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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교육과정은 교사를 통해 실행된다.이처럼 교사가 교육과정을 실행하

는 과정은 교수학습 목표와 내용을 선정하고,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이 과정에서 교육

과정은 끊임없이 변환되며,학생들의 학습에 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교사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데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환

되어 나타나는 지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하지만 사회과 교육

과정의 실행가인 교사가 사회과에 하여 어떠한 을 갖느냐가 실제

수업을 해나가는데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직 으로 탐색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교육과정이 아무리 시 ,교육 요구

를 반 하여 긴 하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교육과정은 교사를 매개로

하여 달된다는 에서 교사의 교과에 한 이 실제 교육과정 실행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이를 검증하기

한 두 개의 하 가설을 설정하 다.

<연구 질문> 등 교사들의 사회과 본질 은 사회과 교과서 활용 략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 1> 등교사의 사회과 교과서 은 교사의 사회과 본질 인식 정

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등교사의 사회 교과서 구성 체제 활용 략은 교사의 사회과

인식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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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사회 교과서를 활용하는 등교사

102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그리고 등교사의 사회과 본

질 이 교과서 활용 략에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하여 각각의

변인을 수치화하여 기술 통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견되었다.첫째, 등

교사의 사회과 본질 은 교사의 사회과 교과서 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교사가 사회과를 반성 탐구 모형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교과서를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일종의 수단으로

인식하고,교과서의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융통성있게 활용해야 한

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다시 말해서 교사가 사회과의 본질을 어

떻게 인식하느냐가 주요 교수학습 자료인 교과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에 바탕을 이루는 교과서 에 실제로 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등교사의 사회과 본질 은 교과서 구성체제의 활용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과를 시민성 달 모형으로 인식하는 정도

의 경우,교과서의 구성 체제 도입부 동기유발을 한 시각자료와 설

명 텍스트를 활용하는 데에 각각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에 비해 사회과를 반성 탐구 모형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동기

유발을 한 시각자료,설명 텍스트 련 시각자료,학생 심의 탐구

활동을 활용하는 데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교사가 사회과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시 ,교육 요구

를 반 하여 각기 다른 특징 요소를 내포한 교과서 구성 체제를 선택

하고 활용하는 데에 실제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교사가 교과서 구성 체제를 활용하는 데에 교사의 사회과 본질

이외에도 교사의 교직경력이나 지도 학년이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의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설명 텍스트를 활용하

는 경향이 높았으며,고학년의 학생을 가르칠수록 시사상식 등의 심화자

료를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이를 통해 교육과정 실행과정에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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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교사 개인 요인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교사의 사회과 본질 이 교과서를 활용하는 데에

실제로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진도 맞추기’,‘시험 비’등의 상황 변인이나

교사 개인의 교수법 내용 지식 습득 여부나 교수에 한 열정만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교수 문성을 개발하기 해서 교수법 내용 지

식을 습득하는 것 이외에도 자신이 실행한 교육과정을 교과에 한 자신

의 과 연 지어 비 으로 성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시 으로도 교육과정과 교수와의 분리를 인정하고 ‘교육과정의 강화’

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교육과정 실행가로

서의 역할을 주체 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반성 성찰과 교사

교육의 새로운 토 를 제공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교육과정 실행,사회과 본질 ,사회과 교과서 ,교과서 활

용 략,교과서 구성 체제

학번 :2009-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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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문제제기

교육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기 한 가장 핵심 인 요인으로 교육과정

의 달자이자 교육목표를 구체 으로 실 해 가는 주체인 교사의 성공

인 역할 수행을 들 수 있다.공식 교육과정이 시 ,교육 요구를

극 으로 반 하여 긴 하게 재구성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바

람직한 교육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공식 교

육과정은 교사를 매개로 하여 달되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과 내용 ,방법 지식을 용하여 공식 교육과정과 학생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수업 계획,내용 선정,교수학습 방법

선택 등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끊임없이 재구성한다.이는

모범답안이 없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며,이때 교사의 개인 특성이

긴 한 요한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교육과정 개발과 더불어 교사가 자신의 역할 수행 과정에 하여 반성

으로 성찰할 수 있는 일정한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까닭이 바

로 여기에 있다.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한 일련의 공식 교육과정

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교사 스스로 교과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나 신념,교과 내용,교수학습방법 등이 무엇인

지를 악하고 이것이 실행된 교육과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살

펴보는 것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사회과에서도 교사가 수업을 재조직하게 되는

과정의 첫단추이자 과정 체에 향을 끼치는 교사의 사회과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Vinson,1998;박성 ,2000;박형 ,

2005).이러한 연구들은 교사들이 사회과의 본질에 해 어떻게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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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를 구체 으로 악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교사의

이 실제 교육과정 실행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향을 미치는지,이에

따라 일련의 수업과정이 어떠한 다양한 양상으로 개되는지에 하여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교사의 사회과에 한 이

실제 수업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통해 교사가 공식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자신의 교과에 한

하에 재구성된 실제 지식1)으로 변환되는 모습을 시각화함으로써,

교육과정 실행가인 교사가 자신의 교수학습 과정을 반성 으로 성찰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제가 되는 개념의 설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우선 독립변인으로 교

사 요인 에 교사의 “사회과 본질 ”을 설정한 까닭은 이 이

사회과의 목표,내용,방법 측면의 반을 포 하기 때문이다.이

는 특히 교사가 사회과 교육과정의 실행가로서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

정에서 가장 의미있는 향력을 미칠 만한 이라 볼 수 있다.교사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교과의 본질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교육과정의 해석과 집행에 결정 으로 향을 다(박형 ,2006:100).

한 사회과 목표인 ‘시민 자질의 함양’에 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

다는 에서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사회과 본질 유형들 에서 Barr,Barth,

Shermis가 사회과를 시민성 달 모형,사회과학 모형,반성 탐구 모

형으로 분류한 방식을 활용하 다.이는 연구의 엄 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 으로 기존의 사회과 본질 연구(최충옥,1993;서재천,2000;박형

,2005)에서 많이 활용된 표 인 분류법을 활용하고자 의도한 것이

다. 한 이와 같은 분류방식은 다른 사회과 본질 연구들(Nelson &

1) 근(2010)  수업  실 로는 사가 신  개 과, 믿 , 그리고 미지로 상호 연  

어 는 실  지식에 해  실 수업  사결 에  실 수업  진행 는 

과 에  로 루어지는 학생과  상호 에 한 사결 , 그리고 실 수업 후

에  행 에 지 체  행  수행하게 다고 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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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is,1980;Martorella,1996)에 바탕이 되며 포 하는 측면이 있다

는 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 종속변인으로 실행된 교육과정의 요인 “교과서 활용 략”을

설정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우선 교과서는 실제 수업에서 수업계획단계

에서부터 정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업과 련된 의사결정시에 가장 빈번

하게 활용되는 수업자료로써 교실 수업과 련된 많은 요인들과 함께 작

용하기 때문이다(Mark,1997;Marilyn,1998;박윤경,2001;박인옥,

2005). 한 교과서 자체가 이러한 논리를 담고 있는 것도 근거로 제시

할 수 있다.교과서는 교육과정과 동형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지만,학습의 논리에 합하도록 내용 선정 제시 략을 달리하여 제

시한 자료이다.뿐만 아니라,교과서는 교사의 해석을 거쳐 교실 수업으

로 구 된다는 에서(박윤경,2003:6),교사가 자신의 에 따라 교

과서를 선택 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사회과 본질 이 교과서 활용 략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교사에 의하여 변환된 실행된 교

육과정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내는지 밝히고,그 주된 요인을 탐색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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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문제

1) 등 교사들의 사회과 본질 이 사회과 교과서 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가?

2) 등 교사들의 사회과 본질 이 사회과 교과서 구성 체제 활용 략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3.용어의 정의

1)사회과 본질

사회과 본질 은 사회과의 목표와 내용,방법 등에 한 일련의

을 뜻한다.여기서 이란 한 사람이 문제 인 상황에 직면할 때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직화된 생각이나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Becker,

1978;Vinson,1998:52에서 재인용).따라서 교사가 어떠한 사회과 본질

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사회과의 목표,내용,방법 등을 이해하

는 일련의 조직화된 생각이나 행동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본질’이란 용어는 이에 한 최 의 연구이자 다

른 연구에 바탕이 되는 Barr등(1973)의 ‘TheNatureofSocialStudies’

를 사회과의 본질로 번역하여 소개한 기존의 연구(서재천,2000;박형 ,

2006)의 제목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다.Barr등은 사회과를 시민성

달 모형,사회과학 모형,반성 탐구 모형으로 각각 분류하 다.이 연

구의 제목에 하여 ‘사회과 교육의 이해’로 번역한 연구(최충옥 외,

1993)도 있지만,이와 같은 분류가 사회과의 목표,내용,방법 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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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 이해 이에 따른 실행을 포 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사상의

핵심 요소(서재천,2000:18)이자,‘상을 성립시키는 근본 인 성질’이

란 뜻의 본질이란 용어를 채택하 다.

사회과의 본질에 한 은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제시될 수 있

다.공식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의 목표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

양’이라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지만(교육과학기술부,2011:115),여기서

말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에 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이에 따

라 본질 에 한 연구도 Barr등(1973)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개되어 왔다(Barr,Barth,Shermis,1973;Nelson,Michaelis,

1980;Engle,Ochoa,1988;Martorella,1996).

이러한 사회과 본질 에 한 연구들은 사회과가 시민성 교육에 기여

할 수 있는 다양한 략들로도 볼 수 있다(Martorella,1996:29).이는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에 한 다양한 이해와 실행이 가능하

다는 뜻이기도 하다.따라서 사회과 교육과정 실행 주체인 교사가 사회

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지를 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교

사가 수업 상황과 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일정한

향력을 발휘한다.

2)사회과 교과서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사회과 교과서 이란 교사가 사회 교과서를

바라보는 일련의 을 뜻한다.다시 말하자면 교사가 교육과정을 실행

해나가는데 있어 주요한 교수학습 자료로써 기능하는 교과서에 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한 것으로,교과서를 활용하는 과정 반에

서 나타나는 일련의 조직화된 생각으로도 볼 수 있다.

교과서의 내용은 기본 으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구성된다.따라서

교과서를 바라보는 한 교과서와 교육과정과의 계에 따라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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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입장으로 나 어질 수 있다(류연수 외,2001;박윤경,2001;함수곤,

2002;박인옥,2005).하나는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동일시하며 등 계

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 교과서 의 입장이고,다른 하나는 교과

서를 교육과정을 구 하기 한 일종의 도구로써 바라보는 상 교과

서 의 입장이다.

이처럼 교사가 교과서에 하여 어떠한 을 가지고 활용하는 지는

교사가 교과서와 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한 향을 미친

다.이를 테면 교사가 상 교과서 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가정한

다면,교사는 교과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보다 극 인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상 교과서 은 교과서를 수단 인 자료로 인식하는

이므로,이러한 입장의 교사는 교수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교

과서의 내용을 주체 으로 재구성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과서 이

외의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해야 한다.이처럼 사회과 교과서 은 교과서

활용과 련된 의사결정과정 반에 일정하게 향을 미친다.

3)교과서 활용 략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교과서 활용 략이란 교사가 교수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교과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다양한 양상을 뜻한다.교사는 주체 인 교육과정 실행가로서 교과

서를 활용할 때에도 교과서의 구성 체제 내용 어떤 것을 으

로 활용할 것인지나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할 지 등에 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다만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한 교과서 활용 략은 교과서 구성 체제

선택 활용에 한정되어 있다.그 까닭은 교과서 활용 략의 양상을 이

론 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활용에 한 여러 의사결정의 유형

교과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지에 한 의사결정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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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

다(Thomas,1989;박윤경,2003;박인옥,2005). 한 도입부,본문 탐구

활동 등의 각각의 구성 체제가 교수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한 각기 다

른 특징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에서도 교사가 교과서 구성 체제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의사결정은 의미가 있다.

4.연구의 의의 한계

1)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교과서의 내용은 교사가 재구성하여 달한다는 에서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본래 의도한 바 그 로 실행되기 어렵다.따라서 개발된

교과서 자체만을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는 교과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하는데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이에 비해 본 연구는 교과서가 실제

수업과정에서 활용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유형화하고자 한다는 에서 기

존 교과서 활용 실태나 구성 체제 내용 자체를 분석한 연구를 보완하

는 측면의 의의가 있다.

둘째,본질 연구는 사회과가 목표로 하는 자칫 추상 인 성격의 시

민성 교육을 구 하는 데에 가능한 다양한 과 근 략을 구체화시

킨다는 에서 의의가 있지만(Martorella,1996:29),본질 자체가 실제

수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해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

고 있다.이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과 교육을 유형화하

는 작업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이에 비해 본 연구는 본질 이 실제



- 8 -

교과서를 활용하는 략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는 에서 기존 연구

를 보완하는 측면의 의의가 있다.

셋째,교사가 수업에서 최 화 행동을 하는데 향을 미치는 반성

성찰의 토 를 제공해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2)본 연구는 사회과 교

사 자신이 인식하는 교과의 목표나 가치 등이 실제 수업에 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는 에서,교사 스스로 자신의 교과 과 이

에 따른 실행 과정을 반성할 수 있는 성찰의 토 를 제공한다.

넷째,교사교육의 새로운 근방식을 제시하는데 기여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본 연구는 실행된 교육과정의 양상이 달라지는데 미치는

요인이 교사가 교과를 바라보는 상의 차이라는 을 밝히고 있다.

이는 실행된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개되는 요인을 단순히 교사의 교수

학 내용 지식의 차이나 열정 여부,진도 맞추기,학업 성취도 평가 등

의 상황 변인들이라고 분석한 기존 연구들(김정원,1999;조 달,2004;

이소연,2012)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사회 교사가 사회과 교육의 본질

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실제 교육과정 실행에 향을 미친다는

은 교사의 문성 개발 측면에서 자신의 교과 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의 요성을 환기시키고 교사 스스로 자신의 실행과 을 연 지어

반성 으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고한다.

2)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연구 상자가 한정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한계가

2)교사의 최 화 행동이란 수업과정에서 교사가 학생과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수업환경의 주어진

여건을 바탕으로 그들의 생활세계 인 일상 수업목표를 향해 가장 합한 최선의 방법으로

상, 응하는 내 인 행동조정양식이라 정의되며,반성 성찰의 기회는 이러한 내 인 행동

조정양식의 내용을 분명하게 나타나게 해 다(조 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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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본 연구의 상은 도시지역의 20~35학 의 간 규모의 등학교

에서 근무하는 교사들로 제한되어 있다.이를 일반화하기 해서는 연구

상자의 근무 지역과 학교 규모를 보다 다양하게 하여 선정한 후속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종속변인인 교과서 활용 략은 찰 가능한 일련의 연속 인 의

사 결정의 과정이므로,양 연구의 방식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일반화와 후속 연구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양 연구방식을

활용하 으나,설문 문항을 통해 답한 내용과 실제로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교과서 활용 략에 향을 미치는

데에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개입될 수 있다는 등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하여 선행 련 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인 이외

에 종속변인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교사의 성별,교직경력,담

임학년, 학 공 심화과목 등의 혼란 요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 다.

셋째,해당 연구 주제는 사회교사의 본질 이 교과서 활용 략에 미치

는 향이다.하지만 해당 주제의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과의 련성을

분석한 것과 직 으로 연 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에서 연구의

이론 정당화 근거가 빈약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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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교육과정 실행과 교사의 역할

1)교육과정과 교수

교수(teaching)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실행된다.교육과정이란 바람직

한 목 혹은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략을 포함하고 있는 활동을

한 계획(plan)이나 문서 는 하나의 체제(system)를 말하며(Ornstein

& Hunkins,1993),국가에서는 일정한 차에 따라 이를 개발하고 보

하여 실제 교수(teaching)가 이를 바탕으로 운 될 수 있도록 한다.3)이

를 테면 장 교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수학습 자료인 교과서도

교육과정 지침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다.

‘교육과정’과 ‘교수’를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는 일반 인 것이며,이에

한 논리는 교수의 목 는 목표에 한 결정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

가에 한 결정보다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에 기 한다

(Tyler, 1949; Popham&Baker, 1970; Ross, 2005에서 재인용).

Ross(2005)는 이러한 분리를 분업에 의한 교육과정과 교수의 분리로 설

명한다.이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집단은 목 을 정의하거나 개념화하

는 일을 담당하고,다른 집단은 그 목 을 성취하는 것을 책임지는 일을

담당하는 데서 오는 분리를 말한다(Ross,2005:23-24,29-30).

이에 따라 공식 교육과정의 내용은 실제 교수의 형태로 실 되는 과

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실행된 교육과정은 교사가 지식을 승인하는

3)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원회에서는 ‘교과서의 내용 구성이 고시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수하

는가를 바탕으로 검토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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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는 지식의 명제에 해 어떤 의견이 사실로 다루어지고 다른 어떤

의견이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방식으로 실 되므로 본

래의 공식 교육과정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시 으로도 공식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 자체가 교육과정과 교수의

분리 자체를 인정하고 이를 하나의 지침으로 세우고 있다.2007개정 교

육과정의 경우,기존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내용요소를 심으로 제시하

는 ‘교육과정의 강화’ 략을 취하고 있다.이에 따라 교육과정 내에

소주제명이 생략되고 단원명과 내용개요를 담은 성취 기 만이 제시된

다.4)하지만 이와 같은 분리는 공식 교육과정의 본래의 목 이 실행된

교육과정을 통해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 을 래하고 실행된 교

육과정의 방향성과 효과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

다.

2)교육과정 실행가로서의 교사

교육과정과 교수의 분리에서 생기는 문제 을 극복하기 해서는 교수

를 실행하는 주체인 교사의 성공 인 역할 수행이 요하다.교사는 교

육과정의 달자이자 교육목표를 구체 으로 실행해가는 주체로서 교육

과정의 내용을 학생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이때 교사는 주어진

내용을 수동 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한 자신의 이해

를 바탕으로 가르칠 내용을 선정하고,변환하여 능동 으로 매개한다.

교육과정 실행가로서 교사 역할의 요성은 교육학계에서 지속 으로

논의되었던 주제이기도 하다.일 이 존 듀이는 교육 실행을 이해하고

교육 이론을 발달시키려는 노력의 심에 교사를 치시켜야 한다고 주

4) 7차 교육과정의 경우 ‘단원-주제-제재’형태로 되어 있는데 비해,개정 교과서에서는 소주제명

을 생략하고 학습자 발달 수 을 고려하여 3-4학년에서는 ‘단원-제재’,5-6학년에서는 ‘단원-주

제’형태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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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 다.이때 교사는 실행가로서 교과 주제에 한 충분한 지식을 갖

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자신의 실행을 찰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Dewey,1916:18).

한 1970년 신사회과 운동의 주된 실패가 교사가 공식 교육과정

을 본래의 의도 로 실행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데에서도 교사 역할의

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각계 문가들이 모여 사

회과학 분과 학문에서 도출된 핵심 개념과 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긴 하

게 조직되었지만,교사들이 이를 극 으로 활용하지 않아 결과 으로

는 실패하 다(Ross,2005:31).

3)교사의 이 교육과정 실행에 미치는 향

교사가 교육과정을 매개하는 데에는 교사의 교과 ,가치,신념,태도

등의 개인 요인이 심도있는 향력을 발휘하게 된다.Fickel(2000)은

교사가 교실 수업시 의사결정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교육 목표,지식의

본질,학습의 본질에 한 교사 개인의 이론이 한 향을 미치고 있

다고 주장하 다. 한 교사들은 공식 교육과정의 취지,의지,변화 자

체보다는 기존에 활용했던 교수학습방법이나 략,사회과 수업에 한

자신의 신념, ,학습자의 흥미나 배려 등을 지속 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반 한다(최진 ,2005;홍미

화,2011).

이란 용어는 한 사람이 문제 인 상황에 직면할 때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직화된 생각이나 행동으로 정의된다(Becker,1978;Vinson,

1998에서 재인용),이는 사람마다 동일한 상황에 하여 다른 을 취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교사가 교육과정 실행가로서 사회과에

하여 어떠한 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교실에서 실행되는 교육과

정의 양상도 달라질 것이라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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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회과에서도 교사가 수업을 재조직하게 되는 과정의 첫단

추가 될 수 있는 교사가 가질 수 있는 사회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져 왔다(Vinson,1998;박성 ,2000;박형 ,2005).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들이 사회과의 본질에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규명하여 사회

과 교수에 한 다양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지 을 마련했다는 에서 의

의가 있지만,교사의 이 자신의 실제 수업과정과 어떠한 략으로

연계되어 나타나는지에 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사 개인 으로 교과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신념,가치 등에 따라 공식 교육과정을 실행해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유형화하는 것은 이 연구를 보완하는 측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단,이러한 교사 연구의 의미가 교사가 성공

으로 역할을 수행해내는 과정 자체에 한 모범답안을 발견해 내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교사 개인의 특성 자체에 우열이 존재할 수 없기 때

문이다.교사가 자신의 수업과정을 반성 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교사

개인의 특성과 그에 따른 수업과정에 한 일정한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교사는 자신의 교수과정을 객 으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토 를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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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과 본질

1)사회과의 특성과 교사 연구의 필요성

사회과는 ‘시민 자질의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여기서 말하는

‘시민 자질’은 보편 으로 합의된 개념이 아니다.물론 공식 교육과

정에서는 사회과의 목표를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

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

는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만(교육과학기술부,2011:115),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는 것 자체에 해서는 교사 개개인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용면에서도 사회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학문도 단일

한 학문 배경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법,경제,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이를 달성하기 하여 지식,기능,

가치를 통합 으로 가르쳐야 함을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있다(NCSS,

1994;교육과학기술부,2011).

한 사회과의 본질에 한 다양한 근들에 한 연구들이 행해져왔

다(Barr,Barth,Shermis,1973;Nelson,Michaelis,1980;Engle,Ochoa,

1988;Martorella,1996).Martorella(1996)는 사회과의 본질에 한 연구

는 사회과 교육과정이 시민성 교육을 해나가는 데에 어떠한 략들로 기

여할 수 있는지에 해 밝힌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 다.

이는 사회과 교육을 통해 시민성 교육을 함에 있어 다양한 근방식이

있을 수 있음을 제한 것이다. 한 본질 에 하여 최 의 연구를

개한 Barr등(1977)은 이러한 연구는 교사가 사회과에서 핵심 이라고

생각하는 요인은 무엇이며,이 목 을 달성하기 한 교수학습 계획과

실행과정,평가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라 하 다.

이처럼 사회과 목표 내용,방법 등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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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될 수 있다는 추상성은 교육과정의 매개자이자 교수활동의 의사결정자

인 교사에게 보다 한 역할을 부여한다.사회과를 통해 무엇을 가르

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은 그만큼 ‘반성’과정이 더 필요함을 뜻

하기 때문이다(설규주,2009:152).

따라서 교사가 좋은 사회과 수업을 하기 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사회

과의 목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악할 필요가

있다.이때 교사가 공식 인 사회과 교육과정을 해석하는데 있어 한

향을 미칠만한 요소들 교과에 한 본질 의 다양한 양상에 해

악하는 것은 요하다.교사가 사회과의 본질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교육과정의 해석과 실행 과정이 매우 다양하게 개될 것

이기 때문이다(박형 ,2006:100).

2)사회과 본질 유형

이처럼 본질 에 한 연구들은 교사가 사회과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

자 하는 바에 이는 하여 다양한 을 가질 수 있음을 제한다.구

체 으로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이며,이

목표를 달성하기 한 교수학습 계획과 실행과정,평가는 어떠한 내용으

로 구성되는지에 한 것으로써.일종의 종합 인 성격의 교과 이라 볼

수 있다.여기서 말하는 본질이란 어떤 사상의 핵심 요소를 뜻한다(서

재천,2000:18).

사회과 본질 에 한 가장 표 인 연구로 손꼽히는 연구는 Barr,

Barth,Shermis(1977)의 연구이다.이 연구는 사회과 본질 의 유형을 시

민성 달로서의 사회과,사회과학 교육으로서의 사회과,반성 탐구로

서의 사회과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한 것이며(최충옥,1993;서재

천,2000;박형 ,2006), 련 후속 연구 한 체로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되었다.Nelson& Michaelis(1980),Martorella(1996)는 이 세



- 16 -

가지 유형과 더불어 사회비 으로서의 사회과,개인발달로서의 사회과를

추가시킴으로써,Woolever& Scott(1988)는 합리 의사결정 사회

행동으로서의 사회과,개인발달로서의 사회과를 더하여 Barr등의 연구를

보다 심화시켰다. 한 다른 본질 연구(Oliver& Shaver,1966;Engle

& Ochoa,1988)도 의 세 가지 유형에 포 되는 측면이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Barr등(1977)의 분류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시민성 달 모형으로서의 사회과는 시민간의 사회 .문화 통

합을 특히 시하며,이를 해 사회의 유지와 문화 존속에 필요한 지식,

가치,기능 등이 있다고 상정한다.이 견해가 목표로 하는 시민성은 리

수용되는 습에 순응하고,특정한 신념을 가진 사람,어떤 가치에 충실

하고 사회 규범에 따라 행 하는 것이다(박성 ,2000:106).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다루어지는 교육의 내용은 교사와 학생

이 속한 문화에서 통으로 굳어진 지식과 행 로 볼 수 있으며,교사는

이를 학생들에게 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이때 문화 수는 삶의 방

식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에서(Henry,1983:125),사회과를 시민성

달의 교과로 여기는 고정된 지식과 행 를 교사가 일 으로 달하

는 방식의 설명과 설득이라는 교사 심의 교수법을 선호하게 된다.교

사는 학생들에게 교과내용을 직 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

며,교과 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신념이나 가치가 설득의 방식도

요하게 다루어진다.

시민성 달 모형으로서의 사회과는 수월성의 측면에서 교사가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교과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효율 으로 다루

어질 수 있다는 장 을 지닌다.하지만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에 어떠한

반 도 없이 수용 인 태도로 받아들일 것이 요청된다는 에서 학생들

의 고차 사고력과 극 인 태도를 함양하는 데 합하지 않다는 비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이는 학생들로 하여 사회에 한 주체 인 이

해와 고차 사고력을 가지고 극 으로 행동하는 시민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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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모형으로서의 사회과 교육은 교사는 가능한 한 가치 립

이고,객 인 태도를 견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 교사 심의 수업

에서 벗어나 학생 심의 탐구 수업 주라는 에서 시민성 달 모형

과 차이를 보인다.이 모형에서는 분석 인 사고가 사회의 구조와 과정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다고 가정하며,교육내용으로 사회과학 개념,

이론,원리,가정,분석도구,탐구 략 등 사회과학의 내용과 방법을 다룬

다.학생 스스로 이러한 사회과학 탐구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문제해결

력을 함양함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수업시간에 다루는 문제는 상탐구에 제한되어 있으며,일

정한 의사결정 과정이 요구되는 사회 문제나 공공정책의 결정과 같은 쟁

은 사회과학 개념과 방법 학습만으로는 완 하게 다루어지기 어렵다

는 에서 제한 이 있다. 범 한 자료를 수집하여 추상화된 개념으로

만드는 식의 사회과학 방법은 엄 하지만 ‘가치’의 문제가 생략되기 때

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부딪힐 만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분명

한 한계가 있다.

이에 한 안으로 제시된 근이 반성 탐구로서의 사회과이다.사

회과를 반성 탐구 과정으로 인식하는 교사는 사회과의 목표를 오늘날

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논쟁 에 해 반성 으로

사고하고 합리 이고도 숙고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

으로 설정한다.이 근에서는 지식의 습득과정도 가치 단 과정의 일

부일 뿐 그 자체가 목표가 되지 않는다.의사결정은 사실과 원리에 한

단순한 지식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Engle,1988:63).다만 사회 으로

요한 쟁 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 으로 필요에 따라 다양

한 학문 분야나 여러 가지 원천으로부터 내용이 선정되고 활용될 수 있

다.

오늘날의 다원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는 에서 반성 탐구로서 사회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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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은 오늘날의 시 필요와 요구를 가장 하게 반 한

것으로써 의미가 있다.하지만 자유롭고 열린 탐구의 과정이 강조되며,

정해진 정답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철 한 계획과 비 없이는 수업이

제 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Martorella(1996)는 Nelson& Michaelis(1980)등의 논의를 확장시켜

앞서 제시한 세 가지 통에 사회비 모형과 개인발달 모형이라는 두

가지 본질 을 추가하 다.사회비 모형으로서의 사회과는 기존 사회

의 통과 가치,불평등의 요소 등을 비 으로 검증하고 사회 정의를

실 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 통은 학교가 사회를

개선시키는 변화의 동인이 되어야 한다는 재건주의 철학과 련된다.이

는 학습자의 비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비 으로 고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하지

만 통 인 가치나 신념 체계가 갖는 교육 의미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는 에서 비 될 수 있다.

개인발달 모형으로서의 사회과는 학생 개인의 발달과 성취,자아 실

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교수학습 방법도 자기 주도 학습 등 학

생 주도 인 방법이 주로 활용된다.수업 계획에서부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며,교사는 학생의 문제에 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며,

학생들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선택하여 이를 받아들인다.하

지만 지나치게 개인 역에 몰두하여 사회 문제에 한 의식과 심,

사회성 발달 등을 소홀하게 다룰 수 있다는 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차경수ㆍ모경환,2008:42).

다른 본질 연구들 한 Barr등의 분류에 포 되는 측면이 있다.

Engle&Ochoa(1988)는 개별 사회과학 개로서의 사회과,교화로서의 사

회과,주제에 한 연구로서의 사회과,사회과학의 비 분석으로서의

사회과,사회과학 학문 방법 모방으로서의 사회과,지속 사회문제 연구

로서의 사회과, 요한 사회문제의 직 연구로서의 사회과라는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다.이는 크게 사회과학의 축소 으로서의 사회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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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으로서의 사회과로 별될 수 있다는 에서 Barr등의 분류법

에 포함될 수 있다.교화로서의 사회과는 사회과의 역할을 우리 사회의

특정한 규범과 가치를 반복 으로 가르치고 주입하는 것으로 본다는

에서 시민성 달 모형과 유사하다. 한 사회과학 개,비 분석,

학문 방법 모방으로서의 사회과는 각각 사회과학 학문 분과 내용 습득으

로서의 사회과와 사회 상을 총체 으로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해

사회과학 략과 통합된 내용을 활용하는 사회과로 분리된다는 에서

Barr등이 제시한 사회과학 모형으로서의 사회과와는 근상의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유사하다.주제,지속 사회문제,직 사회문제에

한 연구로서의 사회과는 가치갈등을 분석하고 의사결정력을 내리는 것을

강조한다는 에서 반성 탐구로서의 사회과라고 볼 수 있다.

Oliver& Shaver(1966)가 분류한 6가지 사회과 교육의 유형의 경우

Barr등이 제시한 본질 의 세 가지 유형에 포함되는 측면이 있다.사회

과학 지식 획득을 통한 지혜로운 시민 양성의 사회과와 사회과학을 훈

련하는 교과로서의 사회과의 경우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에 포함되는

측면이 있다. 한 한 국가 정립을 한 사회과의 경우 시민성

달 모형의 사회과와 매우 유사하며,시민으로서의 행동 발달을 한 사

회과,공동체 조화를 한 사회과의 경우에도 교수학습의 행동 측면

을 강조한다는 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일정한 시민 덕목과 행동을 다

룬다는 에서 시민성 달 모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법리 모형으로

서의 사회과는 사실과 가치를 종합 으로 단함으로써 사회 쟁 을

이해하고 분석한다는 에서 반성 탐구 모형으로서의 사회과에 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arr등(1977)의 분류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이처럼 사회과를 시민성 달,사회과학,반성 탐구로 바라보

는 각각의 의 내용은 첩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기에 불분

명한 측면이 있다.하지만 이는 다소 추상 인 성격의 사회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하여 명확하게 해 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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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Martorella,1996:29).

한 본질 이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해서 사회과 교사를

특정한 유형에 속한다고 분류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사회과 교사가

특정한 본질 을 지지한다고 규정하고,이를 성별,학년 등과 같은 명목

척도로 분류하기에는 각각의 본질 모두에 교사로서 동의할 만한 요소

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즉 시민성 달 모형 의 교사라고 분

류될 지라도 시민성 달의 에서 사회과를 보는 경향이 강할 뿐,사

회과학,반성 탐구의 에서도 사회과를 인식할 수 있다.다시 말하

면 정도의 차이만으로 특정한 본질 을 지지하는 교사로 명료하게 분류

하기에는 연구자의 주 성이 지나치게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질 의 유형이라는 명목척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화하여 독립변인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3)사회과 본질 과 이에 따른 교사의 역할

이처럼 사회과 본질 은 교사가 사회과 교육의 목표,내용,방법 등에

하여 핵심 으로 생각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한 일련의 들을

그 내용으로 한다.따라서 교사가 어떠한 본질 을 갖느냐에 따라 교사

가 일정한 공식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실행해 나가는 양상도 다양하게

개될 수 있다.

시민성 달 모형에서는 교사가 해당 사회에서 시되는 지식이나 가

치를 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사회과를 통해 인간이라면 구나 추구

하여야 할 고정 으로 확립된 이상과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제한다

(Henry,1983:178),이에 따라 교사는 고정 이고 가치있는 교과내용에

한 권 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학생은 교사의 가르침에 따라 자

신이 속한 사회에서 통 으로 굳어진 일정한 지식이나 가치를 수받

는 수용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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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을 지지하는 교사는 다양한 수업자료 에서 해당

교과의 권 자에 의해 결정된 내용과 차를 지닌 교과서를 선호할 것이

다. 한 교과서 내용 체제 에서도 일정한 지식,개념 등이 고정 으로

내포된 설명 텍스트 등을 선호할 여지가 크다.

한 교육 목표 내용,평가방법도 고정 이고 분명한 편이다.이

에서는 교사의 역할을 교과 내용을 강의식으로 설명 는 설득하는 방

식으로 학생들에게 수하며,수업 반을 주도 으로 이끌어가는 역할

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한다.따라서 시민성 달로 사회과를 인식하는

교사는 공식 교육과정이 해당 사회의 보편 인 가치,신념 등을 달

하는데 효과 이라고 신뢰한다면,이를 가장 효율 인 방식으로 달하

는 방식의 교사 심의 주입식을 주로 활용할 것이다.

이에 반해 사회과학 모형에서는 교사의 역할을 교과 내용을 달하고

주입하는 식이 아니라,학생들이 사회과학 탐구 차를 통해 스스로

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보조하는 것으로 제한다.즉 교사는

사회과학 개념,이론 등을 학생이 주체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한다.

사회과학 인 탐구 차는 ‘문제제기-가설설정-자료수집-가설 검증

해석-결론도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이때 가치 단의 차가 생

략된다.따라서 교사 한 교육과정 실행과정에서 가능한 한 가치 립

이고 객 인 태도를 견지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 탐구 과

정의 차 하나인 자료 수집의 단계에서 문헌 조사,설문 조사,인터

뷰, 찰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정문성 외 2인,2009:

64)에서 수업 에 교과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가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다.다만,수업에서 다루는 내용과 방법이 문 인 사회과학자들이 밝

낸 지식,그들의 탐구 방법 등으로 고정되어 학생들이 이를 어렵게 느

낄 수 있다는 에서 학습이 본래의 의도 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성 탐구로서의 사회과의 경우에 교사로 하여 단순한 지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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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달 이외에 새로운 역할을 요청한다.이 모형은 사회과학 모형과

유사한 측면이 많으나,각자 시하는 ‘탐구’의 내용이 의미상에 있어 차

이가 있다는 에서 교사의 역할을 유추할 수 있다.이 모형에서 바라보

는 탐구는 사회과학 개념 획득을 한 과정이 아니라 개인 사회와

련성이 높은 문제 상황에 계된 사실 가치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은 진리와 허 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보편 이고 법칙 인 지

식이 있다고 제하기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따라서 지식의 습득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으며,사회 으로 요한 쟁 이나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더 넓

은 범 의 자료를 활용 가능하게 한다.이를 테면 사회과학 탐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교과서,도서 의 문헌, 문가 인터뷰 이외에도 신문과

잡지,인터넷 자료,학생의 경험 등의 다양한 원천이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다(정문성 외 2인,2009:70).즉,반성 탐구 차로서 사회과를 바라

보는 교사는 교과서를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한 수단 인 자료로

인식하고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방식으로 안내할 여지가 많다. 한 교과

서 구성 체제 에서도 고정된 지식이나 가치가 내포되어 있기만 한 설

명 텍스트보다는 학생 심의 탐구활동에 비 을 두어 수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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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과서 활용 략

1)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계에 따른 교과서 의 유형

교과서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 인 교수

학습 자료로써 기능한다.교과용 도서에 한 규정(제2조)에서는 교과서

를 ‘학교에서 교육을 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ㆍ 상 작물 등이라고 넓게 정의하지만,실제 학교 장

에서는 국가가 직 제작하거나 국가의 검인정을 통과하여 발간된 책을

교과서라고 부르며,음악,미술,국어 등 일부 교과의 경우 음반, 상

작물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교과서는 교사가 수업을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조하고자 하는

목 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수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진행,정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유용하게 활용된다.교과서는 국가수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체화하며,실제로 장교사들이 수업에 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 교과

서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박윤경,2001:110).Marilyn(1998)

은 교과서가 교수학습 활동과 내용의 75-90퍼센트를 결정할 정도의

요성을 갖는다고 주장하 다.

한 교과서는 그 자체로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탐구활동,

표,그림,사진 등 시각 보조자료 등을 제공해주는 종합 인 자료집으

로 기능하기도 한다.학생들이 사회과를 흥미롭지 않게 느끼는 주된 원

인이 교과서의 구성이 수업에서 제 로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본래의 역

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분석한 연구들도 있을 정도로 학교수업에

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상과 요성은 상당하다(Mark,1997:97).

이처럼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정신을 반 하는 가장 강력한 텍

스트로써 유용하게 활용되지만,실제 교과서의 내용은 본래의 의도 그

로 실 되는 것이 아니라,교사가 이것들을 해석하고 구 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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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개된다.따라서 교사가 교과서 자체에 하여 어떠한 을

가지고 활용하는 지가 교과서와 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한 향을 미치게 된다.

교사가 교과서에 하여 어떠한 을 갖느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간

의 계에 한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교과서와 교육과정이 기본

으로는 동형 계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지만,교과서가 학습의 논리에

합하도록 내용의 선정 제시 략을 달리할 수 있다는 에서 양자

간의 계가 달라질 수 있다.이에 따라 교과서 도 크게 두 가지 입장

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하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동일시하며 등

계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고,다른 하나는 교육과정을 교과서의

상 개념으로 보고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 하기 한 일종의 도구인

주종 계로 보는 입장이다(박인옥,2005:62-63).

우선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등한 계로 보는 은 교과서

이라 불린다(류연수 외,2001;박윤경,2001;함수곤,2002).이와 유사

한 의미로 통 교과서,닫힌 교과서 이라 불리기도 한다. 통 교

과서 이란 용어는 과거 학교가 지식의 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던 시

기에 교과서가 정선된 지식을 학습자에게 효과 으로 달하고 암기시키

고,반복 연습하게 하는데 편리하도록 제작되었을 때에 지배 인 교과서

이라는 데서 출발하 다.

이러한 에서는 교과서를 성서,경 , 과옥조처럼 생각하고,교과

서의 내용을 항구 불변 인 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이

는 ‘좋은 교과서가 훌륭한 수업의 토 ’이며,‘가르치는 것은 교사가 아니

라 교과서(Saxe,1991;Ross,2005)’라는 이다.따라서 이러한 교과서

을 가진 교사는 교과서 내용을 있는 그 로 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하

기 쉬우며,이러한 때문에 교사 문성 측면에서 교과 내용을 순종

인 태도로 지도하는 교사,교과 내용과 교수법에 무지한 교사,주 없는

실천가, 료주의의 희생자들이라며 비 되기도 한다(Engle,1986:149).

이와는 다르게 교과서를 교육과정을 구 하기 한 일종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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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며 교과서 내용을 선택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교과서 은 상 교

과서 이라 한다(박윤경,2001;류연수 외,2001;김 석,2007).이와 유

사한 의미로 진보 교과서 ,열린 교과서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이러한 에 따라 구성된 교과서는 일종의 안내서로써 학계의

정설을 요약해놓은 텍스트 심의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진,그림,

화,사례,통계자료들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지식을 탐구해갈 수 있

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입장에서 교과서에 담

긴 내용은 교육과정의 목표에 도달하기 해 제공되는 일종의 ‘자료’일

뿐이다(박윤경,2001:110).하지만 그 다고 해서 이러한 교과서 이 교

과서의 요성을 평가 하한다는 뜻은 아니며,교과서를 교수학습의 가

장 핵심 인 자료로 간주하지만,교과서 자체가 고정되고 경직된 성격이

라기보다는 유연하고 탄력 인 성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상 교과서 은 교사의 문성과 자율성에 한 신뢰를 토 로 한

다(양미경,2003:37).이러한 하에서는 교과서는 교수학습을 이끌

어주는 교수학습 자료로써 학생의 수 과 교수학습 상황에 맞게 선택

으로 활용된다.이때 교사는 교수학습 목표를 달성하기에 합한 교과서

를 선택하고,선택한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 필요한 경우에는 교과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해야

하고 이러한 자료를 활용할 시에는 이에 한 추가 인 정당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사가 어떠한 교과서 을 갖느냐는 교과서와

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요한 향을 미친다.특히 사회과의

경우,타 교과에 비해 내용 달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인종,종교,

계층 등에 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교과서 내용이 재구성되는

경향이 타교과에 비해 강하다는 연구 결과는(양미경,2003:34),상

교과서 의 존재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사가 교과서 혹은 상 교과서 어

떤 한 쪽만에 속해있다고 단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박인옥(2005)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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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과서 활용 략에 한 질 사례 연구를 하기에 앞서,해당 교

사를 상으로 교과서 에 해 인터뷰하 다.인터뷰 결과,해당 교사는

교과서를 교육과정을 구 하기 한 수단 인 수업 자료로 단하면서

도,교수학습 자료 에서 교과서를 가장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즉

교과서를 유일무이한 교수학습 자료로 여긴 것은 아니지만, 재의 교육

여건 속에서 교육과정을 가장 제 로 구 한 교수학습 자료라고 단한

셈이다.이러한 입장은 기본 으로는 상 교과서 으로 해석할 수 있

지만,교과서를 교수학습 자료로 가장 신뢰하고 있다는 에서

교과서 의 입장도 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어떤 교사가 특

정한 교과서 에만 속해있다기보다는 교과서에 한 의사결정 상황에 따

라 유동 으로 을 선택할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2)교과서 활용시 개될 수 있는 의사결정 내용의 요소들

교사는 교과서에 한 일정한 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교과서를 해

석하고 달하는 역할을 한다.이는 교사가 교육과정 실행가로서 수업을

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내리는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은 교사의 가치 단이 요구되는 연속 이면서도 끊

임없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교과서 활용 략의 양상 한 각기 다른

을 지닌 교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구체 으로 이와 련된 의사결정의 내용은 교과서의 구성 체제를 이

루는 요소들 에서 어떤 요소를 으로 활용할 것인지,표,그림,

사진 등의 시각 자료를 수업 에 얼마나 다룰 것인지에 한 것이다.

한 제시되는 읽기 자료의 형식 설명식 읽기 자료나 활동 학습지형

읽기 자료 에 어떤 것을 선호할 것인지,교과서에 제시된 순서를 그

로 따를 것인지,교과서 내용의 달 방식은 설명형과 학습자 탐색형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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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사가 교과서를 활용하는 의사결정과정은 교과 내용이 교사를

통해 변환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이 규(1999)는 교과의 내용이

교사를 통해서 어떻게 변환되는지에 하여 ‘선택의 측면’과 ‘내용제시의

측면’에서 각각 설명하 다.이때 선택의 측면이란 교사가 교과서에서 가

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이고,강조해야 할 부분,단순화시키거나 배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내용제시의 측면이란 교수학

습 략의 측면과 유사하며 교사가 선택한 내용을 제시하기 해서 유

추,비유, ,본보기 등의 설명 략을 비하는 것 등을 로 들 수 있

다(이 규,1999:264-265).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과서는 교과 내용이 담긴 주요한 교수학습 수단

으로 기능한다는 에서 의 논리를 교과서 활용에 한 의사결정에도

동일하게 용할 수 있다.따라서 교과서 활용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의

사결정의 요소들을 크게 선택의 측면과 내용제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선택의 측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교과서의 내용을 부 다룰지

혹은 선택 으로 다룰지 여부,교과서의 순서를 그 로 따를지 그 지

않을지 여부,교과서의 도입,본문,탐구활동,정리활동 등의 구성 체제

어떤 요소를 으로 활용할 지 등을 로 들 수 있다.이에 비해

내용제시의 측면은 교사가 교과서의 내용을 달할 때 설명식과 학생주

도식 에 어떠한 교수학습 략을 선택할지에 한 문제로써 교과서를

매개로 하여 가르칠 때에 어떠한 교수학습 략을 활용하여 가르칠 것인

가에 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선택 측면의 교과서 활용 련 의사결정 표 인 로 교과

서 하 구성요소인 일련의 구성 체제들(도입 동기유발 자료,핵심 용어,

설명 텍스트,탐구 활동,시각자료나 도해조직자 등)을 선택하는 문제

를 들 수 있다.여기서 구성 체제란 교과서에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제재

는 주제를 다룰 때 학습의 차와 련하여 어떠한 순서 로 지도할

것인지에 한 것으로 일정한 특징을 지닌 형식 인 단계로 구성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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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는데(이 규,1998:103),이는 선택 으로 활용이 가능하다.이를 테

면 시각자료나 도해조직자의 경우 단순히 여러 상을 시각 으로 학습

하는 데에 유용할 뿐 아니라,그 자체로 요한 교과 내용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Walter,2002:401).특히 시각자료는 학생들 스스로 정보를

해석,조직,정리하는데 유용하다는 이 이 있으므로,교사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내용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목 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내용 제시의 측면에서는 교사가 교과서를 매개로 하여 학생간의 상호

작용 과정을 할 때에 특히 어떠한 유형을 으로 활용할 지를 고려

해야 한다.사회과 수업에서 교과서를 활용할 때 가장 일반 인 략은

교과서를 함께 읽고 교사가 이에 한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답하는 것

이다.Thomas(1989)는 교실 찰 연구를 통해 교사가 교과서를 매개로

하여 과제를 시키는 략을 1)일련의 질문들을 활용하여 과제 부여하

기,2)학생에게 분배하기,3) 동 인 략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4)학생들이 각자 서로의 과제를 검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로 유형화했

다.박인옥(2005)은 교과서를 매개로 한 사회과 교과서 활용과정에서 나

타나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집 으로 찰하고 분석하 는데

그 결과 실제 수업에서 주로 나타나는 상호작용 유형은 교사 심의 ‘교

과서 읽기-교사 설명‘,‘교사 설명-개별 학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사가 해당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에 하다고 생각하는 방식

으로 교과서를 귀납 혹은 연역 으로 재구성하여 달하는 것도 여기

에 포함될 수 있다.이론을 강조할 경우 단원 체계로 내용을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으며,문제 해결을 강조할 경우 주제나 쟁 심의 내용 구성

을 취하게 된다.주제를 심으로 교과서를 구성할 경우에는 내용에

한 통합이 강조된다(박인옥,2005).

하지만 실제로 교사가 교과서 활용하는 과정을 찰한 연구들에 의하

면 교사가 교과서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수업하는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Thomas,1989;박윤경,2003;박인옥,2005).실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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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교사의 교과서 활용 방식을 찰한 결과,실제 수업에서는 흐름

자체를 바꾸거나 교과서 내용 자체를 주제 제재 심으로 재구성한다

기보다는 교과서 구성 체제 요소의 선택에 측면에 한정하여 수업하는 경

향이 찰되었다(이 규,1999:302).이는 교사의 교과서에 한 신뢰를

반 하면서도,이를 통해 교사가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

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내용제시의 문제는 교과서 그 자체에 한 활용 략이

라기보다는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한 최선의 수업 략을 선택하는 것

이라 볼 수 있다.교과서의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달할 것인가에

한 의사결정은 교과서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를 통해서도 동일한 방식으

로 수행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업과 련하여 교사가 내릴

수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 에서 특히 교과서의 구성 체제를 선택하는

측면을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등 사회 교과서 구성 체제 활용 략

교사가 교과서를 활용하여 수업한다는 말은 교과서를 구성하는 요소이

자 일련의 형식인 체제를 활용한다는 말이기도 하다.교과서는 교육과정

의 내용을 담아내는 요한 그릇이기 때문에,내용 체제를 이루는 구성

요소와 그 배치 방식이 하게 설계되고,필요에 따라 융통성있게 활

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이를 해 교과서는 공식 교육과정에 제시

된 교육목표를 보다 효과 으로 달하고자 하는 목 으로 일정한 외형

과 단원 구성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구성 체제란 교과서에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제재 는 주제를 다룰

때,학습의 차와 련하여 어떠한 순서 로 지도할 것인지에 한 것

으로써,일정한 내용의 형식 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이 규,1998:

103).교과서가 이러한 구성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교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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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자료로 활용하는 이유들에 포함되기도 한다(Mark,1997).

사회 교과서의 구성 체제는 단원명,학습 목표,소단원명,본문 내용

소개,읽기 자료나 통계 자료,탐구 과제,활동 자료 등을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 체제는 크게 본문내용 서술 부분과 탐구 자료 부분으로 나

뉠 수 있다.본문내용 서술 부분의 경우,교과에 한 구체 지식이나

개념을 설명하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다.이에 반해 탐구 자료 부분은 학

생들의 고차 사고력 개발을 한 문제 해결형의 형식을 취하며,본문

과 련된 주제와 련된 정보들을 찾아나가 자료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

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옥일남,2012:52).이러한

교과서의 흐름은 체로 본문의 학습 내용이 다루어진 다음,이와 련

된 탐구 활동 과제를 제공함으로써 학습한 주제에 하여 보다 심층 으

로 생각해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특정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고차 사고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오늘날의 사회 교과서는 변하는 사회 추세를 반

하여 더 많은 사회 인 문제를 담아내고자 하며,학습자 심의 자기주

도 학습을 유도하고자 의도한다.이에 따라 구성 체제에 여러 가지 사

진이나 통계 자료,만화,삽화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

다(옥일남,2012:78). 한 학생들이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폭되는 사

회에 응해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지 능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탐구

활동 심의 교과서를 지향하기도 한다(박인옥,2005:60).이처럼 교과

서는 시 ,교육 요구를 반 한 일정한 의도와 특징 요소를 내포

하고 있다.

행 개정 7차 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구성 체제는 ‘문제 해결형’을

원칙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한 단원 심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

며,세부 으로는 제재 심의 6단계의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교육과

학기술부,2011).우선 단원 심의 측면에서는 단원 도입(단원 학습의

개요),제재 도입(주요 내용이 담긴 설명 텍스트),제재 개(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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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구조 -‘풀어보기’,‘매듭짓기’),제재 정리ㆍ심화(되짚어보기,더나아가

기),단원 정리로 구성되어 있다.각 단원에는 교육과정 내용 요소인 제

재가 4~5개씩 포함되어 있는데,각 제재는 2~3차시 수업 분량의 제재 도

입,살펴보기,풀어보기,매듭짓기,되짚어보기,더나아가기라는 세부 구

성 체제에 따라 개되며,실제 수업은 단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제재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도입부터 정리까지의 구성 체제 단계는 동

기유발부터 마무리까지의 수업의 흐름과 매우 유사하다.

우선 단원 도입에는 해당 단원에서 학습하게 될 제재명,주요 학습 내

용,주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한 동기유발을 목 으로 하여 제재를

압축 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그림이나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미국

의 경우에도 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도입부가 이와 유사한 형태를 채택

하고 있으며,해당 도입부에는 제목,핵심 내용,본문에서 익 야 할

요 단어 2~3개,주제 련 사진 3~4장 등이 포함된다(이 규,1998:105).

제재 도입은 제재의 내용을 직 으로 제시하기 ,학생들의 선행

지식이나 경험을 환기시키고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해야

한다(이 규,1999:118;김왕근,2000:69).이를 하여 도입부에 제시된

제재 련 사진이나 그림 등의 다양한 자료들은 학생들로 하여 제재와

련하여 알고 있는 지식,경험 등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이러한 시

각자료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며 학습제재에 하여 학습자 스스로

정보를 재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선행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Keller(1983)는 수업에서 동기를 설계하기 해서는 주의집 , 련성,

자신감,만족감을 키워주는 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 다(길

주,2000:2에서 재인용),제재 도입에 제시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시

각자료는 학생들의 주의를 집 시키고 선행 지식의 상기에 따른 학습에

한 자신감 등을 상승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다.

그 다음 본격 인 제재 도입단계에서는 주요 내용이 담긴 설명 텍스

트가 제시된다.우리나라 사회 교과서의 본문 내용은 개 사실 인 정

보를 나열하는 식의 서술 형식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김왕근,2000:70).



- 32 -

설명 텍스트 이외에도 텍스트의 이해를 돕기 하여 문제 확인 명

료화,핵심 질문 등이 포함된다.이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과 련 지식

이나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과도 유사하다.이 단계에서는 제재에 한

설명 텍스트가 주가 되지만,학습자의 내용 이해를 돕기 한 목 으

로 이와 련된 그림 사진,도표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이것은 교육

과정에 제시된 제재를 본격 으로 다루는 부분으로써 의미가 있다.

이 게 소개된 제재를 풀어보기 등의 체제를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풀어보기는 일종의 탐구 활동으로써 학생

심의 문제 해결 활동(조사,탐구,문제 해결,의사결정 등)에 한 구체

인 안내가 포함된다.이를 테면 학생들이 개인 혹은 모둠별로 모여서

본문 내용과 련된 조사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살펴보기에서 다룬 제

재내용을 구체화시킨다.이 역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함으로써 사회과가 본래 목표로 하는 학습자의 문제 해결력,비

사고력,창의력, 단 의사결정력 등 고차사고력 신장에도 의미

가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11:115).

마지막으로 제재 학습을 마무리하는 단계는 매듭짓기와 되짚어보기로

구성된다.매듭짓기는 문제 해결의 결과를 정리하는 활동들로 구성되며,

내용은 학생들이 활동한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내용의 학습지가 주

를 이룬다.되짚어보기는 지 까지 제재와 련하여 학습한 내용의 정리

와 보충으로 빈칸 채우기,O,X 등의 퀴즈 형식으로 되어 있고,더 나아

가기는 창의 ,확산 사고를 유발하는 제재와 련된 시사 련 상식,

사회 쟁 등을 소개한다.

이처럼 각각의 구성 체제는 교수학습 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해나가기

한 특징 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이를 해 구성 체제는 각각 특정

한 설명 텍스트,그림,사진,표 등의 시각 자료,용어 소개,시사 상

식,퀴즈 등의 교수학습 자료를 포함한다.이처럼 구성 체제 각각의 내용

요소는 상이하지만,구성 체제간의 흐름은 ‘도입- 개-정리’라는 일련의

수업 차와 유사한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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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성 체제가 수업과 유사한 일련의 흐름을 지닌다고 해서 교사

가 반드시 교과서에 제시된 구성 체제 모두를 순서 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교사는 교육과정과 학생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수업

을 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의사결정을 하게된다(이

소연,2012:5).따라서 교사는 주된 수업자료로 활용되는 교과서의 구성

체제 에서 어떤 부분을 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해서도 자유롭

게 의사결정한다.구성 체제 각각은 특징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에서,교사의 사회과의 목표,내용,방법에 해 가지고 있는 에 따

라 특정 구성 체제를 선호할 수도 거의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4)교과서 활용 략에 향을 미치는 변인

교과서를 활용하는 과정은 가치 단이 요구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

이므로 교사의 개인 배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교사의 공

배경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가르칠 때 교과의 변환이 어떻게 다르게 나

타나는지에 한 연구(이 규,1999)에 의하면 일반사회 공의 교사가

지리를 가르칠 경우에 <탐구활동>을 다루지 않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으

며,교과내용을 교과서 외의 자료와 연 지어 설명하거나,인과 인 설명

으로 변환하여 설명하는 빈도가 공한 교사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교사 개인 요인 뿐 아니라 수업의 일상 요인에 의하여도 교과서

활용 략은 변화될 수 있다.이를 테면 수업의 일상 목표의 표 인

것으로는 ‘진도 맞추기’,‘시험 비’등을 들 수 있는데(김정원,1999;조

달,2004;박인옥,2005),이러한 상황 변인이 생겼을 경우 교과서를

활용하는 략이 교과서를 읽고,교사가 설명하는 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인옥,2005:151-154). 한 수업 환경의

제약과 련하여 교과서 활용 략이 변화하기도 한다.학 의 학생수가

많거나 물리 인 교육시설상의 제약으로 교사 심의 설명 략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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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I)이 주를 이루기도 한다.

교과서 자체의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라 교과서를 활용하는 상호작용의

유형과 형태가 변화하기도 한다.박인옥(2005)은 교과서 활용 략을 질

연구의 방식으로 찰한고 분석한 연구 결과,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활동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교사는 난이도가 쉬운 활동으로 바꾸거나,

보충설명을 추가 으로 하며,동일한 내용이 반복 으로 제시될 경우 이

를 생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 다.

교과서 활용 략이 포함될 수 있는 교사의 교수 행 가 교사 개인의

신념이나 상황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이

소연(2012)은 경제 교사의 신념이 교수행 에 미치는 향에 하여 Q

기법을 활용하여 교사를 ‘학생 심 경제교육’유형과 ‘표 심 경

제교육’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각 신념의 유형에 따라 교사들의 교수행

가 달라짐을 확인하 다.

4.선행연구 개

1)사회과 본질 에 한 선행연구

  

사회과 본질 을 유형화한 기존 연구들(Barr&Barth&Shermis,1977;

Nelson& Michaelis,1980;Engle&Ochoa,1988,Martorella,1996)을 바탕

으로 교사가 사회과의 본질을 이해하는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에 한 연구가 꾸 히 이루어져 왔다.

사회과 본질 은 기본 으로 교사가 사회과의 목표,교수학습 략,학

습 내용에 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종합 인 이다.이에 따라 박

성 (2000)은 사회과의 성격을 목표 측면,교수학습 략 측면,학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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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측면으로 나 어서 분석하 다.분석 결과,교사들은 각 측면에서 사

회과에 한 본질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목표 측면에서는 시민성

달,사회과학,반성 탐구로서의 모두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반면에,교수학습 략 측면과 학습 내용 측면

에서는 반성 탐구로서의 을 상 으로 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이를 통해 교사가 사회과 교과의 성격을 이해하는 방식이 일

되지 못하다는 을 도출해냈다.

Vinson(1998)은 Martorella(1996)의 사회과 본질 연구(시민성 달,

사회과학,반성 탐구,사회비 ,개인발달)를 기반으로 하여 설문 문항

을 구성하고,양 연구 방식으로 미국 사회과교사들의 사회과 본질 을

유형화하 다.이 연구 방식을 그 로 용하여 한국의 교사들을 상으

로 조사ㆍ분석한 후 미국의 결과와 비교한 연구결과(박형 ,2005),한국

의 교사가 미국의 교사에 비해 사회비 에 한 선호도가 20% 가량 높

은 반면,개인발달에 한 선호도는 5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 차이가 나타났다.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미국과 비되는 한

국 근 사라는 역사 배경과 련지어 설명하 지만,사회과 본질 에

향을 미치는 교사 개인의 특성이라는 요소들을 구체화시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한 후속연구로 박형 (2006)은 사회과 본질 과 교사의

성별,연령,교직경력 등 개인 특성과의 상 계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분석 결과,교사의 성별,연령,교직 경력,교원 단체 가입에

따라 사회과 본질에 한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근무 지역, 공 배경,교직 배경,자율 연구회 활동에 따른 사회과 본질

에 한 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 체로 시민성 달 모형

은 보수 인 성향의 교사들에 의해 선호된 반면,사회 비 모형은 진보

인 성향의 교사들에 의해 선호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질 을 분류하는 데서 나아가,각 본질 에 내재하는 철학 제들

에 하여 탐색한 연구도 있다.분석 결과,시민성 달 모형의 경우



- 36 -

수해야 할 보편 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는 에서 사회과학 모

형은 사회과학자들의 탐구 방법에 따라 획득해야 할 보편 지식과 방법

이 있다는 에서 실증주의를 제한다고 해석하 다.이에 반해 반성

탐구 모형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회 상과 자기 자신의 가치

에 한 분명한 인식이 요구된다는 에서 실용주의 철학과 련되어 있

다고 해석하 다(이병호,1998:48-61).

이처럼 기존의 본질 에 한 연구는 본질 그 자체의 내용에 해서

분석하는 연구와 교사의 사회과 본질 에 한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이러한 은 사회과 본질 이 실제 교육과정 실행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까지는 논의를 개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2)교과서 활용 략에 한 선행연구

기존 교과서에 한 연구는 교육과정을 구체화시킨 주요 교수학습 자

료로써, 행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취지와 목표를 잘 반 하고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왕근,2000; 숙자,2002;이 규,2003;박형 ;2003;박성

,2006;유종렬,2006;허수미,2010;이정우,2010;이 ,2010;강운

선,2010).하지만 교과서의 내용은 본래의 의도 그 로 달되기보다는

교사라는 주체를 매개하여 달된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과서와 학생을 매개하는 교사 주체가

교과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

에서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는 지에 한 연구들이 행해져 왔다.

Mark(1997)는 사회과 교사들이 교과서를 활용하는 이유에 하여 경제

학 근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분석 결과,교사들이 교과서를 활

용하는 주된 까닭은 교과서가 수업에 있어 필요한 자료라고 인식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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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학생,학부모, 리자가 교과서를 활용

하기를 기 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활용한다는 외부 인 이유도 있었지

만,교수학 필요성에 의해 교과서를 활용한다는 응답보다는 었다.이

를 통해 교사들 스스로 교과서의 교수학 인 가치를 인식하 을 경우,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교사가 교과서의 교수

학 필요성을 동의한다고 제했을 때,실제로 교과서를 활용하는 과정

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교과서 활용에 향을 미치는 교사 개

인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하여 박인옥(2005)은 수업에서 실제로 교과서가 어떻게 활용되

는지에 하여 질 사례 연구의 략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분석 결과,수업 단계별로 교과서의 기능이 다르게 나타났다.수업의

입문,확인 단계에서는 교과서가 학습자의 수업 비여부를 확인하는 수

단 기능을 담당한 반면,진행 단계에서는 교과서가 교사-학생간의 상

호작용 반에 핵심 으로 기능하는 ‘교수학습 자료’로써 기능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교과서 구성 요소에 따라서도 교과서를 매개로 한 상

호작용의 유형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교과서의 본문 내용의 경우

교실 속 상호작용이 부분 ‘교과서 읽기-교사 설명(T-T)'로 이루어진

반면,탐구 활동이나 읽기 자료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교사 설명-개

별학습(T-I)’가 겹쳐 이루어지거나,‘소집단별 발표-교사 설명(G-T)'유형

이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교과서를 매개로 한 실제 교실에서의 여러 상호작용들

을 유형화했다는 에서는 의미가 있지만,이러한 상호작용은 교과서 이

외에 교수학습 자료로도 유형화될 수 있는 것들이다.교육과정 목표 달

성을 해 일련의 단계로 구성된 교과서의 특징에 해 교사가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지에 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에 해 교과서 구성 체제의 성격과 일 된 흐름이 무엇인지를 연구

한 사례가 있다.김만곤(2000)은 교과서를 시계열 으로 분석하면서 사

회과 교과서가 내용면에서는 ‘개념제시형’에서 ‘사례제시형’으로,형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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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주요 사실 배열형’에서 ‘학습활동 유형형’으로 변화되어 있다고

정리하 다. 한 앞으로의 사회 교과서가 ’문제 해결형‘이나 ‘활동 유도

형’의 형태들을 유지할 것으로 망했다.옥일남(2012)은 교과서 구성 체

제 하나인 탐구 활동이 본래 목표로 하고 있는 ‘탐구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을 통한 고차사고력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탐구 활동의 주제,하 역의 범주,질문의 제시 방식, 련 자

료의 제시 형태를 분석하 다.이를 해 교과서 특정 단원(고등학교 사

회 ‘사회변동과 문화’)내에 제시된 탐구 활동 312개를 분석한 결과,탐구

활동이 하나의 일정한 차에 따른 탐구 과정으로써 학습자의 탐구력 습

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간략한 사진,통계그래 ,기사,삽화 등

의 탐구 자료를 제시하여 해당되는 정보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

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즉 탐구활동이 독립 인 활동으로써 기능하

기보다는 교과서 본문에 제시된 내용 요소를 반 한 활동으로써 구성 체

제의 하 요소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교과서 구성 체

제가 실제 으로 본래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는

에서는 의미가 있지만,교과서 활용의 핵심 주체인 교사에 따라 교과

서 구성 체제를 활용하는 양상이 어떻게 다양하게 개될 지를 다루지

않는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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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설>

등교사의 사회과 교과서 활용 략은 교사의 사회과 본질 (시민성

달,사회과학,반성 탐구)인식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연구 설계

1.연구가설

교사가 교과서를 활용하는 과정은 연속 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다.교사가 교과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재 도입,본문 내용,탐구 활

동,시각자료,문제풀이,심화 자료 등의 교과서 구성 체제들 에서 어

떤 요소를 으로 활용할 것인지 여부,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제

시된 순서와 방법 그 로 활용할 것인지,혹은 변형하여 활용한 것인지

여부,교과서 내용을 모두 다룰 것인지 선택 으로 활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의사결정하는 상황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이러한 의

사결정 과정에서 교사는 교과내용과 방법의 문가로서 교과에 한 일

정한 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에 주목하여 교사가 교과서 활용과 련된 의사결

정을 내리는 데 있어,교사가 교수의 문가로서 해당 교과에 한 어떠

한 을 가지고 있느냐가 의미있는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

고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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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가설 1> 등교사의 사회과 교과서 은 교사의 사회과 본질

인식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 가설 2> 등교사의 사회과 교과서 구성 체제 활용 략은 교

사의 사회과 본질 인식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다.

종속변인인 교사의 교과서 활용 략을 크게 교사의 교과서 과 교과서

구성 체제 활용 략으로 구체화시켜 두 개의 하 가설로 각각 설정하

다.그 까닭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교사가 교과서를 활용하

는 과정에서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에 해서는 크게 선택의 측면과 내

용제시의 측면에서 각각 살펴볼 수 있다(이 규,1999:264-265).이

에 내용제시의 측면은 교과서 그 자체에 한 의사 결정의 과정이라기보

다는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한 최선의 수업 략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교과서 활용 략의 하 역으로 선택 측면에 한정

하여 교과서 구성 체제 선택에 한 문제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 다.

한 이러한 의사결정의 바탕에는 교육과정 실행가로서 교사가 교과서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한 교과서 이 제되어 있으므로,이를

다른 하 역으로 각각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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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인

1)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교과서 활용 략이며,구체 으로는 가설 1에서

는 교사의 교과서 ,가설 2에서는 교사의 교과서 구성 체제 활용 략으

로 분류하여 측정하고자 한다.가설 1에서 제한 교과서 은 상 교

과서 이다.이는 교과서를 교육과정을 구 하기 한 일종의 수단으로

보며 교과서 내용을 선택 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교과서 을 뜻한다(박

윤경,2001;류연수 외,2001;김 석,2007).가설 2에서 제한 교과서

구성 체제란 교과서에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제재 는 주제를 다룰 때

학습의 차와 련하여 어떠한 순서 로 지도할 것인지에 한 것으로

일정한 내용의 형식 인 단계로 구성한 것이다(김왕근,2009).구성 체제

는 시각자료,핵심 용어,설명 텍스트,탐구활동,문제풀이,심화자료

등을 요소로 하여 ‘도입- 개-정리’식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2)독립변인

독립변인은 교사의 사회과 본질 이며,구체 으로는 사회과 본질 에

한 가장 표 인 분류법인 Barr,Barth,Shermis(1977)의 시민성

달로서의 사회과,사회과학 교육으로서의 사회과,반성 탐구로서의 사

회과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제한하 다.이는 연구의 엄 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 으로 기존의 사회과 연구(최충옥,1993;Vinson,1998;서

재천,2000;박형 ,2005)에서 많이 활용된 표 인 분류법을 활용하고

자 의도한 것이다. 한 이와 같은 분류방식은 사회과의 본질을 탐구하

는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거이며 사회과 분류에 련된 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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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서 다른 분류(Oliver& Shaver,1966;Engle& Ochoa;1988)를

포 하는 측면이 있다.

이때 독립변인인 사회과에 한 본질 을 각각의 교사를 특정 본질

에 분류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을 수치화하여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하

다.사회과 교사를 어느 특정한 사회과 본질 에 완 히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유형화하기에는 교사가 어느 특정한 본질 만을 지지한다고 보

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교사의 본질 선호도에 한 연구

(Vinson,1999;박성 ,2001;박형 ,2006)결과,교사는 각각의 본질

모두를 정도의 차이일 뿐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따

라서 본 연구는 독립변인으로 사회과 본질 유형 신 ‘사회과 본질

인식 정도’를 설정하 다.

3)통제변인

교사 개인 요소와 실행 교육과정과의 련성을 밝히는 련 선행연

구들에 근거하여 교사의 교과서 활용 략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

되는 교사의 성별,교직경력,담임학년,사회심화 는 공여부(학부/

학원)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설문문항에 포함시켰다.

(1)성별

교사의 성별에 따라 수업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박경미(2004)의 연구에 따르면 수업 언어의 표 측면에

서 남교사는 추상성과 형식성이 두드러진 직해 언어를 많이 활용한 반

면,여교사는 추상 인 세계를 경험 인 세계나 상상의 세계와 연결하는

은유 언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교사의 성별이 교사가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식

에 일정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교사 성별을 통제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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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교직경력

등학교 교사의 교직경력과 교사 문능력간의 상 계를 분석한 연

구 결과 교직경력이 교사 문능력의 하 변인들 행정 참여,학습지도,

학 경 ,자질 태도 모두에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냈다(박지 ,2003:2).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직경력을 통

제 변인으로 설정하 다.

(3)교사의 담임학년

각 학년에 따라 다루어지는 사회 교과서의 체제와 내용상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이러한 차이가 결과에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교사의

담임학년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 다.

(4) 학 공 심화 과목

80년 이후 교사의 교과 련 지식의 요성에 한 연구들은 교사의

교과 련 지식이나 공 배경이 교과의 내용을 선정하고 구조화하는 방

식,학생들의 교실 활동을 선택하는 방식,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이용하는

방식 등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Anderson,1989;

Leinhardt& Smith,1985;Schulman,1987;Wilson,Schulman &

Richert,1987;김순희,2007재인용)

주 미(2008)는 교과 연구 활동에 참여한 교사집단을 찰하여,교사의

교과 련 지식이 교육과정 실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분석 결

과,연구참여자들은 ‘교과서 읽어 주는 사람’에서 ‘교과서 활용하는 사람’

으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찰할 수 있었다. 한 교과 내용 지식을 연

구하는 모임에 나와 꾸 히 연구 활동을 한 이후에는 교육 목표를 명확

히 인식하게 되었고,교육과정을 극 으로 재구성하게 되었으며 교육

내용이 풍부해지고 교수학습 활동이 다양해졌다.자신을 ‘교육과정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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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 

TEXTBOOK PERSPECTIVE

TEXTBOOK FACTOR 

SEXd

EXPd

GRADEd

MAJORd

CITIZENSHIP

SOCIAL SCIENCE

REFLECTIVE 

 변수: 상  과  호도(1-5)

 

 변수:  체  (  8개 문항) 

호도(1-5) 

 별: 남 = 1, 여 =0

 사  직경력: 10  하=1, 11 ~20  

         =2, 21~30 =3, 31  상=4 

 사  담 학 : 3학 =1, 4학 =2, 

         5학 =3, 6학 =4 

 사회심화 공여 : 공=1, 비 공=0 

 시민  달 호도(1-5) 

 사회과학 호도(1-5) 

 탐  호도(1-5) 

  

용자이가 개발자’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등 교

사의 교과 공 배경이 교과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임을 가정하고

공 배경을 통제 변인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표 1>변수의 정의

<표 1>의 변수 교사의 성별,교직경력,담임학년,사회심화 는

공여부(학부/ 학원)은 더미 변수이며,시민성 달,사회과학,반성

탐구 선호도 변수는 5 척도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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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달 사회과학  탐

1 1 1
내 2 2 2

수  2 2 2

3.측정도구:문항 개발과 선정

1)사회과에 한 본질

본 연구에서는 Barr&Barth&Shermis(1978)과 Vinsons(1998),박형

(2005)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설문문항 각 역별로 교육목 ,내용

선정,교수학습 측면에서 5문항씩을 추출하여 총 15문항으로 재구성하

다.문항간의 신뢰도 검증을 해 Cronbach'salpha계수를 산출한 결과

.803으로 나타났으며,문항간 내 일치도가 높은 편이었다.

<표 2>사회과 본질 문항 구성

 

2)교과서 활용 략

설문문항 구성의 내용은 교과서를 매개로 한 실행된 교육과정을 분석

한 기존 연구들(Turner,1989;이 규,1999;박윤경,2003;박인옥,2005;

홍미화,2011)등을 참조하여,교과서 과 련된 반 활용 략 유형

5문항,교과서 구성 체제 활용 측면 8문항으로 해서 총 13문항으로 구성

하 다.문항간의 신뢰도 검증을 해 Cronbach'salpha계수를 산출한

결과 .784로 나타났으며,문항간 내 일치도가 높은 편이었다.



- 46 -

 역 문항

과

  과

  1. 과   달 하  해 활 는 수

학습 료로는 과 만 로도 하다. 

  2. 과 에 시  순  내 로 수업하는 것  

가  효과 다. 

  3. 수업   과 보다는 과 에 어 

수업한다.  

  4. 수학습  달 하  해 필 한 경우에

는 과   수학습 료  할 필

가 다.

  5. 사가 수업계획단계에  과  내  

택하고 재 하는 과  드시 필 하다. 

 

체  

 

택 

재도  

  6. 과  단원 또는 재 도 에 시  재

 련  지도, 삽화, 사진 등  시각 료  

활 하여 동 하는 것  호한다. 

  7. 단원 도 에 시  해당 단원 주  어나 

핵심 개  드시 다룬다.  

 본문내

  8. 과 에 시   스트  내   

하게 하는 편 다.  

  9. 과 에  스트  련  시각  료

(그림, 사진, 도 등)가 시 어  경우에 

 드시 다루고 어간다

탐 활동 

  10. 과 에 시  학생 심  탐  활동  시

간  다  걸릴지라도 드시 다룬다. 

  11. 과 에 활동 결과  리하는 학습지가 다

  극 로 활 한다. 

마무리  

짚어보

  12. 과 에 시  다양한 형태  문  는 

내  리에 도움  므로 드시 함께 어

본다. 

  13. 과  단원 마무리에  련  련 시사 

상식, 사회  쟁  등  심화 료가 시 어 

다   드시 다룬다. 

<표 3>교과서 활용 략 유형 평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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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2(22%)

여 78(78%)

직 경력

0-10 50(50%)

11-20 33(33%)

21-30 15(15%)

31  상 1(1%)

담 학

3학 26(26%)

4학 29(29%)

5학 25(25%)

6학 10(10%)

직 경
사회과 심화 

공
9(9%)

<표 4>연구 상의 특성

4.연구 방법

1)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을 6개 등학교 3~6학년 담임교사 103명을

상으로 하 다.이 질문지 응답 과정에서 단일항목에 체크를 하는

등 불성실한 응답을 한 경우를 제외하여 사후 결과처리에서는 총 100명

이 유효한 표본으로 처리되었다.

등학교 교사를 연구 상으로 제한한 까닭은 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우 검정 교과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에서 학교별로 활용하는 교

과서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따른 변수가 생길 수 있고,문항 구성시에

도 용어 통일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탐구 활동’의 경우에

도 '탐구 활동‘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교과서별로 ‘탐구’,‘집 탐구’,

‘사례탐구활동’,‘주제 활동’,‘시사포커스’등 다양한 용어들이 활용된다는

에서 용어 통일의 문제가 제기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된 체

제의 국정교과서를 활용하는 등교사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 상의 특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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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심화 

비 공
85(85%)

2)연구 차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사회과 본질 인식 정도가 교과서 활용 략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하여 SPSS

12.0를 활용하 으며,사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연구 상의 특성과 각 문항의 체 인 반응 경향을 악하기

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포함하는 기술 통계를 활용하 다.둘째,독립변

인인 사회과 본질 과 종속변인인 교과서 활용 략[교과서 측면/교과

서 구성 체제 측면]사이의 련성을 측정하기 해 상 분석 다 회

귀분석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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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사례수 값 값 평균 편차

시민  달 98 1.00 4.60 3.27 .65061

사회과학 100 1.00 4.00 2.87 .66403

 탐 100 3.40 5.00 4.17 .46333

상  

과  
98 2.20 5.00 3.81 .62332

<표 5>본질 ,상 교과서 수의 기술 통계

Ⅳ.결과 분석

1.사회과 본질 과 교과서

<가설 1>은 교사의 본질 [시민성 달 모형,사회과학 모형,반성

탐구 모형]에 따라 교과서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한 것이다.

여기서 해당 본질 에 한 수가 높을수록 사회과에서 각각의 본질

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교과서 수가 높

을수록,교과서를 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교

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일종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고 볼 수 있다.

본질 수 교과서 수의 기술 통계 결과,교사들은 반성 탐

구,시민성 달,사회과학 모형 순으로 사회과 본질 을 지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는 교사들이 반성 탐구 모형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

는 선행 연구 결과(박성 ,2000)와도 일치한다. 한 교과서를 교육과정

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의 수도 최 값을 고

려할 때 평균 수(3.81 )가 높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 1>인 교사의 사회과 본질 이 교과서 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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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별
시민 사회

과학 탐
별

직

경력 

담

학

공

경

시민 1 .461** -.269* -.005 .261* -.043 .006

사회

과학
(.000) 1 -.164 .032 .129 .098 -.130

탐
(.016) (.144) 1 -.015 -.118 .057 -.164

별 (.967) (.778) (.893) 1 -.138 .092 .009

직

경력
(.019) (.250) (.293) (.219) 1 -.139 .130

담

학
(.702) (.386) (.614) (.413) (.217) 1 -.040

공

경
(.957) (.271) (.167) (.940) (.272) (.734) 1

<표 6>독립변인간 상 계

( 호 안은 유의수 ) 

정도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해 련된 변인을 일 투입한 다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이에 앞서 회귀분석에 포함되는 독립변인간 상 계

분석을 통해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진단하 다.

 (*p<.05, **p<.01, ***p<.001)

<표 6>에 의하면 사회과를 시민성 달로 인식하는 정도와 사회과학

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정 상 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시민성 달

과 반성 탐구 모형으로 인식하는 정도의 경우에는 부 상 계를 보

인다.시민성 달과 사회과학 모형의 경우 교사가 특정한 지식이나 기

능을 달하는 것을 가정한다는 에서 유사한 면이 있지만 반성 탐구

의 경우 학생들이 자유로운 탐구의 주체로 참여하고 교사는 이를 조력하

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는 시민성 달 모형과 사회과학 모형의 경우 각각 수해야 할

보편 인 지식 혹은 방법이 있다고 제하기 때문에 공통 으로 실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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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회귀계수

(B)
차 Beta t p

(상수) 3.121 .833 3.746 .000

시민 달 -.093 .098 -.098 -.956 .342

사회과학 -.053 .094 -.183 -1.767  .124

 탐 .523 .118 .393 4.441 .000***

별 .027 .132 .017 .202 .841

직경력 -.031 .076 -.035 -.404 .687

담 학 -.007 .048 -.012 -.137 .891

공 경 -.071 .210 -.029 -.337 .737

R R 곱 수  R 곱
값  

차 

.672a .451 .403 .48700

의 철학을 제하는 반면,반성 탐구 모형은 실용주의 철학과 련있

다는 연구 결과를 반 한다(이병호,1998:48-61).

한 사회과를 시민성 달 모형으로 인식하는 정도와 교직경력은 유

의수 .05에서 유의한 정 상 계를 보이고 있다.교직경력이 높아질

수록 사회과를 시민성 달의 교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질 것이라

측할 수 있다.

모든 독립변인간 상 계를 분석한 것은 다 회귀분석에 앞서 다 공

선성 문제를 악하기 해서이다.모든 독립변인의 크기는 .50보다 작으

므로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다음은 <가설 1>을 검증하기 해 회귀분석한 결과표이다.<표 7>에

서 볼 수 있듯이,이 회귀모델이 교과서 을 설명하는 정도는 39%로,

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561,

p=.000)

<표 7>각 요인들이 교과서 에 미치는 효과에 한 회귀분석 결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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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합 도
평균 

곱
F

확

회귀 형 15.422 7 2.203 9.290 .000***

차 18.736 79 .237

합계 34.158 87

 (*p<.05, **p<.01, ***p<.001)

검증 결과,교과서 에 향을 주는 유의한 독립변인은 사회과를 반성

탐구 모형으로 인식하는 정도(p=.000)로 나타났다.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반성 탐구 수가 1 씩 높아질수록 상

교과서 수는 0.523 씩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는 반성 탐

구로서의 사회과 모형이 학생 개인 사회와 련성이 높은 문제 상황

에 계된 사실 가치를 검토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특히 시한다는

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다.즉,연구를 통해 반성 탐구로서 인식하

는 교사가 교과서 한 의사결정을 한 하나의 자료 인 성격으로 인식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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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사례수 값 값 평균 편차

도 시 시각 료 활  

동
100 2 5 3.92 .872

도 시 주  어  

핵심 아 어
100 3 5 4.17 .652

 스트 100 2 5 3.55 .857

스트 련 시각 료 100 2 5 3.73 .839

 탐 활동 100 2 5 3.39 .875

탐 활동 리 학습지 100 2 5 3.95 .770

문 100 2 5 3.67 .888

시사상식  쟁 100 2 5 3.70 .759

<표 8>교과서 구성 체제 활용 수의 기술 통계

2.사회과 본질 과 교과서 구성 체제 활용

<가설 2>는 교사의 본질 인식 정도에 따라 교과서 구성 체제 활용

략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다.여기서 해당 교과서 구

성 체제 활용 략 련 문항 수가 높을수록 해당 구성 체제를 요하

게 여기며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각 구성 체제 선호도를 알아보기 해,종속변인인 교과서 구성

체제를 8개의 하 역으로 나 어 기술통계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교과서 활용 체제 활용 수는 최소 3.39 ,최 4.17 으로

높은 편이며,선호도는 도입시 주요 용어 핵심 아이디어,탐구활동 정

리 학습지,도입시 시각자료 활용 동기유발,텍스트 련 시각자료,문제

풀이,시사상식 쟁 ,설명 텍스트,탐구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교과서 구성 체제 일정한 지식이나 기능이

담긴 본문이나 탐구활동 내용 그 자체보다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수단

으로써 기능하는 구성 체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행 사회 교과서의 탐구활동이 본래 목표로 하는 학습자의 탐구력을 향

상시키는 데에 효과 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탐구 활동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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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회귀계수

(B)
차 Beta t p

(상수) -1.543 1.272 -1.213 .229

시민 달 .384 .149 .307 2.571 .012*

사회과학 .014 .142 .012 .100 .920

 탐 .672 .181 .389 3.718 .000**

별 -.125 .200 -.063 -.627 .532

직경력 -.013 .117 -.011 -.108 .914

담 학 .127 .073 .171 1.735 .087

공 경 .458 .306 .216 1.846 .076

<표 9>각 요인들이 도입부 동기유발을 한 시각자료 활용

에 미치는 효과에 한 회귀분석 결과

자체가 단순한 자료나 결과 분석에 그친다는 비 (옥일남,2012:51)과도

연 지어 해석할 수 있다.

<가설 2>인 교사의 사회과 본질 이 교과서 구성 체제 활용 략을 어

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해 련된 변인을 일 으로 투입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6>참조).각각의 구성 체제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도입부 동기유발을 한 시각자료

 다음 <표 9>는 도입시 동기유발을 한 시각자료 활용에 한 회귀분

석 결과이다.이 회귀모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21.9%로,

p<.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281,

p=.00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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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곱 수  R 곱
값  

차 

.468a .219 .152 .755

곱합 도 평균 곱 F 확

회귀 형 13.089 7 1.870 3.281 .004**

차 46.733 82 .570

합계 59.822 89

 (*p<.05, **p<.01, ***p<.001)

검증 결과,도입부 동기유발을 한 시각자료 활용에 향을 주는 유

의한 독립변인은 사회과를 시민성 달 모형으로 인식하는 정도(p=.012)

와 반성 탐구 모형으로 인식하는 정도(p=.000)로 나타났다.회귀계수로

볼 때,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회과를 시민성 달 모형으로 인식하

는 수가 1 씩 높아질수록 도입부 동기유발을 한 시각자료 활용

수가 0.384 씩 높아지고,반성 탐구 모형으로 인식하는 수가 1 씩

높아질수록 0.672 씩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입부 시각자료는 본격 인 학습에 앞서 학생 스스로 련 선행 지식

이나 경험을 상기시키는 데에 의미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옥일남,2012:78).따라서 사회과를 고정된 지식과 개념을 설명과

설득의 방식으로 달해야 한다는 시민성 달 모형 의 교사나 사회

과가 사회 쟁 이나 일상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반성 으로 성찰

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여기는 교사 모두 교과서를 호라

용할 때 학습자의 동기를 자극하는 역할의 도입부 시각자료를 유의미한

것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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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회귀계수

(B)
차 Beta t p

(상수) 2.989 1.073 2.785 .007

시민

달
.192 .126 .195 1.525 .131

사회과학 -.305 .119 -.321 -2.555 .012*

 

탐
.184 .152 .135 1.209 .230

별 .151 .168 .096 .899 .371

직경력 .040 .099 .044 .400 .691

담 학 .049 .062 .084 .794 .430

공 경 .143 .258 .059 .552 .582

<표 10>각 요인들이 도입부 단원 주요 용어나 핵심 개념 설명에 미치는

효과에 한 회귀 분석 결과

R R 곱 수  R 곱
값  

차 

.323a .104 .028 .637

곱합 도 평균 곱 F 확

회귀 형 3.875 7 .554 1.365 .231

차 33.247 82 .405

합계 37.122 89

2)도입부 단원 주요 용어나 핵심 개념

다음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이 회귀모델의 유의수 은 .231로 통

계 유의수 을 벗어났다.따라서 회귀분석의 독립변인들이 도입부 주

요 용어나 핵심 개념 설명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p<.01, ***p<.0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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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회귀계수

(B)
차 Beta t p

(상수) 1.812 1.340 1.352 .180

시민 달 .337 .157 .264 2.140 .035*

사회과학 -.234 .149 -.190 -1.571 .120

 탐 .293 .190 .166 1.540 .127

별 -.241 .210 -.118 -1.144 .256

직경력 .292 .124 .250 2.362 .021*

담 학 .090 .077 .118 1.158 .250

공 경 -.153 .323 -.049 -.473 .638

R R 곱 수  R 곱 값  차 

.408a .167 .096 .795

곱합 도 평균 곱 F 확

회귀 형 10.383 7 1.483 2.346 .031*

차 51.840 82 .632

합계 62.222 89

3)설명 텍스트

다음 <표 11>은 설명 텍스트 활용에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이

회귀모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16.7%로,p<.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346,p=.031).

<표 11>각 요인들이 설명 텍스트 활용에 미치는

효과에 한 회귀 분석 결과

*p<.05, **p<.01, ***p<.001

 (*p<.05, **p<.01, ***p<.001)

검증 결과,설명 텍스트 활용에 향을 주는 유의한 독립변인은 사

회과를 시민성 달 모형으로 인식하는 정도(p=.035)와 교직경력(p=.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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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회귀계수

(B) 차
Beta t p

(상수) .283 1.152 .246 .806

으로 나타났다.회귀계수로 볼 때,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시민성 달

모형 수가 1 씩 높아질수록 설명 텍스트 활용 수가 0.337 씩 높

아지고,교직경력 지수가 1단계씩 높아질수록 0.292 씩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명 텍스트에는 일정한 내용의 교과 련 지식이나 개념과 이에

한 이해를 돕기 한 문제 확인 명료화 등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회과를 고정된 지식과 개념을 설명과 설득의 방식으로 달해야

한다는 시민성 달 모형 의 교사가 교과서를 활용할 때에도 교과

련 지식과 개념, 달 방식이 분명하게 내포된 설명 텍스트를 유의

미한 것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경향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한 교직경력의 지수 한 설명 텍스트를 활용하는 데에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은 <표 6>에서 사회과를 시민성 달 모형

으로 인식하는 정도와 교직경력이 유의수 .05에서 유의한 상 계를

보이고 있는 것과도 연 지어 설명할 수 있다.

4)설명 텍스트와 련된 시각자료

다음 <표 12>는 설명 텍스트에 한 시각자료 활용 회귀분석 결과

이다.이 회귀모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34.7%로,p<.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6.215,p=.000).

<표 12>각 요인들이 설명 텍스트와 련된 시각자료 활용에 미치는

효과에 한 회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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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달 .280 .135 .226 2.068 .042*

사회과학 -.312 .128 -.261 -2.129 .077

 탐 .642 .164 .375 3.924 .000***

별 -.156 .181 -.079 -.864 .390

직경력 .467 .106 .412 4.394 .000***

담 학 -.012 .066 -.016 -.174 .862

공 경 .132 .277 .044 .477 .634

R R 곱 수  R 곱
값  

차 

.589a .347 .291 .683

곱합 도
평균 

곱
F 확

회귀 형 20.321 7 2.903 6.215 .000***

차 38.301 82 .467

합계 58.622 89

*p<.05, **p<.01, ***p<.001

 (*p<.05, **p<.01, ***p<.001)

검증 결과,설명 텍스트에 한 시각자료 활용에 향을 주는 유의

한 독립변인은 사회과를 시민성 달 모형으로 인식하는 정도(p=.042)와

반성 탐구 모형으로 인식하는 정도(p=.000),교직경력(p=.000)으로 나타

났다.회귀계수로 볼 때,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시민성 달 모형 수

가 1 씩 높아질수록 설명 텍스트 련 시각자료 활용 수가 0.280

씩 높아지고,반성 탐구 모형 수가 1 씩 높아질수록 0.642 씩 높아

진다. 한 교직경력 지수가 1단계씩 높아질수록 설명 텍스트 련 시

각자료 활용 수가 0.467 씩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명 텍스트 련 시각자료는 학습자가 텍스트에 제시된 교과 련



- 60 -

변
회귀계수

(B)
차 Beta t p

(상수) .837 1.416 .591 .556

시민 달 .175 .166 .130 1.053 .295

사회과학 .124 .158 .095 .789 .432

 

탐
.516 .201 .276 2.566 .012*

별 -.319 .222 -.148 -1.437 .154

직경력 .246 .131 .199 1.885 .063

지식이나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와 련된 그림이나 사

진 도표 등의 시각 자료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시각자료나 도해조직

자의 경우 학생들이 정보를 해석,조직,정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이러한 이 이 있는 시각자료에 하여 사회과를

시민성 달 모형으로 인식하는 교사는 텍스트에 제시된 개념의 이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반성 탐구 모형으로 인식하는 교사는 학생들의 인

지구조를 자극하는 측면에서 각각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자료를 유의미한

것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5)탐구 활동

다음 <표 13>는 탐구 활동 활용에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이 회귀

모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17.1%로,p<.05수 에서 통계 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13,p=.027).

  <표 13>각 요인들이 탐구 활동 활용에 미치는

효과에 한 회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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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학 .030 .082 .037 .368 .713

공 경 -.305 .341 -.093 -.894 .374

R R 곱 수  R 곱
값  

차 

.413a .171 .100 .840

곱합 도
평균 

곱
F 확

회귀 형 11.918 7 1.703 2.413 .027*

차 57.871 82 .706

합계 69.789 89

*p<.05, **p<.01, ***p<.001

 (*p<.05, **p<.01, ***p<.001)

검증 결과,교과서 탐구 활동 활용에 향을 주는 유의한 독립변인은

사회과를 반성 탐구 모형으로 인식하는 정도(p=.012)로 나타났다.회귀

계수로 볼 때,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반성 탐구 모형 수가 1 씩

높아질수록 탐구활동 활용 수가 0.516 씩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탐구 활동은 학습자의 고차사고력 함양을 목표로 설명 텍스트에서

다룬 제재를 학습자가 주체 으로 다루어 보는 문제 해결식 구조의 활동

이다.따라서 교사가 사회과를 반성 탐구 모형으로 인식할수록 고차사

고력 함양을 목표로 구성된 학생 심의 탐구 활동을 유의미한 것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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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회귀계수

(B)
차 Beta t p

(상수) 2.178 1.074 2.029 .046

시민 달 .265 .126 .257 2.105 .038

사회과학 -.371 .120 -.372 -3.107 .003

 탐 .388 .153 .272 2.545 .013

별 -.011 .168 -.007 -.064 .949

직경력 .111 .099 .117 1.120 .266

담 학 .052 .062 .085 .842 .402

공 경 .078 .259 .031 .303 .763

R R 곱 수  R 곱
값  

차 

.371a .167 .117 .637

곱합 도 평균 곱 F
확

회귀 형 7.607 7 1.087 1.877 .095

차 33.293 82 .406

합계 40.900 89

6)탐구 활동 결과 정리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이 회귀모델의 유의수 은 .095로 통계

유의수 을 벗어났다.따라서 회귀분석의 독립변인들이 유의미한 변인으

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각 요인들이 탐구 활동 결과 정리 활용에 미치는

효과에 한 회귀 분석 결과

*p<.05, **p<.01, ***p<.0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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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회귀계수

(B)
차 Beta t p

(상수) 1.870 1.396 1.339 .184

시민 달 .244 .164 .187 1.487 .141

사회과학 -.301 .155 -.240 -1.938 .056

 탐 .248 .198 .137 1.248 .216

별 -.109 .219 -.052 -.497 .621

직경력 .167 .129 .141 1.300 .197

담 학 .187 .081 .241 2.325 .023*

공 경 .148 .336 .047 .440 .661

R R 곱 수  R 곱
값  

차 

.364a .133 .059 .829

곱합 도 평균 곱 F
확

회귀 

형
8.605 7 1.229 1.791 .100

차 56.295 82 .687

합계 64.900 89

7)문제 풀이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이 회귀모델의 유의수 은 .100로 통계

유의수 을 벗어났다.따라서 회귀분석의 독립변인들이 유의미한 변인으

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각 요인들이 문제 풀이 활용에 미치는

효과에 한 회귀 분석 결과

*p<.05, **p<.01, ***p<.0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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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회귀계수

(B)
차 Beta t p

(상수) 2.189 1.160 1.888 .063

시민

달
-.037 .136 -.032 -.272 .787

사회과학 -.067 .129 -.060 -.517 .606

 

탐
.266 .165 .165 1.618 .110

별 -.089 .182 -.048 -.488 .627

직경력 .189 .107 .179 1.771 .080

담 학 .307 .067 .445 4.592 .000**

공 경 -.119 .279 -.042 -.424 .672

R R 곱 수  R 곱
값  

차 

.493a .243 .178 .688

곱합 도 평균 곱 F 확

회귀 형 12.463 7 1.780 3.760 .001**

차 38.826 82 .473

합계 51.289 89

8) 련 시사 상식 사회 쟁

다음 <표 16>은 련 시사 상식 사회 쟁 에 한 회귀분석 결

과이다.이 회귀모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24.3%로,p<.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760,p=.001).

<표 16>각 요인들이 련 시사 상식 사회 쟁 활용에 미치는

효과에 한 회귀 분석 결과

*p<.05, **p<.01, ***p<.00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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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결과, 련 시사 상식 사회 쟁 활용에 향을 주는 유의

한 독립변인은 담임학년(p=.000)으로 나타났다.회귀계수로 볼 때,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담임학년이 한 학년 높아질수록 시사 상식 사회

쟁 활용 수가 0.307 씩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수업 상이 되는 등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

려하여 수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등학생의 연령 특성상 고학년이

될수록 사회인지가 개인에서 사회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고학년을 담

당하는 교사가 교과서 구성 체제 시사 상식 사회 쟁 을 유의미

하게 다룬다는 결과는 교사 스스로 등학생의 발달 인 특성을 분명하

게 인지하고 교과서 구성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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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등교사의 사회과 교과서 은 교사의 사회과 본질 인

식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Ⅴ.요약 제언

1.요약

이 연구의 목 은 교육과정 실행가인 교사가 사회과를 어떻게 인식하

는지가 실제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데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

는 것이다.이때 교사가 사회과 교육과정 실행가로서 사회과에 해 일

정한 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실행할 것이라는 제하에 독립변인으로

는 교사의 사회과 본질 을 설정하 다. 한 실행된 교육과정의 양상을

악하기 하여 가장 주된 수업자료로써 활용되는 교과서의 활용 략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 다.

이는 교사요인과 실행양상을 분리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고

자 하는 목 으로 수행된 ‘교사의 과 실행 간의 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Fickel,2000;최진 ,2005)를 구체화시킨 것이기도 하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공통의 교과서 구성 체제를 갖춘 국정

교과서를 활용하는 등교사 102명을 상으로 설문하 다. 한 독립변

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력을 측정하기 하여 SPSS12.0을 활용한

기술 통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이때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교사의 교과서 활용 략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요소(교사의

성별,교직경력,담임학년,사회 공여부)들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설문문

항과 분석에 포함시켰다.각각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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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등교사의 사회과 교과서 구성 체제 활용 략은 교사의

사회과 본질 인식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교과서 구성 체제 유의미한 독립변인

도입시 시각자료 활용 시민성 달,반성 탐구

설명 텍스트 시민성 달,교직경력

설명 텍스트 련

시각자료
반성 탐구,교직경력

학생 심의 탐구활동 반성 탐구

련 시사 상식 쟁 담임학년

<표 17>교과서 구성 체제 활용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인

검증 결과,교과서 에 향을 주는 유의한 독립변인은 사회과를 반성

탐구 모형으로 인식하는 정도(p=.000) 다.이를 통해 사회과를 시민

성 달이나 사회과학의 모형보다는 반성 탐구로서의 사회과 모형으로

인식할 경우에,교과서를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하나의 수단

으로 인식하고,교사가 자유롭게 선택,변환하여 활용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반성 탐구 모형으로서의 사회과의 경우,교과목표를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 의사결정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설정하며,개인 사회와

련성이 높은 문제 상황에 계된 사실 가치를 검토하는 의사결정과정

을 특히 시한다.따라서 이러한 에서는 교과서를 고정 이고 불변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학생 심의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한 일부로

수단 인 자료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검증 결과,교과서 구성 체제 활용 략은 교사의 사회과 본질 에

한 인식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이를 하 역별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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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사회과를 시민성 달 모형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교과서 도입

부의 동기유발을 한 시각자료와 설명 텍스트를 활용하는 데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민성 달로서 사회과를 인식하

는 정도가 높을수록 교사는 가르칠 내용을 고정 인 것으로 여기고,이

를 설명이나 설득이라는 방식으로 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향이 있

다.이러한 시민성 달의 은 도입시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목 으로

한 시각자료와 설명 텍스트를 효과 인 구성 체제로 인식하고 활용하

는 데에 향을 미친다.도입부 시각자료의 경우,선행 지식이나 개념의

상기 측면에서,설명 텍스트의 경우,특정한 교과 련 지식이나 개념

이 명확하게 내포되어 있으며 이것의 이해를 돕기 한 문제 확인 명

료화 등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에서 의미있게 활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가 사회과를 반성 탐구 모형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교과서 구성

체제 동기유발을 한 시각자료,설명 텍스트 련 시각자료,학생

심의 탐구활동을 활용하는 데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탐구 활동 등의 구성 체제는 가르칠 제재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

는 설명 텍스트 등과는 달리 일상의 수업에서 선택 으로 활용 가능한

것들이다. 한 교사가 사회과를 반성 탐구 모형으로 인식할수록 고차

사고력 함양을 목표로 한 학습자 심의 활동을 경향이 있다.따라서 사

회과를 반성 탐구로 인식하는 교사는 교과서의 구성 체제 학습자의

이해와 학습에 한 흥미를 진하는 시각자료와 학생 심의 탐구활동

을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과를 사회과학 모형으로 인식하는 정도의 경우,유의미하

게 향을 미친 구성 체제가 나타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행 교과서 구성 체제 에서 내용과 방법이 사회과를 사회과학으로 인

식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구성된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사회과학 모형의 경우,세 개의 에서 선호도가 가

장 낮았다(5 만 에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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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으로 설정한 교사의 본질 외에도 구성 체제 활용에 향을

미치는 교사 요인이 나타났다.우선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설명 텍스트

와 이와 련된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한 단원 마무리

에 제시된 련 시사 상식 사회 쟁 등의 심화자료의 경우 교사가

고학년의 학생들을 가르칠수록 활용하는 경향을 보 다.이러한 결과는

등학생의 연령특성상 고학년이 될수록 개인에서 사회로 사고가 확장되

므로 교과내용도 이를 반 하여 다루어져야 한다는 환경확 법식의 사고

를 교사 스스로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교사의 사회과 본질 ,담임 학년,교직 경력 등이 교과서 구성

체제 선택과 같은 실제 교수행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를 통해 교사의 교수 행 를 ‘진도 맞추기’,‘시험 비’등의 상황 변인

이나 교사 개인의 교수법 내용 지식 습득 여부이나 교수에 한 열정

만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Keith(2007)는

역사 교사들간의 교수 행 차이가 단순히 교수법 내용 지식의 습득

여부나 학생에 한 심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는 을 비 한다.

실제로 모의학습 역할극 등의 다양한 수업방식을 실제 활용하는 교사

의 경우,심층 인 교수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라기보다는 학생들

이 역사를 이해할 때 정서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을 시하는 교사

다.즉 교사가 해당 교과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어디에 설정

하느냐가 실제 교수행 에 차이로 이어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교사가 사회과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교수와

련된 구체 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실제로 반 되고 있음이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시 으로도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교육과정

과 교수와의 분리 자체를 인정하고 ‘교육과정의 강화’ 략을 취하고

있는 시 에서 교사가 교육과정 실행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

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실행가로서 교과 내용에 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

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자신의 실행을 찰하고 반성해야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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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Dewey,1916;Schon,1987).이때 교사는 자신이 실행하는 교수과

정을 자신의 교과 과 연 시켜 통합 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교과를 바

라보는 자신의 이 실행에 일정한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어떤 교사가 수업에서 교과서의 설명 텍스트를 심으로 활

용한다면,그 교사는 사회과를 시민성 달의 교과로 인식하고 있을 가

능성이 높다.이때,자신이 미처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사회과 본질에

한 다른 들에 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방식으로 반성

을 실행한다면 실행을 반성 으로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교사의 문성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교사 교육 한

교수법 내용 지식의 획득 측면에서 머무는 것에서 나아가야 한다.교

사가 자신의 실행을 반성 으로 성찰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의 자체를 비 으로 인식하고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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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언

수업 개선의 핵심 인 주체는 교사이다.활용하는 교과서는 동일하더

라도,어떤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설명 텍스트를 읽히고 문제풀

이를 하는데 집 하는 반면에,어떤 교사는 교과서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참여 인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에 을 둔다.본

연구는 이처럼 실행된 교육과정의 양상이 달라지는데 미치는 요인을 단

순히 교수학 내용 지식의 차이나 국가 수 성취도 평가나 진도 나가

기 등의 외부 요인에서 찾는 기존의 연구에서 나아가,교사의 교과를

바라보는 상의 차이라는 을 밝히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은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반성 으로 성찰하는 다른 토

를 제공해 다.이를 테면 교과서의 내용 그 로를 달하는 것을 선호

하거나 설명 텍스트를 주로 활용하는 방식의 수업을 하는 교사의 경

우,시민성 달로서 사회과를 바라보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그러한 교

사가 자신의 사회과를 바라보는 시각을 반성 탐구로서의 사회과 등으

로 확장하여 인식하려 노력한다면 자신의 수업을 반성 으로 성찰하고

구체 으로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토 로 차후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 추가 으로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첫째,교사들에게 보다 구체 인 반성 성찰의 토 를 제공

할 수 있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이는 본 연구의 주제를 구체화시킨

연구를 뜻한다.이를 테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 가지 본질 이외의

사회비 으로서의 사회과,개인발달로서의 사회과 등을 추가하여 구성한

연구라든지, 등 교사에 한정된 연구를 등 교사를 상으로 하여 진

행하여 본 연구와 비교하는 방식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둘째,본 연구에 한 주제를 질 연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진행한 연

구가 필요하다.본 연구의 경우 일반화와 반복 연구가 용이하다는 이유

로 양 연구 방식을 활용하 지만,설문 응답내용과 실제가 다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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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등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게다가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인 교

과서 활용 략은 찰 가능한 일련의 연속 의사 결정의 과정이다.따

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유사 주제의 질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실제 교실에서 교사의 교과에 한 본질 이 실제 교과서를 활용

하는 략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찰 인터뷰하는 방식으

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 교과서 분석 개선 방향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본 연

구를 통해 일부 구성 체제의 문제 이 발견되었다.구성 체제 탐구

활동의 경우 8개의 구성 체제 교사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편(3.39 )

이었으며,사회과를 사회과학모형으로 인식하는 정도와의 상 계도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탐구 활동이 본래 목표로 하는 학생의 탐구력

신장을 달성하는데 실제 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하여 의문을 갖게

한다.이를 보다 심층 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교사 교직경력이 교육과정 실행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던 교사의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설명 텍스트와 설명 텍스트와 련된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이 발견되었다.이와 련된 연구는 교사의 경력이 높아질수록

교사의 학습지도와 행정 처리 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일부 있을

뿐,구체 인 상과 해석 토 에 한 연구는 거의 무한 실정이다.

교직 경력이 실행과정에 미칠수 있는 향에 한 연구가 보다 구체 으

로 진행된다면 교사가 문성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향성에 한 의미

있는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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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는 에 ○ 또는 √로 시해 주십시 .

◆ 별 : 여 (     )   남 (     )

◆ 직 경력 : 0-10 (     )    11-20 (     )    21-30 (     )  

              31 상(     )

             

◆ 담  학  : 3학 (     )   4학 (     )    5학 (     )    6학 (     )  

◆ 직 경 : 학 ( 학원) 사회과 심화 공 (     )

              학 ( 학원) 사회과 심화비 공 (     )

[부록] 

 문 지

- 사회과에 대한 생각과 사회 과서 활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 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선생님들이 1)사회과가 추구해야 하는 교육 목 ,교육 내

용,교수학습 방법 등에 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2)실제 수업에서 사

회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를 알아보고자하는 목 으로 작성되었

습니다.

여러 가지 학사 일정과 학생 지도로 매우 바쁘신 아오나,선생님의 귀

한 시간을 질문지 작성에 성심껏 할애해 주신다면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질문지의 내용은 연구 목 이외에 다른 용도로 로 사용

되지 않으며,개별 인 응답 결과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리니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한 의견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5월

서울 학교 사회교육과 학원

연구자 박새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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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  하는 문 에 해 생님께  동 하시는 도에 라 ○ 또는 √

로 시해 주십시 .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사회과 의 목  민주 치가 가장 좋  

부 태라는 신  학생들 안에 러주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사회과 의 목  통 인 우리의 역사, 

지리, , 가치를 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과의 내용  국가 에  표 어야 

하며, 국가 의 과  원회에  개

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강의법  통해 학생들  많  구체 인 사

실들과 개 들  획득할  있  에 강의

법  사회과 사의 의해 학습 략 로 

사용 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사회과에  학생 평가는 주로 실  과 

내용과 매우 하게 연결  객 식 

( 를 들어, 다  항)에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사회과”는 “사회과학”과 동의어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사회과의 내용  인 사회과학자(역사학

자, 지리학자, 치학자 등)들에 의해 결

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학 별로 사회과 과 의 내용  특 한 

사회과학 분야( > 치학, 역사학, 지리학 

등)에  맞춰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사회과 사들  학생들이 인 사회과학

자들에 의해 요하게 인식 어  들  

해결할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생들  역사 업에  인 역사

학자들이 하는 식 로 역사 연구를 

행하는 과  우고 연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회과 의 목  학생 자신의 구체 이

고 실 인 삶과  들, 개인 이며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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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 경험들과  들  해결할 

 있는 능  학생들 안에 러주는 것이다. 

12. 사회과의 내용  통합 과 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사회과의 내용  학생들이 일상생활에  인

식할 만한 들  로 구 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사회과 사들  학생 스스로 자신의 들

 인식하고 해결할  있는 학습 법  

사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사회과 사들  학생들이 자신의 가

 우고, 자신의 자료를 집하고, 자신

의 결론  도출할  있도록 허용해야 한

다.

① ② ③ ④ ⑤

2. 다  사회 과  활 에 한 질문 니다. 가  가 운 하나에 ○ 또는 

√로 시해 주십시 .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과  목표를 달 하  해 활용 는 

학습 자료로는 과 만 로도 충분

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과 에 시   내용 로 업하

는 것이 가장 효과 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업의  과 보다는 과 에 

어 업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습 목표를 달 하  해 요한 

경우에는 과  이외의 학습 자료를 

작할 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사가 업계획단계에  과 의 내용

 택하고 재구 하는 과 이 드시 

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과  단원 또는 재 도입부에 시  

재   지도, 삽 , 사진 등의 시

각자료를 활용하여 동 하는 것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단원 도입부에 시  해당 단원 주요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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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나 핵심 개  드시 다룬다.  

8. 과 에 시  명  스트의 내용 모

를 하게 명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과 에 명  스트   시각

 자료(그림, 사진, 도표등)가 시 어 

있  경우에 이를 드시 다루고 어간

다. 

① ② ③ ④ ⑤

10. 과 에 시  학생 심의 탐구 활동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드시 다룬

다. 

① ② ③ ④ ⑤

11. 과 에 활동 결과를 리하는 학습지

가 있다면 이를 극 로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과 에 시  다양한 태의  풀

이는 내용 리에 도움이 므로 드시 

함께 풀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13. 과  단원 마 리에 이   

 시사 상식, 사회  쟁  등의 심  자

료가 시 어 있다면 이를 드시 다룬

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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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Viewpoints of 

Nature of the Social Studies 

Subject on Their Textbook 

Utilization Strategies

Pak,Sae-Rom,

DepartmentofSocialStudies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MajorAdvisor:Mo,Kyung-Hwan,Ph.D.

A curriculum isimplementedbyateacher,theprocessofwhich

involves an endlessly repeating course of making decisions on

teachingandlearningobjectives,contentandmethods.A curriculum

continuouslychangesandaffectsthestudyofstudentsintheprocess.

Researchhasbeenconductedonwhichfactorsinfluence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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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byteachersandhow acurriculum changesaccording

to them.However,therehavebeen few studiesdirectly exploring

how ateacher'sperspectiveofthesocialstudiessubjectasasocial

studiescurriculum practitioneraffectshisorheractualclasses.Given

thatateacherplaysaroleofinterpretinganddeliveringacurriculum

from acertainpointofview,itisnecessarytoanalyzeandexamine

the effectsofa teacher'sviewpointofa subjecton hisorher

curriculum implementation.

Thisstudythusraisedthefollowingresearchquestionandsettwo

hypothesestoanswerthem:

<Research Question> Whatkind ofimpactdo elementary school

teachers'viewpointsofthenatureofthesocialstudiessubjecthave

ontheirstrategiesofusingthesocialstudiestextbooks?

<Hypothesis 1> There willbe differences 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viewpoints of textbooks of the social studies subject

according to theirviewpointsofthe nature ofthesocialstudies

subject.

<Hypothesis 2> There willbe differences in elementary school

teachers'strategiesofusingthetextbookorganizationsystemsofthe

socialstudiessubjectaccordingtotheirviewpointsofthenatureof

thesocialstudiessubject.

Inanefforttotestthehypotheses,theinvestigatortookasurvey

with102elementaryschoolteachersutilizingsocialstudiestextbooks

andcarriedoutdescriptivestatisticalanalysisandmultipleregression

analysis by quantifying each variable to examine the effec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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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schoolteachers'viewpointsofthenatureofthesocial

studiessubjectontheirtextbookutilizationstrategies.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first,elementary school

teachers'viewpointsofthenatureofthesocialstudiessubjectturned

outtohaveeffectsontheirviewpointsofsocialstudiestextbooks.

Themorethey perceived thesocialstudiessubjectasareflective

exploratory model,the strongertheirtendency was ofregarding

textbooksasameansofachievingcurriculum objectivesand freely

selecting,changingandusingtextbooks.Inotherwords,how teachers

perceivedthenatureofthesocialstudiessubjecthadimpactsontheir

viewpointsoftextbooksthatwerethebasisoftheirdecisionmaking

whenutilizingtextbooks,majorstudymaterials.

Secondly,elementaryschoolteachers'viewpointsofthenatureof

the socialstudies subject turned out to have effects on their

utilizationoftextbookorganizationsystems.Theperceptiondegreeof

the socialstudies subject as a citizenship-delivering model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utilization of visual materials and

explanatory texts formotivation in the introductory partofthe

textbook organization system.The perception degreeofthesocial

studiessubjectasareflectiveexploratorymodelhadsignificanteffects

ontheutilizationofvisualmaterialsformotivation,visualmaterials

relatedtoexplanatorytexts,andstudent-centricexploratoryactivities.

Itwasthusfound thathow teachersperceived thenatureofthe

socialstudies subjecthad actualimpacts on the choice of an

organization system containing certain intentionsand characteristic

elementsbyreflectingthedemandsofthetimesandeducation.

Finally,theutilizationofatextbookorganizationsystem wasalso

influencedbytheteachingcareerofateacherandthegradehe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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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wasinchargeofinadditiontohisorherviewpointofnatureof

thesocialstudiessubject.Thelongerteachingcareertheyhad,the

more they tended to utilize an organization system related to

explanatorytexts.Thehighergradetheywereinchargeof,themore

theytendedtoutilizeintensivematerials.Thosefindingswereusedto

specify individualfactors ofteachers influencing theircurriculum

implementationprocesses.

Theresultsconfirm thatteachers'viewpointsofthenatureofthe

socialstudiessubjecthadactualeffectsontheirtextbookutilization,

which showslimitationswith interpreting thefactorsinfluencing a

teacher'scurriculum implementation only with situationalvariables

including "keeping up with the rate of progress" and "exam

preparation" and individual teachers' knowledge of content of

teachingmethodsandpassionforteaching.

Theresultsprovideanew foundationforreflectiveself-examination,

which allows teachers to perform their roles as curriculum

practitionersindependently,andforteachereducationpursuingitasa

goal.Teachersarerequiredtocriticallyreflectupontheircurriculum

implementationbyconnectingitwiththeirviewpointsoftextbooksin

additiontoobtainingknowledgeofcontentofteachingmethods.Itis

significantin contemporarytimesinthatitrecognizesaseparation

between curriculum and teaching itselfand adoptsa strategy of

"curriculum slimming."



- 87 -

Keywords:curriculum implementation,viewpointofnatureofthe

social studies subject, viewpoint of social studies

textbooks, textbook utilization strategy, textbook

organizationsystem

StudentNumber:2009-23403


	Ⅰ. 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문제
	3. 용어의 정의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Ⅱ. 이론적 배경
	1. 교육과정 실행과 교사의 역할
	1) 교육과정과 교수
	2) 교육과정 실행가로서의 교사
	3) 교사의 관점이 교육과정 실행에 미치는 영향

	2. 사회과 본질관
	1) 사회과의 특성과 교사 인식연구의 필요성
	2) 사회과의 본질관 유형
	3) 사회과 본질관과 이에 따른 교사의 역할

	3. 교과서 활용전략
	1)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계에 따른 교과서관의 유형
	2) 교과서 활용시 나타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요소들
	3) 초등 사회 교과서 구성 체제의 활용전략
	4) 교과서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4. 선행연구 개관
	1) 사회과 본질관에 관한 선행연구
	2) 교과서 활용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Ⅲ. 연구 설계
	1. 연구가설
	2. 변인
	1) 종속변인
	2) 독립변인
	3) 통제변인

	3. 측정도구: 문항 개발과 선정
	1) 사회과에 대한 본질관
	2) 교과서 활용전략

	4.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Ⅳ. 결과 분석
	1. 사회과 본질관과 교과서관
	2. 사회과 본질관과 교과서 구성체제 활용
	1) 도입부 동기유발을 위한 시각자료
	2) 도입부 단원 주요 용어나 핵심 개념
	3) 설명적 텍스트
	4) 설명적 텍스트 관련 시각자료
	5) 탐구활동
	6) 탐구활동 결과 정리
	7) 문제풀이
	8) 관련 시사상식 및 사회적 쟁점


	Ⅴ.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