
0.39197

F

Duncan

(Sig.)

검증
A
B
C

28.761**
(0.000)

차이

A>B>C*

P≤0.05

연구문제 6. 과학교수 결과기대감 수준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 초등교사들의
과학교수 결과기대감 수준에 따라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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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와 기대감 수준에 따라 교과교육학지식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검증을 통하여 사후 분석한 결
과를 함께 <표 7>에 나타내었다. <표7>에 의하면 과학교수 결과기대감 수준에 따라 교
과교육학지식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9.668,
p<0.01). 또한 Duncan검증을 한 결과는 기대감이 상, 중, 하수준 집단의 교사들의 교
과교육학지식이 모두 각각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는 과학교수결과기대감이 높을수록 과학교과교육학지식도 높다고 할수 있다.
<표 7> 과학교수결과기대감수준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의 일원변량분석과 Duncan검증
과학교수
결과기대감
상
중
하
**

P≤0.01

*

N

M

SD

33
185
36

3.9601
3.6515
3.3525

0.48130
0.39313
0.36783

F

Duncan

(Sig.)

검증
A
B
C

19.668**
(0.000)

차이

A>B>C*

P≤0.05

연구문제 7. 과학교수태도 수준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 초등교사들의 과학교
수태도 수준에 따라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와 태도 수준에 따라 교과교육학지식이 어떻게 달라지
는지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검증을 통하여 사후 분석한 결과를 함께 <표 8>
에 나타내었다. <표 8>에 의하면 과학교수태도 수준에 따라 교과교육학지식은 유의수
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2.215, p<0.01). 또한 Duncan검증
을 한 결과는 태도가 상, 중, 하수준 집단의 교사들의 교과교육학지식이 모두 각각 유
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의 과학교수태도가
상집단에 있을수록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의 점수도 높다고 할 수있다.
<표 8> 과학교수태도 수준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의 일원변량분석과 Duncan검증
과학교수태도

N

M

SD

상
중
하

39
180
35

3.9992
3.6724
3.2925

0.42225
0.44459
0.37541

**

P≤0.01

*

P≤0.05

F

Duncan

(Sig.)

검증
A
B
C

32.215**
(0.000)

차이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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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8. 비지시적 과학교수법사용 수준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 초등교사
들의 비지시적 과학교수법사용 수준에 따라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와 비지시적 과학교수법사용 수
준에 따라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
검증을 통하여 사후 분석한 결과를 함께 <표 9>에 나타내었다.
<표 9>에 의하면 비지시적 과학교수법사용 수준에 따라 교과교육학지식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1.158, p<0.01). 또한 Duncan검증을
한 결과는 상수준 집단, 중수준 집단, 하수준 집단의 교사들의 교과교육학지식이 모두
각각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의 비지시적
교수법을 많이 사용하는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교사들보다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의 점
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9> 비지시적 과학교수법사용수준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의 일원변량분석과 Duncan검증
비지시적과학
교수법사용
상
중
하
**

P≤0.01

*

N

M

SD

36
190
28

3.8697
3.6983
3.3961

0.43543
0.45900
0.34784

F

Duncan

(Sig.)

검증
A
B
C

11.158**
(0.000)

차이

A>B>C*

P≤0.05

Ⅴ. 결론, 논의 및 제언

본 연구 문제에 따른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들의 남녀 두 집단간의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교과교육학지식의 평균이 더 높
았는데 2004년도의 서울시 교육청의 통계에 따르면 초등교사들의 성별 비율이 여교사
가 71%로 과반수가 넘는 실정을 생각한다면(교육부, 2004), 남녀교사의 과학교과교육
학지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교사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교사들의 학력에 따라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Gess-Newsome(1999)에 의하면 교과교육학지식은 내용지
식과 엄밀히 구분되지만 한편으로는 내용지식을 선행으로 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학력이 높으면 학과의 내용지식이 많아 교과교육학지식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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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한 것이 결론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과교육학지식을 개발시키기 위해
서는 교과내용지식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초등교사들의 경력년수에 따라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교과교육학지식이 교사들의 교수경험 및 교직경력년수
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도 풍부해 진다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Clermont, et al, 1994; ; Hashw도, 1987; Van Driel, et al., 1998). 이러한 결과로 미
루어 보아 예비교사교육이나 초임교사교육은 교수경험을 실질적이며 의미있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지식형성 및 개발에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
넷째, 초등교사들의 교수법에 따라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비지시적 교수법을 사용하는 교사는 혼합형 교수법이나
지시적 교수법을 사용하는 교사보다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
지시적 교수법이란 학생 스스로 학습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탐구학습법인데
과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비지시적인 교수법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부, 1998; AAAS, 1993). 비지시적 교수법을 사용하는 교사들은 교과교육학지식
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학습자중심의 과학탐구수업을 유도해 내려면 교사들의
과학교과교육학지식도 풍부해야 함을 시사하므로 과학교사교육과정에서는 교사들의
교과교육학지식의 개발이 절실하다.
다섯째, 초등교사들의 개인적 과학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짓는다.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교과교육학지식
이 더욱 높았는데, 이는 초등교사들의 개인적 과학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교과교육학
지식이 높다는 임청환(2003)의 연구결과와도 같다. 한편으로는 교사들의 개인적 과학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과학교수학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효율적인 교수
행동을 보이고, 과학교수효능감은 교수행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인이다(Czerniak &
Shriver, 1994).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의 개발과정에서는 과
학교수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사교육 요인도 함께 고려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지식
개발과정이 될 것이다.
여섯째, 초등교사들의 과학교수 결과기대감 수준에 따라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기대감이 상수준 집단일수록 과학교
과교육학지식이 더욱 높았다. 이러한 결과도 과학교수 결과기대감과 교과교육학지식
이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임청환(2003)의 결과와도 비슷한데, 교사가 학생들에
게 영향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과교육학지식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의 개발과정에서 과학교수결과기대감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사교육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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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초등교사들의 과학교수태도 수준에 따라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태도가 상수준 집단의 교사일수록 태도가 중
수준이나 하수준의 교사들 보다 교과교육학지식이 더욱 높았다. Pajares(1992, 1996)에
의하면 인간의 신념은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과학교수 자기효능감과 과학교수
태도와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과학교수 자기효능감 수준
과 과학교수태도의 수준에 따른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의 결과도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초등교사들의 비지시적 과학교수법사용 수준에 따라 과학교과교육학지
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비지시적 과학교수법을 많이
사용하는 교사일 수록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이 높았는데 이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비
지시적 과학탐구수업이 되려면 교사들이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이 풍부해야 함을 재증명
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교과교육학지식의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론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서는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의 영역별로 분석하지 않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위하
여는 향후 연구에서는 내용지식, 표현지식, 교수법지식, 학생지식, 평가지식, 교육과정
지식등 지식의 영역별 차이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들의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의 개발이 매우 필요한 실정에서 교사교육의 어
떤 환경과 요인이 지식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요인들을
교사교육과정 속에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교사 경력년수에 따라 과학교과교육
학지식에 차이가 났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예비교사 및 초임교사들의 과학교과교육학
지식을 개발해 줄 수 있는 요인을 연구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는 과학교사양성 교육과
정설계 및 실행이 필요하겠다.
네째, 개인적 과학교수자기효능감, 결과기대감, 과학교수태도의 수준에 따라 과학교
과교육학지식의 차이로 미루어 보아 변인간에 서로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
고, 효능감과 기대감 및 태도를 고려한 교사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 교과교육학지식의
개발에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과학수업에서 교사들의 과학교과교육
학지식의 수준차이가 교수행동에 있어 얼만큼 차이를 갖고 학생들의 과학학습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학생성취도 및 학생지식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다
양한 방법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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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mentary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d the Related Variables of Science Teaching

Sung-hye Park(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of elementary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by gender, degree, the number of year of teaching,
instructional methods, personal science teaching efficacy, science teaching outcome
expectancy, attitudes toward science teaching, and the use of indirect science teaching
method. Four instruments were used to investigate information concerning teachers'
pedagoical content knowledge, science teaching self-efficacy beliefs (personal science
teaching efficacy and science teaching outcome expectancy), attitudes toward science
teaching, and the use of indirect science teaching method. A questionnaire that consists
of 3 questions regarding teachers' degree, their number of year of teaching, and their
instructional methods was also used in this study. A sample of 254 practicing elementary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o determin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ANOVA, and Duncan post hoc methods were used
to anayze the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by gender, degree, the number of
year of teaching, instructional method, personal science teaching efficacy, science
teaching outcome expectancy, attitudes toward science teaching, and the use of indirect
science teaching method. The more the teahc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he
higher personal science teaching efficacy, science teaching outcome expectancy, attitudes
toward science teaching, as well as the use of indirect science teaching method.
Discussions based on the conclus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presen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