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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우리나라와같이교육과정에 한의사결정이국가수 에집 되어있을경우교육과정이해의 은필연 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 이해는 교육과정 이론가뿐만 아니라 실질 인 교육기 의 교사에게도 요하고 볼 수

있다. 한그동안교육개 에 한교사들의인식을알아보기 한연구는활발히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항요인에 한

연구는 주로 개인들의 속성에 한 연구들로서, 습 , 성숙도, 인성, 연령 등과의 련성을살펴본 결과들이 있었으나 연구

결과들간에일 성을찾아보기가어려웠다. 따라서본연구는교육과정실행의핵심요인으로교사를선정하고교사의지식

과태도, 기술과교육과정실행간의 계에서교사들이가지는교육 항성에 한인식과부정 인견해를알아보는것으

로써 다른의미를찾고자한다. 본 연구의 상은 서울지역의 강남구, 송 구, 구에 치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을

상으로했다. 설문조사는 2018년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3주에걸쳐 15개학교 상으로무선표집을실시하 다. 자료

분석은 SPSS 20.0와 AMOS 20.0을이용하여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과 sobel-test를통해가설

을검증하 다. 분석결과교육과정실행에 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기술체계, 지식체계, 교사의태도순으로정(+)의유의

한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교사 항감의고(高), (低)에따라각요인간의유의한차이가있는것을확인하

다.

Abstract As is the case with South Korea, if the authority for decision making on curricula is concentrated on the 

state level, the perspective of the understanding on the curricula could be said to be essential. And, such an 

understanding on the curricula can be important not only to the theorist of curricula but also the teacher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Also,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the teachers on 

education reform. However, the studies on the resistance factor was mainly focused on the relationships with traits 

of individuals, covering factors such as their habits, maturity, character, and age, etc. But, it was difficult to find 

consistency i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selected the teachers as the key 

factor of the execution of the curricula and examined the awareness of the teachers on education resistance and the 

negative views thereup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nowledge, attitude, skills, and education execution, with 

a view to find another meaning.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elected among the teachers in middle or high schools 

located in Gangnam, Songpa, and Joonggu districts of Seoul. The survey was conducted online with 15 institutions 

over three weeks from April 13 to 30, 2018. The data gathered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and AMOS 20.0, 

in order to validate the hypotheses through frequency analysis, confidence analysis,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sobel-test. The result of the analyses showed that the factors that affected execution of curricula were 

the skill system, knowledge system, and attitude of the teachers, in that order, with a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identified between the factors depending on high or low resistance among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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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우리나라의 국가 발 을 해서는 기존 교육의 틀을

바꾸어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국가수 에서

교육과정에 의해 의사결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에 해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교육과정 이해는 교육과정 이론가뿐만 아니라 실질 인

교육기 의 교사에게도 요하고 볼 수 있다. 학생에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교사

가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교실상황에 합하도록 교육과정을실행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교사의 교육과정 이해는 계획된 교육과정을 실

행하기 한선행조건이라고할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

정을 추진하기 한 핵심은 교사이고, 교육과정의 성공

은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 필요를 심으로 하는 교

육과정 방향을 제시하고, 능동 인 실천을 하는 것에 달

려있다. 특히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학교 교사들

의 교육개 에 한 인식이 매우 요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교육과정과직 련되는교사 집단에서교육과

정에 한 부정 인식확산으로 인해 교육실행에 한

항이 야기될 때는 교육과정 추진에 지 한 향을 끼

치게 될 것이다. 

이 듯 한 교육과정 이해는 교육과정 실행에 한

교사의 능동성, 즉 교육개 에 해 낮은 항성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항성은 교사의 교육개 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낮게 형성될 때 문서화된 교육과정이

교사에 의해 변형과 재해석의 과정을 거쳐 창의 인 결

과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강조된다. 

반면 이러한 교육개 에 한 인식이 등장하기 이

까지의 교육과정 실행 연구에서는 교사가 미리 선정된

교육 목표와 활동 지침들을 수업에 그 로 용하는 수

동 교육 형태로 지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

사의 충실한 실행과 철 한 지원에 따른 실행 효과정이

입증되고, 국가와 지역 교육청의 충실도 개념에 기반을

두는교육과정이 개발됨에따라 지속 으로지지되고 있

다[1-2].

최근의 교육과정 실행과 련된 연구는 충실도와

항성 개념을 근간으로 한 수월성 교육과 교사의 문성

련연구로축약할수있다. 따라서 항성 에서 수

행된 교육 과정실행 연구는 교육의 신과교사의 문

성 신장, 교사의 문성 핵심인 교사지식과 태도, 그리고

교수법 향상을 한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주된 심이

었다. 

지 가지 교사들의 교육개 인식에 한 연구는 활

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사들의 항성에 한 연

구는 부분 개인들의 속성(연령, 인성, 습 등)과 련

된 연구들이 있었으나 그 연구들 간에 일 성을 찾아보

기는 어려웠다. 즉, 그동안 교육과정 실행에 향을 미치

는 변인들에 한 연구가 꾸 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3-5],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데에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교사와 교육과정 실행 간의 계성을 밝힌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특히 교육과정 실행에서의 교사와 련한 연

구는 소수 연구자들[6-7]에 의해 수행되기는 하 으나

주로 교사의 역할의 변화와 신에만 을 맞추어 논

의를 하 다는 한계 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과정 실행의 핵심요인으로 교

사를 선정하고 교사의 지식과 태도, 기술과 교육과정 실

행 간의 계에서 교사들이 가지는 교육 항성에 한

인식과 부정 인 견해를 알아보는 것으로써 다른 의

미를 찾고자 한다. 지 과 같은 시 에서 실제로 교사들

이 교육실행에주체 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부딪치는

항성을바탕으로극복가능한교육실행개 추진 해요

인에 한 응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속 인 교육실

행을 진시키기 한 요한 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2. 론적 배경

2.1 과정과 실행

교육과정은 ‘교과목이나 교과목에 담긴 내용’, ‘계획

된 활동’, ‘학교의 지도 아래 학생이 겪는 실제 경험’, 

‘수행할일련의과업’, ‘의도한 학습 결과’, ‘문화 재생

산의 도구’, ‘사회 개선을 한 로그램’, ‘개인의 인생

행로에 한 해석’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 된다[8].

교육과정 실행은 충실도와 항성의 개념으로 나

수 있다[9]. 충실도는 교사들이 문가에 의해개발된 교

육과정의 신을 실행하는 단선형 과정, 그리고 목표

가 달성되었는지를 결정함으로써 평가되는 계획된 교육

과정으로 볼 수 있다[10]. 항성은 교사의 교육과정에

한 재해석과 변형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이란 교육

과정의개발자와교실상황에서실제로교육과정을 사용



사들  과정 저항 에  실행형태 향 에 한 연

723

하는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과정이며, 이것은 교육과

정 계획자와 실행자 사이의 충과 유연성을 의미한다

[11].

교육과정 실행의 연구는 1970년 미국의 교육과정

에서 주로 응성 개념에 기 하여 이루어지다가 1990

년 에 들어 충실도와 항성을 근간으로 한 교사의

문성 향상에 한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12]. 즉, 미국

의 교육과정은 교사들의 교수법을활용하여수업을진행

하기보다는학생들의성취도향상을 한교육과정실행

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13].

국내에서 교육과정은 교사에 의해 변형과 재해석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한 과정이 기계 재생산이라기보다

는 창의 인 재해석의 계로 맺어져야 한다는 을 강

조하고 있다[14].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매우 융통성 있

게 합리 으로 재조정하고 응시키는 것이교사의역할

임을 강조하 다[15]. 

교육과정실행과 련된 선행연구들의 공통 은 교육

과정의 계획과 교육과정의 실행 간 일치도와 교사의 교

육과정에 한 변화 혹은재해석의 문제를 꼽을 수있다. 

Marsh와 Willis(1995)는 교육과정의 계혹과 실행의 일

치도는 교육과정에서의 충실도를 의미하고, 교육과정의

변화·재해석은교사가 계획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과정

에서 필요로 하는 정 항성을 의미한다[16]. 즉, 교

육과정의 실행은 교사가 계획된 교육과정을 학생행동에

반 하여 재해석한 후, 이를 학생행동의 변화를 해 실

제로 가르치는 과정을 의미한다. 

2.2 과정 실행 련 사 변

교육과정 실행과 련한 교사 변인으로 교사지식, 교

사기술, 교사태도로 구분하 다. 교사지식은 교과에

해서 교사가 원래 획득하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상황

에 따라 하게 변형되고활용하여 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사고ㅘ정을 의미한다[17]. 교사기술은

학습자에게가치가있는 학습에 해 배우도록 독려하는

교사의 자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교사가 실행하는

교육과정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략을 의미한다[18]. 교

사태도는 최근 교사의 신념과 효능감 같은 요인들이 학

생들의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실행에도 직·

간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19]. 

따라서 교사태도는 교사의 행동을 한 신념, 교사 효능

감, 교직 사명감등과같은정의 특성으로 교육과정 실

행을 해 행동할 수 있는 교사의 의지를 의미한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실행과 련된 변인

으로 교사지식, 교사태도, 교사기술의 요인이 교육실행

과 항감에 련된 연구들과의일 성을 찾아보기 어려

웠다. 즉, 그 동안의 교육과정 실행에 해서는 교사의

기술 인 부분이 아닌 교사 개인의 심리 인 부분과 연

결지어 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교사와 련한 연구는

소수 연구자들에의해수행되기는 하 으나 주로 변화와

신의 에서교사의역할규정에만한정하여 논의를

하는 한계 이 있었다고 단된다.

2.3 개혁  연  

교육 신은 교육개선을 한 새로운 변화, 그리고 그

변화로인하여교육체계의 범 한 변화를 가져오는것

이라고 하 다[21]. 한 교육개 은 교육체제에서 산출

되는 인 자원 부수 인 산물들이 요한 변화를 가

져오는 정책을추진, 변경, 단함으로써 사회의 이념·정

치 구조에 향을 미치는 변화를 의미한다[22]. 

따라서 교육 신은의도 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범 한 변화와 지속 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교육의

개선을 하여 보다 질 으로 근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결국 교육개 은 교육의 궁극 인 변화라고 볼 수

있고, 기본 으로 교육을 통해 우리사회의 모든 사람들

이 새로운 삶을 창출하기 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한 교육개 의목표와 략을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은

복합 인 사회 속에서 다른부분의 발 을 진할 수 있

는 거름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개 에 향을 미침으로써 개 하거나

해하는 요인들이 많다. 개 이라는 것은 재 상태를 인

으로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개 과정에서 크고

작은 항이있을 수 있다[23]. 여기서 항이라 함은 개

을 올바르게실행시키도록 하는 정 태도와 행동을

말한다[24]. 항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의

양태 심각성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필

요한 변화· 신을정당하게 입안하고 시행하려는변화

진자가 변화· 신에 한 항을 극복하지 못하면 개

추진은 해되고 심한 경우는 변화· 신이 좌 되거나

왜곡되며 시행되더라도 그 효율성이 하될 것이다[25].

성공 인 개 을 해서는 항은 극복되어야 할

정 상이다. 이러한 항의 원인은 개인일수도 있고, 

사회구조조직의특성 때문일수도있다. 변화로인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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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사회구조에 향을 미치는 경우, 기득권을 가진 개

인이나 집단은 변화에 항하게 된다. 한 변화를 실천

에 옮길 때에 필요한 지식이나 실제로 기술을 발 시킬

수 있는 자원이나 시간도 제공되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

은 변화에 항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 하 다[26].

3. 조사 계 및 연 방법

3.1 연 모형 및 연 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그동안 교육과정 실행에 한 연구는 이론을 바탕으

로 상학 근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인 김두정( 

2009)과 조재식(2002)의 연구나 유치원 교사를 주체로

하는 문성에 해 연구한 염지숙(2011)과 이성희

(2012)의 연구와 같은 형태가 주를 이어왔다[27-30]. 본

연구는 최진 (2012)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교육과정의

실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식체계, 기술체계, 교사

의 태도로 분류하여 교육과정 실행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 알아보고자 한다[31].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변수

에 해 교사의 항감에 따른 차이에 해서도 살펴보

고자 한다.

H1. 지식체계, 기술체계, 교사의 태도, 교육과정 실행

은 계가 있을 것이다.

H2. 지식체계, 기술체계, 교사의 태도는 교육과정 실

행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3. 지식체계, 기술체계, 교사의 태도, 교육과정 실행

의 계에서 교사 항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다.

3.2 료수집 및 방법 

본 연구의 상은 서울지역의 강남구, 송 구, 구에

치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을 상으로 했다. 설문

조사는 2018년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3주에 걸쳐

15개 학교를 상으로 무선 표집을 실시하 다. 본 연구

의 상자 수는 G*Power 3.0 로그램을 이용하여[32], 

변수 간의 인과 계 분석에 필요한 간 효과 크기

(effect size)=.15, 유의수 (ɑ)=.05, 검정력(1-β)=.95로

하 을 때 최소 138명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

락률을 고려하여 총 300명을 연구 상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 다. 자료수집은 280부의 설문지가 회수

되었고, 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단된 설문지 6부가

제외되어 최종 으로 사용한 설문지는 총 274부이다. 

체 상자 274명에 해 남성은 58.4%(160명), 여

성은 41.6%(114명)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해서는 20

가 9.9%(27명), 30 18.2%(50명), 40 18.2%(50명), 

50 42.3%(116명), 60 11.1%(31명)로 나타났다. 학

교유형으로는 국, 공립이 13.5%(37명), 사립 86.5%(237

명)로 나타났으며, 학교 에 해서는 학교 30.7%(84

명), 고등학교 69.3%(190명)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에

해서는 2년 미만이 10.9%(30명), 2년 이상-4년 미만

22.3%(61명), 5년 이상-10년 미만 44.2%(121명), 11년

이상-15년 미만 11.7%(32명), 15년 이상 10.9%(30명)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을 해 SPSS Statistics 22.0과 AMOS 22.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다. 가설검증을 한 분석방법

으로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 계 분석 등을 실시하여 측정항목의 개념타당성, 

수렴타당성 별타당성을 확인하 다. 그리고 각 변

수의 향 계를살펴보기 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사

용하 고, 항감 인식의 고· 에 따른 각 변수 간의 차

이를 알아보기 하여 t-test를 실시하 다.

3.3 측정도

1) 사  과정에 한 식

가. 지식체계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지식체계를 측정하기 해 교

사지식 검사는 련연구[33-36]을 토 로 하여 수정

보완한 측정문항을 사용하 다. 하 역은 교과내용

지식 4문항, 학생에 한 지식 5문항, 교수법에 한 지

식 5문항, 교육 환경에 한 지식 4문항 등 4가지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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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체계의 측

정방법은 각하 의 문항을 모두 Likert 5 척도로

그 지 않다(1 ), 그 지 않다(2 ), 보통이다(3 ), 그

다(4 ), 매우 그 다(5 )로 구성하 다. 이는 수가

높을수록 지식체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나. 기술체계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기술체계를 측정하기 하여

련문헌[37-40]을 토 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 목 에

맞게 수정, 보완해 척도로 만든 것을 사용하 다. 하

역은 수업목표도달 6문항, 수업설명 4문항, 수업질문

5문항, 수업태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하

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체계의 측

정방법은 각하 의 문항을 모두 Likert 5 척도로 수

가 높을수록 교사의 기술체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 교사태도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태도를 측정하기 하여 련

문헌[41-42]를 토 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 목 에 맞게

수정, 보완해척도로 만든 것을 사용하 다. 하 역은

신념 6문항, 교사 효능감 5문항, 교사 사명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3개의 하 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교사태도의 측정방법은 각 하 의 문항을 모

두 Likert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교사의태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2) 과정 실행

본 연구에서는 교사과정 실행을 측정하기 하여

련문헌[43-47]을 토 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 목 에 맞

게 수정, 보완해 척도로만든 것을사용하 다. 교육과정

실행에 한 문항으로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사회문화 요인 7문항, 교육과정의 문성 6문항, 

장학 연구요인 5문항, 행정 요인 5문항, 교육과정

운 수용태도 5문항으로 구성하 다. 교사과정 실행

의 측정방법은 각하 의문항을모두 Likert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교육과정실행이높음을의미한

다. 

3) 사저항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항감을 측정하기 하여

련문헌[48-50]을 토 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 목 에 맞

게 수정, 보완해 척도로 만든 것을 사용하 다. 교육

항감에 한 문항으로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 항감의측정방법은 각하 의문항을모두 Likert 

5 척도로 수가높을수록 교사의 항감이 높음을의

미한다. 

4. 연 결과

4.1 신뢰  및 타당  

본 연구에서는 SPSS 23.0의 탐색 요인분석(EFA)

과 AMOS 23.0을 사용하여 구성 개념들에 한 확인

요인분석(CFA)을 실시하 으며,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여 Cronbach’s α 내 일 성을 단하 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교육과정에 한 인식 , 지식

체계는 고유값 1.0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이 ‘교과내용’, 

‘학생’, ‘교수법’, ‘교육환경’으로 명명하 다. 표본 합

도를 단하는 KMO는 0.855로 나타났고, 총 분산 설명

력은 72.734%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교과

내용의 Cronbach’s α=0.859, 학생의 Cronbach’s α

=0.832, 교수법의 Cronbach’s α=0.914, 교육환경의

Cronbach’s α=0.722로 모두 0.6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

술체계는 고유값 1.0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이 ‘수업목

표도달’, ‘수업설명’, ‘수업질문’, ‘수업태도’로 명명하

다. 표본 합도를 단하는 KMO는 0.873으로 나타났

고, 총 분산설명력은 72.036%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수업목표도달의 Cronbach’s α=0.869, 수업설

명의 Cronbach’s α=0.823, 수업질문의 Cronbach’s α

=0.718, 수업태도의 Cronbach’s α=0.752로 모두 0.6보

다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태도는 고유값 1.0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이 ‘신념’, ‘교사효능감’, ‘교사사명감’으로

명명하 다. 표본 합도를 단하는 KMO는 0.811로

나타났고, 총 분산 설명력은 72.916%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신념의 Cronbach’s α=0.831, 교사효능

감의 Cronbach’s α=0.812, 교사사명감의 Cronbach’s α

=0.856로 모두 0.6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종속변수인교육과정 실행은고유값 1.0 이

상으로 추출된 요인인 ‘장학 연구요인’, ‘행정 요

인’, ‘교육과정의 문성’, ‘교육과정 운 수용태도’, 

‘사회문화 요인’으로 명명하 다. 표본 합도를 단

하는 KMO는 0.743으로 나타났고, 총 분산 설명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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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44%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장학 연

구의 Cronbach’s α=0.864, 행정 요인의 Cronbach’s α

=0.792, 교육과정의 문성의 Cronbach’s α=0.864, 교육

과정 운 수용태도의 Cronbach’s α=0.777, 사회문화

요인의 Cronbach’s α=0.915로 모두 0.6보다 높게 나

타났다.

본연구의 조 변수인 교사 항감은고유값 1.0 이상

으로 추출된 요인이 ‘교사 항감’ 단일차원으로 도출되

었다. 표본 합도를 단하는 KMO는 0.807로 나타났

고, 총 분산 설명력은 52.485%로 나타났으며, 신뢰도는

0.816으로 기 치인 0.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교육과정의 인식인 지식

체계, 기술체계, 교사의 태도와 교육과정 실행, 교사 항

감의 각 하 요인에 한 측정모형 합도 지수는 GFI, 

CFI, NFI, IFI, RFI, TLI 등은 0.8-0.9이상, RMR은 0.05 

이하, RMSEA는 0.08 이하로 나타나 각 연구 모델의

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Mulaik et al., 

1989; Steiger & Lind, 1980).

4.2 변수 간  상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의 련성을 분석하기

하여 변수 간공분산 계산에 의해 가장폭넓게 사용되

는 피어슨 상 계수를 사용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으

며,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변

수 간의 상 계수는 0.237∼0.688의 범 로 나타나 각

변수 간에 모두 유의한 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645** 1 　 　 　 　 　 　 　 　 　 　

3 .566** .619** 1 　 　 　 　 　 　 　 　 　

4 .366** .325** .545** 1 　 　 　 　 　 　 　 　

5 .552** .535** .605** .464** 1 　 　 　 　 　 　 　

6 .533** .444** .545** .505** .593** 1 　 　 　 　 　 　

7 .493** .496** .716** .472** .688** .641** 1 　 　 　 　 　

8 .417** .539** .642** .530** .594** .608** .665** 1 　 　 　 　

9 .496** .661** .638** .373** .579** .432** .587** .532** 1 　 　 　

10 .511** .570** .512** .237* .600** .414** .493** .583** .659** 1 　 　

11 .440** .363** .515** .615** .552** .604** .551** .615** .401** .415** 1 　

12 .476** .312** .489** .687** .501** .662** .596** .456** .387** .493** .619** 1

1=Knowledge-Subject Contents, 2=Knowledge-Student 

3=Knowledge-Didactics 4=Knowledge-Educational environment, 

5=Teaching skills-Reaching the class goal, 6=Teaching skills-Class 

description, 7=Teaching skills-Class questions 8=Teaching skills-Class 

attitude 9=Teacher attitude-Belief, 10=Teacher attitude-Teacher 

efficacy, 11=Teacher attitude-Sense of duty, 12=Cruuiculum 

Implementation, **p<.01

Table 1. Pearson Correlation

4.3 연 모형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한 인식과

항에 따른 실행형태 향 요인을 알아보기 한 연구로

먼 체 집단에 해 실행형태에 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항감에 이에 따른 집단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이용된 연구단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

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의 합도는 Tab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94.772(p=.000, df=70), GFI=.840, 

CFI=.952, NFI=.844, IFI=.954, TLI=.938, RMR=.031, 

RMSEA=.071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에 한 합도는

양호한 기 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가

설에 한 검정은 표 화계수의 유의성 확인을 통해 수

행되며, 연구가설에 한분석결과는다음 Table 3과같다.

 (p) df GFI CFI NFI IFI TLI RMR
RMSE

A

94.772

(p=.000)
70 .840 .952 .844 .954 .938 .031 .071

Table 2. Research Model fit 

Hypothesis Β
S.T

β
t p

Knowledge System →
Cruuiculum 

Implementati

on

.207 .064 6.012*** .000

Teaching skills 

System
→ .211 .061 6.632*** .000

Teacher attitude → .191 .073 4.508*** .000
***p<.01

Table 3.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교육과정 실행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지식체계, 기술체계, 교사의 태도로 나타났

으며,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식체계는 교육과정 실행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에 한 가설검증 결과는다음과같다. 지식

체계(β=.207, t=6.012, p<.01)는 교육과정 실행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체계는 교육과

정 실행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에 한

가설검증결과는다음과같다. 지식체계(β=.211, t=6.632,

p<.01)는 교육과정실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태도는교육과정 실행에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에 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식체계(β=.191, t=4.508, p<.01)는 교육과정 실

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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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 저항감  고·저 집단에  차  

검증

본 연구에서는 항감의 평균값인 3.97을 기 으로

항감이 높은 집단(N=143)과 항감이 낮은 집단

(N=131)에서 나타나는 교육실행 요인에 한 차이를 알

아보기 해 각 변수에 한 t-검증을 실시하 으며, 분

석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항감고· 에따른 각요인에 한 t-검증결과지식

체계의 교과내용, 교수법, 교육환경과 기술체계의 수업

목표도달, 수업질문, 수업태도, 교사의 태도의 신념, 교

육과정 실행의 행정, 사회문화 요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차이가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低) 집단보다

고(高) 집단이 평균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Factor                  N M SD t-value p

Knowled

ge

Subject 

Contents

Low 131 3.98 0.636
-2.402** .019

High 143 4.32 0.560

Student
Low 131 3.84 0.511

-1.170 .246
High 143 4.01 0.696

Didactics
Low 131 4.03 0.670

-2.933*** .005
High 143 4.43 0.494

Educational 

environment

Low 131 4.24 0.572
-2.416** .018

High 143 4.53 0.453

Teachin

g skills

Reaching the 

class goal

Low 131 4.11 0.651
-2.519** .014

High 143 4.46 0.509

Class 

description

Low 131 4.33 0.655
-0.607 .546

High 143 4.41 0.482

Class questions
Low 131 4.20 0.561

-1.836* .071
High 143 4.45 0.555

Class attitude
Low 131 4.12 0.641

-1.875* .065
High 143 4.38 0.551

Teacher 

attitude

Belief
Low 131 3.82 0.671

-2.885*** .005
High 143 4.29 0.708

Teacher 

efficacy

Low 131 3.94 0.680
-1.610 .112

High 143 4.22 0.784

Sense of duty
Low 131 4.38 0.635

-1.444 .153
High 143 4.57 0.454

Cruuicul

um 

Impleme

ntation

Scholarship 

and Research

Low 131 3.17 0.688
0.699 .487

High 143 3.02 1.012

Administration
Low 131 3.83 0.620

-2.620** .011
High 143 4.25 0.722

Professionalis

m

Low 131 3.53 0.525
-1.079 .284

High 143 3.72 0.883
Operating and 

accepting 

attitudes

Low 131 3.27 0.465
-0.940 .350

High 143 3.43 0.900

Socio-cultural
Low 131 2.83 0.581

-1.786* .078
High 143 3.21 1.061

***p<.01

Table 4.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 group of 

teacher resistance 

5. 결론

본 연구는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한 인식과 항에

따른 실행형태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는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실행형태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해

항감의 고(高)· (低)집단을 이용하여 집단 간 연구모형

을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치한 ·고등학교 교사 274

명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용된 측정 항목에 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음을 검증하 다. 한, 상 분석

결과 모든 요인 간 상 이 있음을 확인하 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 지식체계와 교육과정

실행 간의 정 인 향 계는 교사는 교육과정에 있

어서 처방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

을 가르치는 동안 발휘되는 교사의 교수 추론을 합리

으로 실행하는 것[51]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다. 두

번째로교사의기술체계와 교육과정 실행 간의 정 인

향 계는 교사가 문 으로 교수법에 한 기술을

가지고있는 것은 교육과정에있어서지속 이고 일 된

형태로 구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교사가 일 된

행동을가지고교육행동에 임한다는 것은 사고과정을통

한 지 인 행동의 수반을 의미하고, 이러한 일 된 교육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지 작용이 필

요하다는것을알 수있다. 세번째로교사의기술체계와

교육과정 실행 간의 정 인 향 계는 Ashton과

Webb(1986)의 연구에서와 같이, 교사의 신념과 효능감

은 교실 수업과 교육과정의 실행에 있어서 교사의 행동

이 근원이 되어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한 것과 일맥

상통한다[52]. 따라서 향후 교육과정 실행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는 원인을밝히는 데에 있어서 교사의 태

도와 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

라서 교사의 지식체계, 기술체계, 교사의 태도가 서로간

의 련성을 가지고 통합 인 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통합 교사교육 로그램이 개

발된다면, 교사의 로그램 참여를 통해 교육과정 실행

을 이한 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 항감의고· 집단에 따라 교육

과정 인식 변인과 교육과정 실행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항감고· 에 따른각 요인에 한 차이검증

결과 지식체계의 교과내용, 교수법, 교육환경과 기술체

계의 수업목표도달, 수업질문, 수업태도, 교사의 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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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 교육과정 실행의 행정, 사회문화 요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低) 

집단보다 고(高) 집단이 평균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과정에서 교사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우호 인 학교 풍토가 교육과정의실행에 인 향

을 미친다는 것[53]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교사의 항

감이 높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교사의 신감은 교사들의 지식체계, 기술체계, 교사의

태도, 교육과정 실행 수 의 변화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

울지역에 치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교사를 연구

상으로 삼았는데, 연구 상의 집단의 수를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등학교 교사를 포함한 상으로조사지역을 확

하여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둘째, 교

육과정 인식에 한 변인은 본 연구자가 설정한 지식체

계, 기술체계, 교사의 태도 외에도 교사의 성별, 학력, 성

장배경, 교직경력 등 다양하다. 이처럼 교육과정에 포함

되어 있는 교사의 모든 변인들을 통제하여 연구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교육과정 실행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교사의 특성을 심으로 삼았지

만, 실질 으로 교육과정 실행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

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 심으로 교육과

정실행에 향을미치는원인 변수로보았지만, 교사 변

인 자체가학교 환경, 제도, 학생, 지역사회, 학교장의특

성 등에 향을 받는 것을 무시한 채 본 연구를 개하

다는 데에 한계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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