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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cience education researchers’ views on what and how much
science educational theories would be needed for pre-service science teachers,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views and the Examination for Appointing Secondary School Science Teachers(EASST). For this
study, the views of science education professors on science education theories have been analyzed in terms of their
priorities for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science teacher competency and literacy. Their views have been
compared with proportions of questions related to science education theories of the EASST in terms of what kinds of
science education theories have been used for solving each item. As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y have perceived
that more essential things are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science teacher competency and literacy including
science inquiry process, methods of experimental equipments and tools, laboratory safety, misconception of students,
discussion, writing, evaluation of scientific knowledges, and evaluation of scientific inquiry ability other than science
philosophy, changes of science curricula, science curricula of foreign countries, Bruner’s instructional theory,
Karplus’s Learning Cycle model, generative learning model, discovery learning model, and Klopfer’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re is a higher proportion of questions related to science curriculum and Ausubel’s learning
theory in the EASST. They are hardly correlated with science education professors’ selections of science educational
theories for EASST questions. This study advocates the needs of exploring a new method of narrowing down the gap
between science educators’ opinions and questions of ESSAT in terms of science educaiton theories.
Key words: pre-service science teacher, science education researcher, science educational theories, the
Examination for Appointing Secondary School Science Teachers

Ⅰ. 서 론
교사 양성 기관은 양질의 교사 자원을 확보하고 양
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 중 가장 핵심이 교사에 있기 때문으로 유능한 교
사의 양성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어왔다(박현주,

2005; 심재호, 2006; 조희형, 박승재, 1993; Bales,
2007; Cochran-Smith, 2008; Furlong et al,
2008; Lin et al, 2006; Martina et al., 2001). 미
래 사회를 주도해 갈 인재 양성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의 양성은 세계적 관심사라 할 수 있다(김정
곤 등, 1991; 여성희, 강순자, 2004; 임찬빈 등,
2004; NSTA, 2003; Shulman, 1987). 대부분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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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전문가들은 교사 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들고 있으며, 교사의 전문성은 고도
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여 학생
을 지도하는 것은 물론 교사 자신의 인간적, 도덕적,
감성적, 지각적 능력도 포함한다(강희정, 김희백,
2009; Odom et al., 2007). 따라서 교사 전문성은
교과관련 지식이나 교수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가
치, 태도, 동기, 상상력 등의 여러 개념을 포괄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과학 교사는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인 주제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통
하여 과학 교과가 현실과 유리된 학문이 아님을 인식
시키며, 교과 내용과 연관을 맺는 시각을 제공하여 학
습자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 조희형, 박승재, 1993).
따라서 중등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은 과학 교과로서 가
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사범대학의 교사양성 교육과정은 교과 교육 지
식이 주가 되어야 한다(김교흥 등, 2004; 심규철,
2010). 또한 교사의 수업 기술에 의해 수업의 성공률
을 높일 수가 있으므로 과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요구
되는 수업 기술에 과학을 가르치는 행위나 전략, 방법
론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NSTA, 2003).
한편 우리나라의 교원 임용 시험 제도는 주로 전공
영역과 교육학 영역에 대한 이론 위주의 지필고사 중
심의 시험이었으나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의 정
도를 평가하는 지적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을 교육현
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바
뀌어 왔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는 학교 과학 수
업에서 다루는 과학 교과의 내용은 학습 환경과 함께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
교사의 과학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지식을
포함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다(심재호, 2006; 여성희 등, 2003; Bales, 2007;
Inoue, 2009; Lin et al., 2005; Odom et al.,
2007). 이에 대한 과학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예비 과
학 교사 교육에서 요구되는 교육 내용 지식(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이 과학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김희
경, 2007; 심규철, 김정민, 2008; Bales, 2007;
Neiss, 2005; NSTA, 2003; Winterbottom et al.,
2008; Zembyla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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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사 교육의 핵심이 예비 교사 교육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예비 과
학 교사를 포함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들이 수행되어 왔으나(곽영순, 2008; 강희정, 김희백,
2009; 김갑성 등, 2007, 2009; Jegede & Taplin,
2000; Neiss, 2005; Smith et al., 2006) 예비 교사
교육을 위한 과학 교육 이론에 대한 과학 교육 전문가
들의 의견을 모으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과학 교육을 담당하는 과
학 교사에게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
사 교육 방안에 대한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
로 예비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과학 교육 이
론에 대한 세부 영역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
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범대학에서의 중등 과학
예비 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어떤 과학 교과교육학 이론
의 영역별 세부 내용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중등과학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쟁경쟁시험(이하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의 과학 교과교육학 문항
에서 출제된 영역과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의견과
의 연관성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과정
본 연구에서는 예비 과학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학습해야 할 과학교육학 이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과학 교과교육 이론에 대해 과
학교육 연구자를 대상으로 과학교사의 수업 역량 및 과
학교사의 소양으로서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
으며,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의 과학교육학 이론 문항과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생각과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하
였다. 이에 대한 연구의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2. 연구 대상
예비 과학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학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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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 이론서 및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문항 분석 관련
연구 자료 수집
↓
과학교육 연구자 의견 조사 설문 및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문항 분석을 위한 범주 추출
↓
과학교육 연구자 의견 조사 설문지 및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문항 분석 기준 개발
↓
설문지와 분석 기준에 대한 예비 조사 및 타당도 검사
↓
과학교육 연구자 의견 조사 및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문항 분석
↓
예비 과학교사를 위한 과학교육에 대한 시사점 도출
그림 1 연구의 과정

할 과학교육 이론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 의견 조사
는 사범대학에서 과학교육학 이론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25명의 과학교육 연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
다. 과학과 교육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 과학 탐구,
과학 교수학습이론, 과학 교수학습방법, 과학 평가 등
6개 영역에 대해 과학교사의 수업 역량과 소양으로서
필요한 정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9명의 과
학교육 연구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각 영역들의 중
요도를 선택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3. 설문 조사 및 분석 방법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과학 교과교육학 이론에 대한
의견 조사를 위해서 과학교육론 관련 이론서(권재술
등, 2006; 김영신 등, 2012; 조희형 등, 2011), 과학
교과교육학 문항 분석과 관련된 이전 연구(김인환 등,
2010; 박선희, 심규철, 2006) 등을 참조하여 과학교
육학 이론에 대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과
학과 교육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 과학 탐구, 과학
교수학습이론, 과학 교수학습방법, 과학 평가 등 6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소영역으로 구
분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1). 그리고 각 영
역별 소영역은 과학과 교육과정 4개, 과학사 및 과학
철학 4개, 과학 탐구 3개, 과학 교수학습이론 12개,

과학 교수학습 방법 8개, 과학 평가 5개 등으로 총 6
개의 대영역과 36개의 소영역으로 구분하여 과학교사
의 수업 역량을 위해서 또는 과학교사의 소양을 위해
서 어느 정도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7점 리커르트
척도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영역에 대
해 과학교사로서의 수업 역량 함양을 위해 또는 과학
교사로서의 소양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
유에 대해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문항 분석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 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해 출제된 과학교육
학 이론 문항을 대상으로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과학
교과교육학 이론에 대한 의견 조사 범주와 동일하게
과학과 교육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 과학 탐구, 과
학 교수학습이론, 과학 교수학습 방법, 과학 평가 등
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등과학
교사임용시험 출제 문항수와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과
학 교과교육학 이론에 대한 설문 조사 평균 점수를 비
교하여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의견과 중등과학교사임
용시험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과학교육 연구가들을 대상으로 예비 과학교사가 어
떤 내용의 교과교육학이론을 학습하는 것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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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과학 교과교육학 이론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 의견 조사 및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과학교육 이론 관련 문항 분석 영역
영역

소영역

과학과 교육과정

과학교육과정의 성격/목표/교수학습방법, 과학교육과정의 변천, 교육과정의 내용요소, 외국의
교육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

과학지식의 종류(사실, 개념, 원리, 법칙, 이론 등) 및 생성, 과학적 사고(창의적사고, 논리적 사고,
관찰의 이론 의존성, 비유, 초인지 등) 및 방법 (연역/귀납/가설연역법, 귀추법), 과학철학(실증주
의, 합리주의, 귀납주의, 반증주의, 쿤의 과학혁명, 라카토스의 연구프로그램 등), 과학사 내용

과학 탐구

탐구과정(기초/통합탐구과정), 실험장치/도구 사용방법, 실험실 안전

과학 교수학습이론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오슈벨의 유의미학습, 브루너의 수업이론, 비고츠키 이론, 개념변화이
론(드라이버, 하슈웨, 포스너, 웨스트와 파인즈 등), 학생의 오개념, 수업맥락에서의 과학적 개념
의 이해, 카플러스 순환학습모형, POE, PEOE, 5E, 로슨의 순환학습모형, 발생학습모형, 발견
학습모형

과학 교수학습방법

STS 교수학습, 협동학습, V도, 개념도, 질문법, 토론법, 과학논술(글쓰기)

과학 평가

클로퍼 교육목표 분류, 과학 지식 평가(평가도구의 종류와 특징), 탐구능력 평가, 정의적 영역(흥
미, 태도) 평가, 내용타당도/신뢰도/변별도

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과학과 교육
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 과학 탐구, 과학 교수학습
이론, 과학 교수학습방법, 과학 평가 등 6개 영역에
대해‘과학교사가 실제로 수업하는데 필요한 역량
(A)’
과‘과학교사의 소양 함양(B)’
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7점 리커르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과학 교육이론 관련 문항을 위
의 6개 영역에 대한 출제 분포를 분석하였다. 각 영역
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과학교육 연구자
들은 과학교사가 실제 수업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중요한 과학교육학 이론을 순서대로 과학 탐구, 과학
평가, 과학 교수학습방법, 과학 교수학습이론, 과학사
및 과학철학, 과학사 교육과정의 순서였고, 과학교사
의 소양의 관점에서는 과학 탐구, 과학 교수학습 방
법, 과학 평가, 과학사 및 과학철학, 과학 교수학습이
론, 과학사 교육과정의 순서였다. 반면 중등과학교사
임용시험 과학 교육이론 관련 출제문항수는 과학 교
수학습이론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그 다음이 과
학사 및 과학철학, 과학사 교육과정, 과학 교수학습
방법, 과학 탐구, 과학 평가의 순서로 과학교육 연구
자들의 의견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각 영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의견과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출제 문항 분석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하여 4가지 영역으로 질문한
결과를 과학교육 연구자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의견
과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출제 문항수를 비교한 결과
는 [표 3]과 같다. 과학교육 연구자들은‘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교수학습방법’
에 대해 교사가 수업을 진
행하는 역량과 교사의 소양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면담 조사에서 그들은
교육과정에서는‘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에 대한 내용
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는 수업계
획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과학교사들은 개념 수준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조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비교적 필요성에
대해 낮은 동의를 나타낸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교육
과정 정책이 학교 수준에 적용될 때에는 실행 차원에
서 구체적인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굳이 교사들이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교
사교육에서 강조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그 이유를 제시하였다.
또한 과학교육 연구자들은‘과학교육과정의 변천’
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
로 나타났지만 과학교사의 수업 역량으로서 필요하기
보다는 과학교사의 소양으로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
았다. 이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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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과학교육학이론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의 의견 및 임용시험 출제 임용시험 문항수
A평균*

B평균**

문항수(합)

과학과 교육과정

4.9

5.4

40.4

과학사 및 과학 철학

5.2

5.9

40.7

과학 탐구

6.6

6.5

21.2

과학 교수학습이론

5.6

5.8

87.8

과학 교수학습방법

5.9

6.2

21.9

과학 평가

6.0

5.9

10.2

*과학교사가 실제 수업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교과교육학 이론의 학습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
**과학교사의 소양 함양을 위한 교과교육학 이론의 학습 필요성에 응답자
표3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의 의견 및 임용시험 출제 문항수
A에 대한 응답(명)*

소영역
7

B에 대한 응답(명)**
7

A평균 B평균

임용시험
문항(수)

6

5

4

3

2

1

6

5

4

3

2

1

과학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13 4
교수학습방법

4

4

0

0

0 16 6

1

1

0

0

1

6.0

6.3

13.41

12 4

5

2

0

1

4.1

5.0

4.00

과학교육과정의 변천

2

1

6

9

5

0

2

교육과정의 내용요소

18 3

1

2

1

0

0 16 4

2

2

0

0

1

6.4

6.2

22.95

0

4

8

1

6

4

5

6

4

2

3

3.2

4.0

-

외국의 교육과정

1

1

1

4

*과학교사가 실제 수업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교과교육학 이론의 학습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
**과학교사의 소양 함양을 위한 교과교육학 이론의 학습 필요성에 응답자

정에서 적용되는 학생들의 내용요소에 차이가 생겨
학습결손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전 학년에서 어떤 수
준까지 학습하였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은
우리나라의 교육철학이나 교육사조 입장에서 이해하
고 있으면 좋으나 그다지 학교 교육에서 필요성이 높
지 않고 실제 수업 과정에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 교사교육에서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특히 과학과 교육
과정 영역의 외국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소영
역에 비해 긍정적인 의견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많았는데, 과학교육에 대하여 연구하는 차원에서는
가치를 가질 수 있고, 과학교육의 글로벌 경향을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양 함양을 위해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과학과 교육과정은 과학교사 교수내용지식의 필수
요소이나(조희형, 고영자, 2008), 대부분의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과학교육의 성격, 목표, 교수학습과 내용
요소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문항 출제 분포를 살펴보
면, 내용요소에 대한 문항이 57% 정도나 차지하여 편
중 현상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많은 교원양성교
육기관의 교수와 과학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보다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
는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
원, 2010).

2. 과학사 및 과학철학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의견과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출제 문항 분석
과학사 및 과학철학에 대해서는 과학지식의 종류,
과학적 사고 및 방법, 과학철학, 과학사 내용의 4가

예비과학교사에게 필요한 과학교육학 이론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의견과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의 연관성

지 영역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과학지식의 종류, 변화 및 생
성에 대해서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로서의 역량에
대해서는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에는 많이 출제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예비과학교사들이 학습해야 하는
정도로는 높은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과학적
사고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과학교사의 수업 역
량에 대한 필요성은 평균 5.7점, 과학교사 소양으로
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3점으로 다른 소영역에
비해 필요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 조사에서는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과학지식의
종류나 변화 및 생성에 대한 지식은 예비교사들이 과
학의 본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과학적 태도와 가치
관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
며, 과학 수업의 목적에 과학지식의 전달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의 과학내용의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지식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
가 과학지식의 특성과 과학적 사고와 방법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학교육에서 논
리적 사고나 연역법, 귀납법 등이 과학 지식의 탐색
을 위한 방법론적 수단이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은 과
학적 사고 및 방법들을 수업 중 적절히 활용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과학지식의 종류나 변화 및 생성에 대한 부
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우리나라 과학수업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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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주로 과학내용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
학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며 과학적 사고가 어떤 식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수업에 적용되
지는 않는다. 따라서 실제 수업하는데 있어서 능력 및
자질로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는 의견이 이를 나
타내기도 하였다.
과학철학의 내용에 대해서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실
제 수업하는 역량과 과학교사의 소양으로서도 그 필
요성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다소 낮게 생각하고 있었
다. 이는 면담 조사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데, 과학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예비
교사들이 학습하는데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른 영
역에 비해서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김
인환 등(2010)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
는데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
들이 과학철학 관련 내용 학습에 많은 노력을 투자
하고 있으며, 예비 과학교사들도 가장 많은 공부 시
간을 들이지만 가장 어려운 내용이라는 응답에서
알 수 있다.
과학사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의견을 살펴보
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로서의 역량에 대해 평균
5.5점, 과학교사의 소양에 대해 평균 6.0을 제시하였
는데,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
는 것에 비하면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다
고 할 수 있다. 과학교육전문가들은 과학사를 통해 과
학적 개념, 이론, 방법 등이 변천되어온 경로를 살펴
봄으로써 현재의 과학에서의 개념과 이론의 논리적

표4
과학사 및 과학철학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의 의견 및 임용시험 출제 문항수
A에 대한 응답(명)*

소영역

B에 대한 응답(명)**

임용시험
문항(수)

6

5

4

3

2

1

5

4

3

2

1

6

6

8

1

3

1

0 10 10 3

1

0

1

0

5.3

6.0

2.83

과학적 사고 및 방법 (연역, 귀납,
8
가설연역, 귀추)

8

4

4

1

0

0 12 8

5

0

0

0

0

5.7

6.3

21.32

과학철학(실증주의, 합리주의, 귀
0
납주의, 포퍼, 쿤, 라카토스 등)

1

8 11 3

1

1

4

7

3

0

2

0

4.1

5.3

15.24

9

9

0

0

6 12 7

0

0

0

0

5.5

6.0

1.33

과학사 내용

4

2

1

6

B평균

7
과학지식의 종류(사실, 개념, 원
리, 법칙, 이론 등) 및 생성

7

A평균

9

*과학교사가 실제 수업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교과교육학 이론의 학습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
**과학교사의 소양 함양을 위한 교과교육학 이론의 학습 필요성에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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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
학의 내용이나 사상의 외적 배경(과학을 둘러싼 사회
적, 경제적 여건 등)과 과학의 관계와 그 상호 작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사는 실제 수업하는데 요
구되는 지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교사들
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과학수업에 과학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김은희
둥, 2009; 이봉우, 신동희, 2011; Matthews,
1994), 예비과학교사 양성 과정에서 과학사를 정규
교과로 편성한 곳은 많지 않다. 따라서 과학사의 수
업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범위를 조정하여 예비교사
교육에서 도입할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견하고 가설을 세우고 설계하고 실행하여 결론을 내
리는 일련의 과정과 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
적인 문제점들을 미리 경험하고 차후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을지에 대
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탐구과정에 대한 분석과 이해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들을 지도하고 단순히 지식 암기 위주의 수업을 진행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른
교과와 달리 과학 교과는 탐구 및 실험 관련 교과 교
육 지식의 함양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심재호,
2006; Lin et al, 2006; Martina et al., 2001,
NSTA, 2003). 과학 탐구는 과학 교과의 특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과학 지식을 발견하고 창조해 나가는 과
정이기 때문에(김범기 등, 1994), 과학 교사들은 다양
한 탐구 활동을 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예비 과학교사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함을 시사한다(Van der Valk & de Jong,
2009).
한편 기초탐구과정이나 통합탐구과정은 물론 중등
과학교사임용시험에서 많이 출제되지 않은 실험 장치
와 도구의 사용방법과 실험실 안전에 대해서도 예비
과학교사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과
학교육 연구자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과학교사들도 실험 장치와 도구의 사용이나 실험실
안전 교육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는데, 실제 현
장에서는 다양한 시약과 실험 기구 및 도구의 사용에
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김미연, 2009). 우리나라의
예비 과학교사교육과정에서 실험실 안전에 대한 교육
은 미약한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과학 탐구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의견과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출제 문항 분석
과학 탐구에 대해서는 탐구과정, 실험장치 및 도구
사용방법, 실험실 안전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하여 질문
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과
학교육 연구자들은 교사의 수업 역량과 소양 측면에
서 기초탐구과정과 통합탐구과정 모두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다.
면담 조사에서도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교사들이 탐
구과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탐구를 지도하는 방법은 물론 예비교사들이 직접 탐
구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학
생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문제를 발

표5
과학 탐구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의 의견 및 임용시험 출제 문항수
A에 대한 응답(명)*

B에 대한 응답(명)**

소영역
7

7

A평균

B평균

임용시험
문항(수)

6

5

4

3

2

1

6

5

4

3

2

1

탐구과정
(기초/통합탐구과정)

18 5

2

0

0

0

0 18 4

3

0

0

0

0

6.6

6.6

17.48

실험장치/도구 사용방법

19 4

2

0

0

0

0 16 7

1

1

0

0

0

6.7

6.5

2.67

실험실 안전

17 5

2

1

0

0

0 16 6

1

0

1

1

0

6.5

6.3

1.00

*과학교사가 실제 수업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교과교육학 이론의 학습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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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수학습이론이란 학습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
이고 논리적인 설명 체계이므로 과학교사로서 갖추어
야할 소양에서 매우 중요한 학문적 소양으로 판단하
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과
과학 교수학습이론은‘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은 여러 교수학습이
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이론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이런 과
학 교수학습이론들은 직접적으로 교사가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
도 제시되었다. 교사들은 일련의 정해진 매뉴얼(그 매
뉴얼이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에 맞추어 자료가
구성되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론
자체를 모든 교사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4. 과학 교수학습이론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의견과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출제 문항 분석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과학 교수학습이론 및 모형에
대한 의견 조사는 모두 12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루어
졌다(표 6). 대체로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과학 교수학
습이론이나 모형에 대해 과학교사의 수업 역량이나
소양 함양 두 가지 측면 모두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오개념이나 수업
맥락에서의 과학적 개념의 이해에 대해서는 거의 대
부분의 과학교육 연구자들이 예비 과학교사 교육에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과학교육 연구자들
은 단지 과학의 내용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느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또 잘 모르고 있는 부
분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지도하는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효
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 수준
과 지도 능력이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으로(김교흥 등,
2004; 김영민 등, 2010) 중등학교 교과 내용과 연계된
예비 과학교사교육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과학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의견과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출제 문항 분석

표6
과학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의 의견 및 임용시험 출제 문항수
소영역

A에 대한 응답(명)*
7

6

B에 대한 응답(명)**

B평균

임용시험
문항(수)

5

4

3

2

1

7

5

4

3

2

1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2 12 6

4

1

0

0

7 10 6

1

1

0

0

5.4

5.8

4.25

오슈벨의 유의미학습

5 11 5

2

1

1

0

9

9

5

1

1

0

0

5.6

6.0

13.2

브루너의 수업이론

3 10 6

3

2

0

1

6

7

9

0

3

0

0

5.2

5.5

2.24

비고츠키 이론

4 10 6

4

0

0

1

8

9

6

2

0

0

0

5.4

5.9

7.86

개념변화이론(드라이버,
하슈웨, 포스너, 파인즈 등)

4 11 5

4

0

0

1

8 10 6

1

0

0

0

5.4

6.0

9.08

학생의 오개념

16 8

1

0

0

0

0 16 8

1

0

0

0

0

6.6

6.6

6.69

수업맥락에서의 과학적
개념의 이해

14 5

5

1

0

0

0 16 5

3

1

0

0

0

6.3

6.4

27.07

카플러스 순환학습모형

4

9

6

5

0

0

1

4

7

2

2

1

0

5.3

5.5

0.53

POE, PEOE, 5E

7

9

8

1

0

0

0 11 5

7

0

1

1

0

5.9

5.9

4.53

로슨의 순환학습모형

6

7

8

2

1

1

0

9

6

6

1

1

2

0

5.5

5.6

6.83

발생학습모형

2

9

7

3

1

2

1

6

7

6

2

0

3

1

4.9

5.2

3.66

발견학습모형

4

9

6

3

1

1

1

7

8

4

3

0

2

1

5.2

5.4

1.83

9

6

A평균

*과학교사가 실제 수업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교과교육학 이론의 학습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
**과학교사의 소양 함양을 위한 교과교육학 이론의 학습 필요성에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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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들에
대한 의견 조사는 모두 7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루어
졌다(표 7). 그 결과, 질문법, 토론법, 과학논술, 협동
학습 등은 과학교사의 수업 역량이나 소양을 위해 그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평균 6.0을 상회하여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예비 과학교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협동학습의 경우 예비 과학교
사들에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중등과학교사임용시
험에서도 많이 출제된 영역이었다. 그들의 의견에 따
르면, 협동학습은 수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수
학습방법으로 과학수업에서도 그 효과도 높다고 알려
져 있기 때문에(김영민 등, 2010) 예비교사들은 협동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모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업
중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질문법, 토론법, 과학논술
등의 내용은 임용시험에서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지
만, 전문가들은 두 측면 모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질문, 토론, 논술 등
의 영역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직접 활용할 수 있
는 전략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과학
수업에 있어서 질문과 토론은 과학적 탐구와 관련하
여 학생들의 사고력 신장에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
문에 예비교사들은 수업 흐름에 따라 학생들의 사고
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이나 토론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이를 수업 중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STS 교수학습의 경우에는 모형의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모형에 대한 수업보다는 과
학교육의 주류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학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V도와 개념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임용시험에서는 V도에 관련된 문항이 더
많이 출제되었지만, 전문가들은 V도에 비해서 개념도
가 더 학습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6. 과학 평가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의견과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출제 문항 분석
과학 평가에 대해서는 과학교육 연구자들에게 모두
5가지 범주로 질문을 하였다(표 8). 그 중에서 클로퍼
의 교육목표 분류는 임용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영역이지만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그 중요성에 대해
그다지 동의하는 정도가 높지는 않았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클로퍼의 교육목표 분류보다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를 더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
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국제학력비교연구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제시하는 평가틀을 참고로 새로운 과학
교육 목표 분류틀을 개발하여 예비교사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과
학 지식 평가, 탐구능력 평가, 정의적 영역 평가 등에
대해서는 모두 과학교사의 수업 역량과 소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탐구능

표7
과학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의 의견 및 임용시험 출제 문항수
소영역

A에 대한 응답(명)*

B에 대한 응답(명)**

A평균

B평균

임용시험
문항(수)

1

5.6

5.8

2.76

0

0

6.0

6.2

8.27

0

1

0

5.2

5.8

6.64

1

1

0

0

5.9

6.1

2.33

2

2

0

0

0

6.2

6.3

0.58

0 14 8

2

0

0

0

0

6.1

6.5

0

0 14 9

2

0

0

0

0

6.0

6.5

1.32

7

6

5

4

3

2

1

6

5

4

3

2

1

7

9

5

1

2

0

1 13 5

3

0

2

1

9 10 3

2

1

0

0 14 7

1

2

1

V도

4

6

9

4

1

1

0

8

5

2

개념도

9

6

9

1

0

0

0 11 9

3

질문법

16 2

4

3

0

0

0 13 8

토론법

11 8

4

2

0

0

과학논술(글쓰기)

10 8

4

3

0

0

STS 교수학습
협동학습

7

9

*과학교사가 실제 수업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교과교육학 이론의 학습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
**과학교사의 소양 함양을 위한 교과교육학 이론의 학습 필요성에 응답자

예비과학교사에게 필요한 과학교육학 이론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의견과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의 연관성

835

표8
과학 평가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의 의견 및 임용시험 출제 문항수
소영역
클로퍼 교육목표 분류

A에 대한 응답(명)*
7 6 5 4 3 2

1

1

3.26

1 0 1 0

6.5

6.2

-

1 0 0 2 0

6.8

6.3

1.92

정의적 영역(흥미, 태도) 평가

9 9 5 2 0 0 0 12 7 4 0 0 2 0

6.0

6.0

2.78

내용타당도, 신뢰도, 변별도

7 7 5 6 0 0 0 9 7 4 3 0 2 0

5.6

5.6

2.19

탐구능력 평가

5 11 2 6 0 0 1

임용시험
문항(수)

5.4

17 4 3

1 0 1

7 6 5 4 3 2

A평균 B평균
5.2

과학 지식 평가
(평가도구의 종류와 특징)

4 8 5 5

B에 대한 응답(명)**

1 0 0 0 14 7 2

20 4 1 0 0 0 0 17 5

*과학교사가 실제 수업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교과교육학 이론의 학습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
**과학교사의 소양 함양을 위한 교과교육학 이론의 학습 필요성에 응답자

력 평가에 대해서는 다른 소영역보다 그 필요성이 높
았다. 과학교육 연구자들은 과학지식 평가와 탐구능
력 평가는 실제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활용도 측면에서 중요하며, 그 평가
에 기반된 기본적인 배경 이론들을 학습하는 것은 실
제 활용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그러나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많이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행측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학교육에서 요구하는 평가는 단순하게 지
식의 습득에 대한 평가가 아닌 지식에 대한 폭넓은 이
해, 학습자의 반성적 판단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등의 함양을 위한 평가이다. 특히 탐구 능력은 학생들
의 의사 결정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 필수적이므로, 수
업에서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은 지필
평가와 같은 전통적인 평가 방법 이외에 이와 같은 요
소들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도구의 종류와 특
징 등에 대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심
재호, 2006; 양혜정 등, 2011).
평가의 일반적인 내용인 타당도, 신뢰도 및 변별도
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학습에 대해서는 과학 교과교육
에서는 별도로 다룰 필요에 대해서 높지 않은 동의를
나타내었다. 이 내용은 교직 과목인 교육 평가에서 주
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며, 과학교육 관련 연구를 위하
여 과학교사의 소양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

시하기고 하였다.

7.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의 문항 출제 영역과 과
학교육 연구자들의 의견과의 연관성
과학교육 연구자들에게 질문한 과학 교과교육학의
여러 영역에 대해서 과학교사의 수업에 필요한 역량
으로서의 중요성과 과학교사의 소양으로서의 중요성
을 서로 얼마큼 연관성있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상관계수를 구해보았더니 0.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그림 2). 반면에 과학교사의 수업역량
과 관련한 과학 교과교육이론의 중요성에 대한 과학
교육 연구자들의 인식과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에서
의 출제 빈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더니 상관계수
가 0.20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그림 3).
이는 과학교육 연구자들 대부분이 예비 과학교사들
에게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영역이 오히려 중등과
학교사임용시험 출제 빈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비교적 출제 빈도는 매우 높지만 과학교육 연
구자들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많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과학철학으
로 과학교육 연구자들이 중요도 면에서는 전체 35개
영역 중에서 하위 3번째였지만, 출제빈도로는 상위 5
번째인 것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과학교육 연구자들
이 공감하고 있는 과학교육 이론 영역은 학교 현장에
서 과학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토대로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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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과학교육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과학교사의 수업에 필요한 역량으로서의 중요성과 과학교사의
소양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관계

과학철학

그림 3 과학교육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과학교사의 수업에 필요한 역량으로서의 중요성과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출제 문항수와의 관계

육 이론 영역에서의 출제 방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김교흥 등, 2004; 양혜정 등, 2011). 또한 지필시험
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과학교사의 수업 전
문성과 관련된 부분은 현장 교수-학습 활동 능력과
학습자의 성취 목표에 도달하도록 촉진하는 능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임청환, 2003)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과학 예비교사들에게 필요한 과학교
과 교육학 이론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출제 경향과 비
교하여 예비교사교육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과학교사의
수업역량과 소양 측면에서 과학교육학 이론의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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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질문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최근 5년
간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에 출제된 과학교육학 이론
관련 문항을 분석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고, 과학교육
연구자의 의견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과학교사로서 수업에 필요한
역량과 소양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과학 탐구 영역의 탐구과정, 실험장치 및 도구
사용법, 실험실 안전, 과학 교수학습이론 영역의 학생
의 오개념, 과학 교수학습방법 영역의 토론법, 과학
논술, 과학 평가 영역의 과학지식 평가, 탐구능력 평
가 등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학과 교육과정 영역의 과학교육
과정의 변천, 외국의 교육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
영역의 과학철학, 과학 교수학습이론 영역의 브루너
의 수업이론, 카플러스 순환학습모형, 발생학습모형,
발견학습모형, 과학 평가 영역의 클로퍼 교육목표 분
류 등은 비교적 중요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외국의 교육과정이나 과학철학의 경우
에는 과학교사의 수업 측면에서 거의 도움을 주지 못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여 궁극적으로는 좋은
과학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예비 과학교사 교육 내용
의 구성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문항을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본 결과, 과학과 교육과정 영역의 교육과정 내용요소
가 출제 빈도가 높았는데 과학교사가 교육과정의 내
용요소를 아는 것은 기본이며, 실제 수업하는데 있어
서도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는 단순 지식에 대한
것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본 수준으로 생
각될 수 있다. 그리고 오슈벨의 유의미학습, 로슨의
순환학습, 협동 학습 등의 경우도 다른 소영역보다 월
등히 출제 빈도가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문항 출제
영역의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과학교육 연구자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과학교
육 이론 영역과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출제 경향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과학교육 연구자들이 중요하
게 생각하는 과학교육학 이론에 대한 의견과 중등과
학교사임용시험에서 출제된 문항의 분포 사이에는 관
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사와 과학철
학에 대한 차이가 컸는데, 과학사와 과학철학은 과학
교사의 수업 역량에 있어서 거의 영향을 주지는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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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과학철학에 대한 문항은 매년 중등과학교
사임용시험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전
연구 물론 과학철학이 과학교육에 매우 중요하며 학
습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과학철학은 과학철학을 전
공으로 하는 사람들도 매우 어려워하고 학습할 양도
매우 많기 때문에 예비 과학교사교육에서 어느 정도
지도해야 할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살펴볼 때, 예비 과학교사교육과
정에 모든 과학교육학 이론을 다 학습할 기회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과학교사의 수업
역량이나 소양에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
지 않은 영역이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에 많이 출제된
다는 것은 다소 문제점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러
한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문항 출제 경향이 예비교사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중등과
학교사임용시험 출제와 예비교사교육을 위한 영역별
중요성을 다시 논의해 과학교육학 이론의 틀을 재정
립할 필요가 있다. 차후에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이
객관식 형태를 벗어나 서답형 형태로 전환됨에 있어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문항 출제에 있어 과학 교과교
육학 이론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것은 물론 예비 과학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문 요약
본 연구는 과학 교과교육학 이론이 예비과학교사에
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과학교육 전
공교수들의 설문을 통해 과학교사의 역량과 소양 측
면에서 과학 교과교육학 이론들의 세부 내용들이 어
느 정도 중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
등과학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중등과학교
사임용시험)에 제시된 과학 교과교육학 이론 관련 문
항을 분석하여 과학교육 연구자들의 의견과의 차이점
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과학교육 전공교수들은 탐구
과정, 과학지식 평가, 탐구능력 평가 실험장치 및 도
구 사용법, 실험실 안전, 학생의 오개념, 토론, 논술
등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과
학교육 전공교수들은 과학 철학, 과학교육과정의 변
천, 외국 교육과정, 브루너의 수업이론, 카플러스 순
환학습모형, 발생학습모형, 발견학습모형, 클로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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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목표 분류 등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문항 분석
결과, 교육과정이나 오수벨 이론 등과 같이 중요도와
관계없이 편중된 영역에서 많은 문항들이 출제된 것
으로 나타나 과학교육 연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의 중요성과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에서 출제된
문항 분포는 관련이 적었다. 본 연구는 과학교육 연구
자들의 의견과 중등과학교사임용시험 출제 경향의 차
이를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예비 과학교사, 과학 교과교육학 이론, 과학
교육 연구자, 중등과학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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