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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교사용 지도서의 

화학 영역 단원에 나타난 PCK 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PCK의 하위 요

소 중 주제-특이적 전략, 수직 연계, 수업 목표는 대부분의 교사용 지도서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교과-특이적 전략, 평가 방법, 교육과정 변

화는 주로 총론에서만 다루고 있었다. 실험 및 탐구, 평가 문항, 평가 측면은 

제시된 내용이나 형태에서 구성주의적 접근이 미흡하였다. 수평 연계와 학생

에 관한 지식은 관련 내용이 부족하거나 단순히 목록만 제시되어 있었다. 개

념 및 이론은 교사용 지도서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적정 수

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용 

지도서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교과교육학 지식(PCK)

학  번: 2017-2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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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가 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학교 교육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교육 목표와 방법,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국가 수준의 교육 계획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년

별, 과목별 교육내용을 구체화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가 개발된다(Collopy, 

2003). 이 중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교육과정 정보

를 안내함으로써 교사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Beyer et al., 2009; 심예지 등, 2017; 이운교, 2005), 교수 목표와 방법, 교과서 

내용에 대한 해설 및 각종 교수학습 자료 등을 제공하여 교사의 수업 준비에 

실용적인 도움을 준다(Ball & Cohen, 1996; Davis et al., 2014; 정혜승, 2002). 

이에 많은 교사들이 교사용 지도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수업의 계획 및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초임 교사는 경력 교사에 비해 교사용 지도서에 의존하

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uffman et al., 2002; Mulholland & 

Wallace, 2005; 권치순과 박병태, 2010).

교사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별 학교의 상황이나 학생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응용하여 구현해야 하므로(Barab & Luehmann, 2003; Squire et al., 

2003),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 함

양을 위한 도구로도 유용할 수 있다(Davis et al., 2014; Grouws et al., 2004; 

Putnam & Borko, 2000). 실제로 예비교사의 수업 설계에서 나타나는 교사용 

지도서의 활용 방식을 조사한 결과, 교사용 지도서의 활용은 예비교사의 교수 

설계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찬호 등, 2016). 특히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비연속적으로 실시되는 교사 연수와 달리 교사용 지도

서는 교사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Collopy, 2003; 전영미, 2006). 따라서 교사용 지도서가 실용

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교사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함양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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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의 전문적 지식 체계를 나타내는 교과교육학 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Magnusson et 

al., 1999; Park & Oliver, 2008). PCK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진단하는 지표

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구성주의적 수업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이론적 기

반을 제공한다(Loughran et al., 2004; Mulholland & Wallace, 2005; van Driel 

et al., 1998). 즉, 교사가 수업을 구성주의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에 관한 지식 외에도 평가, 교육과정, 교수 전략, 학생에 관한 지식 

등 모든 PCK 요소가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과학 교과의 수

업은 탐구와 실험 활동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학 과정 지식 및 수업 

모형, 수업 기법 등의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는 

학생의 동기 및 흥미, 발달 수준, 오개념 등과 같은 학생에 관한 지식 및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와 연계에 관련된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도 고려해야 한

다. 평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평가 방법이나 측면에 관한 지식도 

요구된다. 그러므로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는 교사용 지도서는 

PCK 요소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교사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Ball, 2000; 

Ball & Cohen, 1996; Brown, 2009; Schneider, 2006; Schneider & Krajcik, 

2002).

그동안 과학 교과에서 이루어진 교사용 지도서에 관한 선행 연구는 현직 

또는 예비교사의 교사용 지도서 활용 실태와 방식(권치순과 박병태, 2010; 양

찬호 등, 2016; 이신애와 임희준, 2016; 장명덕 등, 2011; 한기애와 노석구, 

2003)을 조사한 경우가 많았다.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을 분석한 선행 연구는 

주로 차시 목표나 평가 문항 목표 분석(김정민, 2008; 나지연 등, 2015； 심예

지 등, 2017), 발문 유형(김경아와 이형철, 2016),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단원 

구성의 변화 비교(박병태와 권치순, 2011) 등 교사용 지도서의 일부 내용만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즉, PCK는 교사용 지도서의 질을 판단하고 개선하기 위

한 관점으로 매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과학 교과에서 교사용 지도서의 P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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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교사용 지도서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교사용 지도

서의 화학 영역 단원에 나타난 PCK 요소를 분석하고, 현행 2009 개정 교육과

정의 지향점과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및 평가관을 바탕으로 교사용 지도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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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교사용 지도서 화

학 영역 단원을 교과교육학 지식(PCK)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교사용 지도서의 화학 영역 단

원에 나타난 PCK 요소를 분석한다. 

2)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및 평가관을 바탕으로 교사용 지도서의 개선 방안

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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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1) 이 연구에서는 학년별로 한 단원씩의 화학 단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

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중학교 과학 교사용 지도서 전체로 일반화

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2)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을 PCK의 요소에 따라 나누는 것은 분석자의 관점

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 있다. 따라서 과학교육 전

문가와 과학교사, 그리고 과학교육 전공 대학원생이 참여한 수차례의 세미나

를 통하여 분석 기준과 분석 방법을 정하였으며 2인의 분석자 간의 비교를 통

해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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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교과교육학 지식(PCK)

교과교육학 지식(PCK)은 Shulman(1986, 1987)의 논의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무정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교수 내용을 학생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식으로 설명된다. 이에 여러 

연구자들은 PCK와 이의 하위 구성 요소를 정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Magnusson et al.(1999), Park & Chen(2012), 그리고 Park & 

Oliver(2008)의 하위 요소 분류를 기반으로 교사용 지도서 분석을 위한 PCK의 

구성 요소를 과학 내용에 관한 지식,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 과학 

평가에 관한 지식,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으로 

정의하였다.

(2) 교사용 지도서

교사용 지도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

책, 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대통령령 제25959호2)으로써 대학에서 사용

하는 교재용 도서를 제외한 초, 중등학교의 교과서, 교과서 또는 지도서를 보

충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 도서인 인정도서와 함께 교과

용 도서에 속한다(대통령령 제18429호4).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

육을 위해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을 교사용 지도서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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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PCK에 대한 이해

2.1.1 PCK의 개념 및 구성 요소

일반적으로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는 교수 내용을 학생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식으로 정의되며, PCK의 유

무는 초보 교사와 경력 교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Geddis et al., 1993; 

Grossman, 1990; Marks, 1990; Shulman, 1986, 1987). 이러한 PCK는 무정형의 성

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PCK를 개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Magnusson et al., 1999; Veal & MaKinster, 1999). 이에 Shulman을 필두로 여러 

연구자들은 PCK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이러한 구성 요소의 통합으

로 PCK를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표 Ⅱ-1>은 PCK의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자들

의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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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PCK의 구성 요소 및 영향을 미치는 지식 영역

Shulman(1987)
교수 목적, 학생, 교육과정, 교수 전략, 교과 내용, 교수 

상황, 교육학

Tamir(1988, 1991) 학생, 교육과정, 교수 전략, 평가, 교과 내용, 교육학

Smith & Neale(1989) 교수 목적, 학생, 교수 전략, 교과 내용

Grossman(1990) 교수 목적, 학생, 교육과정, 교수 전략, 교과 내용

Marks(1990) 학생, 교수 전략, 매체, 교과 내용

Cochran et al.(1993) 학생, 교수 전략, 교과 내용, 교수 상황, 교육학

Geddis et al.(1993) 학생, 교육과정, 교수 전략

Fernandez-Balboa & 

Stiehl(1995)
교수 목적, 학생, 교수 전략, 교과 내용, 교수 상황

Carlsen(1999) 교수 목적, 오개념, 교육과정, 교수 전략 

Gess-Newsome(1999) 교과 내용, 교수 상황, 교육학 

Magnusson et 

al.(1999)
교수 목적, 학생, 교육과정, 교수 전략, 평가

Morine-Dershimer & 

Kent(1999)
학생, 교육과정, 교과 내용, 교수 상황, 교육학

Veal & 

MaKinster(1999)

학생, 교육과정, 환경, 평가, 교과 내용, 학급, 과학의 본성, 

교수 상황, 교육학

Barnett & 

Hodson(2001)
교수, 평가, 교수 자원, 교과 통합

Hasweh(2005)
교수 목적, 학생, 교육과정, 교수 전략, 평가, 교과 내용, 

교수 상황, 교육학

Lee(2005) 교수 목적, 학생, 교육과정, 평가, 교수・학습, 교수 자원

Loughran et al.(2006) 교수 목적, 학생, 교수 전략, 교과 내용, 교수 상황, 교육학

Park & Oliver(2008) 교수 목적, 학생, 교수 전략, 평가, 교과 내용, 교수 효능감

Park & Chen(2012) 교수 목적, 학생, 교수 전략, 평가, 교과 내용

<표 Ⅱ-1> PCK의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Van Driel et al., 1998; 

조희형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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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Park & Chen(2012)은 Park & Oliver(2008)를 변형하여 <그림 Ⅱ-1>

과 같이 과학 교과에서 PCK의 구성 요소와 그들 간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PCK는 과학 교수 목적(Orientation to teaching science), 학생에 관한 지

식(Knowledge of students’ understanding in science),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teaching science), 과학 평가에 관

한 지식(Knowledge of assessment of science learning), 과학 내용에 관한 지식

(Knowledge of science curriculum)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 

요소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한다. 

<그림 Ⅱ-1> Park & Chen(2012)의 PCK 구성 요소 모형

Park & Oliver(2008)는 PCK의 각 요소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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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수 목적은 과학을 가르치는 목적과 목표에 대한 교사의 신념이다. 교

사는 교과 과정 자료 및 학습 전략의 사용, 학생 학습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교

육적 결정을 내리며 이를 기반으로 교수 내용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과

학 교수 목적은 PCK의 요소이다. 이의 하위 구성 요소에는 과학을 배우는 목적

에의 신념, 교수 과정에서의 결정, 과학의 본성에 대한 신념 등이 포함된다.

학생에 관한 지식은 과학에 관한 학생들의 이해에 대한 지식이다. PCK를 효

과적으로 사용하려면 교사는 학생들이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과 어려움

을 겪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의 하위 구성 요소에는 학생들의 선개념, 

오개념, 학습 과정에의 어려움, 동기 부여, 능력, 학습 스타일, 관심, 발달 수준 

및 다양한 요구 등이 포함된다.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은 교과-특이적 전략과 주제-특이적 전략으로 구

성된다. 교과-특이적 전략은 개념 변화 모형, 탐구 위주 교육 등과 같이 교과 목

표와 일치하는 교수법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이다. 주제-특이적 전략은 과학 영

역 내의 특정 주제를 가르치는 데 적용되는 특정 전략으로 발표, 활동 등이 있

다. 

과학 평가에 관한 지식은 과학 학습의 평가 측면에 대한 지식과 과학 학습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으로 구성된다. 또한 평가 도구, 평가를 위한 활동 등

에 대한 지식도 포함된다. 

과학 내용에 관한 지식은 특정 주제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과 자료에 대

한 교사의 지식과 주제에 대한 수평적, 수직적 교육과정 연계에 관한 지식으

로 구성된다. 이는 교과 과정 전체와 관련된 주제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의 이

해를 나타나며 이 지식은 교사가 핵심 개념을 식별하고, 활동을 수정하며, 주

요 목표에 대한 이해로 목표 주변부의 측면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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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이해

2.2.1 교사용 지도서의 편찬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시되면 국가에서는 교과용 도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

여 보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및 

가격사정 등에 대한 사항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429호

4)으로 법제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는 대학에서 사용

하는 교재용 도서를 제외한 초, 중등학교의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인 지도서(대통

령령 제25959호2),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해 교육

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 도서로 국정, 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나 사용하

기 곤란한 경우, 혹은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발행된 인정

도서로 구성된다(정진우 등, 20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도서는 교사용의 주된 교재로 1종 지도서

와 2종 지도서로 분류된다. 1종 지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도서

이고 2종 지도서는 민간에서 저작하여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

서이다. 이때, 2종 지도서의 검정은 같은 교과목의 교과서와 함께 동시에 받으

며 교과서와 지도서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교과서와 지도서가 

모두 불합격 처리를 받는다(심재호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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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교사용 지도서의 구성

교육부(2015b)에 따르면, 교사용 지도서의 구성 체제에 있어 교사용 지도서

는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며, 총론에는 교육과정 해설, 교과서, 교사용 지도

서의 편찬 방향, 교수・학습 계획, 학습 지도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다. 각론

에는 단원 수준의 개념(도), 학습 목표, 차시별 단원 지도 계획, 지도의 실제, 

지도상의 유의점, 내용 해설 등이 제시되어 있다. 교사용 지도서는 수업을 위

한 다양한 자료와 자세한 안내를 제시하여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며 교과서의 학습순서와 일치하도록 구성되고 주요 핵심 내용과 개념을 

상세히 안내한다. 또한 교과서에서 제시한 활동, 과제, 질문 등과 연계된 내용

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학습 목표의 성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과 도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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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교사용 지도서의 요구 조건

교육은 학생의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Darling-Hammond, 1999). 그러

나 교육을 잘하는 것은 질 높은 교사와 질 높은 수업 자료 등 여러 요인의 영

향을 받는다(Cohen et al., 2002; Putnam & Borko, 2000). 이에 교사용 지도서

는 교과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양한 평가 내용, 유형, 방법을 가지고 있으

며, 교과서와 함께 교육과정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초, 중등학교의 교

수・학습은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용 지도서는 교

과서와 함께 주된 자료 기능을 담당한다(Grouws et al., 2004; Jackson, 1968; 

Schmidt et al., 1996; 정진우 등, 2009; 최형우, 2011). 그리고 우리나라 학교 

상황에서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의 교수에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최

소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일정 정도의 독창성과 함께 구성 내용에 

대한 방향성을 잘 지킨 질 높은 교사용 지도서는 교수・학습의 실질적인 개선

에 기여한다(Collpy, 2003; Davis & Krajcik, 2005; Wilson & Berne, 1999). 

이에 교육부에서는 과학과 교사용 지도서의 개발 및 내용 선정과 조직에 

있어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교육부, 2015b).

① 교사용 지도서는 교육과정에 지시한 교과의 성격과 목표, 내용, 교

수・학습 방법, 평가 등을 바르게 해설하여야 한다.

② 단원별 차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교과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④ 교사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차시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⑥ 교수・학습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참고 자

료와 사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학습 자료의 제작, 구입, 보관, 폐기 등 교수・학습 활동 이외의 과

정에 대해서도 참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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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탐구 활동은 목표, 준비물, 탐구 방법, 유의점, 탐구의 결과, 그 결

과를 얻은 구체적인 탐구 조건, 탐구 활동에서의 유의점, 그리고 

실제 탐구한 결과 예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 수업뿐만 아니라 과학 글쓰기와 토론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생들

의 수준에 맞는 과학도서 목록과 필요한 지도 방법 등을 제공하여

야 한다.

⑩ 학습 목표의 성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평가 

문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⑪ 수행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예시 문항과 채점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⑫ 평가에서 지식, 탐구, 태도로 나누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

여야 한다.

⑬ 질문, 과제 등에 대한 예시 답안 및 이에 대한 지도 방법을 제공하

여야 한다. 

⑭ 탐구 수행 과정 및 결과 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⑮ 평가 결과를 학생들에게 피드백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는 교사용 지도서 개발의 중점 요구 조건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온정덕 등, 2016). 

① 단지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배경 정보와 지식 및 학습 활

동에 대한 정답으로 구성되어 교과서에 대한 해설서로만의 기능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학생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필요한 교사의 PCK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사에게 단원의 학습과 관련된 PCK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교과서 개발자와 교사의 대화 통로로써 개발되어야 한다.

⑤ 교사에게 교과서 개발자가 단원 설정의 이유, 성취기준 해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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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와 역량과의 관계, 단원이 과학과 역량을 길러주는 내용

과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교사가 단원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단원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⑥ 학생의 역량 계발을 위하여 다양한 지도 전략과 자료를 제공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수준

의 내용과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여야 하므로 단원 학습과 관련

하여 학생이 지닌 선지식이나 학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

는 요소를 마련하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⑦ 수업에서 학생의 다양한 수준에 적합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 다양

한 질문과 교수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평가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학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근거하여 개별화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 

교실은 문화적, 언어적, 학습 수준면에서 이질적인 학생들로 구성

되므로 학생의 수준과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학습의 시작 

국면에서 진단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기반하여 수준별 수업이 가능

하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학습 과정마다 학생의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진단하여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평가 루브릭과 관련 지도 자료를 풍부하게 제

시하여야 한다.

⑩ 교사가 학생 지도를 성찰하고 지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안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단원 학습을 통하여 학생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도 함께 성

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도 학생 지도 과정을 

성찰하고 반성하여 성찰적 교사가 되고, 학생 지도 역량을 계발하

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⑫ 연구자로서 교사에게 필요한 연구 성과와 지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교사는 단순한 수업 실행자가 아니고 지도하는 교과나 영역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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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과정 구성자

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구성자로서 교사에게 학생과 교과에 정통

한 연구자로서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에게 학생 지도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제공하여 

업데이트된 수업을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사용 지도서가 갖추고 있어야 할 측면을 잘 갖춘 질 높은 교사

용 지도서의 제작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서는 검정 심사 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지도서의 심사 기준으로 

‘교육과정, 교과서 안내’, ‘구성 체제’,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 ‘자료의 제공 및 안내’, ‘표기, 표현 및 편

집’의 6개 영역을 제시하였다(문영주, 2011). 또한 교육부에서는 과학과 교사

용 지도서의 검정기준으로 <표 Ⅱ-2>를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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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영역 심사항목
영역별 

배점

Ⅰ. 

교과서 

안내 및 

구성 체제

교과서와 지도서의 편찬 방향 및 구성 체제를 설명하고, 활

용 방법 및 연간 지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는가?

15
교육과정, 교과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였고, 교사의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하였는가?

각 단원은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가르칠 내용, 방

법, 시기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였는가?

Ⅱ.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학습 목표와 내용의 특성에 적합하고,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

을 높일 수 있으며,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

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는가?

30

각종 교육 매체의 활용은 적절하여, 매체의 특성 및 활용 방

법 등을 친절하게 안내하였는가?

지식, 기능 뿐 아니라 과학과 핵심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평가 기준, 도구를 제시하였는가?

단원 내용과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료, 진로와 직업 관련 자

료, 첨단과학, 과학자 이야기, 과학사 등 각종 참고 자료 및 

활용 방안을 풍부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자료의 출처를 명시

하였는가?

실험기기 및 실험 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안전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환경오염 물질 처리 

방법 등 실험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자세히 제시하였는가?

Ⅲ.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 조사, 관찰 등 탐구 활동을 학교에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유의사항, 구체적인 실험 결과 

등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세히 예시하였는가? 또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활동 이외의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예

시를 제시하였는가?

20

<표 Ⅱ-2> 과학과 교사용 지도서의 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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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및 표현의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기술하였으며, 편찬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기준을 충실히 따랐는가?

특정 지역, 문화, 계층, 인물, 성, 상품, 기관, 종교, 집단, 직

업 등을 비방・왜곡 또는 옹호하지 않았으며, 집필자 개인의 

편견 없이 공정하게 기술하였는가?

사진, 삽화, 통계, 도표 및 각종 인용 자료 등은 최신의 것으

로 정확하고, 교과서보다 풍부하며 출처를 분명하게 제시하

고 있는가?

사실, 개념, 용어, 이론, 자료 등은 객관적이고 정확한가?

Ⅳ. 

전자저작물 

CD

교과서와 연계하여 전자저작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내용

을 선정하여, 교사가 수업 준비 및 지도에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제공하였는가?

35

수준별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참여 및 협력 학습 등을 실질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 및 활동을 포함하

였는가?

음성, 삽화, 사진, 그래픽, 동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멀

티미디어 요소를 효과적이고 흥미롭게 활용하였는가?

전자저작물에 제시된 내용이 정확하고 공정하여, 표기・표현

에 오류가 없는가?

화면 구성 및 기능 등이 수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현되

었으며, 기능 구동의 오류가 없는가?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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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학 교과 지도서 분석에 대한 연구

지도서의 교육 자료는 교사의 해석을 거쳐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지도서는 

교사 수업 계획의 기본 자료이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교사 연수 자료의 역할

도 할 수 있다(Schneider & Krajcik, 2002). 그럼에도 지도서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고 이마저도 대부분 지도서의 활용에 치우쳐 있어 지도서 자체의 분석

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지

도서의 구성 및 활용 방식 변화 특성상 제7차 교육과정부터의 연구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과학 교과 지도서 분석 연구는 대부분 단원 목표, 발문 유형 등과 같이 지

도서의 특정 내용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연구마다 다양한 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주로 초등학교 지도서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지도서의 특

정 단원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적었다.

박병태와 권치순(2011)은 초등학교 과학과 교사용 지도서의 지구 영역 계절

의 변화 단원의 단원 구성 및 내용 형태를 교육과정 변천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4차 교육과정부터 2007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공통적으로 제시된 

내용은 단원의 개관, 학습계열, 단원 학습목표, 단원의 지도계획이었으며 지도

서의 차시내용은 학습목표, 준비물, 학습내용 및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

의 개관, 수업 동기유발,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에서 처음으로 차시의 구성의도, 동영상 자료 활용, 주요개념과 후속차시, 보

조자료, 과학이야기 등이 첨가되었다. 단원 및 차시 학습목표는 ‘안다’에서 

‘할 수 있다’와 같은 행동 동사로 진술 방식이 바뀌었다. 교수학습 방법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더 구체화 되어 제시되었으며 지도시 유의

점, 자료실, 참고사항 역시 더 구체적이고 풍부해졌다. 

강은미(2007)는 제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4학년 과학의 에너지 영역 지도서

에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이 의도하고 있는 구성주의적 교수, 학습의 목표를 

‘탐구를 통한 과학 기본 개념의 이해’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의 반영 정

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준거로는 Driver(1987)의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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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재점검을 제외한 개념 변화의 과정이 각 단계별로 보통 수준으로 반영

되어 있었다. 학생들의 사전 개념은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었으며 최종 목표

인 과학 개념의 내용은 빈약하였다. 해당 차시에 학습할 개념이 명확하게 제

시되지 않거나 단순한 활동이 개념으로 대체되어 제시되어 있었고, 개념이 바

르게 제시된 차시도 교과서 수준의 간략한 제시를 하고 있었다. 탐구 과정의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이를 명시한 차시에 그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지도서

에 반영되어 있었다. 하지만 탐구 과정을 과학적이면서 쉽고 재미있게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신영준과 황의녕(2006)은 제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과학의 생명 영역

인 ‘우리 몸의 생김새’, ‘주변의 생물’, ‘쾌적한 환경’의 세 단원의 지

도서에 나타나는 생명 현상 설명 방법에 대해 문장단위로 분석하였다. 생명 

현상에 대한 설명이 나타난 문장만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전체 설명 문장

의 73%가 인과적 설명이었고 27%가 목적론적 설명이었다. 인과적 설명은 

‘주변의 생물’ 단원에서 동, 식물의 생김새와 구조 및 기능을 설명하기 위

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목적론적 설명은 ‘쾌적한 환경’ 단원에서 환경 

보전을 위한 인간의 의지 표현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자연 현상을 설명

하는 데 인과론적 설명과 목적론적 설명이 가지는 의미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이 중요함에도 지도서에 이들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김경아와 이형철(2016)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과학과 5~6학년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발문의 유형과 분포를 학년별, 학기별, 영역별, 교수 

학습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발문의 90%는 폐쇄적 발문이었고 10%

는 개방적 발문이었다. 폐쇄적 발문에서는 제안적 발문 유형이 가장 많았다. 

학년별로는 6학년에서 폐쇄적 발문 비율이 높았으며 5학년에서는 개방적 발문 

비율이 높았다. 발문의 수는 영역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 활동이 

많은 ‘물질과 에너지’ 영역에 제안적 발문이 많이 나타났으며 실험보다는 

학습 내용 예측을 통한 습득이 많은 ‘생명과 지구’ 영역에서는 개방적 발문

이 많이 나타났다. 교수 학습 단계 중 도입 단계에는 재생적 발문, 예상적 발

문이, 전개 단계에서는 제안적 발문, 재생적 발문의 비율이 높았고 정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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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종합적 발문과 적용적 발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심예지 등(2017)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과학과 3~4학년과 5~6학

년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평가 문항 목표를 단원별, 차시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 문항을 개발하였다. 분석 결과 지식, 탐구, 

태도 영역 순으로 제시된 비율이 높았다. 특히 태도 영역의 경우 단원 및 차

시 목표에서는 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적 태도, 과학 학습에 대한 태도가 모두 

제시되어 있었으나 평가 문항 목표에서는 과학적 태도 영역만 제시되어 있었

다. 연구에서 개발한 문항은 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적 태도, 과학 학습에 대

한 태도 영역을 고르게 포함하였으며 평가 목표와 문항예시, 출제 의도 및 채

점 기준을 포함하여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시 가능한 동시에 수업 현장에서 쉽

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였다, 

김정민(2008)은 제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과학과 3~4학년과 5~6학년 교사용 

지도서 생명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원 및 차시 학습 목표를 교육과정상의 

목표 영역에 따라 분석하여 일관성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단원 목표에서는 

과학 탐구, 과학 지식, 과학 태도, STS 영역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학 탐구에 대한 비중을 높게 제시하였으나, 차시 

목표에서는 과학 지식, 과학 탐구, 과학 태도, STS 순으로 나타나 실제 수업 

활동에서는 과학 지식 측면을 강조하였다. 과학 태도 영역은 단원 목표에서가 

더 높은 비율인 15.7%를 차지하여 정의적 영역에 대한 고려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차시 목표에서는 4.7% 정도로 실제 수업에서의 과학 태도 함양을 위한 

목표 진술이 부족하였다. 또한 4학년에서는 과학 태도 목표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STS 영역은 차시 목표에서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4학년과 6

학년에서는 STS 영역에 대한 학습 목표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단원, 차시 수

준에서의 학습 목표의 목표 영역에 따른 비중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연계성이 

낮았다. 

나지연 등(2015)은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학을 이용하여 2009년 개정 교

육과정 초등학교 과학과 3~4학년의 교육과정 목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단원 및 차시목표들이 지식과 인지과정 차원에서 어떤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



- 22 -

는지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교사용 지도서 목표 간의 일치도와 

변화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과 성취기준과 지도서의 목표는 일부 

지식 차원과 인지과정 차원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개념적 지식을 이해하는 목

표를 주로 강조하였다. 교육과정과 지도서 모두 메타인지 지식, 분석하다, 평

가하다와 같은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창안하다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 교

사용 지도서의 단원목표와 수업목표 간 일치도는 높았으나, 교육과정과 교사

용 지도서 간의 일치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교사용 지도서의 목표

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유사하되 좀 더 구체화되어 제시되었다.  

다른 교과에서 PCK를 분석 기준으로 활용하여 지도서를 분석한 연구로 이

경화와 최민영(2013)의 연구가 있다. 2009년 개정 초등학교 1~2학년 국어과 교

사용 지도서의 외형을 분석하고, 내적으로는 ‘교수 학습의 실제’ 부분의 체

제와 내용을 PCK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PCK를 분석 기준으로 활용

했다는 점에서는 이번 연구와 유사하나 PCK를 활용하여 지도서를 정성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분석 결과 2009년 개정 국어

과 교사용 지도서는 판형과 디자인과 같은 외형적인 변화 뿐 아니라 현장 교

사의 입장에서 수업에 필요한 실제적인 배경 지식과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

었으며 국어 교육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 성과와 교육 실천적 성과들이 잘 집

약되어 제시되어 있었다. 또한 교사의 전문적인 배경 지식 설명에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학습 활동부분에서는 교사 개입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었

다. 또한 차시 수업의 성격에 따른 목표 구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다르게 표현

해 줄 필요가 있었다. 학생들의 이해와 관련된 정보인 선개념, 오개념, 난개념

을 보강할 필요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 학습 과정 

및 교수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과학 교과 지도서 활용 실태와 인식에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초등학교 교

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양찬호 등(2016)은 중등 예비화학교사의 수업 계획 과정에서 교사용 지도서

의 활용 방식을 2009년 개정 중학교 1학년 과학의 ‘분자운동과 상태변화’ 

단원의 지도안 작성 과제 수행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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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교사용 지도서의 차시 구분을 그대로 활용하였으나 대단원의 차시별 

내용 구성이나 교육과정 상의 내용 간 연계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였다. 또한 

모형을 선정할 때 예시 지도안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교수학습 활동 

측면에서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예비교사들이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 제시된 질

문을 변형하는 응용이 주로 나타났다. 모형을 적용한 수업에서는 모형의 각 

단계에 맞게 교과서의 탐구 활동을 변형하였다. 부속자료로 제공된 활동지를 

활용하지 않았고 직접 제작하였으며 주로 내용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지필평

가를 계획하였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의 소단원 도입 질문이 학생의 흥미 유

발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하여 이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

다. 

조윤정(2004)은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과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교사

들의 인식과 활용 실태 및 교사용 지도서의 문제점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

하였다. 분석 결과 과학과 교사용 지도서 총론 부분의 활용도는 낮으며 총론

의 ‘과학과 교수, 학습 방법’과 ‘과학교육의 동향’의 보완 요구가 있었다. 

각론 부분의 활용도는 총론에 비해 상당히 높았으며 수업과 직결되는 ‘차시

별 지도의 실제’ 부분이 가장 보충,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었다. 각론 중 ‘학

습 내용 해설 및 활동’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사가 많았으며 이는 

‘실험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그에 따른 대안’이나 ‘대체실험이나 대체

자료의 부족’이 주된 원인이었다. 교사들은 교재 연구 시 다른 수업 보조 자

료들에 비해 지도서의 활용 비율이 낮았는데, ‘지도상의 유의점 부족’, ‘오

개념에 대한 안내 부족’, ‘대체 실험 제시 부족’ 등의 이유가 많았다. 

권치순과 박병태(2010)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3, 4학년 담임 및 

과학 전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하여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현장 교

사들의 인식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용 지도서의 총론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가 각론에 대한 이해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론에서 교사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부분은 ‘학기 지도 계획’이었으

며 가장 낮은 도움을 받는 부분은 ‘자유탐구’에 대한 것이었다. 총론에 대

한 이해도는 경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높았다. 각론 및 활용 실태는 이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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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교사용 지도서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론 부분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부분은 ‘단원 학습 목표’였다. 지도시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부분은 ‘준비물’, ‘자료실’, ‘수업의 흐름’, ‘지도상의 유의

점’이었으며 ‘심화정보’, ‘참고문헌’은 수업 시간에 잘 활용되지 않았다. 

성별, 경력, 전공 등의 교사의 변인에 따른 인식과 활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의 경력과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지도서 인식 및 활용 전반에 유의미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애와 노석구(2003)는 제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3, 4학년 담임 및 과학 

전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와 일부 면담을 통해 교사용 지도서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및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도서 총론 부분은 경력이 낮은 교사가 많이 사용하였다. 지도서에서 제시하

는 과학과 학습평가를 활용하는 교사는 적었으며 이는 지도서에 제시된 평가 

방법이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실험 관찰의 내용

정리 예시에 관한 요구가 높았으며 학교 여건이나 지역사회의 특성상 대체실

험 및 대체자료 제시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활용의 편리성, 전달의 

명확성 등의 이유로 교사용 지도서 이외의 다른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 응답자

의 비율은 높았다. 

이신애와 임희준(2016)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3~4 학년 과학 

교사용 지도서를 대상으로 초등 교사가 과학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학 

교사용 지도서를 활용하는 서로 다른 양상과 교사용 지도서 총론 및 각론 하

위영역의 구체적인 활용 실태 및 그 이유를 반구조화 된 면담을 통해 조사하

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교사용 지도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로는 교과서에 제시된 수준만으로도 충분히 수업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

라는 응답과 수업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

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총론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았으며 각론에서

도 지나친 중복, 굳이 필요 없는 설명들이 많아 활용도가 부분적이었다. 교사

들이 유용하게 생각하고 활용하는 내용은 수업 목표, 단원 학습 계열, 탐구 활

동에 대한 설명과 유의점, 팁, 배경 지식, 평가 문항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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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덕 등(2011)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초등 과학 교사용 

지도서 총론에 대한 초등학교 3~6학년 현장 교사들의 인식을 총론의 목적과 

필요성, 총론 연수의 필요성 및 운영 방식, 총론의 각 영역별 활용 빈도와 주

된 활용 목적 등의 측면에서 설문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들은 

대부분 총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총론의 목적에 대한 구

체적인 이해가 부족하였다. 총론에 대한 연수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구

체적인 연수 방식으로는 시, 도교육청에서 교사용 지도서 개발자 또는 집필자

가 방학 중 15~30 시간의 연수를 해주는 것을 선호하였다. 총론의 각 내용 영

역별 활용 빈도에 대한 평균값은 ‘가끔 참고한다’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

며 가장 높은 활용 빈도를 보인 총론의 영역은 ‘과학 교수, 학습 모형’이었

고 가장 낮은 활용 빈도를 보인 영역은 ‘과학과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방향과 

특징’이었다. 총론의 주된 활용 목적은 공개수업을 위한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이었으며 총론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주된 이유는 총론과 각론

의 연계성 부족이었다. 



- 26 -

Ⅲ.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9종의 중학교 1-3학년 과학 교사용 지도서 총 

27권을 분석하였다. 9종의 교사용 지도서는 ㈜교학사,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 ㈜미래엔,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

육에서 출판되었다. 출판사명은 무작위로 순서를 바꾸어 A-I로 표기하였다. 분

석 대상은 학년별 각론의 화학 영역 단원 1개로, 7학년 ‘분자운동과 상태변

화’, 8학년 ‘물질의 구성’, 9학년 ‘여러 가지 화학반응’ 단원이었다. 교

사용 지도서에서 교사들은 교과서에 대응하는 개념이나 활동에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평가 문항과 추가 자료 등 교사용 지도서에만 제시된 내용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권치순과 박병태, 2010), 해당 단원 내에 제시된 교사용 지도서 

내용을 모두 분석하였다.

 

 

저자 출판사

박희송 외 12인 ㈜교학사

이문원 외 12인 ㈜금성출판사

이진승 외 13인 동아출판㈜

이규석 외 19인 ㈜미래엔

임태훈 외 10인 ㈜비상교육

현종오 외 16인 ㈜좋은책신사고

이상인 외 14인 ㈜지학사

신영준 외 11인 ㈜천재교과서

이면우 외 12인 ㈜천재교육

<표 Ⅲ-1> 분석 대상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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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기준

과학 교사의 PCK를 조사한 선행 연구(Magnusson et al., 1999; Park & 

Chen, 2012; Park & Oliver, 2008)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맥락에 맞게 PCK 요

소와 요소별 하위 요소를 정의한 예비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후 각 학년별

로 1권씩 총 3권의 교사용 지도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한 후 예

비 분석틀을 수정 및 보완하고, 필요 시 PCK 요소나 하위 요소를 추가하거나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PCK 요소 중 과학 교육에 대한 신념은 과학 교수학습

에 대한 교사의 지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교사용 지도서 분석의 맥락에 부합

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또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문항을 제시한 ‘평

가 문항’ 및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시한 ‘교육과정 변화’

를 각각 평가 및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의 하위 요소로 추가하였다. 최종 분석

틀(표 Ⅲ-2)에서는 PCK 요소로 과학 평가에 관한 지식,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 과학 내용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을 설정하였고, 각 요소마다 2-4가지의 하위 PCK 요소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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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K 요소 하위 요소 정의

과학 

내용에 

관한 지식

개념 

및 

이론

보충 심화 개념

과학 개념 및 이론에 관한 지식.교과서 문제 해설

추가 자료

실험 

및 

탐구

교과서 탐구 실험이나 탐구 과정 및 지도에 관한 

지식.추가 탐구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

주제-

특이적 

전략

활동 순서 및 방식
각 차시별 수업 순서,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 방식 등에 관한 지식.
지도 시 유의점

참고 자료 정보

교과-특이적 전략

발견 학습 모형, 실험 등 과학 교과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학습 모형 및 방법

에 관한 지식.

과학 

평가에 

관한 지식

평가 문항
교사가 직접 활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평가 문항에 관한 지식.

평가 측면
개념 이해도와 참여도 등 평가 가능한 

영역에 관한 지식.

평가 준거
학생의 성취 수준 등에 따른 채점 기준

과 준거에 관한 지식.

평가 방법
교과 내용에 적합한 평가 방법과 적용 

방식에 관한 지식.

과학 

교육과정

에 관한 

지식

수직 

연계

차시 단위 특정 개념이나 교육과정의 학년별, 차시

별 연계에 관한 지식.학년 단위

수업 목표
수업 및 활동별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목

표에 관한 지식.

교육과정 변화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에 관

한 지식.

수평 연계
다른 교과에서 다루는 개념이나 교육과

정과의 연계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동기 및 흥미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거나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소재에 관한 지식.

오개념 학생들이 흔히 갖는 오개념에 관한 지식.

<표 Ⅲ-2> PCK 요소와 요소별 하위 요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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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방법

먼저 교사용 지도서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의미 단위로 나누어 예

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의미 단위의 분석 방법은 어떤 내용에 대해 많

은 지면을 할애하여 자세히 설명한 경우와 짧은 문장이나 단어로 간단히 다룬 

경우가 모두 같은 비중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각 분석 단위의 분량을 고려하

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즉 의미 단위의 분석은 교사용 지도서에서 해당 

PCK 요소가 몇 번 다루어졌는지는 분석할 수 있었으나, 한정된 교사용 지도

서 공간상에서 더 중점적으로 서술한 PCK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는 한

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의미 단위의 분량을 고려하여 분석 단위를 더

욱 세분화하는 과정을 통해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때 의미 단위를 계속해서 세분하면 줄이나 문장을 분석 단위로 삼게 된

다. 줄이나 문장 단위의 분석 방법은 분석 단위를 나누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각 분석 단위의 분량이 비슷한 장점이 있으므로 줄이나 문장 단위 

로 교과서 또는 지도서를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Males, 2013; 신영준과 황

의녕, 2006). 그런데 이 연구의 분석 대상에는 글 뿐만 아니라 그림, 표, 그래

프 등의 다양한 시각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줄이나 문장 단위로 분석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체 면적에서 해당 PCK 요소가 차지

하는 면적의 백분율(%)을 이용하여 중학교 과학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PCK 

요소를 분석하였다(차정호 등, 2005). 

구체적으로 면적 측정을 위한 분석 단위(부록 Ⅰ)는 교사용 지도서 본문의 

소제목을 포함하는 최소 면적의 직사각형으로 하였다. 평가 문항의 경우 각 

문항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하였고 탐구 활동은 목표, 과정, 결과 등의 각 탐

구 단계를 각각 하나의 분석 단위로 하였다. 그래프, 표, 그림 등의 경우 캡션

을 포함한 최소 면적의 직사각형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하여 면적을 계산하였

다. 각 분석 단위의 면적을 구한 다음 해당 분석 단위의 PCK 요소와 하위 요

소를 분석하고, 글, 그림, 구조도, 그래프, 표 등 분석 단위의 형태 및 대단원, 

중단원 등 분석 단위의 위치를 분류하였다. 하나의 분석 단위에 두 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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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K 요소가 들어있는 경우, 분석 단위가 표의 형태인 경우에는 해당 셀의 면

적을 각각 산출하였고, 글의 형태인 경우에는 각 PCK 요소별로 글자 수를 계

산하여 직사각형의 전체 면적에 글자 수의 비율을 곱하여 면적을 산출하였다. 

분석에는 PDF 파일 형태의 교사용 지도서를 사용하였으며, 사용자가 설정한 

직사각형 영역의 면적을 mm2 단위로 표시해주는 Adobe Acrobat XI Pro의 면

적 계산 도구를 활용하였다. 

한편 면적 단위의 분석만 실시할 경우 특정 PCK 요소의 비중이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각 PCK 요소의 특징을 고려하여 

요소별 의미 단위의 평균 개수도 함께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과학 내용에 관 

한 지식 중 추가 자료나 추가 탐구, 과학 평가에 관한 지식 중 평가 문항 등

과 같이 교사용 지도서 상에서 하나의 주제로 제시된 자료들의 경우에는 자료

나 활동 전체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정의하였다.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중 수업 목표, 과학 평가에 관한 지식 중 평가 방법 등과 같이 각 차시별로 

반복해서 제시되는 요소의 경우 제시된 내용 각각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정의

하여 차시별로 평균 몇 개가 제시되었는지 계산하였다.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중 교육과정 변화나 수직 연계, 수평 연계 등은 각각 연계된 내용 전체

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정의하였다.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2인의 분

석자가 최종 분석틀을 숙지한 다음 무작위로 추출한 교사용 지도서 1권을 각

자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논의를 통해 분석자 사이의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반복하여 분석자간 일치도가 .93에 도달한 후 1인의 연구자가 모든 교

사용 지도서를 분석하였다. 과학교육 전문가 1인과 현직 과학교사 6인, 과학교

육 전공 대학원생 8인이 참여한 수차례의 세미나를 통하여 분석 기준과 분석 

방법, 결과 해석의 타당도를 검토받고 수정 및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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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결과 및 논의

전체 분석 대상 단원에서 각 PCK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의 분석 결과는 

<표 Ⅲ-3>과 같다. 가장 비율이 높은 PCK 요소는 과학 내용에 관한 지식

(68.3%)이었으며, 다음으로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11.4%), 과학 평가에 

관한 지식(9.2%),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7.7%), 학생에 관한 지식(3.4%)의 

순서로 나타났다. 각 학년별 PCK 요소의 비율 차이는 1.0-2.6%p로 크지 않았

다.

학년

PCK 요소(%)

과학 내용에 

관한 지식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

과학 평가에 

관한 지식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
계

7 69.1 11.6 8.6 6.7 4.1 100.0

8 66.6 12.0 9.5 8.5 3.3 100.0

9 69.2 10.7 9.6 7.8 2.7 100.0

평균 68.3 11.4 9.2 7.7 3.4 100.0

<표 Ⅲ-3> 학년별 PCK 요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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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과학 내용에 관한 지식

과학 내용에 관한 지식의 분석 결과를 <표 Ⅲ-4>에 정리하였다. 하위 요소 

중 개념 및 이론은 교과서의 목표 개념과 연관된 과학적 개념이나 실생활 예

시 등을 제공하는 ‘보충 심화 개념’,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의 답과 해설을 

제공하는 ‘교과서 문제 해설’, 교과서에 없는 읽을거리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는 ‘추가 자료’로 세분하였다. 또한 실험 및 탐구는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내용에 관한 ‘교과서 탐구’와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탐구 내용에 관

한 ‘추가 탐구’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과학 내용에 관한 지식의 비율은 

모든 출판사에서 58.9-79.8%로 전체 PCK 요소 중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 

개념 및 이론의 비율은 51.2-55.9%, 실험 및 탐구의 비율은 13.0-17.9%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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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하위 요소

출판사(%)

A B C D E F G H I 평균

7

개념 

및 

이론

보충 심화 

개념
32.8 19.3 39.0 39.5 39.3 35.4 48.4 36.3 32.0 35.8

교과서 

문제 해설
14.4 38.1 10.3 16.5 7.7 7.0 10.4 12.8 5.6 13.6

추가 자료 - - - - - 5.8 5.4 1.0 3.9 1.8

실험 

및 

탐구

교과서 

탐구
13.6 10.0 13.9 16.2 13.0 8.4 9.0 13.8 12.1 12.2

추가 탐구 10.2 1.2 0.8 5.3 5.1 8.1 3.6 7.4 9.4 5.7

계 71.0 68.6 64.0 77.5 65.1 64.7 76.8 71.3 63.0 69.1

8

개념 

및 

이론

보충 심화 

개념
39.4 14.9 32.2 35.8 35.7 31.8 43.5 51.6 37.6 35.5

교과서 

문제 해설
12.8 41.1 12.9 18.4 10.9 11.4 12.2 14.3 5.5 15.5

추가 자료 - - - - - 8.8 4.1 - 5.9 2.1

실험 

및 

탐구

교과서 

탐구
12.6 6.4 13.8 17.1 11.9 9.1 10.1 8.3 11.5 11.2

추가 탐구 3.2 0.7 - 2.5 3.4 - 1.5 0.7 6.0 2.0

계 68.0 63.1 58.9 73.8 61.9 61.1 71.4 74.9 66.5 66.3

9

개념 

및 

이론

보충 심화 

개념
40.3 14.2 40.1 38.7 42.4 36.6 43.5 41.5 41.5 37.4

교과서 

문제 해설
14.8 46.9 19.6 17.8 10.3 11.4 12.2 17.2 5.7 17.3

추가 자료 - - - - - 3.1 1.7 - 6.2 1.2

실험 

및 

탐구

교과서 

탐구
7.8 6.0 8.1 23.3 10.1 6.9 7.6 14.4 12.6 10.7

추가 탐구 4.9 - 0.3 - 1.4 4.7 2.7 1.7 5.1 2.3

계 67.8 67.1 68.1 79.8 64.2 62.7 67.7 74.8 71.1 68.9

<표 Ⅲ-4> 과학 내용에 관한 지식 요소의 학년별, 출판사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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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이론의 하위 요소 중 보충 심화 개념과 교과서 문제 해설은 전체 

PCK 하위 요소 중 높은 비율로 제시되었다. 출판사별 글의 비율은 76.2-95.0%

로 다양하여, 내용을 대부분 글의 형태로 제시한 출판사도 있지만, 표와 그림

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출판사도 있었다. 교과서에서 다루는 개념 및 이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 및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Grouws et al, 2004). 하지만 일부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물의 자동 이온화와 

평형 상수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와 같이 설명하는 개념이 교사가 수업에 활용

해야 할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다. 이러한 개념은 교사들이 수업에 적용

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수업에 적용할 경우 속진 학습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

므로 주의해야 한다. 추가 자료의 경우 7학년에서는 평균 1.8개, 8, 9학년에서

는 각각 평균 1.4개, 0.9개가 제시되었으며 학년별로 3, 4종의 교사용 지도서에

서만 제시되었다. 추가 자료 하나의 분량은 1/4쪽에서 2쪽으로 다양하였으며, 

주로 대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과서에 제시

된 읽기 자료의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임미경 등, 2012; 홍미

영과 정은영, 2004),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추가 자료는 교사가 거의 활용하

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개념 및 이론은 꼭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제시하고, 전반적으로 과학 내용에 관한 지식의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

하여 다른 PCK 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교과서 탐구에서는 탐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해석(6.8-7.1%)을 주로 다루고 

있었으며, 탐구 안전 요소 및 유의사항(2.1-3.0%), 실험 및 탐구의 원리

(0.5-0.6%), 대체 재료 및 준비물(0.1%) 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탐구

에 대한 상세한 해석의 제공은 탐구 활동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심재호 등, 

2010; 정진우 등, 2006) 과학 교사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탐구 과정과 결과를 정해진 답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

었다. 이와 같이 탐구 활동이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과학적 추론 능력, 

창의적 사고력의 계발도 어려울 뿐 아니라 목표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도 보

장하지 못할 수 있다(Kirschner et al., 2006; Klahr & Nigam, 2004; Sadle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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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0). 따라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생의 탐구 활동과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탐구 지도 방안 및 이 과정에서 교사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과 해

결 방안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 탐구를 

제시하고 있었다. 추가 탐구의 제시 비율은 출판사별, 학년별로 다양하였는데 

7학년의 경우 모든 출판사에서 평균 5.7%의 비율로 제시하였으나 8, 9학년의 

경우 7종의 출판사에서만 각각 2.0%, 2.3%의 비율로 제시하고 있었다. 제시된 

추가 탐구 활동의 수도 7학년에서는 평균 9.2개였으나, 8, 9학년에서 각각 평

균 3.0개, 2.7개로 감소하였다. 또한 8, 9학년에서는 추가 탐구의 수가 교과서 

탐구의 수(7-9학년에서 각각 13.6개, 9.7개, 9.1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추가 탐구는 실험 및 탐구의 원리, 대체 재료 및 준비물에 관한 정보와 더불

어 교사가 학교의 환경과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탐구 활동을 구상할 

기회를 제공한다(Davis & Krajcik, 2005; Drake & Sherin, 2009; 한기애와 노석

구, 2003). 그러나 대부분 탐구의 과정 및 결과만을 간단히 제시하였고, 추가 

탐구의 주제만을 간략하게 글로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다른 분야를 전공한 

과학교사도 화학 수업에 참여하는 중학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 탐구가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교

과서 탐구만큼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36 -

3.4.2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의 분석 결과를 <표 Ⅲ-5>에 정리하였다. 주제

-특이적 전략은 세부 유형에 따라 도입, 전개, 정리 등 각 차시별 구체적인 활

동 순서와 방식을 제시하는 ‘활동 순서 및 방식’, 교사가 수업 시 인지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지도 시 유의점’, 활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학생들

을 위한 권장 도서 목록 등을 제시하는 ‘참고 자료 정보’로 세분하였다. 대

부분의 출판사에서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은 5.5-19.8%의 비율을 차지하

고 있었다. 이 중 대부분은 주제-특이적 전략(10.6-11.8%)이었으며, 교과-특이

적 전략의 비율은 0.1-0.2%로 낮은 편이었다.



- 37 -

학

년
하위 요소

출판사(%)

A B C D E F G H I 평균

7

주제-

특이적 

전략

활동 순서 

및 방식
8.3 3.9 7.0 9.6 13.6 3.2 2.9 10.9 6.5 7.3

지도 시 

유의점
3.1 2.8 3.9 3.1 2.3 4.2 1.0 3.0 4.7 3.1

참고 자료 

정보
0.6 0.9 1.9 1.4 - 1.0 1.5 1.0 0.9 1.0

교과-특이적 전략 0.2 0.4 0.2 - - - 0.4 - - 0.1

계 12.2 8.0 13.0 14.1 15.9 8.4 5.8 14.9 12.1 11.5

8

주제-

특이적 

전략

활동 순서 

및 방식
11.3 3.9 5.7 8.9 17.9 2.8 3.3 7.5 7.2 7.6

지도 시 

유의점
2.5 3.2 3.0 5.0 1.5 5.4 1.0 2.6 4.9 3.2

참고 자료 

정보
0.6 1.0 2.0 1.4 - 0.3 2.0 1.2 0.9 1.0

교과-특이적 전략 0.2 0.5 0.3 - - - 0.5 - - 0.2

계 14.6 8.6 11.0 15.3 19.4 8.5 6.8 11.3 13.0 12.0

9

주제-

특이적 

전략

활동 순서 

및 방식
10.8 3.5 3.4 8.0 17.7 1.0 3.2 6.7 5.7 6.7

지도 시 

유의점
3.1 2.4 3.3 2.6 2.1 4.3 1.2 3.1 3.6 2.9

참고 자료 

정보
1.4 1.2 1.5 0.5 - 0.2 1.8 1.8 0.6 1.0

교과-특이적 전략 0.2 0.5 0.3 - - - 0.6 - - 0.2

계 15.5 7.6 8.5 11.1 19.8 5.5 6.8 11.6 9.9 10.8

<표 Ⅲ-5>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 요소의 학년별, 출판사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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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특이적 전략의 하위 요소 중 활동 순서 및 방식은 주로 표

(55.4-56.7%)나 구조도(34.5-36.4%)의 형태로, 지도 시 유의점과 참고 자료 정

보는 대부분 글(94.3-96.0%)의 형태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교사용 지도서에서

는 동기 및 흥미 유발 전략, 비유 사용 전략 등의 다양한 주제-특이적 전략을 

소개하고, 각 차시별 활동 순서와 방식, 지도 시 유의점, 참고 자료 정보를 제

시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가 수업 준비 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점에서 특히 초임 교사들에게 유용하다(Grossman 

& Thompson, 2004; Mulholland & Wallace 2005; 양찬호 등, 2016). 이때 활동 

순서와 방식 및 지도 시 유의점에 대한 근거나 이유를 제공하면 교사의 이해

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Ball & Cohen, 1996; Beyer et al, 2009; Davis & 

Krajcik, 2005; Drake & Sherin, 2009; Paris, 1993; Remillard, 2000). 예를 들어, 

지도 시 유의점 중 ‘기체 상태의 분자 운동을 입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출판사 B)의 내용에 대해서는 화학 개념 학습에서 

물질의 입자성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Merritt & Krajcik, 2013)이나 학생들이 

겪는 미시적 수준의 입자 개념 이해의 어려움(Ebenezer & Erickson, 1996; 

Taber, 2001) 등 과학적, 교육학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교사용 지도서에서 참고 자료 정보는 단순히 목록으로 제시되어 있

었으며, 평균 12.5개(7-9학년에서 각각 14.4개, 11.1개, 12.0개)가 제시되어 있었

다. 참고 자료는 교사의 수업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추가

로 제공하는 기능을 하지만(Males, 2013), 교사들은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치순과 박병태, 2010; 이신애와 임희

준, 2016; 한기애와 노석구, 2003). 따라서 참고 자료 정보를 제시할 때 해당 

참고 자료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첨부한다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교과-특이적 전략은 4종의 교사용 지도서에서 나타났으며, 대단원에서 실

험, 토의 등 과학 교과의 일반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간단한 단어로 차시별 

1-2개씩 제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사용 지도서는 총론에서 과학 교과의 

여러 가지 수업 모형의 의미와 일반적인 활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으나, 각

론에서 이러한 수업 모형의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경우는 거의 없었



- 39 -

다. 체계화된 수업 모형은 교사가 구성주의적 수업을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

게 하지만 교사들은 수업 모형을 적용한 수업 설계에 어려움을 느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미례 등, 2009; 민희정 등, 2010; 양찬호 등 

2016). 그러므로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도입, 전개, 정리 순서의 전통적인 과학 

교수 전략 뿐 아니라 다양한 교과-특이적 전략을 적용한 수업도 안내하여 교

사의 수업 모형 적용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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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과학 평가에 관한 지식

과학 평가에 관한 지식의 분석 결과를 <표 Ⅲ-6>에 정리하였다. 평가 문항

(6.9-7.8%)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평가 측면(1.0-1.1%), 평가 준거(0.5-0.6%), 

평가 방법(0.2%)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대부분의 출판사에서는 

평가에 관한 지식이 7.5-17.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출판사 D, 

H(0.0-0.6%)와 같이 평가에 관한 지식을 거의 다루지 않은 출판사도 있었다. 

학

년
하위 요소

출판사(%)

A B C D E F G H I 평균

7

평가 문항 9.1 5.8 11.0 - 7.4 10.6 7.9 - 10.5 6.9

평가 측면 - 4.9 - - - 2.9 1.3 - - 1.0

평가 준거 0.6 - 1.3 0.3 1.2 - - - 0.4 0.5

평가 방법 - 0.3 - - - 0.6 0.4 - - 0.2

계 9.7 11.0 12.3 0.3 8.6 14.1 9.6 - 10.9 8.6

8

평가 문항 8.8 8.4 15.7 - 8.9 10.4 10.3 - 7.0 7.7

평가 측면 - 5.5 - - - 3.1 1.6 - - 1.1

평가 준거 0.6 - 2.1 0.4 0.9 - - - 0.5 0.5

평가 방법 - 0.6 - - - 0.4 0.6 - - 0.2

계 9.4 14.5 17.8 0.4 9.8 13.9 12.5 - 7.5 9.5

9

평가 문항 9.8 7.5 13.1 - 7.7 12.9 11.9 - 7.2 7.8

평가 측면 - 5.3 - - - 2.6 1.7 - - 1.1

평가 준거 0.5 - 1.9 0.6 1.2 - - - 0.7 0.6

평가 방법 - 0.5 - - - 0.4 0.8 - - 0.2

계 10.3 13.3 15.0 0.6 8.9 15.9 14.4 - 7.9 9.6

<표 Ⅲ-6> 과학 평가에 관한 지식 요소의 학년별, 출판사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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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문항은 7종의 교사용 지도서의 대단원, 중단원 마무리에서 추가 문항

으로 제시되었으며, 글(82.5-88.2%), 그림(9.8-10.0%), 그래프(0.0-7.3%) 등의 형

태로 나타났다. 평균 16.0개(7-9학년에서 각각 16.8개, 16.3개, 14.9개)의 문항이 

제시되었으며 이 중 서술형 문항은 평균 1.9개(7-9학년에서 각각 1.9개, 2.0개, 

1.8개)로 적었다. 특히 3종의 교사용 지도서는 추가 문항으로 선택형, 단답형 

중심의 지필평가 문항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정답을 요구하는 전통

적 평가 문항은 구성주의적 평가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교사용 지도서

에 제시된 평가 문항은 교사의 신뢰도와 활용도가 높으므로(권치순과 박병태, 

2010), 서술형, 논술형 평가 등 다양한 구성주의적 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제시

할 필요가 있다.

평가 측면은 차시별 평균 0.6개가 제시되었다. 3종의 교사용 지도서에서만 

평가 측면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

하는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관찰법, 실험 보고서법, 토론법으로 

평가한다.’(출판사 G)와 같이 모두 평가 방법과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 제시

된 평가 측면으로는 개념 이해도, 실험 과정 숙련도, 수업 참여도 등이 있었으

며, 이 중 개념 이해도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는 창의성, 탐구적 사고력 등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그러나 교사는 대부분 지

식적인 내용 위주로 평가 측면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노태희 등, 2015),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지식의 구성 과정과 고등 사고 능력 등에 대한 평가와 

같이 다양한 구성주의적 평가 측면(박선미, 1998)을 보다 강조하여 제시할 필

요가 있다.

평가 준거는 각론에서 평가 방법과 측면을 다루지 않았던 6종의 교사용 지

도서 중 5종이 제시하고 있었으며 교과서 서술형 평가 문항의 채점 기준을 단

원별 평균 2.8개의 표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교사용 지도서는 해당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측면을 다루거나, 특정 문항에 대한 평가 준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교사에게 평가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수준과 예상 응답을 고려한 평가 준거의 제시는 평가의 타당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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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교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김경희와 성태제, 2002; 김은진 등 2003; 

최원호와 윤희숙, 2014). 그러나 일부 서술형 평가 문항에만 평가 준거가 제시

되어 있거나, 평가 준거를 제시하지 않았던 교사용 지도서도 있었던 점은 개

선이 필요하다.

평가 방법은 차시별 평균 0.6개가 제시되었다. 평가 측면을 제시하였던 3종

의 교사용 지도서에서만 모든 학년에서 제시하고 있었으며, 평가 방법의 평균 

비율이 낮은 것은 각론에서는 평가 방법을 ‘토론법’, ‘포트폴리오법’ 등

의 단어로 간단히 제시하고, 평가 방법의 자세한 활용 방안이나 적용 방식은 

교사용 지도서의 총론에서 일괄적으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교

사들은 교사용 지도서에서 수업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론을 주로 

참고하기 때문에 총론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다(한기애와 노석구, 2003). 

이는 교사들이 다양한 평가 방법을 지향하면서도 자신에게 익숙한 일부의 평

가 방법만 활용하는 경향(노태희 등, 2015)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

용 지도서의 총론에서 과학 교과의 대표적인 평가 방법들을 일괄적으로 다루

었더라도 각론에서 해당 단원 내용에 적용한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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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의 분석 결과를 <표 Ⅲ-7>에 정리하였다. 하위  

요소 중 수직 연계는 규모에 따라 ‘차시 단위’와 ‘학년 단위’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출판사별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의 전체 비율은 4.6-14.7%이

었으며, 수직 연계(3.9-5.0%)와 수업 목표(2.4-3.1%)는 모든 교사용 지도서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수평 연계와 교육과정 변화는 3

종의 교사용 지도서에서만 다루고 있었고 비율도 0.1-0.2%로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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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하위 요소

출판사(%)

A B C D E F G H I 평균

7

수직 

연계

차시 

단위
2.1 4.4 2.0 2.2 3.7 4.8 3.3 2.4 2.7 3.0

학년 

단위
0.9 0.9 1.0 0.4 1.3 1.0 0.7 0.8 0.8 0.9

수업 목표 2.2 1.9 2.9 3.2 0.7 4.2 2.7 1.5 2.4 2.4

교육과정 변화 - 1.1 - - - - - 0.4 0.4 0.2

수평 연계 - - 1.4 0.2 - - - 0.3 - 0.2

계 5.2 8.3 7.3 6.0 5.7 10.0 6.7 5.4 6.3 6.7

8

수직 

연계

차시 

단위
2.0 6.1 2.6 3.3 4.2 7.4 4.3 2.3 3.1 3.9

학년 

단위
1.1 1.1 1.4 0.5 1.9 1.4 0.9 0.6 1.1 1.1

수업 목표 1.9 2.9 3.4 3.5 1.0 5.9 3.1 2.6 3.4 3.1

교육과정 변화 - 1.0 - - - - - 0.7 0.5 0.2

수평 연계 - - 1.5 - - - - - - 0.2

계 5.0 11.1 8.9 7.3 7.1 14.7 8.3 6.2 8.1 8.5

9

수직 

연계

차시 

단위
1.8 5.2 2.1 3.1 4.0 7.6 5.0 2.7 2.8 3.8

학년 

단위
1.0 1.1 0.9 0.5 1.3 1.3 1.1 1.4 1.2 1.1

수업 목표 1.8 2.3 2.2 3.5 0.9 5.0 2.7 2.2 3.3 2.6

교육과정 변화 - 1.3 - - - - - 0.5 0.3 0.2

수평 연계 - - 0.7 - - - - - - 0.1

계 4.6 9.9 5.9 7.1 6.2 13.9 8.8 6.8 7.6 7.8

<표 Ⅲ-7>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요소의 학년별, 출판사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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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연계는 모든 학년에서 차시 단위의 연계 비율이 학년 단위의 연계  

비율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의미 단위의 개수는 각각 평균 2.3개, 2.1개

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교사용 지도서가 차시 단위의 연계를 학년 단위 

의 연계보다 더 상세히 제시하였음을 의미한다. 차시 단위의 연계는 대부분  

대단원과 중단원 도입부에서 표(86.9-88.2%)의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해당 단

원에 속하는 세부 차시들의 흐름과 목표 및 시간 계획을 안내하였다. 학년 단

위의 연계는 주로 대단원 도입부에서 대부분 글(44.5-48.1%)과 구조도

(37.5-40.9%)의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학년 전체의 교육과정에 대한 해당 단원

의 위계를 설명하였다. 차시 및 학년 단위의 수직 연계 고려는 학생들이 과학 

교과의 여러 개념들을 연속성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강신포와 김호선, 2006). 이 점에서 모든 교사용 지도서가 차시 및 학

년 단위의 수직 연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특히 다음과 같이 수

직 연계를 고려하여 수업 시 유의할 점을 제시한 교사용 지도서도 있었다. 이

는 수직 연계에 관한 지식을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과 연계하여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Ball & Cohen, 1996; Davis & Krajcik, 2005; 이재원 

등, 2018).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는 분자 외에 원자나 이온 등도 있지만, 7학년 수준에

서는 세분화하여 다루지 않는다. 다만, 8학년에서 학습할 때 서로 다른 종류의 

입자 개념과 혼동되지 않도록 분자의 정의를 ‘어떤 물질의 성질을 지니는 가

장 작은 입자’로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출판사 H)

수업 목표는 차시별 평균 1.3개가 대부분 글(94.8-96.4%)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 때 6종의 교사용 지도서는 대단원과 중단원 및 각 차시별 수업 목

표를 모두 제시하고 있었으나 3종의 교사용 지도서는 수업 목표를 대단원과 

중단원에서만 주로 제시하고 있었다. 수업 목표는 해당 단원과 차시의 기본적

인 목표와 학습 방향을 제시하므로 교사들의 수업 구성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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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권치순과 박병태, 2010; 이신애와 임희준, 2016). 하지만 교사는 수업을 

계획할 때 대단원과 중단원 단위의 수업 목표보다 차시 단위의 구체적인 수업 

목표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Schneider et al., 2005; Schneider & Krajcik, 

2002; 권치순과 박병태, 2010) 대단원, 중단원에서 진술한 수업 목표를 세분하

여 각 차시별 수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재진술한다면 교사가 수업 목표를 고려

하여 수업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과정 변화는 3종의 교사용 지도서에서만 나타났으며 주로 글

(41.5-59.6%)이나 표(40.4-58.5%)의 형태로 출판사별 1-3개가 제시되었다. 교육

과정 변화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상태 변화 현상에 대해 다룬 후 분

자의 운동에 대해 학습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분자의 운동을 먼 

저 학습한 후 상태 변화를 학습한다’(출판사 I)와 같이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

른 학습 내용 및 순서의 변경 또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바뀐 용어: 포름산 

→ 폼산’(출판사 H)과 같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바뀐 용어를 다루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대부분의 교사용 지도서는 

총론에서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일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하

지만 수업 계획 시 총론을 잘 활용하지 않는 교사의 교사용 지도서 활용방식

을 고려할 때(한기애와 노석구, 2003), 변경된 교육과정 중 교사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부분은 각론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평 연계는 3종의 교사용 지도서에서만 글의 형태로 평균 2.4개가 제시되

어 있었다. 이 중 2종의 교사용 지도서는 7학년에서만 수평 연계를 일부 다루

었고 8, 9학년에서는 수평 연계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년에서 수평 

연계를 다룬 교사용 지도서는 1종에 불과하였다. 과학 교과와 다른 교과의 학

습 내용을 상호 고려하는 수평 연계는 학생들이 교과 사이의 연계성을 인식하

고 목표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강신포와 김호선, 

2006).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STEAM)이나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 교과에서는 

전통적인 교과 사이의 경계를 두지 않고 통합적인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교육

과학기술부, 2011; 교육부, 2015a).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정 추세를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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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교사용 지도서에서 다른 과목과의 수평 연계를 거의 다루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난 결과는 모든 수업에서 수평 연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48 -

3.4.5 학생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의 분석 결과를 <표 Ⅲ-8>에 정리하였다. 학생에 관한 지

식의 비율은 2.9-4.0%였으며 출판사 H는 학생에 관한 지식의 비율이 6.8-8.5%

로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동기 및 흥미는 2.2-2.5%, 

학생의 오개념에 관한 지식은 0.6-1.8%로 나타났다.

학

년
하위 요소

출판사(%)

A B C D E F G H I 평균

7
동기 및 흥미 1.1 2.5 1.9 1.4 0.7 2.2 1.1 5.2 4.2 2.2

오개념 0.6 1.8 1.5 0.8 4.0 0.9 0.1 3.3 3.4 1.8

계 1.7 4.3 3.4 2.2 4.7 3.1 1.2 8.5 7.6 4.0

8
동기 및 흥미 1.1 2.6 2.0 2.8 1.4 1.8 0.9 4.7 5.1 2.5

오개념 2.1 0.3 1.2 0.5 0.6 - - 3.1 2.4 1.1

계 3.2 2.9 3.2 3.3 2.0 1.8 0.9 7.8 7.5 3.6

9
동기 및 흥미 0.6 1.9 2.0 0.8 1.0 2.1 2.4 5.8 4.0 2.3

오개념 1.2 0.5 0.8 0.8 - - - 1.0 1.4 0.6

계 1.8 2.4 2.8 1.6 1.0 2.1 2.4 6.8 5.4 2.9

<표 Ⅲ-8> 학생에 관한 지식 요소의 학년별, 출판사별 비율

동기 및 흥미는 모든 교사용 지도서에서 매 차시 도입부에 활용할 수 있는 

실생활 소재나 이야깃거리(1.9-2.2%)를 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때 소집단  

활동과 발표 등 학생 중심의 활동이나 개방된 유형의 질문도 개방적인 수업  

분위기의 조성을 통해 학생의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강명희 등, 

2015; 김순식과 이용섭, 2017; 박수경, 2009; 정영란과 손대희, 2000). 하지만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과 연계하여 학생의 조 편성, 발표, 발문 등에 관

한 교수자용 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동기 및 흥미는 학

업 성취도와 수업 참여도, 집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의 수업 

계획에 있어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Harter & Jackson, 1992; 김경식과 이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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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이범홍 등, 2005; 이양락 등, 2004). 그러므로 흥미 유발 소재뿐 아니라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과 연계된 동기 및 흥미 유발 전략도 안내할 필요

가 있다.

오개념의 경우 모든 출판사에서 평균 1.8%의 비율(평균 11.8개)로 제시하고 

있었으나, 8, 9학년에서는 각각 7종, 6종의 출판사에서만 각각 1.1%, 0.6%의 

비율(각각 평균 3.9개, 2.6개)로 제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사용 지도서는 

학생이 자주 갖는 오개념을 목록 형식으로 나열하여 제시하였으며 오개념을  

고려한 지도 전략을 다룬 교사용 지도서는 극히 일부였다. 오개념은 주로 교

사가 수업에 활용하는 교수 전략의 일부로 다루어지므로 많은 오개념을 제시

하는 것 뿐 아니라 오개념이 나타나는 원인과 이를 고려한 지도 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수업 중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학생에 관한 지식에는 동기 및 흥미

와 오개념 뿐 아니라 발달 수준이나 학생의 요구 등도 포함된다(Kauffman et 

al., 2002; Park & Chen, 2012). 하지만 교과서의 지문이나 실험 등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제시한 교사용 지도서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향후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학생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 동기 및 흥미와 오개념 

위주의 지식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발달 수준과 같이 다양한 학생에 

관한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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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 교사용 지도서 9종 

27권의 각 학년별 화학 영역 단원에 나타난 PCK 요소와 하위 요소를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모든 학년과 출판사에서 과학 내용에 관한 지식(68.3%)의 평균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11.4%), 과학 평가에 관한 

지식(9.2%),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7.7%)은 서로 유사한 비율이었으며, 학

생에 관한 지식(3.4%)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과학 내용에 관한 지식 중 실

험 및 탐구와 학생에 관한 지식 중 오개념은 학년별 출판사의 개수와 비율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다른 대부분의 PCK 요소는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 중 주제-특이적 전략, 평가에 관한 지식 중 수직 연계,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중 수업 목표는 대부분의 교사용 지도서에 체계적

으로 제시되어 있었으나, 다른 PCK 요소들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위치나 

내용, 형태 등에서 보완할 점이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용 지도서 

개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교사용 지도서의 총론에 주로 제시되어 있었던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

식 중 교과-특이적 전략과 과학 평가에 관한 지식 중 평가 방법은 각론에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보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업 모형 등의 교과-특

이적 전략과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과 결합하여 활용

되는 지식이므로 총론에 제시된 일반적인 내용만으로는 교사가 구체적인 수업 

상황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교사가 다양한 평가 방법과 수업 전략을 활

용하게 하는 것은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및 평가를 촉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

으므로 향후 개발될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적절한 단원과 학습 주제를 대상으

로 다양한 평가 방법과 교과-특이적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총론에 

제시된 일반적인 내용과 각론에 제시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연결하여 제시

하면 평가 방법과 교과-특이적 전략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와 적용 능력을 높

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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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변화도 주로 총론에만 제시되어 있었다. 교사용 지도서에서 총론의 활용

도가 낮다는 점(한기애와 노석구, 2003)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은 각론의 해당 위치에서 제시하거나 총론에 해당 내용이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제시된 내용이나 형태가 일부 유형과 전통적 측면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던 

과학 내용에 관한 지식 중 실험 및 탐구와 과학 평가에 관한 지식 중 평가 문

항과 평가 측면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관련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실

험 및 탐구 측면에서는 학교 과학 탐구가 탐구 과정의 일부라도 진정한 탐구

(authentic inquiry)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업 방안과 팁을 제

공하여 교사의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실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교사들은 평가 측면으로 개념 이해도와 수업 참여도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선다형과 단답형 문항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교사용 지도서의 과학 

평가에 관한 지식 측면에서 이를 중복하여 제시하는 것은 구성주의적 평가 관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많은 교사들이 구성주의적 평가에 공감하면서도 

구상과 실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여(노태희 등, 2015), 향후 

개발될 교사용 지도서는 학생의 다양한 인지적, 정의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

는 다양한 평가 문항을 제시하는 등, 구성주의적 평가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제시된 비율이 매우 낮거나 관련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교사용 지

도서도 있었던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 중 수평 연계와 학생에 관한 지식

은 관련 내용의 추가와 제시 방법의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에 

관한 지식의 경우 단순히 관련 지식을 목록으로 나열한 경우가 많았는데, 교

사의 PCK 수준은 각 PCK 요소의 활용보다 PCK 요소 사이의 연계 능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Friedrichsen et al., 2009; Park & Chen, 2012) 교사용 지도서

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정보 제공을 지양하고 학생에 관한 지식을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 등 다른 PCK 요소와 연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활동 순서와 방식이나 지도 시 유의점을 제시할 때 그 필요성이나 근거 

또는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학생에 관한 지식을 연계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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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용 지도서에서 개념 및 이론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일부 속진 요소가 포함되어 교사가 수업에 활용하기 힘든 자료나 활

용 가능성이 낮은 추가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교과 내용 자체가 그 내 

용에 대한 교수 방법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Finley, 1991), 바람직한 교사용 

지도서는 PCK 요소들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념 및 이

론에서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낮은 자료들을 제외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앞서 

논의한 다른 PCK 요소들을 포함한다면 교사의 PCK 및 수업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교사용 지도서는 핵심적인 교사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교과

서 등 다른 교수학습 도서에 비해 주목 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이에 이 연

구에서는 교사용 지도서가 교사의 PCK를 계발하고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교사용 지도서를 개선할 방

안을 제언하였다. 후속 연구로는 교사용 지도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학 내용에 관한 지식의 하위 요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험 및 탐구를 전면에 내세운 과학탐

구실험 과목을 신설하는 등 탐구 활동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교사의 탐구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사용 지도서의 탐구 지도 방안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에 실린 내용에 대한 근거나 이유, 필요성은 교사가 교사용 지

도서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닌 적극적인 활용자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Kaufmann et al., 2002).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제시 현황을 빈도와 유형 측면

에서 분석한다면 교사용 지도서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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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CK components in 

the chemistry units of middle school science teacher’s guidebooks developed 

under the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e analysis of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sub-components of topic-specific strategies, vertical 

articulation, and lesson objectives were systematically handled in most 

teacher’s guidebooks. However, subject-specific strategies, assessment 

methods, and curricular changes were mainly dealt with only in the general 

guidelines. Experiments and inquiries, assessment questions, and assessment 

dimensions were lack of constructivist approaches in the aspect of presented 

contents or forms. Horizontal articulation and knowledge of students were 

either lacked in relevant content or presented in the form of simple 

presentation. Concepts and theories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teachers’ guidebooks, but some of them were beyond appropriate levels. On 

the bases of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teacher’s guidebook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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