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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사회과 수업은 민주 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여러 사회과학의 모

학문과 사회과의 특성을 지닌 각종 수업 모형, 학습 형태가 결합되

어 운영된다. 사회과 수업 고유의 특성은 교사들의 부담으로 이어졌

고,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각종 연수나 장학, 컨설팅 등의 재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재교육 방법은 개별 교사의 특성을 고려

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

렇기에 개별 교사가 가진 문화적 경험과 습관 등을 통해 축적되는

교사 고유의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을 살펴보고 처방을 제시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을 형성하는 교사의

내적 요인 중 하나로서 ‘문화자본’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개별 교사가 축적한 문화자본이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자본의 측정 지표로서 문화 활동과 독서 활동

을 선정하였다.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의 경우 내용 지식과 교수학습

방법 지식, 그리고 상황 지식을 하위 요소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다

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주가설 :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내용 교수 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위가설1 :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내용 지식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초등교사가 문화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과 내용 지

식이 많을 것이다.

1-2. 초등교사가 독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과 내용 지

식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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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가설2 :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교수학습방법 지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초등교사가 문화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과 교수학

습방법 지식이 많을 것이다.

2-2. 초등교사가 독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과 교수학

습방법 지식이 많을 것이다.

하위가설3 :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상황 지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초등교사가 문화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과 상황 지

식이 많을 것이다.

3-2. 초등교사가 독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과 상황 지

식이 많을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소재한 10개 교의 초등학교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였다. 설문은 2014년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진행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설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하위가설1에 해당하는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내용 지

식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일부 채택되었다. 초등교

사의 독서 활동은 p<.001 수준에서 사회과 내용 지식 형성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 활동은 사회과 내용

지식 형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둘째, 하위가설2 ‘초

등교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교수학습방법 지식 형성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는 문화 활동과 독서 활동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두 개의 보조가설이 전부 채택되었다. 즉, 문화 활동과 독서

활동을 많이 한 초등교사는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사회과 교수학

습방법 지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3 ‘초등교

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상황 지식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는 가설 1과 유사하게 일부만 채택되었다. 가설 1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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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화 활동은 기각되었으나 독서 활동은 p<.05에서 유의하게 높

은 사회과 상황 지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가설인 ‘초등교

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내용교수지식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문화자본의 하위 요소인 문화 활동과 독서 활동 모두

p<.05 수준에서 수용되어 가설이 수용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다음의 추론이 가능하다.

먼저, 독립변인 중 독서 활동은 모든 내용교수지식의 영역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첫째,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와 유사하게 인문학적 전통이

강하고 언어적 능력을 중시 여기기에 독서 활동이 최선의 지식 습

득 경로로 여겨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박현숙과 허은(2009)의 연구

에서도 교사들이 여러 문화자본 습득 방식 중 주로 독서를 통하여

내용 지식을 습득함이 입증된 바 있다.

둘째, 독서 활동은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습 자료로 직접 사용되기

에 교수학습방법 지식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과 수업에서 활용되는 텍스트와 그림 및 도표 자료는 교사가

사전에 그와 관련한 자료를 체득하였을 때, 수업 시간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풍부한 독서가 교수학습방법의 선택

과 가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독서 활동의 빈도 분석 결과 교사들이 교육 전반과 관련한

도서를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이 읽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은 교사들이 아동 개개인과, 학교, 나아가 지역 사회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독서를 통해 형성

된 상황 지식이 수업에 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독립변인 중 문화 활동은 내용교수지식 중 오직 교수학습방

법 지식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게 축

적된 문화 활동 경험은 문화 소양으로 내재되어 있다가 수업 시간

에 다양한 문화・예술자료 활용 능력으로 발휘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교사가 수업 전 경험을 통해 체화한 문화소양은 다양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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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접근성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회과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

다. 첫째, 개인이 지닌 문화자본 특성 혹은 사회과 내용교수지식 특

성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 교사들에

게 내실있는 문화・예술 그리고 독서 연수가 개설되어야 한다. 마지

막으로, 교사들 사이에 문화예술・독서와 관련한 자율적인 교사 공

동체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 문화자본, 교사의 문화자본, 내용교수지식, 사회과 내용

교수지식, 문화 활동, 독서활동

학 번 : 2011-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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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은 수업의 과정에

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교사들은 교사

나름의 전문적 판단에 의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재구성하

고, 학습 목표・교수방법과 평가 등 교육 내용 전반을 결정한다(정

혜승, 2002). 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교사마다 수업이 다르게 나

타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즉, 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실질적

주체는 현장 교사라고 할 수 있다.

수업에서 교사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면서 수업 실행

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리고 교사 전문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지식의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교수지

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이 주목받고 있다. 내용교수지

식은 교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수업 지식을 형성하는지, 교과 내

용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리고 수업에서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

어지는지 등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을 일컫는다. 이 개념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판단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되었고, 이는 곧 수학과와 과학과 등 교과

내용교수지식의 형태로 분화되었다.

그동안 사회과에서의 내용교수지식에 대한 연구는 다른 교과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었다. 가변성이 높은 사회 현상을 주요 소재로

하는 사회과는 상대적으로 학습 내용이나 방법이 열려 있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모호함을 띠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설규주, 2009,

pp.29-30). 교사들은 이러한 사회과의 특성 때문에 다른 교과를 지

도할 때와는 다른 종류의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처하게 된다. 초등교

사의 사회과 수업에 대한 부담에 대해 조사한 변정현(2012)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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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다수의 교사들은 사회 교과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학습 주제부터 학습 조직, 교구 및 자료 준비에 이르기까지

수업 준비 전반에 부담감을 가졌다. 특히 이들은 여러 종류의 사회

과 학습 중 지역화 학습과 시사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부담

감을 느꼈다.

사회과 수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내 장학지도와 같은 각종 재교육 방법을 통하여 사회과 내용교수

지식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교육 컨텐츠는

수업 상황에서 교사에 의해 알맞은 형태로 재가공 된 후 사용되기

보다는 재가공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되어 교사의 사회과 내용교수

지식으로서 다양한 수업에 발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

치를 시행하는 데 앞서 교사들이 문화적 경험과 선호 등을 통해 내

재하고 있는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사에 내재한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을 형성하는 요인 중 하

나로서 ‘교사의 문화자본’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문화자본 관련 연구는 교육학과 사회학, 경제학, 여가

및 스포츠학, 성인학, 노인학에 이르기까지 사용 범위가 넓어졌다.

문화자본 개념은 처음 등장하였을 당시 고급문화에 대한 취향으로

해석되어 사회 재생산을 설명하는 도구로만 활용되었던 것에 반해,

현재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현되는 문화 행태를 설명하는 도구로

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자본 개념이 현실의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육학 분야에서는 학생의 계급 재생

산을 설명하는 기제로만 사용되고 있다. Bourdieu가 문화자본 개념

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생산의 과정을 직접적으

로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DiMaggio(1982)를 위시한 후속 연구 역시

Bourdieu의 언급을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DiMaggio, 1982;

DiMaggio & Mohr, 1985; De Graaf, 1986; Kalmijn & Kraaykamp,

1996; Ashaffenburg & Maas, 1997; De Graaf et al., 2000; Sullivan,

2001; Dumais, 2002; Jaeger, 2011), 한국 학계 또한 서구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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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의 경험적 연구가 계속되었다(김정숙, 1999; 류향곤, 2004; 김경

근・변수용, 2007; 백병부・김경근, 2007; 백병부, 2012; 임고은,
2012). 이와 같은 경향은 문화자본 개념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재생산에만 축소하는 것으로, 더 많은 대상을 소재로 하는 다수의

교육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Bourdieu의 논의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수업 실행

또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특히, 문화자본의 영향력

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사회과 수업의 측면에서 이를 분석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개별 교사가 축적한 문화자본이 사회과 내

용교수지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교사

의 수업 재량이 넓고, 수업에서 아동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초

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보유한 문화자본이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

정하였다.

연구 문제 :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자본 개념의 명확화

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문화자

본의 개념을 고찰하고, 작금의 한국 사회에 유효한 문화자본을 재개

념화하고자 하였다. 문화자본의 재개념화는 문화자본 개념을 정의하

고, 문화자본의 하위 범주를 구성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객관적



- 4 -

요소를 지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본 연구는 재개념화한 문화자

본을 설문지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는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Ⅱ장), 연구를 설계하여(Ⅲ장), 분석하고(Ⅳ

장), 이를 논의하는(Ⅴ장)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자본 개념을 사용하여 계급 재생산이 아닌 다른 현상으

로의 영향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에 실시된 문화

자본 연구는 Bourdieu가 언급한 학교 내 계급 재생산의 경로를 분

석하는 데 치중해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문화자본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서, 계급 재생산 이외의 교육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계급 재생산에서 벗어나 문화자본 개

념을 사용하여 교사의 수업 실행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실시된 문화자본 연구는 학생만을 대

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은 교육의 환경, 특히

수업 상황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역할을 간과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문화자본이 수

업에 발휘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교사의 개인적 특성, 그

중에서도 교사가 지닌 문화자본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제껏 사회과 수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연

구는 대개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의 변화에 중점을 둔 경향이 있



- 5 -

다. 그러나 교실 수업 내용은 교사에 의해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개

별적인 교사의 특성에 초점을 두어 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교육 개선의 방향을 교사 교육에 둔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넷째,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교사가 자기 회고적으로 사회과 내용

교수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교사 전문성 향상이 교과 교육의 주요 화두가 되면서, 과학과와 수

학과를 비롯한 다수의 교과교육 영역에서 현장 교사들의 교과 내용

교수지식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사회과의 경

우 관련 연구가 질적 연구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양적 측도를 사용

하여 손쉽게 자신 혹은 타인의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을 파악하기 어

려웠다. 본 연구자가 선행 연구를 토대로 제작한 사회과 내용교수지

식 척도는 사회과 수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표로

서 손쉽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10개 학교를 편의 표집

한 후,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초등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

시하였다. 지역 및 학교 선정 시 무선 표집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

지만, 학교 섭외 등의 문제로 편의 표집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외

적 타당도가 결여된다.

둘째, 독립변인의 범주 중 하나인 문화 활동의 구체적 항목으로서

연극・뮤지컬 관람, 영화 관람, 클래식・오페라 공연 관람, 대중음악

콘서트 관람, 미술관・박물관 관람, 무용 공연 관람, 해외 여행, 국내

여행만을 지정하였다. 언급된 8가지 항목 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문

화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지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양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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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셋째, 종속변인인 사회과 내용교수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은 구체적인 수업 상황을 관찰할 때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자기 보고식 설문에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을 측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사회과 내용교수

지식이 관찰을 통하여 확인한 것과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가 있다.

4. 용어의 정의

1) 문화자본

문화자본 개념은 학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의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Bourdieu 자신도 문화자본을 저술마다

다른 방식으로 개념화하여 사용해 왔고, 문화자본 개념을 사용한 경

험적 연구들 또한 이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Bourdieu와 Passeron은 『The inheritors』(1979)에서 문화자본이

지배계급의 계급 속성인 비공식적 학문적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기준과 속성은 학교에 관한 비공식적 지식, 전통적 인문주의 문

화, 언어능력, 특수한 태도, 개인적 스타일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

다. 『재생산(Reproduction)』(2000)에서는 학문적 기준이라는 개념

정의를 유지하되 일부 구성요소를 재정의하였다. “문화적 재생산과

사회적 재생산”(1973)에서는 문화자본을 소유하고 추구할 가치가 있

다고 사회적으로 규정된 상징적 부의 향유를 위한 도구로 규정하여

문화자본을 고급 문화로 해석하게 만들었다. 『구별짓기(Distinctio

n)』(1984)에서 문화자본은 사회적 선발과 구별짓기 위한 문화적 태

도, 선호, 행동 등 문화적 취향으로 개념화된다.

현대에 들어 문화자본 개념은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변모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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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다. 이는 국가마다 고급문화의 효과에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

나고 있고(Lamont & Lareau, 1988; Katsillis & Rubinson, 1990; De

Graaf et al., 2000; Sullivan, 2001; 변수용・김경근, 2008) 계급 간

문화적 차이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Kalmijn & Kraaykamp,

1996; De Graaf et al., 2000). 또한, 미디어의 확산으로 대중문화의

질이 고양되었고, 문화 영역간 융합이 발생하면서(DiMaggio &

Mukhtar, 2004) 기존에 수용되지 않았던 대중문화 영역이 문화자본

에 포함되고 있다. 이에 문화자본의 범위는 고전적 정의방식인 고급

지위를 문화적 신호로 접근하는 연구(DiMaggio, 1982; Kalmijin &

Kraaykamp, 1996; De Graaf et al., 2000)에서부터 Bourdieu의 재생

산 개념과 유리된 채 광범위한 비인지적, 인지적 요소들을 포함한

‘문화적 자원’으로 접근하는 연구(Farkas et al., 1990; Lareau &

Horvat, 1999; Sullivan, 2001; Lareau, 2002; Josipa & Potter, 2011)

에 이르기까지 접근 방식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김영

화, 2012).

본 연구는 고급 문화의 형태로서 정의되는 기존의 관점에서 문화

자본을 정의하기 보다는 다양한 장르와 양식을 포괄하는 방법을 취

한 Sullivan(2001)과 Lareau(2002)와 동일하게 대중 문화 영역을 포

괄한 범위에서 개인이 지닌 문화적 태도, 선호, 행동 등을 문화자본

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2) 사회과 내용교수지식

교과별 내용교수지식은 대개 내용교수지식의 하위 영역인 내용

지식, 교수법적 지식, 상황 지식 하에 개별 교과 특유의 내용과 방

법, 그리고 여건 등의 내용 요소를 포함하는 형태로 개념 정의가 이

루어진다.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에 대한 연구 또한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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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강대현(2007)은 내용교수지식의 기초 영역과 여기에서 파생된

구성 요소의 교차로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을 정의하였다. 여기서 기

초 영역은 내용 지식, 교육학 지식(교수법적 지식), 학생 이해 지식,

상황 지식으로 나누어지고, 사회과 목표, 사회과 내용, 사회과 교수

방법, 사회과 평가, 사회과 학습에 대한 학생 이해, 사회과 수업 환

경 지식 등을 요소로 한다. 이후에 수행된 연구는 학자에 따라 학생

이해 지식과 수업 상황 지식이 병기하거나 통합하는 형태를 취하지

만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설규주, 2009; 박영식,

2012).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을

크게 사회과 내용 지식, 사회과 교수학습방법 지식, 사회과 상황 지

식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사회과 내용 지식은 사회과 목표에

관한 지식, 사회과 내용에 관한 지식을 구성 요소로, 사회과 교수학

습방법 지식은 사회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 사회과 평가에 대

한 지식을 구성 요소로, 사회과 상황 지식은 사회과 수업에 참여하

는 학생들에 대한 지식, 사회과 수업 환경에 대한 지식을 구성요소

로 하여 정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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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자본

1) 문화 자본의 개념

Bourdieu(1986)는 기존 경제 이론의 획일적인 자본 개념을 비판하

면서, 자본을 ‘권력의 사회적 경쟁’에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으로 정의한다. 그는 자본을 작용하는 영역에 따라 경제자본,

사회자본 그리고 문화자본 형태로 구분하였다. 경제 자본(economic

capital)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금전의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고,

재산권의 형태로서 제도화되는 자본을 의미한다.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경제 자본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회적

의무 혹은 연결망으로서, 신분의 형태로 제도화된다(Bourdieu, 1986,

p.47).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은 학위증을 포함한 문화적 산물 및

서비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객관화될 수 있고(Swartz, 1997: 조은,

2002에서 재인용) 특정한 조건 하에서 체화되며, 경제자본으로 전환

이 가능함과 동시에 학위나 자격증의 형태로 제도화될 수 있다

(Bourdieu, 1986, p.47). 문화자본은 상당히 광범위한 자원을 포괄하

는데 언어 능력, 일반적인 문화적 상식, 미적 취향, 학교 제도나 학

벌, 계급 지표에 대한 정보까지도 포함한다(Bourdieu, 1986; 조은,

2002, p.49).

Bourdieu(1986)는 문화 자본을 존재 양상에 따라 3가지 형태로 설

명한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체화된 상태의 문

화자본과 그림, 책, 사전, 악기, 기계 등과 같이 문화적 재화의 형태

로 표현되는 객관화된 상태의 문화자본, 학위나 자격으로 제도화된

문화자본이 바로 그것이다(Bourdieu, 1986, pp.48-51).



- 10 -

먼저 체화된 상태(the embodied state)의 문화자본은 흔히 문화,

교양의 형태로 일컬어지는 부분을 축적하면서 생성된다. 체화된 상

태의 문화자본은 몸짓, 외모, 자세, 표정, 걸음걸이, 음식을 먹는 방

식, 음주 습관, 목소리와 억양, 말투, 사용하는 어휘를 통해서 자연스

럽게 드러난다. 이는 주입과 동화의 과정을 통해 행동이나 어투 등

이 신체에 통합하는 과정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에 문화자본의 체화

는 어느 한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

어진다.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은 한 개인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이나 신분, 화폐와 같이 증여나 구입, 상속이나 교환을 통해

서는 전수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객관화된 상태(the objectified state)의 문화자본은 물

질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서 저작, 그림, 기념

물, 악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문화자본은 물질적

형태의 경제 자본처럼 한 개인이나 가정이 법적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 혹은 교환 또한 가능하다. 그렇기에 문화적 재화는 자원

으로도 그리고 상징으로도 나타내어질 수 있다.

세 번째로, 제도화된 상태(the institutionalized state)의 문화자본

은 일정한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 획득된 학위나 자격증과 같은 법

적 자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적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제도적

뒷받침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가치가 보장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들은 그들 스스로 가치를 습득하였다 할지라도 지속적이고 제도적

으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다.

Bourdieu(1984)는 존재 양상에 따라 문화자본을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습득 경로에 따라서도 문화자본을 구분하고 있는데, 상속 자

본(inherited cultural capital)과 획득 자본(acquired cultural capital)

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 상속 자본(inherited cultural capital)은

사회화의 과정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성향과 아비투스를 의미

하고, 획득 자본(acquired cultural capital)은 공식적인 교육과 훈련

을 통해서 얻어진 자질을 일컫는다. 즉, 획득 자본은 주로 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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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통해 습득되고, 상속 자본은 주로 가정 내에서의 사회화 과정

을 통해 습득된다고 볼 수 있다(장미혜, 2002b, p.98).

Bourdieu는 존재 양상과 습득 경로에 따른 구분으로 비교적 문화

자본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문화자본

은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최샛별, 2006). 실제로 Bourdieu는 그의 저서 『Inheritors』(1979)

에서 문화자본을 “비공식적인 일반 교양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학교, 전통적인 인간의 문화, 언어 능력과 태도, 개인 삶의

특징에 대한 일상적 지식을 의미한다. 『Reproduction』(1977)에서

그 개념은 “학문적 기준”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이 기준에 포함되

는 항목은 매우 적은데, 문법, 억양, 톤과 같은 언어적 능력 정도만

이 여기에 포함된다. 『Distinction』(1984)에서 문화자본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의로서 사용된다. 여기서 문화자본은 계급의 위

치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여 사회적 선발과 구별 짓기를 위한 문화

적 태도, 선호, 행동 등의 문화적 취향으로 개념화된다. 마지막으로

“전환의 전략(Les strategies de reconversion)”(1974)에서 문화자본

은 자신이 속한 계급 구조에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권력 자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Lamont & Lareau, 1988, pp.155-156).

이러한 문화자본 개념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 후속 학자들은

연구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문화자본을 정의하였는데 Kalmijn과

Kraaykamp(1996)는 “미술이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 혹은 연극,

박물관 관람, 독서 등과 같은 고급 문화 활동을 하도록 해주는 사회

화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Lamont와 Lareau(1988)는 문화자본

을 제도화되고 광범위하게 공유된 태도, 선호, 공적 지식, 행동, 상

품, 그리고 자격증과 같이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배제에 사용된 모

든 개념을 포괄하는 확장된 정의를 제시하였다. Achaffenburg와

Maas(1997)는 언어와 스타일, 미학적인 선호도나 상호 작용의 형태

등이 포함된 지배적 문화 코드와 관행에 대한 숙달과 친숙함으로

정의하는 등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문화자본에 대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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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장미혜, 2002b).

그런데 국가별 문화자본에 대한 비교연구 결과, 국가・사회마다
고급문화의 효과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며 계급 간 문화적 차이

가 약화되고 있는 양상이 지적되면서(Kalmijn & Kraaykamp, 1996;

De Graaf et al., 2000) 고급문화만을 문화자본의 장르로 보는 관점

에 이의가 제기되었다. Bourdieu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자

한 미국의 시도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경우

유럽과 같은 서구 사회이긴 하나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유럽의 국

가들과 다른 점이 많다. 대표적인 차이점으로 귀족 전통이나 고급

문화 전통의 부재, 사회이동의 개방성에 대한 믿음, 평등주의, 지리

적 이동률이 높은 점, 인종 등의 변수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중 고

급 문화 전통의 부재, 높은 평등주의, 사회이동의 개방성에 대한 믿

음 등은 유럽 사회와 한국 사회의 차이점이자 미국 사회와 한국 사

회의 유사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프랑스 사회를 대상으로 형성된

Bourdieu 이론에 대한 미국 문화사회학계의 적용과 비판은 한국 사

회의 문화자본 논의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최샛별, 2006, pp.

126-127).

문화자본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사회가 가치를 두는 문화적 취향

과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과연 무엇이 문화자본으로 간주

될 수 있는가는 시대와 문화, 그리고 동일한 사회라 할지라도 세대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한경혜 외, 2013, p.167). 미디어의

확산으로 대중 문화의 질이 고양되었고 고급문화 내부에서도 타 문

화 영역 간 융합을 시도하는 ‘탈 귀족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DiMaggio & Mukhtar, 2004) 기존에 수용되지 않았던 대중 문화

영역 또한 문화자본에 포괄되고 있다(한준 외, 2007, pp.34-38). 그렇

기에 문화자본의 장르 규정에 있어 고급 문화나 순수 문화만을 배

타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다양한 문화 양식과 장르를 포함한 접근이

요구된다(김민영, 2012, p.111).

문화자본에 대한 정의는 기존에 사용되던 문화학・교육학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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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개념적 확장과 더불어, 활용되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더욱 포괄

적인 성격을 가진다. 경제 영역으로 문화자본 논의를 확대한

Throsby(2004)는 문화자본이란 ‘문화 가치에 기여하는 유형 및 무형

의 자산’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문화자본을 자산으로 구체화된 문화

적 가치를 비축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러한 비축물은 시간이 지나

면 그들 스스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어 상품화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흐름이 생기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광의의 문화자본 개념은 후속 연구자들이 이 정의의 일부만을 조

작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속 연구들의 체계적인 비교를 위한 공통되

고 일관성 있는 조작적 정의를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반대로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협의로 정의하는 것 역시 이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과 현상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태생적 한계를 안게 된다(최샛별, 2006, pp.142-143). 본 연구는

협의의 문화자본 개념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고급 문화만을 문화

자본의 장르로 보는 기존의 관점을 채택하기 보다는 다양한 장르와

양식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문화자본을 정의하고자 한다.

2) 문화자본의 측정

문화자본에 대한 풍부한 연구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자

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Bourdieu는 그의 저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자본을 정의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지 않아 경험적 연구가 어려

웠다. 또한 문화자본 개념은 사회와 상황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

기 때문에 문화자본에 대한 후속 연구를 하는데 있어 다양한 노력

이 투입되었다.

후속 학자들은 개념의 모호성과 지표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자

신의 연구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문화자본을 조작하였고,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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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내린 문화자본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냈다

(Sullivan, 2002). 문화자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처음으로

수행한 DiMaggio(1982)는 학생들의 문화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로써 ‘PROJECT TALENT’에 사용된 3가지 척도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 척도는 태도(Attitude)로,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예술 활동과 예

술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 척도는 활동(Activities)으로, 학생들이 시각예술품 창조, 일

반인을 대상 공연, 예술 행사 참여, 혹은 문학작품 독서 등을 수행

한 횟수를 나타내는 질문이 기술되어 있다. 이 때,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수행한 활동은 응답 시 제외하여야 한다. 세 번째 척도는 정보

(Information)로, 문학・음악・미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질문이 제

시되었다. 질문은 분야의 전문적 기술을 묻기보다는 친숙도・감상・
역사적 지식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Aschaffenburg와 Maas(1997)의 측정도구는 고급 문화의 형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연구와 유사하다. 하지만, 단순히 고급

문화 행사・기관에의 참여, 태도, 지식 컨텐츠의 앎에만 초점을 두

지 않고 다양한 예술 활동의 교육과 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

서 이들의 문화자본 지표는 단순히 예술 박물관이나 댄스 공연 방

문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 조각 또는 댄스 수업을 수강

하는지의 여부를 물어본다. 이들은 박물관이나 특정 공연을 관람하

는 것은 일회적인 반면, 정규 수업 참여는 지속적인 시간적・재정적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5개의 요소를 지정하여 문화 자본 측정을 수행

하였다. 음악(가창 혹은 기악), 시각 예술(조각, 회화, 판화, 사진, 영

화제작), 공연(연극, 발레), 미술 감상 혹은 미술사 학습, 음악 감상

혹은 음악사 학습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화자본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실시됨에 따라 기존 지표에

대한 비판도 발생하였다. 기존에 사용된 지표는 프랑스 사회 현실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프랑스 외의 국가에서는 동일한 지표가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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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각국의 특수 상황을 반영한 지표가 개발

되기 시작하였다. De Graaf(1986)는 네덜란드 사회의 특수성을 들어

독서활동이 문화자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문화자본의

영역을 문화 활동과 독서 활동으로 구분지어 각각을 측정하는 지표

를 개발하였고, 1988년도에는 문화자본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부모의

정치, 철학, 예술, 전문 잡지 구독에 대한 ‘관심’과 거주지에 있는 도

서의 양, 1년 동안 읽은 도서의 양, 책에 대한 관심 등으로 ‘독서 습

관’을 조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De Graaf, 1988, p.239).

문화자본이 국가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수용되었다. 이에 Sullivan(2001)은

4가지 척도로 구분된 문화자본 지표를 개발하였다. Sullivan의 척도

는 첫째, 독서(독서의 종류와 양, 도서관 이용 빈도, 신문 구독 여

부), 둘째, TV 시청(‘하이브로우1)’ 프로그램 시청 여부), 셋째, 음악

(클래식이나 재즈 청취, 악기 연주), 넷째, ‘공공’ 문화 참여(미술관,

영화권, 콘서트 관람)를 요소로 한다(Sullivan, 2002, pp.161-162).

우리나라의 문화자본 연구는 주로 학생들의 문화자본과 학업 성

취를 양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 때 사용된

지표는 다음과 같다. 김정숙(1999)은 아동에게 형성된 문화자본을

독서량, 유적지 및 박물관 방문 횟수, 클래식 콘서트 관람 횟수 등

으로 수치화하여 개발하였다. 차정민(2002)은 학생과 부모로 구분지

어 각각의 문화자본을 측정하였는데, 이 때 활용된 지표에서는 학생

의 문화자본으로 학교 외 음악・미술 교습 경험과 실력 정도, 클래

식 음악회・미술전시회・박물관 관람, 문화유적답사 탐방, 각종 강

습회나 캠프, 교양서적/동화・그림책 독서 경험의 정도로 ‘문화적 활
동’을, TV 프로그램 선호도, 고전/대중음악 선호도, 책 분야 선호도,

일상 활동 선호도, 옷 스타일 선호도로 ‘문화적 취향’을 측정하였다.

1) 이 용어는 아메리칸 헤리티지 사전(American Heritage Dictionary)에 따르면 ‘하이브로

우’란 우월한 지식 또는 우월한 문화를 갖거나 이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말하며, ‘하이브

로우’의 반댓말인 ‘로우브로우’는 교양 없는 취향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최샛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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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문화자본에 대해서는 음악, 미술, 책, 정보, 운동기구 보유 여

부를 통해 ‘물리적 자본’을, TV 프로그램 선호도, 고전/대중음악 선

호도, 책 분야 선호도 등으로 ‘문화적 취향’을 측정하였다.

김경근과 변수용(2007) 또한 학생과 부모를 구분지어 각각을 측정

하였다. 학생의 문화자본은 미술관・박물관, 고전 음악회・오페라
공연, 연극・뮤지컬, 전통음악・민속공연 관람 빈도로서 ‘문화 활동’

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고, 독서가 취미인지 여부, 책에

대한 대화 선호도, 서점・도서관 방문 선호도, 문학작품 독서 빈도

를 토대로 ‘독서 향유’를 측정하였다.

최은영(2010)은 ‘문화 활동’으로 문화자본을 측정하였는데, 기존의

요소에 클래식 음악회・오페라・발레공연 관람, 연극・뮤지컬 관람,

미술관・화랑・박물관 관람, 문화유적 답사 기행, 연수와 관광을 포

함한 해외여행 빈도를 포함시켜 문화 활동의 범위를 한 층 넓혔다.

문화자본이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관

련 연구는 비교육 분야에서도 널리 진행되었다. 장미혜(2002b)는 성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자본의 지표를 고급 예술에 대한

취향과 인지적 능력의 두 척도로 나누었고, 음악회・미술관 관람,

선호하는 화풍이나 화가・클래식 음악 작곡가나 연주자, 자녀의 독

서・음악 감상에 대한 조언, TV 연속극 비시청, 가족과의 토론, 연

극・영화 관람, 예술가들과의 친분을 통해 고급예술에 대한 취향을

측정하였다. 인지적 능력의 측정에는 독서,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영어구사능력, 영자 신문이나 영자주간지 구독 정도가 활용되었다.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권현정과 박화옥(2008)은

Bourdieu가 제시한 상속 자본과 획득 자본의 구분을 활용했다. 그리

고 각각의 문화예술 활동, 교육 연한, 문화예술 교육기간을 측정하

였다. 도시지역 50, 60대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자본 연구도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경혜 등(2013)은 Bourdieu의 구분을

기준으로 하되 DiMaggio(1982)가 제시한 관심, 활동, 정보의 세 가

지 차원에 ‘친숙도’를 더해 4가지 항목으로 문화자본 척도를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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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저자 지표

1982 DiMaggio

정보(information)

태도(attitude)

활동(activities)

였다. ‘나는 문화예술 활동과 친숙하다’, ‘나는 문화예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문화예술활동을 자주 하고 있다’, ‘나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4가지 질문을 토대로 예

비노인의 획득 자본과 상속 자본을 살펴보았다(한경혜 외, 2013).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은 인문・문화적 전통이 강하며 예술보다는

언어적 능력을 요구하는 과목의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의 문화자본과 비슷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자본을

문화 활동에 독서 활동의 영역을 추가하여 언어적 능력을 측정하였

던 De Graaf(1986)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자본을 재개념화 하였다.

이 중 문화 활동의 경우, 다양한 장르와 방식을 수용하기 위해 김경

근・변수용(2007), 최은영(2010)의 척도에 있는 대중문화영역을 포함

하여 문화자본을 측정하고자 한다.

대다수의 선행 연구는 각 영역을 DiMaggio(1982)의 3지표를 기초

로 측정하였는데, ‘정보’ 척도의 경우 단순히 문화예술 작품의 제목

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 이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

는 판단 하에 제외시킨 경우가 많았다(De Graaf, 1986; De Graaf,

1988; Sullivan, 2001; 임고은, 2012). 본 연구의 경우도 이와 같은 척

도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정보’ 척도를 제외한 ‘태도’와 ‘활동’

을 중심으로 문화 활동과 독서 활동의 구체적 요소를 마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획득 자본만을 문화 자본의 습득 경로로 측정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대∼50대에 이르는 성인이기에

획득 자본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 문화자본 측정을 위한 국외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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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Bourdieu
상속자본(inherited Capital)

획득자본(acquired Capital)

1985
Robinson &

Garnier

(음악, 미술, 문학, 언어, 상호작용 양식과 관련

된 선호도를 보여주는) 교육 연계 증명서

1986 De Graaf

부모의 독서(도서관 방문 빈도, 독서 시간)

부모의 문화 활동 방문빈도(영화관, 박물관 등

방문 빈도)

1990

Farkas, Grobe,

Sheehan, &

Shaun

학습 습관, 학업 방해정도, 외양, 결석 일, 기본

적인 학습 능력

1990

Gan z e b o om ,

De Graaf &

Robert

부모
유년기 영화, 박물관 관람 여행 빈도

유년기 독서 정도

학생
독서 빈도

영화관, 박물관, 콘서트 관람 빈도

1990
Katsillis &

Rubinson

영화, 강연 참석 여부

박물관이나 화랑 방문 여부

1995
Mohr &

DiMaggio

학생의 예술과 문학에 대한 지식, 태도, 참여도

를 평가하는 16개의 지표

1997
Aschaffenburg

& Maas

학생

음악(기악과 성악)

시각 예술

연극이나 발레

미술 감상・미술사학습
음악 감상・음악사학습

부모

음악 감상도

박물관 관람

예술 공연 관람

아동들에게 독서 독려

1996
Kalmijn &

Kraaykamp

부모의 연극, 클래식 공연 관람, 미술관 관람,

아동들에게 독서 독려

1999

Roscigno &

Ainsworth-Da

rnell

문화 여행, 문화 수업, 가정의 교육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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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De Graaf, De

Graaf, &

Kraaykamp

부모의 고급 예술에 대한 참여도

부모의 독서형태

2001 Sullivan

학생

활동(독서 유형과 독서량, 시청하는 tv

프로그램 유형, 선호하는 음악・ 연
극・콘서트・박물관 유형)

문화 지식 검사

어휘력 검사 점수

부모
독서, 구독하는 신문, 선호하는 음악의

유형, 문화 활동

2002 Dumais

부모나 아동이 콘서트에 참여하는지, 미술관에

가는지 여부

교외에서 미술, 음악, 댄스 수업 수강 여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지 여부

2002 Eitle & Eitle 박물관 관람, 미술, 음악, 댄스수업 수강 여부

연도 저자 지표

1999 김정숙

독서량

유적지 및 박물관 방문

클래식 콘서트 관람

2002 장미혜

고급예술에 대한 취향(음악・미술관 관람, 선

호하는 화풍・화가, 음악가, 아동의 독서・음
악 감상에 조언, 연극・영화 관람 등)

인지적 능력(독서, 컴퓨터・인터넷 사용, 영어

구사능력, 영자신문이나 영자주간지 구독정도)

2007 김경근・변수용 학생

문화 활동(미술관・박물관, 클래식・오
페라공연, 연극・뮤지컬, 전통음악・민
속공연관람)

독서향유(독서의 취미정도, 책에 대한

* Lareau & Weininger(2003)를 이용해서 재구성

<표 2> 문화자본 측정을 위한 국내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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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선호도, 서점・도서관 방문 선호

도, 문학작품 독서빈도)

부모 문화적 상품 보유 여부

2007

백병부(2007 ) ,

백병부・김경근
(2007)

학생 독서 관련 활동(문학・비문학 독서)

부모
고급문화활동(영화・연극・뮤지컬・박
물관・미술관・콘서트 관람빈도)

2008 권현정・박화옥

상속문화자본(만 14세까지 문화 활동에 대한

주관적 직접 측정. 부모 학력, 최종학교 이전

받은 문화예술교육기간)

획득문화자본(현재 본인의 문화 활동에 대한

주관적 직접 측정. 본인 학력, 최종학교 이후

받은 문화예술교육기간)

2009 고동현

학생

문화생활

독서량

외국어 흥미

부모

외국어

학업정보

학업 지원

문화생활

2010 최은영
문화

활동

클래식 음악회・오페라・발레공연, 연
극・뮤지컬, 미술관・화랑・박물관 관

람, 문화유적 등을 보러가는 국내여행,

해외여행 빈도

2012 임고은

문화 활동(클래식・오페라・발레 공연 방문,

연극・뮤지컬 관람, 영화 관람, 미술관・박물
관 관람, 문화유적 여행, 해외여행)

독서 활동(문학 독서 선호도, 교양서적 독서

선호도, 서점・도서관 이용 선호도)

2013
한경혜・김주
현・박경련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활동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친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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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교수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2)

1) 교사 지식(Teacher Knowledge)과 내용교수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교육은 특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학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

화시키려는 활동이다.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학

교 행정가 등의 교육 주체들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노력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교육은 학교 교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학생과 교사의 상

호작용을 통해 중점적으로 시행된다. 이 때 수업을 기획・조직하여
제공하는 주체는 교사라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교

사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일

환으로 교사가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교과지식에 초점을 둔 내용

교수지식과 관련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차경수・모경환, 2008,
p.121).

내용교수지식에 대한 연구의 시작은 스탠포드 대학의 Shulman으

로부터 비롯된다. Shulman은 1986년의 연구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내용 지식, 즉 교사 지식을 교과 내용 지식(subject matter content

knowledge), 교육과정 지식(curricular knowledge) 그리고 내용 교수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3)은 교사에게 축적된

지식의 양과 구조를 의미한다. 교사는 해당 영역에서 수용되는 진리

를 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 특정한 명제(proposition)가 근

2)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는 교수내용지식, 교수학적 내용지식, 교수법적 내용지

식, 교과교육학 지식, 교과교육학적 내용지식, 내용 교수 지식 등 다양한 형태로 번역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말 어순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교수지식’을 사용하였다

(강대현, 2007; 2008; 설규주, 2009). 

3) 이때의 내용지식(Content knowledge)은 앞서 서술된 교과내용지식(subject matter 

content knowledge)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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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서 간주되는지, 그것이 왜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지, 다른 명제

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

는 수업 주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적어도 대학 전공자만큼은 이

해하고 있어야 한다. 교사는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왜 그러한지, 그것이 무슨 근거에서 참으로 간주되는

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거부되는지,

왜 특정한 주제가 해당 과목의 중심 주제로 부상하게 되었는지, 혹

은 관련 논의가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Shulman, 1986, p.9).

둘째, 교육과정 지식(curricular knowledge)은 교과나 주제를 일정

한 수준으로 가르치도록 고안된 폭넓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

다. 여기에는 프로그램과 연관된 다양한 자료, 사용 시 유의점 등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과정과 연관된 자료는 교사가 특정한 내용을 설

명하거나 예를 들 때 혹은 학생 성취의 타당도를 확인하거나 평가

할 때 사용된다. 우리가 의사에게 그들만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과

유사하게, 전문적인 교사는 교수 상황에서 사용하는 교육과정 지식

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Shulman, 1986, p.10).

셋째, 내용 교수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은 주제를

가르칠 때 효과적인 비유, 삽화, 실례, 설명, 입증 등을 사용해서 다

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를 나타내거나 형성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는 교사들에게 일반적인 교수 기법만을 가르치는 것은

실제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불충분하며 내용 지식과 교수

기법의 교차점에서 교수에 필요한 지식이 탄생한다고 주장하였다

(Shulman, 1986, pp.9-10).

Shulman(1987)은 다음 해의 논문을 통해서 교사 지식의 기반을

재범주화하고 내용교수지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그는 학

습자에 대한 지식, 교육 상황에 대한 지식, 교육 철학적 지식을 추

가하여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 일반 교육학적 지식(general

pedagogical knowledge), 교육과정 지식(curriculum knowledge),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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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교수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학습자와 학습자 특성

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learners and their characteristics), 교

육적 맥락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educational contexts), 교육적

목표, 가치, 철학적・역사적 기반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educational ends, purposes, and values, and their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grounds)의 7개 범주로 교사 지식을 세분화 하였다

(Shulman,1987, p.8).

여기에서 그는 내용교수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을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과 일반 교육학적 지식(general

pedagogical knowledge)의 융합으로 보았다. 그는 내용교수지식에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능력과 더불어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특

정 주제・문제・이슈가 조합되고, 재현되어, 개작되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내용교수지

식은 단순히 내용 지식에 대해 많이 알고, 그것을 가르치기 좋아하

는 사람과 교사의 교수・학습을 구별 짓는 역할을 하는 지식이라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내용교수지식은 ‘교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내용들을

구현하는 특별한 형태의 내용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교과의

내용을 구성하는 주제나 아이디어 하나하나와 관련하여 다양한 인

지 능력과 선행경험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오는 학습자들이 이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설정된 수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주제나 아이디어를 재구성하고, 해석

하며, 번역하는 교사의 능력 및 지식이 바로 이 개념에 해당한다.

이는 교과의 배경이 되는 학문 영역의 지식도 아니고, 교육학 일반

이론에 관한 지식도 아니며, 두 차원의 화학적 결합과도 같은 성격

의 지식을 뜻한다(손병노, 1998, p.112).

Shulman 이후 등장한 후속 학자들의 연구에서는 교실 상황과 학

습자, 매체 등 수업에 부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인식

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Grossman(1990)은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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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Shulman의 3 분류에서 확장하여 교과 내용 지식, 일반 교육학적

지식, 내용교수지식, 상황 지식 등의 4가지 지식으로 정리한다. 여기

서 내용교수지식은 나머지 3가지 지식의 교집합으로 여겨졌다. 그리

고 그는 이러한 내용교수지식 형성의 원인으로 첫째, 수업 관찰을

통한 학습, 둘째, 특정 목적이나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에 영향

을 미치는 교과 내용 지식, 셋째, 교사교육 과정에서 공부한 특정

과목, 넷째, 실제 수업 경험을 제시하였다(이경은, 2007).

Marks(1990)는 초등학교 수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

용 교수 지식의 주요 영역을 교과 내용, 학생 이해, 수업 매체, 수업

과정의 4가지로 나누었다. Marks의 연구는 수업 과정과 수업 매체

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수업에 고려해야 할 요소

를 보다 확대하였다.

Cochran et al.(1993)은 Shulman의 내용교수지식 개념을 수정하여

Pedagogical Content Knowing을 정의하였다. 이 개념은 교육학, 교

과 내용, 학생 특성, 학습 환경 맥락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한 교사의

통합적 이해에 초점을 둔다. Pedagogical Content Knowing은 수업

전체에 걸쳐 네 요소에 대한 통합적 시야가 지속적으로 발달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학생 특성과 학습 환경이 중시여기

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교수지식은 Shulman의 연구를

기초로 후속 연구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을 결합하여 정의하

고자 한다. 내용교수지식에 대한 후속 연구 대다수는 여전히

Shulman의 정의와 분류를 기초로 하여, 학교 현장이나 수업 상황에

대한 고민을 포함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강대현, 2007;

2008; 설규주,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을

고려하여 내용교수지식을 내용 지식과 교수학습방법 지식, 그리고

학생과 수업 환경에 대한 이해가 담긴 상황 지식의 3분류로 정의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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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과 내용교수지식

내용교수지식에 대한 논의는 각 교과별로 적용되어 교과 내용교

수지식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사회과에서의 내

용교수지식에 대한 연구는 과학과, 수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었다. 가변성이 높은 사회 현상을 소재로 하는 사회과는

타 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내용이나 방법이 열려 있고 그로 인

해 불가피하게 모호함을 띠었기에 체계적으로 범주화되지 못했다(설

규주, 2009, pp.29).

한국에서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한

손병노(1998)는 사회과 교사의 내용교수지식에 관한 이해를 한국에

예시적으로 소개할 목적으로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의 범주를 ‘사회과

이해의 차원’, ‘학습자 이해의 차원’, ‘사회과 수업 과정 이해의 차원’

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손병노, 1998). 이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체

화된다.

첫째, ‘사회과 이해의 차원’에서의 내용교수지식은 사회과라는 교

과에 대한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이해 혹은 지식을 상정해 볼 수 있

다. 여기에는 사회과 수업의 목적 혹은 정당성에 관한 지식이 포함

되고, 사회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또는 교사가 선정한 사회과 수업

의 주제・아이디어・내용의 정당성에 관한 인식,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포함된 개념・아이디어・주제의 교과 내 및 교과 간 계열

과 범위 등에 관한 지식이 포함된다.

둘째, ‘학습자 이해의 차원’에서의 내용교수지식은 수업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를 이해하고 사회과 학습과 관련한 그들의 특성을 파악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학습자들의 “사회과-특수적”인 인

지 발달상의 특성에 관한 지식이 포함된다. 사회과 특수적인 인지

발달상의 특성에 관한 지식은 역사 의식, 공간 의식, 국가 의식 등

비교적 포괄적 유형의 것에서부터 이윤 개념의 발달, 시간 개념의

발달 등 상대적으로 특수한 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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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더불어 사회과 학습과 관련하여 특정 집단의 학생들이 보

이는 인지적 정보처리과정의 특성, 주류의 학습 유형, 오개념, 오류

유형, 편견이나 고정 관념 등에 대한 이해도 내용교수지식 기반을

구성하는 요소에 포함된다.

셋째, ‘수업 과정 이해의 차원’에서의 내용교수지식의 예로서 다양

한 사회과 수업 모형 및 전략에 관한 본질적 이해 기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과 수업 과정에 관여하는 수많은 국면과

다양한 교육과정 자원 및 교수학습 매체에 관한 이해도 수업 과정

이해 차원의 범주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

강대현(2008) 또한 전문가로서의 사회과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연

구하면서 Shulman(1986; 1987)의 논의에 기반하여 전문적인 사회과

교사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사회과에 관한 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

상황 지식이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에 대하

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사회과 교사는 반드시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지식

(Content Knowledge)을 가져야 한다. 즉,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내용 지식은 사회과의 모

학문에 해당하는 역사, 지리, 일반사회 및 제 학문만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사회과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

는 지식을 포함한다. 즉, 사회과 고유의 목표를 포함한 내용 지식이

며, 목표에 초점화한 내용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과 교사는 교수법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는 크게 사회

과 내용에 대응하는 교수학습방법, 즉 사회과의 지식(개념, 일반화),

사고(탐구), 가치・태도(가치관, 생활방식), 의사결정과 행동과 관련

된 교수학습방법과 사회과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차경수, 2000; 박상준, 2006). 사회

과 평가를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한 지식도 교수법 지식에 포함된

다.

셋째, 사회과 교사는 현대 사회의 학교, 학교 제도와 문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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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학교, 교사가 학생일 때 배웠던 학교 혹은 교사가 가르쳤거

나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 대한 경험,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에 대한 지식을 모두 포함한 상황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 유형의

지식은 학교급이나 학교 소재지, 학년이나 학생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지식이나 교수법 지식처럼 일반

화하기 어렵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상황 지식은 크게 학생 이해 지

식과 수업 환경 지식으로 구분된다.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은 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 상황 지식의 종

합으로 형성되는 실천적 지식이다. 교사들은 이 범주의 지식을 통해

상단에 서술한 사회과 교과 내용과 사회과 고유의 교수법, 그리고

사회과 수업 상황, 학생의 특성, 수업 매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

으로 발현한다(강대현, 2008).

강대현(2007)은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의 기초 지식 차원이 사회과

수업 구성요소로 발현된다고 보아 기존 연구를 더욱 발전시켰다. 여

기서 그는 상황 지식을 학생 이해 지식과 상황 지식으로 분리하였

다. 그리하여 기초 영역으로 내용 지식, 교육학(교육 방법) 지식, 학

생 이해 지식, 상황 지식(교실・학교환경)의 4가지 지식을 들었다.

그리고 각각의 기초 지식 영역에서 구성 요소가 파생된다고 보았다.

그는 내용 지식이 수업 상황에서 사회과 목표에 대한 지식과 사회

과 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으로 드러난다고 보았고, 교육학(교육방

법) 지식이 사회과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과 사회과 평가에 대한 지

식으로, 학생 이해 지식이 사회과 학습에 대한 학생 이해 지식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상황 지식(교실・학교환경)은 사회

과 수업 환경에 대한 지식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강대현(2007; 2008)이 내용교수지식의 기초 영역 중 상황 지식을

학생 이해 지식과 상황 지식으로 구분하여 보았던 것과 달리 설규

주(2009)는 이를 병렬적으로 두었다. 그는 상황 지식의 범주를 학습

자에 대한 지식・상황지식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강대현(2007;

2008)이 언급한 6가지 구성요소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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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과 목표에 대한 지식’은 시민 교육으로서의 사회과의

성격을 담고 있다. 교사들은 이와 같은 사회과의 배경을 구체적인

사회과 수업 목표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과 내용에

대한 지식’은 사회과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제 사회과학과 인문학에

대한 앎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과는 일상생활과 사회 현상 및 쟁점

등에 대해서도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지

식의 함양도 필요하다. 셋째, ‘사회과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은

주로 사회과에서 많이 등장하는 토의토론, 모둠활동, 협동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앎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과 평가에

대한 지식’은 사회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의 원리와 절차에 대

한 이해를 의미한다. 다섯째, ‘사회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지식’은 사회과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지적 수준, 정의적 태도 등

에 대한 앎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수준과 맥락에 대한 고려는 사회

과 수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과 수업 환경

에 대한 지식’은 사회과 수업에 작용하는 한국 사회, 지역사회, 학교,

교실, 학부모, 사회 및 교육제도 등 다양한 환경 요인에 대한 이해

를 의미한다.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이 형성되고 발휘되는 구조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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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장면

내용교수지식

의 요소

(기초지식)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의 요소

수업 기획

수업 실행

수업 반성

↗ 내용 지식 →
사회과의 목표 이해 및 설정

사회과의 내용 이해 및 조직

→
교수학습방법 

지식
→

사회과의 교수학습방법 이해 및 

적용

사회과의 평가 이해 및 적용

↘

학습자에 

대한 지식
→

사회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이해 및 대응

상황지식 사회과 수업 환경 이해 및 조성

<표 3>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이 형성되고 발휘되는 구조

* 출처 : 설규주, 2009, p.33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은 Shulman의 연구에 기초하여, Grossman을

위시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학습자나 수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추

가한 3 범주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사회과에서의 논의를 시작한 강

대현(2007; 2008)과 설규주(2009)의 연구 역시 이러한 학습자나 수업

환경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 3범주를 토대로 하여 사회과에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내용 지식, 교수학습방법 지식, 상황 지식의 구체적

요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사회과 수

업 현장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내용교수지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던

설규주(2009)의 연구에서 추출한 구성요소를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의

요소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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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자본과 사회과 내용교수지식

1) 문화자본과 사회과

DiMaggio(1982)는 문화자본이 교육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학과는 문화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지

만, 영어・사회・역사과의 경우 문화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수학과의 경우 습득해야 할 특수한 기술이 정해져 있고

옳고 그름이 분명한 시험을 통해 성적이 평가되지만 영어・사회・
역사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고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성취기

준이 제시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문화자본이 영어・사회・역사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그러나 그는 사회과에서 문화자본이 발현되는 구체적인 메커니

즘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Katsillis와 Rubinson(1990)은 DiMaggio(1982)와 유사한 방식으로

문화자본이 그리스의 교육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

였다. 이들은 종속변수로서 언어, 수학, 과학과 사회과(역사)를 채택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앞선 연구와 유사하게 구체적으로 어떠

한 이유 때문에 종속변수로서 사회과(역사)를 선택했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로 사회과(역사)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임고은(2012)은 문화자본 담론과 사회과 학습과의 연관 가능성을

교육과정에서 찾았다. 2009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사회과Ⅰ(사회)

교육과정과 사회과Ⅱ(역사) 교육과정 모두 폭넓은 문화적인 경험과

배경 지식을 요구하므로 다양한 문화적 활동과 배경지식을 가진 학

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사회과 학습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사회과의 모 학문인 지리, 일반사

회, 역사 모두 풍부한 어휘력과 배경 지식, 사고력을 요구하므로 폭

넓은 독서 경험이 사회과 학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아 이

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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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자본과 사회과 내용교수지식

세계 여러 국가를 막론하고 문화자본 연구는 주로 ‘문화자본이 학

생의 학업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DiMaggio, 1982; Robinson and Garnier, 1985; DiMaggio

and Mohr, 1985; De Graaf, 1988; Farkas et al., 1990; Katsillis

and Rubinson, 1990; Kalmijn and Kraaykamp, 1996;

Aschaffenburg & Maas, 1997; Lareau and Horvat, 1999; De Graaf,

de Graaf, and Kraaykamp, 2000; Sullivan, 2001; Dumais, 2002;

Lareau, 2003; Lareau et al., 2004; Dumais, 2006).

그러나 최근 들어 문화자본 관련 연구는 계급 재생산의 메커니즘

을 탈피하여 대상을 학생에만 두지 않으며, 교육 외의 영역에서 다

양한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대상이 삶에

서 직면하는 다양한 과업이 개인이 보유한 문화자본과 어떻게 반응

하는지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은용(2014)은 문화자

본이 현재 삶의 태도나 생활양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

다. 문화자본은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 문화 예술 감성을 갖게 해

주고 삶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었다. 김민영(2012)은 청소년의 생활 세계 현장에서 발현되는 다

양한 역량 계발에 문화자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인지적, 정서적, 사회성 역량 형성에 있어서 모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윤혜정(2007)은 개인이 개별적

으로 갖고 있는 문화자본이 무용 창작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내면서

문화자본이 전문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최근 연구의 흐름이 교사를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사는 학교라는 사회적 장에서 교수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에 교사가 지닌 문화자본

은 교수해야 하는 내용과 반응할 것이며, 이에 교사마다 선별적으로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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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본 보유량이 높은 학생이 문화자본이 보유량이 적은 아동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지표로서 학업성취가 활용되었다.

이 흐름은 교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다. 문화자본 보유량

이 높은 교사는 문화자본 보유량이 적은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과 교육과정에 담긴 내용을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교사들의 경우 수업으로 표출

되기에 수업에 있어 교사에 따라 질적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된다. 즉, 교사들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내용교수지식을 분석함으로

써 문화자본을 통한 교수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자본과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의 세부 영역은 다음과 같이 연

결된다. 먼저, 사회과 내용 지식의 경우 박현숙과 허은(2009)의 연구

를 통해 문화자본과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역사 교사의

내용 지식 형성과정을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추적하였다. 연구에 참

여한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역사 서적, 교사용 지도서, 개론서 등이

내용 지식 축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독서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독서 활동과 내용 지식이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또 교사들은 영화, 드라마, 신문, 인터넷

등이 자신의 내용 지식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는데 응답한

항목의 대다수가 문화 활동에 속한다. 결국 이들의 연구 결과는 문

화자본이 사회과 내용 지식을 형성하는데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방

증하고 있다. 이는 사회과 교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독

서 활동과 문화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자본이 사회과 내용 지

식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사회과 수업에 사용되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는 아동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동들이 내용을 제

대로 배우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현장에서

문화예술 자료가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예술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 필수적이다. 예술작품은 독특한 내용, 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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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문화적 소

양이 없다면 예술 작품이 의미를 가질 수도, 수업에서 원활히 구현

되기도 어렵다(모경환, 2008). 그런데 문화적 소양은 다양한 문화 활

동과 독서 활동을 통해 체득된다. DiMaggio(1982)는 문화소양이 체

화된 문화자본을 드러낸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교실 수업에

다양한 문화예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교사가 문화적 소양을 가

져야 한다는 것은 교사의 문화자본이 교수법적 지식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독서 활동을 통해 체화한 문

화자본 역시 교수학습방법 지식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과 수업에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예술 자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학 텍스트 역시 활용된다(최진영, 2001). 문학 자료 활용 수업 역

시 교사가 관련 자료를 알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는

수업의 자료로 활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교사가 독서 활동을 통해 교

수학습방법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가 사회과 수업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사회과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교실, 학교, 지역사회에 관한 이해는 교사 스

스로 획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앎은 타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습득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 활동과 독서 활동을 주요

로 한 문화자본은 사람을 소재로 한 것이 많고, 두 활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을 둘러싼 각종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따라서 문화자본의 요소는 사회과 상

황 지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초등교사들이 제 학문의 내용과 학습 방법을 잘 알지 못하

고, 각각의 수업에 알맞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겪는 사회 수업

의 고충(차현정, 2011)은 문화자본 획득을 통해서 어느정도 줄어들

수 있다. 교사가 풍부한 독서와 문화예술 경험을 통해 사회과 수업

의 제반을 잘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사회과 수업이 이처럼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위와 같은 내용에 입각하여

문화자본과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에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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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 연구 검토

1) 문화자본에 관한 연구

Bourdieu가 고안한 문화자본 개념은 여러 사회・문화현상을 설명

하는데 폭넓게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자본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태생적 한계를 갖는다.

1980년대 이후부터 Bourdieu가 제시한 문화자본 개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경험적 연구를 시도한 DiMaggio(1982)는 ‘PROJECT

TALENT’에 사용된 척도를 활용하여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

화자본이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는 태도(Attitude), 활동(Activities), 정보(Information)의 영역으로

나누어 문화자본의 범주를 구분지었고, 이를 척도로 활용하였다. 그

는 사회과, 영어과, 역사과 학업 성취에 학생들이 소유한 문화자본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어떤 요소가 수학과에

무의미했고, 사회과와 역사과 그리고 영어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

쳤는지 밝혀내지는 못했다.

네덜란드에서 문화자본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던 De

Graaf(1986)는 국가에 따라 사회・문화적 특성이 달리 나타나기 때

문에 문화자본의 영역이 더욱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책

과 같이 문식력을 필요로 하는 자료가 네덜란드 사회의 문화자본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독서와 관련한 척도를 포함하여 문화자

본 지표를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문화자본이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De Graaf의 연구는 상속

자본만을 중시 여겼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비교적 최근 들어 미국 사회의 문화자본을 측정하고자 했던

Sullivan(2001)은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문화자본이 교육적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그녀는 국가적 차이뿐만 아니



- 35 -

라 사회 흐름의 변화로 인해 대중 문화 영역도 문화자본에 포함되

어야 함을 인식하고 TV 시청, 공공 문화 참여 등의 요소를 추가하

여 경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서구의 연구와 유사하게 문화자본을 재정의하고,

연구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진행된 연구가 다수 존

재한다.

장미혜(2002a)는 Bourdieu의 이론에 기초하여 부모의 계급과 자녀

의 교육 성취를 문화자본을 통해 증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녀는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로부터 획득한 문화자본이 대학입시, 즉

수능 점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문화자

본은 수학능력시험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

나 장미혜의 연구 역시 학생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 그리고 상속

자본만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백병부와 김경근(2007)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학업 성

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결

과 고급 문화 활동으로 정의한 부모의 문화자본은 학업 성취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독서 활동으로 정의한 학생의 문화

자본은 학업 성취에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는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대상의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상속 자본이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되어 있기에 획득 자

본에 연구의 초점을 돌려야 할 것을 시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백병부(2008)는 중학교 국어과 교사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시도

하였다. 그는 교사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문화자본을 보유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이는 그들의 수업 방식에 반영된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그의 연구에서 교사의 문화자본이 수업 방식의 차이를 가져온

다는 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연구의 대상으로 교사를 선정하여

연구 대상을 다양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혜진(2012)은 백병부(2008)와 마찬가지로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문화자본 보유 여부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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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양적 자료

와 질적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을 측정하였고

이들이 문화 전수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의 문화자본에 따라 학생들을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음을 밝혀

내었다.

백병부(2012)는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문화자본 보유량

에 따라 교사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문화자본이 학생들을

파악할 때 어떻게 기능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

자본 보유에 따라 교사들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나,

이것이 학생들의 인식에 도움이 됨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인

성적 요소에 대한 교사의 판단이 학생 인식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

고 있다는 점과 고교・대입 입시가 만든 학교 풍토로 인하여 수업

에서 교사의 재량이 발휘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은 결과

가 도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학교 교육을 다룬 연구에서 재생산이론과 관련한 연구만이 시행

된 것과는 달리 학교 교육 외의 영역에서는 재생산이론에서 벗어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었다. 최은용(2014)은 문화자본과 개인의

문화향유태도 간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는지 확인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의 상속 자본은 긍정적 문화예술감성을

높여주고, 개인의 문화 향유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의 연구 경향과 달리 정의적 영역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김민영(2012)은 청소년의 역량 계발에 문화자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핵심 기본 역량으로 자긍심, 자기만

족, 행복감, 정체성 등의 정서적 역량, 창의성, 주도적 학습 등 학습

능력을 의미하는 인지적 역량, 의사소통, 신뢰 및 사교적 자질을 의

미하는 사회성 역량이 선정되었다. 연구 결과 문화자본이 인지적,

정서적, 사회성 역량 형성 모두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문화자본이 역량이라는 종합 변수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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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를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윤혜정(2007)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자본이 무용 창

작 활동에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면서 문화자본이 전문적 영역에 대

해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무용은 그 자체

로 문화자본과 상당히 밀접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문적 영역으

로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학교 교육 외의 영역에서는 문화자본을

도구로 다양한 사회 현상을 설명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학교 교육을 다룬 연구 분야

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나타나는 재생산의 과정을 경

험적으로 입증해 보고자 한 연구가 다수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교사

를 대상으로 보았다 하더라도, 학교 내 재생산과정에서 교사가 기여

하는 바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본 연구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지닌 문화자본이 교사의 역량을 어떻게 발현하도록 하

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 분야에서 문화자본을

사용하여 재생산이 아닌 새로운 현상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2) 내용교수지식에 관한 연구

Shulman(1986)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 지

식(teacher knowledge)의 범주로서 3가지 하위 지식을 고안하였다.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 교육과정 지식(curricular

knowledge), 내용교수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이 바로

그것이다. 이 연구는 초기 연구로서 각각의 지식이 명쾌하게 정의되

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 지식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후속 연구가 진

행되었다.

Shulman(1987)은 후속 연구를 통해 교사 지식(teacher

knowledge)을 7가지 범주의 지식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는 이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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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내용교수지식을 교사 지식의 핵심으로 보았고, 이를 내용 지식

과 교육학적 지식의 융합으로 정의하였다. 그의 연구는 내용교수지

식을 명확히 정의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교실 수업의 상

황 맥락을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Grossman(1990)은 교실 관찰, 교사들의 학과 교육, 교사 교육의

과정, 교실 수업을 통해 내용교수지식을 연구하였는데, 내용교수지

식의 영역을 내용 지식과 교수법적 지식 그리고 상황 지식의 세 차

원으로 넓히고, 이후에는 일반 교육학 지식, 내용 지식, 교과 교육학

지식, 교육 상황에 따른 지식, 특별한 주제를 위한 표현과 방법에

관한 지식, 특정 주제에 있어 교육목적에 대한 지식과 교육과정 지

식을 추가하여 보다 세분화하였다. 그의 연구는 내용교수지식에 상

황 맥락에 대한 이해를 포함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이를 경

험적으로 측정하는 척도가 개발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Tuan과 동료들(2000)은 교사 지식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측정하

는 도구를 개발하면서 교사 지식의 영역을 교수법 지식, 내용 표현

지식, 내용 지식, 평가에 관한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Tuan과 동료들

의 도구는 학생들이 교사의 지식을 평가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자기

회고식 평가 방법을 벗어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박성혜(2003)는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과학과 내용교수지식을 측

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녀는 과학과 내용교수지식의 범주를

교수법에 관한 지식, 내용 표현의 지식, 내용에 관한 지식, 평가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환경상황에 관

한 지식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에 알맞은 문항을 개발하였는데 연

구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고, 실제 사용하기 쉬운 자기 회고

적 평가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승현과 황혜정(2008)은 수학과 내용교수지식을 5가지 기초 지식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수학과 수업 목표, 수학 내용 지식, 수학과 교

수 방법 및 평가에 대한 지식, 수학 학습에 대한 학생 이해 지식,

수학과 수업 상황에 대한 지식이 이에 해당한다. 최승현과 황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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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의 연구는 과학과의 박성혜(2003)와 유사하게 각 범주에 알맞

은 문항을 사용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대현(2007; 2008)은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을 설명하기 위해 기초

지식 영역과 여기서 파생된 내용 교수 지식 구성 요소를 구분짓는

다. 기초 지식 영역은 내용 지식, 교육학 지식, 학생 이해, 상황 지식

의 4가지 지식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수업 현장에서 사회과 목

표에 대한 지식, 사회과 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 사회과 교수 방법

에 대한 지식, 사회과 평가에 대한 지식, 사회과 학습에 대한 학생

이해 지식, 사회과 수업 환경에 대한 지식의 6가지 요소를 통해 수

업 장면에 드러난다.

설규주(2009)는 내용교수지식의 영역을 내용 지식, 교수학습방법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상황 지식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기반하

여 6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의 구성 요소

는 사회과의 목표에 대한 지식, 사회과의 내용에 대한 지식, 사회과

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 사회과의 평가에 대한 지식, 사회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지식, 사회과 수업 환경에 대한 지식

을 일컫는데, 각각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지표에 입각하여 실제 현장 수업을 관찰함으로써 교사들의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을 질적 연구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의 분석 결과 내용교수지식에 대한 연구는 수업 전문성

이 발휘되는 영역이 넓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

험적 검증은 주로 질적 연구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진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양적 연구의 방식으로 내용교

수지식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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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본 논문의 연구 문제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내용교수지

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에서 ‘문화자본’은 ‘문화 활동’과 ‘독서 활

동’으로 이분되고,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은 ‘내용 지식’, ‘교수학습방

법 지식’, ‘상황 지식’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본 논문의 주장을 경험

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주가설과 하위가설을 다음과 같이 추론하였

다.

주가설 :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내용 교수 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주 가설을 구체화하여 다음의 하위가설을 설계하였다.

하위가설1 :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내용 지식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초등교사가 문화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과 내용 지

식이 많을 것이다.

1-2. 초등교사가 독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과 내용 지

식이 많을 것이다.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은 사회과 내용 지식을 요소로 한다. 사회과

내용 지식은 사회과 목표에 관한 지식과 사회과 내용에 관한 지식

으로 세분화된다. 내용 지식은 한 차시 수업에서 다 표현될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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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것보다 훨씬 풍부한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그리고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이해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문화 활동과 독서 활동을 통하여 교사에게 다량의 배

경 지식이 축적되면, 교사는 다양한 예와 질문, 표현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내용 선정과 구조화 방식에 있어서도 우위에 있을 것으

로 예측된다. 이에 하위가설1을 설정하였다.

하위가설2 :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교수학습방법 지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초등교사가 문화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과 교수학

습방법 지식이 많을 것이다.

2-2. 초등교사가 독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과 교수학

습방법 지식이 많을 것이다.

사회과 교수학습방법 지식은 사회과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

과 사회과의 평가에 대한 지식을 내용 요소로 한다. 사회과의 교수

학습과 평가는 신문 활용 수업, 프로젝트법, 문화예술 연계 수업, 드

라마 활용 수업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이 때, 문

화 활동과 독서 활동을 통해서 다량의 문화자본을 보유한 교사라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 지식이 풍부할 것으로 예

상해 볼 수 있다.

하위가설3 :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상황 지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초등교사가 문화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과 상황 지

식이 많을 것이다.

3-2. 초등교사가 독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과 상황 지

식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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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상황 지식은 사회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지식과

사회과 수업 환경에 대한 지식을 요소로 한다. 교사가 학생을 파악

한다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 파악과 학생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지적 수준, 정의적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 환경은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 등의 시간적 배경과 한국, 지역

사회, 학교 등의 공간적 배경을 포함한다. 문화 활동과 독서 활동은

간접 경험을 통하여 총체적인 개별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가

능하게 하고, 수업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이해 또한 가능하게 만든

다. 따라서 문화자본이 사회과 상황 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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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인

→

종속 변인

문화

자본

문화 활동

사회과 

내용 

교수 

지식

사회과 내용 지식
독서 활동

통제 변인

사회과 

교수학습방법 지식

성별

사회과 심화 전공

교직경력

사회과 상황 지식학력

사회과 연수 경험

2. 연구 변인

본 연구는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이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화자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

고 문화자본 외에 통제변인으로 성별, 전공, 교직 경력, 학력, 사회과

연수 경험을 선정하였다. 연구에 활용될 분석 모형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분석 모형

1) 종속변인

주가설의 종속변인은 사회과 내용교수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이며, 이는 하위 가설에서 사회과 내용 지식, 사회과 교

수학습방법 지식, 사회과 상황 지식으로 구체화된다. 사회과 내용

지식은 사회과의 목표에 대한 지식, 사회과의 내용에 대한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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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교수학습방법 지식은 사회과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과

사회과의 평가에 대한 지식을 요소로 한다. 사회과 상황 지식은 사

회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지식과 사회과 수업 환경에 대

한 지식을 요소로 범주화된다.

2) 독립변인

본 연구에서 주가설의 독립변인은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이며, 이는

하위가설에서 문화 활동과 독서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주로 교

사의 자발적인 경험과 습관을 통해서 축적된다. 문화 활동은 문화

활동 선호도와 문화 활동 빈도를, 독서 활동은 독서 활동 선호와 독

서 활동 빈도를 내용 요소로 하여 문화자본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3) 통제변인

본 연구는 성별, 사회과 전공(사회과 심화과정), 교직 경력, 학력,

사회과 연수 경험을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

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1) 성별

수업 전문성에 대한 연구 중 교사의 성별에 따라 수업 방식에 일

정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일부 존재한다. 박경미(2004)

는 20차시의 중학교 수학 수업 관찰을 통해 성별에 따라 수학 수업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에 따르면 여 교사는 남

교사보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구성하였다. 수학 일기,

골든벨, 연극, 구체적 조작물, 수학신문 등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여 교사의 수업에 사용되었다. 언어적 표현에 있어 남교사는 직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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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여 교사는 은유적 언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

다. 질문 방식에 있어서도 여 교사는 남 교사보다 단답과 개방형 질

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성별에 따른 수업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

였다. 한혜숙과 최계현(2012)은 여 교사들이 남 교사들에 비해 수업

의 계획, 학생 평가, 반성의 단계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이 높았고, 특히 가치적 측면에 있어서는 여 교사들의 평균이

남 교사들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밝혀내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수업 방식에 있어 성별이 유의한 차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별은 혼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교사의 성별을 통제하였다.

(2) 사회과 전공(사회과 심화과정)

교사의 전공에 따라 수업의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가 다수 존재한다. 1980년대 이후 교사의 교과 관련 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교사의 교과 관련 지식

이나 전공 배경이 교과의 내용을 선정하고 구조화하는 방식, 학생들

의 교실 활동을 선택하는 방식,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이용하는 방식

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Anderso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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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ert, 1987; 김순희, 2007).

Shulman(1987)은 내용의 개념화나 조직화, 수업 방식 등과 관련

하여 직전 교육에서 배웠던 교과 내용이 사회과 교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Gudmundsdottir와 Shulman(1987)은 사회과

교사의 수업 구상에 그들의 전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전공 교육을 통해 형성된 교과 내용 지식이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개념화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입

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공에 의하여 수업의 양상이 달리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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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밝혀내는 연구가 있었다. 이혁규(1996)는 중학교 사회과 수업

에서 교사의 전공 배경이 교실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업

관찰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교과의 내용 전달, 교실 상호작용

등에 있어 전공 교사와 비전공 교사 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

다. 박선미(2004) 또한 중학교 사회 수업에서 비전공 교사의 지리

수업 분석을 통해 학습 주제의 전환 과정, 교사의 발문, 텍스트 설

명 방식, 지도 활용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

공에 따른 수업의 차이를 증명하였다. 김순희(2007)는 교육대학교에

설치된 사회과 심화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연구하였다. 사회

과 심화과정에 소속한 학생들은 사회과 관련 수업이나 부서 및 분

과활동,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과에서 직・간접적으로 요

구하는 자질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사회과 심화과정을 불충분하지만

사회과 전문성 함양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

로 교사의 사회과 전공(사회과 심화과정)이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사전에 통제하였다.

(3) 교직경력

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에서 여러 학자들은 교직 경력이 교사

의 수업 전문성 차이를 불러일으킴을 입증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

의 교직경력과 교사 전문능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

교직경력이 교사 전문능력의 하위 변인인 행정 참여, 학습 지도, 학

급 경영, 자질 및 태도 모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박지영, 2003).

이경진 외(2009)도 교직 경력이 높아질수록 교사의 핵심 역량 수

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지식의 경우 교직 경력에 따른 핵심

역량 차이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반면, 태도의 경우 핵심 역량

수준의 평균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임현수(2009)는 중학교 교사의

개인적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경력

에 따라 교과 지도, 생활 지도, 행정 업무를 주 요소로 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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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영역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

해 교직 경력이 혼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교직 경력을 통제하였다.

(4) 학력

학력과 내용교수지식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오영수(2012)는 고등학교 경제 담당 교사의 경

제 수업 자신감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대학원 진학 및 전공을 살펴

보았으나 대학원 진학이 수업 자신감과 연결되지 않음을 발견하였

다. 그러나 임현수(2009)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사의 학력에 따른

직무 만족도 분석의 결과 교과 지도, 생활 지도, 행정 업무를 포괄

하는 요소인 주요 업무 영역에서 대학원 진학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력이 혼란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교사의 학력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5) 사회과 연수 경험

현장에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

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 연수는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핵심적

인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2003)에 따르면 1994년

부터 2002년에 걸쳐 연수 이수자의 숫자가 30% 정도 증가하는 추세

를 보였다. 이를 통해 현장 교사들이 연수를 자신의 전문성 신장 기

회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여성희와 강순자

(2004)가 실시했던 중등 교사의 연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교사

들은 연수가 대체로 학교 생활과 교실 수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연수 수강 여부를 통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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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2014년 5월 14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10개 학교에 근

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들로, 약 250명이 설문 조사의 대상이었다.

초등학교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제한한 까닭은 중등학교의 경우

교실 수업의 초점이 입시에 맞추어져서 교사가 자유롭게 수업을 재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지역 및 학교 선정 시 무선 표집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

섭외 등의 문제로 편의 표집을 하였다. 대신, 서울・경기・인천 지

역을 동・서・남・북 4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에서 1개교씩 고르

게 표집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표집으로 선정된 학교에 근무하는 전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의 문화자본이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기에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미리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 연구를 통해 혼

란 요인을 조사하여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서 이를 사전에 통제하였

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10개 초등학교 250명의 교사 중 설문에 응

한 교사는 221명이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경우를 제외하여

사후 결과 처리에서는 총 217명의 표본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은 남 교사 44명(20.3%), 여 교사 173(79.7%)명이었고;

사회과 심화 전공을 한 교사는 28명(12.9%), 사회과를 전공하지 않

은 교사가 189명(87.1%)이었다. 교사의 교직경력은 1∼5년이 50명

(23.0%), 6∼10년이 42명(19.4%), 11∼15년이 47명(21.7%), 16∼20년

이 27명(12.4%), 21∼25년이 10명(4.6%), 26∼30년과 31∼35년이 각

각 15명(6.9%), 36∼40년이 9명(4.1%), 41∼45년이 1명(0.5%)로 나타

났다. 설문에 참여한 초등교사들 중 대졸 교사가 132명(60.8%), 석사

과정 중이거나 졸업한 교사가 80명(36.9%), 박사과정 중이거나 졸업

한 교사가 5명(2.3%)으로 드러났으며; 사회과 연수를 한 번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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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44 20.3

여자 173 79.7

전공
사회과 심화전공 28 12.9

사회과 비전공 189 87.1

교직경력

1~5년 50 23.0

6~10년 42 19.4

11~15년 47 21.7

16~20년 27 12.4

21~25년 10 4.6

26~30년 15 6.9

31~35년 15 6.9

36~40년 9 4.1

41~45년 1 0.5

결측값 1 0.5

학력

대졸 132 60.8

석사과정・졸업 80 36.9

박사과정・졸업 5 2.3

사회교육 연수 

수강 여부

없음 88 40.6

1~2회 92 42.4

3~5회 27 12.4

5회 이상 8 3.7

결측값 2 0.9

합계 217 100

하지 않은 교사가 88명(40.6%), 1∼2회 수강한 교사가 92명(42.4%),

3∼5회 수강한 교사가 27명(12.4%), 5회 이상 수강한 교사가 8명

(3.7%)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연구 대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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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도구 및 조사 방법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문화자본을 측정하는 연구는 연구자의 의

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어 왔다. 또한 교사의 내

용 교수 지식을 측정하고자 문항을 개발한 연구도 사회과 외의 다

른 교과교육영역에서 다수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이 사회과 내용 교수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별 교사의 문

화자본을 측정하는 문항과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을 측정하는 설문지

를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종속 변인인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은 Tuan과 동료들

(2000)의 SPOTK(Student Perceptions of Teacher’s Knowledge) 측

정도구를 기반으로 하고, 박성혜(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과학 교

수 상황을 사회 교수 상황에 알맞게 변환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 때 설규주(2009)가 제시한 6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내용을 변환하

였다.

독립변인인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은 DiMaggio(1982)의 연구를 기

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문화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지

평 : 문화자본에 관한 경제 사회학적 접근>의 ‘문화자본에 대한 인

식 및 실태 조사’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변인을 측정

하기 위한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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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영역 세부 요소 문항 번호

내용 지식
사회과 목표에 대한 지식 Q1 1~3

사회과 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 Q1 4~7

교수학습

방법 지식

사회과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 Q2 1~4

사회과 평가에 대한 지식 Q2 5~7

상황 지식
사회과 학습에 대한 학생 이해 지식 Q3 1~4

사회과 수업 환경에 대한 지식 Q3 5~8

영역 세부 내용 문항 번호

문화 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선호 Q1 1~8

문화활동의 빈도 Q2 1~8

독서 활동

독서 활동에 대한 선호 Q3 1~8

독서 활동의 빈도 Q4 1~4

통제변인

성별 51

사회과 심화 전공 52

교직경력 53

학력 54

사회과 연수 경험 55

<표 6>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의 영역별 문항 번호

<표 7> 독립변인의 문항 번호

문항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해보았

다. 본 연구에서 실제 설문 조사에 활용된 질문지의 세부항목과 신

뢰도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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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구분 세부항목 Cronbach α

종속

변인

내용 지식
사회과 교육 목표에 대한 지식

.855
사회과 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

방법 지식

사회과 교수법에 대한 지식
.845

사회과 평가에 대한 지식

상황지식
사회과 수업에 대한 학생 이해 지식

.737
사회과 수업 상황에 대한 지식

독립

변인

문화 활동
문화 활동에 대한 선호

.837
문화 활동의 빈도

독서 활동
독서 활동에 대한 선호

.819
독서 활동의 빈도

통제변인

성별 *

사회과 심화 전공 *

교직 경력 *

학력 *

사회과 연수 경험 *

<표 8> 설문지의 구성

* 문항이 하나이므로 cronbach α 값을 확인하지 않음.

내용지식 측정 문항의 Alpha 계수는 .855이고 교수법적 지식 측정

문항의 Alpha 계수는 .845이며, 상황지식 측정 문항의 Alpha 계수는

.737이다. 또한 독립변인인 문화 활동의 Alpha 계수는 .837, 독서활

동의 Alpha 계수는 .819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 도구가 높은

신뢰성을 지닌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자기 평가식 설문지를 통하여 문화자본이 사회과 내용

교수지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실,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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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진행을 위해서는 참관을 통해 개별 교사가 어떠한 내용교수

지식을 함유하고 있고, 수업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였을 때, 실행과정 상 조사 대상의 확보와 연구 비

용의 제약이 따른다. 이에 차선책으로 자기 회고식 조사 연구 방법

을 채택하였다.

5.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가장 큰 구조는 하나의 독립변인이 하나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종속변인은 크게 3가지, 독립변인

은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종속 변인에 대하여 독립적으

로 분석을 실시한다.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5개의 혼란 요인을 통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다중 회귀 분석 시에는 독립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

하는 일괄분석법(Enter)을 사용하였다. 주가설은 회귀모형 1과 연결

되고, 하위가설1은 회귀모형 2와, 하위가설2는 회귀모형 3과, 하위가

설3은 회귀모형 4와 각각 연결된다. 여기서 각각의 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 의 계수인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보조가설 1을 채택

하고, 독립변수 의 계수인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보조가설 2

를 채택한다. 본 연구자의 통계적 분석에는 SPSS Statistics 21.0이

사용되었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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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 1 : 문화자본의 사회과 내용교수지식 형성 효과

                 

회귀모형 2 : 문화자본의 사회과 내용 지식 형성 효과

                 

 : 사회과 내용교수지식

 : 상수

 : 문화 활동

 : 독서 활동

 : 성별(더미처리 : 0=남, 1=여)

 : 사회과 심화 전공(더미처리 : 0=사회과 비전공, 1=사회과 전공)

 : 교직경력

(1=1∼5년, 2=6∼10년, 3=11∼15년, 4=16∼20년, 5=21∼25년,

6=26∼30년, 7=31∼35년, 8=36∼40년, 9=41년 이상)

 : 학력(1=대졸, 2=석사과정・졸, 3=박사과정・졸)
 : 사회과 연수 경험(1=없다, 2=1∼2회, 3=3∼4회, 4=5회 이상)

 : 오차항

 : 사회과 내용 지식

 : 상수

 : 문화 활동

 : 독서 활동

 : 성별(더미처리 : 0=남, 1=여)

 : 사회과 심화 전공(더미처리 : 0=사회과 비전공, 1=사회과 전공)

 : 교직경력

(1=1∼5년, 2=6∼10년, 3=11∼15년, 4=16∼20년, 5=21∼25년,

6=26∼30년, 7=31∼35년, 8=36∼40년, 9=4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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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 3 : 문화자본의 교수학습방법 지식 형성 효과

                 

회귀모형 4 : 문화자본의 사회과 상황 지식 형성 효과

                 

 : 학력(1=대졸, 2=석사과정・졸, 3=박사과정・졸)
 : 사회과 연수 경험(1=없다, 2=1∼2회, 3=3∼4회, 4=5회 이상)

 : 오차항

 : 사회과 교수학습방법 지식

 : 상수

 : 문화 활동

 : 독서 활동

 : 성별(더미처리 : 0=남, 1=여)

 : 사회과 심화 전공(더미처리 : 0=사회과 비전공, 1=사회과 전공)

 : 교직경력

(1=1∼5년, 2=6∼10년, 3=11∼15년, 4=16∼20년, 5=21∼25년,

6=26∼30년, 7=31∼35년, 8=36∼40년, 9=41년 이상)

 : 학력(1=대졸, 2=석사과정・졸, 3=박사과정・졸)
 : 사회과 연수 경험(1=없다, 2=1∼2회, 3=3∼4회, 4=5회 이상)

 : 오차항

 : 사회과 상황 지식

 : 상수

 : 문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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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 활동

 : 성별(더미처리 : 0=남, 1=여)

 : 사회과 심화 전공(더미처리 : 0=사회과 비전공, 1=사회과 전공)

 : 교직경력

(1=1∼5년, 2=6∼10년, 3=11∼15년, 4=16∼20년, 5=21∼25년,

6=26∼30년, 7=31∼35년, 8=36∼40년, 9=41년 이상)

 : 학력(1=대졸, 2=석사과정・졸, 3=박사과정・졸)
 : 사회과 연수 경험(1=없다, 2=1∼2회, 3=3∼4회, 4=5회 이상)

 :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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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활동

독서
활동 성별 전공 교직

경력 학력 연수

문화
활동 1

독서
활동 .388** 1

성별 .244** .199** 1

전공 -.019 -.073 -.122 1

교직
경력 .044 .056 .150* -.115 1

학력 .084 .028 -.228** -.059 .108 1

연수 .083 .093 -.088 .082 .398** .243** 1

Ⅵ. 결과 분석

1. 독립 변인 간 단순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 회귀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독립 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독

립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연구 독립 변인 간의 단순상관관계

* .05 수준(양쪽), ** .01 수준(양쪽)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변인으로 문화 활동과 독서 활동

(r=.388), 성별과 문화 활동(r=.244), 성별과 독서 활동(r=.199), 교직

경력과 성별(r=.150), 연수와 교직 경력(r=.398), 연수와 학력(r=.243)

이 나타났으나, 두 변수 사이 관계의 강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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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VIF

(상수) 2.017 .204 　 9.892 .000*** 　

문화활동 .125 .055 .143 2.266 .025* 1.230

독서활동 .246 .046 .331 5.313 .000*** 1.199

성별 -.054 .064 -.053 -.845 .399 1.213

전공 .125 .075 .097 1.661 .098 1.046

교직경력 .039 .013 .192 3.031 .003** 1.234

학력 .109 .047 .143 2.340 .020* 1.159

연수 .121 .034 .232 3.563 .000*** 1.311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변인에는 학력과 성별(r=-.228)이

있었으며 이 역시 상관의 강도가 낮은 편이었다.

독립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을 때, 독립 변인들 사이의

상관 계수의 절대값은 .019 ~ .398 사이로 모든 독립 변인들 사이의

Pearson 상관계수가 .40 이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가설 검증 결과

1) 문화자본과 사회과 내용교수지식

본 회귀분석에서 VIF 값을 살펴본 결과, 모두 1∼2 사이로 나타

나 다중공선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문화자본이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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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614a .348 .355 .33304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12.920 7 1.846 16.640 .000***

잔차 21.296 192 .111 　 　

합계 34.216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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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에 제시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회

귀 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인들은 사회과 목표에 대한 지식을 34.8%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명량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자료를 보면 문화자본 중 문화 활동(B=.125, p=.025)은 초

등교사의 내용교수지식 형성에 있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자본 중 독서 활동(B=.246, p=.000)은 초등교사의 사회과 내용

교수지식 형성에 있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가설>을 수락한다.

이외에 교직경력(B=.039, p=.003), 학력(B=.109, p=.020)은 각각

p<.01, p<.05 수준에서, 사회과 연수(B=.121, p=.000)는 p<.001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 문화자본과 사회과 내용 지식

아래의 <표 11>은 문화자본이 사회과 내용 지식에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한 회귀 분석의 결과이다. 연구 모형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

단 결과 통계량 중 하나인 VIF가 모두 1∼2 사이의 수치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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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VIF

(상수) 1.886 .280 　 6.746 .000*** 　

문화활동 .095 .075 .082 1.255 .211 1.226

독서활동 .302 .063 .307 4.776 .000*** 1.197

성별 -.194 .088 -.143 -2.210 .028* 1.211

전공 .311 .102 .184 3.056 .003** 1.051

교직경력 .063 .018 .232 3.553 .000*** 1.235

학력 .142 .064 .140 2.216 .028* 1.162

연수 .110 .046 .161 2.395 .018* 1.314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574a .329 .305 .45655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19.833 7 2.833 13.593 .000***

잔차 40.437 194 .208 　 　

합계 60.270 201 　 　 　

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회귀 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인들은 사

회과 목표에 대한 지식을 32.9%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

명량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문화자본이 사회과 내용 지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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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된 자료를 보면 문화자본 중 문화 활동(B=.095, p=.211)은 초

등교사의 내용지식 형성에 있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이 기각되었다.

반면, 문화자본 중 독서 활동(B=.302, p=.000)은 초등교사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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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VIF

(상수) 1.699 .272 　 6.235 .000*** 　

문화활동 .153 .074 .140 2.082 .039* 1.230

독서활동 .278 .062 .298 4.499 .000*** 1.200

성별 .014 .086 .011 .164 .870 1.212

전공 .031 .098 .020 .315 .753 1.051

교직경력 .036 .017 .140 2.083 .039* 1.235

학력 .117 .063 .122 1.867 .063 1.163

연수 .135 .045 .207 2.988 .003** 1.314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537a .288 .262 .44680

과 내용 지식 형성에 있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2>를 수락한다.

이외에 대학시절 사회교육 전공(B=.311, p=.003)은 p<.01 수준에

서, 교직경력(B=.063, p=.000)은 p<.001 수준에서, 성별(B=-.194,

p=.028), 학력(B=.142, p=.028)과 연수(B=.110, p=.018)는 p<.05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문화자본과 사회과 교수학습방법 지식

아래의 <표 12>는 문화자본이 사회과 교수학습방법 지식에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한 회귀 분석 결과이다. VIF값을 살펴본 결과 모두

1∼2 사이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표 12> 문화자본이 사회과 교수학습방법 지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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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15.736 7 2.248 11.261 .000***

잔차 38.928 195 .200 　 　

합계 54.664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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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에 나타난 다중회귀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회

귀 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인들은 사회과 교수학습방법 지식을

28.8%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 모형의 설명량은 p<.001 수준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자본 중 문화 활동(B=.153, p=.039)은 초등교사의 교수학습방

법 지식 형성에 있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표 12> 참조). 따라서 가설 <2-1>은 통계적 유의도를 확

보하였다.

문화자본 중 독서 활동(B=.278, p=.000)도 초등교사의 사회과 교수

학습방법 지식 형성에 있어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2-2> 또한 채택되었다.

통제된 변수 중 교직경력(B=.036, p=.039)은 p<.05 수준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과 연수(B=.135, p=.003)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문화자본과 사회과 상황 지식에 대한 지식

아래의 <표 13>는 사회과 상황 지식에 대한 회귀분석이다. 이 회

귀모델이 종속 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는 20.1%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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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VIF

(상수) 2.514 .239 　 10.512 .000*** 　

문화활동 .121 .065 .134 1.863 .064＋ 1.235

독서활동 .146 .054 .190 2.677 .008** 1.202

성별 .011 .076 .011 .149 .881 1.214

더미전공 .001 .087 .001 .010 .992 1.046

교직경력 .020 .015 .096 1.335 .184 1.234

학력 .078 .055 .099 1.420 .157 1.160

연수 .118 .040 .219 2.962 .003** 1.312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439a .193 .164 .39220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7.094 7 1.013 6.589 .000***

잔차 29.687 193 .154 　 　

합계 36.781 200 　 　 　

<표 13> 문화자본이 사회과 상황 지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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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에 따르면 본 회귀모형에 대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통

계량인 VIF가 모두 1∼2사이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문화자본 중 문화 활동(B=.121, p=.064)

은 초등교사의 사회과 상황 지식 형성에 있어 p<.05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은 기각

되었다. 그러나 p<.10 수준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화자본 중 독서활동(B=.146, p=.008)은 사회과 상황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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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에 있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2>를 수락한다.

통제된 변수 중 오직 사회과 연수(B=.118, p=.003)만이 p<.01 수준

에서 사회과 상황 지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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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의 문화자본이 사회과 수업 전문성에 영향

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문화 활동과 독서

활동으로 표현되는 문화자본이 교사 전문 지식에 해당하는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초

등교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내용교수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라는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장에서는 분

석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전개한 후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고

자 한다.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교사의 사회과 내용교수지식 형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자본’을 설정하여 문화자본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주가설 :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내용 교수 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주가설을 구체화하여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의 내용 요소(사회과

내용 지식, 사회과 교수학습방법 지식, 사회과 상황 지식)에 대한 3

개의 하위가설을 만들었다. 그리고 교사 문화자본의 내용 요소(문화

활동, 독서 활동)를 사용하여 보조가설 2개를 각각의 하위가설에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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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가설1 :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내용 지식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초등교사가 문화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과 내용 지

식이 많을 것이다.

1-2. 초등교사가 독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과 내용 지

식이 많을 것이다.

하위가설2 :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교수학습방법 지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초등교사가 문화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과 교수학

습방법 지식이 많을 것이다.

2-2. 초등교사가 독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과 교수학

습방법 지식이 많을 것이다.

하위가설3 :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상황 지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초등교사가 문화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과 상황 지

식이 많을 것이다.

3-2. 초등교사가 독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과 상황 지

식이 많을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에 소재한 10개 초등학교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

다. 배포한 설문 중 222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88.8%), 응답이 불

성실한 4부를 제외한 217부를 가지고 문화자본의 영향력을 확인하

였다. 종속 변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혼란 요인인 성별,

사회과 심화 전공, 교직 경력, 학력, 사회과 연수 경험을 통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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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인

독립
변인

가설1 가설2 가설3 전체

B B B B

문화활동 .095 .153* .121 .125*

독서활동 .302*** .278*** .146** .246***

성별 -.194* .014 .011 -.054

전공 .311** .031 .001 .125

경력 .063*** .036* .020 .039**

학력 .142* .117 .078 .109*

연수 .110* .135** .118** .121***

<표 14>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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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회귀 분석 결과, 하위가설1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내용 지식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일부 채택되었다.

먼저 사회과 내용 지식에 대한 초등교사의 독서 활동은 p<.001 수

준에서 채택되었다. 하지만 사회과 내용 지식에 대한 초등교사의 문

화 활동은 p<.05 수준에서 기각되었다. 하위가설 2 ‘초등교사의 문

화자본은 사회과 교수학습방법 지식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에서는 문화 활동이 p<.05 수준에서, 독서활동이 p<.001 수준

에서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하위가설3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은 사

회과 상황 지식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하위가설1과

마찬가지로 일부 채택되었다. 문화 활동은 유의확률 p=.064로 p<.05

수준에서 기각되었으나 p<.10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나타냈다. 반면, 독서활동은 p<.01 수준에서 채택되었다. 주가

설인 ‘초등교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내용교수지식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문화 활동과 독서활동이 각각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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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수용되어 가설이 채택되었다. B값은 독서 요인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먼저 사회과 내용 지식 형성에 독립변인 중 독서 활동만이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인문학적 전

통이 강하고 언어적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네덜란드와 유사하여

독서 활동이 최선의 지식 습득 경로로 여겨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교사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에게 축적된 독서의 경험과 습관을

통해 사회과 교육과정과 기반 학문에 깊이를 더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현숙과 허은(2009)도 교사들은 다양한 방식 중 독서를 통하여 역

사 내용 지식을 습득함이 입증된 바 있다.

둘째, 문화 활동이 교수학습방법 지식 형성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은 교수학습방법 지식의 특성 상 교사의 문화 활동 경

험이 직접적으로 수업에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업에서 다채로운 교수학습방법 지식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그만큼 다양한 장르에 대한 문화 소양을 내재하고 있어야 한다. 수

업 계획 시 풍성하게 준비하기 위해, 혹은 수업 상황에서 어렵지 않

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사가 그 자료에 익숙해야 하기 때문

이다. 즉, 교사가 수업 이전의 경험을 통하여 체화하고 있는 문화

소양은 다양한 자료로의 접근성을 증대시킨다. 그렇기에 문화 활동

은 교수학습방법 지식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셋째, 문화 활동과 마찬가지로 독서 활동 또한 수업 시간 중 교수

학습방법 지식의 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유의미한 결

과를 보인 것으로 추론된다. 사회과 수업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텍스

트 자료 역시 교사가 사전에 관련된 수많은 텍스트 자료를 체득하

고, 수업 내용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할 수 없다면 이를 수업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교수학습방법 선택 이전에 풍부한

독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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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사의 독서 활동은 사회과 상황 지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교사의 독서 활동을 빈도 분석한 결과 교사가 교육 전

반에 관련한 도서를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4). 교육 전반에 대한

독서 소양은 아동 개개인과, 학교, 나아가 지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이 자신과는 다

른 특성을 지닌 인격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독서를 통해 교사들의 아동과 수업 환경 전반에 대한 이해가 증

진되어 사회과 상황 지식이 수업에 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 통제하였던 변인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초등교사의

경력이 높아질수록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남이

입증되었다. 교사의 경력은 사회과 목표에 대한 지식과 사회과 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을 포괄하는 범주인 ‘사회과 내용 지식’과 사회과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과 사회과 평가에 대한 지식을 포괄하는 ‘사회

과 교수학습방법 지식’에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Grossman(1990)이 말한 내용교수지식 형성의 원인 중 실제 수업 경

험에 의해 내용교수지식이 상당부분 축적됨을 검증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교직 경력이 적어 어려움을 겪을 것

으로 예상되는 초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 전문성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과 연수 경험은 모든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의 측면에 정적 효

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초등교사들이 사회과 수업 전문성

향상에 사회과 연수가 매우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사회

과 연수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전문적 지식을 축적하고 있음을 방증

한다. 사회과 연수 프로그램이 효과가 입증되었으므로, 앞으로 교사

들에게 내실 있는 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연수 프로

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4) 빈도분석 결과, 8 분야의 평균 독서 빈도는 3.24점이었다. 그러나 교육관련 서적의 경우 

3.84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빈도의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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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교사의 문화자본은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에 영향을 끼치

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문화자본의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정

도의 영향력이 나타난 것은 아니며 문화자본의 하위 요소와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의 요소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문화 활

동 요인은 교사의 전문적 지식으로 발현되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나

라의 전통상 문화・예술 활동보다는 인문학적 전통을 중시 여기기

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문화 활동의 경험이 누적되지 않

아 영향이 미미함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 활동이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기에 이를 소홀히 하지 않

고 꾸준히 경험하여 사회과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독서활동의 경우 모든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우리나라가 인문학적

전통이 강하여 독서의 경험과 습관이 사람들에게 내재하고 있기 때

문에 교사의 전문적 지식의 발현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현정(2011)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내용적 측면에서 역

사・지리・일반사회의 학문적 성격과 세부 내용, 여기에 관련된 학

습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자료 제공에 있어서도 각각의 수업에 알

맞은 자료를 제시・재구성하지 못하는 등 사회 수업 전반에 걸쳐

고충을 겪는다고 한다. 부담을 털어내지 못한 교사에 의하여 실행되

는 사회과 수업이 사회과 본래의 목표와는 멀어지고 있는 현 상황

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과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 교

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교사 교육은 개별 교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교사가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연수 혹은 장

학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교사들을 위하여 지금까

지와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양적 자료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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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개별 교사들의 문화자본 특성 혹은 사회과 내용교수지식 특

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다른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 교사의 문화자본과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을 판

단 가능한 지표가 교실 현장에 널리 제공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지

표를 활용하여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차후의 보완 과정을 모

색할 것이다.

둘째, 교사들에게 내실있는 문화・예술 그리고 독서 연수를 개설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연수 프로그램이 사회과 내용교수

지식의 모든 영역에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렇기에 연수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문화・예술 그리고 독

서 연수는 거의 시행되지 않거나, 집단 관람 혹은 청취의 형태로 이

루어졌다. 연수의 질이 좋지 않아 관내 연수가 아닌 사설 연수를 통

해 관련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도 생겼다. 따라서 문화・예술 그리고

독서와 관련한 연수 컨텐츠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연수

내용은 교사가 수업의 전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있

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우수한 사설 연수가 있다면 이를 더욱

많은 공립 교사들을 대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아

야 한다. 개별적 문화 연수도 적극 지원하여 연수가 단지 교사 간

친목을 도모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양 체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교사들 사이에 문화자본 요소와 관련한 자율적인 교사 공동

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교사들 사이에서 교사 학습 공동체가 등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만

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경혜, 2009, p.262). 문화

활동과 독서활동으로 표현되는 문화자본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때 선호가 더욱 뚜렷해지고 습관화되는 경향

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친목회를 통하면 강제적인 형태를 띄지 않

으면서도 획득 자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으로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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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해 몇 가지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업의 과정에서 어떻게 교사의 문화자본이 활용되는지 구

체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문항이 담긴 설문지를 통해서 실행된 양적 연구이므로 교사

들이 실제 수업에서 발휘하는 내용교수지식을 관찰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현장에서 생생하게 발현되는 내용교수지식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문화자본과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의

관계를 보다 역동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문화자본을 체득하

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문화자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학생들의 문화자본을 묻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에

의한 보유 정도를 검증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획득 자본보다는 상속

자본에 치중하였다. 하지만 교사는 성인이기에 아동기와는 다른 비

중으로 문화자본을 습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사들이 어떤 경

로를 통해서 문화자본을 습득하는지 추가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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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수
진입니다. 저는 석사학위 논문을 위해 초등학교 교사의 문화자본이 사
회과 내용교수지식(PCK)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 관련 분야에서는 학생의 가정 배경과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주체인 교
사에 대한 실증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조사는 초등
학교 교사들의 문화자본과 사회과 내용교수지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전산 처
리되어 통계자료로만 이용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은 절대 외부에 공
개되지 않으며, 학술적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리오니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사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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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3년 내 
0회

2~3년에 
1회

1년에 
1~2회

한 학기에 
1~2회

1달에 
1회 이상

1. 연극, 뮤지컬 관람 ① ② ③ ④ ⑤

2. 영화 관람 ① ② ③ ④ ⑤

3. 클래식, 오페라 공연 관람 ① ② ③ ④ ⑤

4. 대중음악 콘서트 관람 ① ② ③ ④ ⑤

5. 미술관, 박물관 관람 ① ② ③ ④ ⑤

6. 무용 공연 관람(발레, 한
국・현대무용)

① ② ③ ④ ⑤

7. 해외 여행 ① ② ③ ④ ⑤

8. 국내 여행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좋아하는 
편이다

매우 
좋아한다

1. 연극, 뮤지컬 관람 ① ② ③ ④ ⑤

2. 영화 관람 ① ② ③ ④ ⑤

3. 클래식, 오페라 공연 관람 ① ② ③ ④ ⑤

4. 대중음악 콘서트 관람 ① ② ③ ④ ⑤

5. 미술관, 박물관 관람 ① ② ③ ④ ⑤

6. 무용 공연 관람(발레, 한국・
현대무용)

① ② ③ ④ ⑤

7. 해외여행 ① ② ③ ④ ⑤

8. 국내 여행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선생님의 문화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다음의 문화예술 활동을 얼마나 선호하십니까?

2. 귀하는 다음의 문화예술 활동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 ‘관람’활동의 경우, 공연장, 전시회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관람한 것만
을 지칭합니다. 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간접 관람활동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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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3년 내 
0회

2~3년에 
1회

1년에 
1~2회

6개월에 
1~2회

1달에 
1회 
이상

1. 실용서(요리, 등산 등 취미  
관련)

① ② ③ ④ ⑤

2. 경제 / 경영(주식, 취업 관련) ① ② ③ ④ ⑤

3. 자기계발(외국어, 처세술) ① ② ③ ④ ⑤

4. 여행 / 기행 ① ② ③ ④ ⑤

5. 인문 / 사회 / 과학 /   철학 
/ 예술 등

① ② ③ ④ ⑤

6. 수필 / 에세이 ① ② ③ ④ ⑤

7. 문학(소설, 시) ① ② ③ ④ ⑤

8. 교육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좋아하는 
편이다

매우 
좋아한다

1. 나는 주된 취미생활로서 
 독서를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책에 관련된 대화나     
토론하는 것을

① ② ③ ④ ⑤

3.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을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을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책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4. 귀하는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선호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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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회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
르고자 하는 시민의 자질을 이해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가르치고 있는 사회과 교육과
정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가르치고 있는 사회과 내용의 
탐구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생들의 사회과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사회과학적 이론에 전제된 사
회과학자들의 노력이나 역사적 사건
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사회과의 개념, 원리, 이론 등
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사회과의 발전이 과학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생들이 사회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활용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사회 수업 내용에 따라 내용 
이해에 적합한 다양한 사회과 교수-
학습 방법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적합한 그림 자료나 도표를 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선생님의 사회과 내용교수지식(PCK)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사회과 내용 지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2. 귀하의 사회과 교수학습방법 지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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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회 수업 내용을 설명한다. 
4. 나는 적합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사

회 수업 내용을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사용하는 평가 방법은 학생들
의 사회과 내용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사회과 학습에서 형성평가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사회과 평가에 사용된 질문은 학생
들이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
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개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
회과에 대한 배경지식과 경험의 차이
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각 학생들의 사회과에 대한 적
성과 동기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각 학생들의 사회과 학습에 대
한 태도와 습관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사회 수업에서 각 학생들이 학
습하는데 있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사회과 교수-학습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교사 재교육과정이나 연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사회과 교수-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과 교육 관련 학회지, 서적, 
잡지 등을 구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의 사회과 상황 지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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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번호에 O 또는 √표 해 주십시오.

◎ 성별 : ① 여자 ② 남자
◎ 사회교육과 전공 : ① 유 ② 무 
◎ 교직 경력 : (      )년
◎ 교육 수준 : ① 학사졸업 ② 석사과정·졸업 ③ 박사과정·졸업
◎ 사회과 관련 연수 수강 여부 :
         ① 없다   ② 1 ~ 2회   ③ 3 ~ 5회   ④ 5회 이상 

7. 나의 사회과 교수-학습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동료 교사들과 토의, 연구
하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사회-교수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교육에 관한 인터넷 사이
트의 활용 및 탐색이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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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Cultural Capital on their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Social Studies

Jeong, Su-Jin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 Lee, Mi-Na, Ph.D.

Social studies classes are managed, with class models and

teaching-learning types containing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studies, combined, aimed at turning students into

democratic citizens. It has been working as a burden for teachers

and to lessen it, various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and

consultings have been implemented. But there is a limit in that

these retraining methods don’t consider every teachers’

characteristics and are just implemented en bloc. So we need to

consider individual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social studies accumulated by their cultural background, and

suggest solutions to them. At this, I took attention to the

‘cultural capital’ as one of teachers’ internal causes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social studies. By this research, I want to

study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cultural capital

on their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social studies.

In this study, I chose ‘cultural activities’ and ‘reading activities’

as elements of cultural capital, and ‘content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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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agogical knowledge’, ‘knowledge of context’ as elements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So I set following hypotheses

and verified their relationship.

Main Hypothesis : Elementary school teachers’ cultural capital

will affect forming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Social

Studies.

Sub-hypotheses are proposed specifically in its sub-component

areas as below.

Sub-H 1 : Elementary school teachers’ cultural capital will affect

forming content knowledge in social studies.

1-1. Elementary school teachers’ cultural activities will affect

forming content knowledge in social studies.

1-2.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ading activities will affect

forming content knowledge in social studies.

Sub-H 2 : Elementary school teachers’ cultural capital will affect

forming pedagogical knowledge in social studies.

2-1. Elementary school teachers’ cultural activities will affect

forming pedagogical knowledge in social studies.

2-2.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ading activities will affect

forming pedagogical knowledge in social studies.

Sub-H 3 : Elementary school teachers’ cultural capital will affect

forming knowledge of context in Social Studies.

3-1. Elementary school teachers’ cultural activities will affect

formng knowledge of context in social studies.

3-2.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ading activities will affect

forming knowledge of context in social studies.



- 93 -

To verify these hypotheses, I surveyed 250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12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Incheon, and

Kyunggi-do.

The results of the surveys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re

like below. First, hypothesis 1 ‘Elementary school teachers’

cultural capital will affect forming content knowledge in social

studies’ is adopted partially.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ading

activities are significant at p<.05 in forming content knowledge

in social studies. But, their cultural activities appeared not

significant in forming content knowledge in social studies.

Second, in case of Hypothesis 2 ‘Elementary school teachers’

cultural capital will affect forming pedagogical knowledge in

social studies’, both cultural and reading activities have been

accepted as they made significant effect. In other words,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did cultural and reading activities

a lot are forming pedagogical knowledge in social studies

significantly. Third, hypothesis 3, ‘Elementary school teachers’

cultural capital will affect forming knowledge of context in social

studies.’ is adopted partially for same reason with hypothesis 1.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ading activities make significant

effect at p<.05 in forming knowledge of context in social studies.

But, their cultural activities are not significant in forming

knowledge of context in social studies. As a result if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ad a lot, they would be able to build up

knowledge of context in social studies. The main hypothesis,

‘Elementary school teachers’ cultural capital will affect forming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social studies.’ has been

accepted as both cultural and reading activities at p<.05.

These results give following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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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first, reading activities affect all of the elements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d it can be interpreted as these.

First, reading activities seem effective in figuring out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original studies in social studies. Koreans

give considerable thought to humanities and linguistic abilities,

and so do the Dutches. Park and Huh(2009) also proved that

teachers acquire content knowledge by reading.

Second, reading activities are used as materials in

teaching-learning process, affecting pedagogical knowledge

significantly. Texts, pictures, and diagrams are easily used in

classes when teachers have background knowledge beforehand. In

this respect, effect of reading a lot to choosing teaching-learning

methods can be inferred.

Third,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 say that teachers read

books about education in general. This kind of reading taste

helps them understanding individual students, school, and their

communities. So reading activities can affect forming teachers’

knowledge of context in social studies.

Finally, cultural activities are meaningful only in case of

pedagogical knowledge in social studies. It could be inferred that

teachers’ cultural experiences form teachers’ abilities as being

able to use various cultural activity materials. Cultural literacy

learned by teachers’ cultural activities lessen their repulsion to

use new cultural materials.

These results provide following implications to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First, Opportunities should be given to

individual teachers to understand their cultural capital and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social studies. Second,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of culture, art and reading

should be given to elementary school teachers. It should be

designed of good quality for teachers, and their classes. Thir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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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 teachers’ reading・cultural communities. It would help
them make a variety of background experiences, and it could be

a good place to share their ideas about making use of their

experiences in class.

Keywords : Cultural Capital, Teacher’s Cultural Capit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Social Studies, Cultural

Activities, Reading Activities

Student Number : 2011-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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