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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학교 현장에서 행해
지는 실제적인 교육 활동의 대부분은 교사에 의해 이
루어진다(Clark & Peterson, 1986; Yager, 1992). 
따라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교사이다. 즉, 교육의 질
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Yun, 1998).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
련한다 해도 교사의 자질이 낮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
기 어려울 것이다(Shin, 2014). 교사 자질은 교사라는 
직업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특성으로 인격과 함께 

교사의 지식과 기술까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자질은 가치관과 태도, 인성 및 품성, 교과 지식 및 
기술, 일반적 능력, 심체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의되
고 있다(Hwang, 1995). 특히, 과학교육에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는 교과 내용 지식, 수업 전략과 
운영에 대한 지식, 학생에 대한 이해, 교수 방법에 대
한 이해 등이 강조되어 왔다(Bell & McDiarmid, 
1990; Carlsen, 1987).

교사의 자질에 대한 연구로는 교사의 자질을 구성
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교사의 자질과 예비 교사 교
육에 대한 연구, 교사 자질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과학 교육에서는 교사의 자질을 구
성하는 요인(Maker, 1982; Sisk, 1984), 자질에 대한 
인식(Kim, 2016)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학 교사 자
질에 대한 연구가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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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 학생들이 어떠한 교사의 자
질을 요구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과학 교사의 
자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이미지란 어떤 사물이나 사물로부터 받은 느
낌으로 감각에 의하여 획득된 현상이 마음 속에서 재
생된 영상이라 할 수 있다. 이미지는 태도 형성 전에 
선행되는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정서적이고 직관적
인 느낌의 총체로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미리 가지고 있는 선험적, 심리적 경향성이다(Son, 
2004). 따라서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개념, 인상의 총합인 이미지는 개인에 따라 다
르게 형성되며, 주관적인 특성을 지닌다(Park, 2009). 
교사 이미지란 교사가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
도 및 느낌의 집합체로 설명되는 자아개념에서 출발
하며 실제 교육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
한 의사결정과 내면적 사고 과정을 통한 구체적인 교
수행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Ryu, 1998). 나아가 
과학 교사 이미지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사상의 가치, 신념, 태도, 느낌 등의 총체적인 이미
지를 통해 과학 교과의 특성에 적합한 자질과 인성, 
자기 효능감 및 전문성 등을 포함하는(Kim, 2011) 아
주 넓은 개념이다. 

과학 교사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양적 연구(Lee, 
2006; Oh, 2001; Song & Kim, 2014)와 이미지 형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Lee & Park, 
2014)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는 인터뷰, 제시, 
의미분별법, DASTT-C(Draw-A-Science-Teacher- 
Test Checklist)를 통한 연구로 현직 교사 및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학생들이 어
떤 교사를 선호하고 기피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행동에 대한 내적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방법
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이 사용되고 있다. 언어 네트
워크 분석은 추상적인 의미 구조를 구체화하는 데 용
이하다. 또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인 네트워
크로 묘사하여 중심적 단어와 주변 단어들 사이의 관

계가 어떠하며, 어느 정도의 강도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Lee, 
Lee, & Lee, 2010). 따라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전
체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및 숨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이미지 안에 
숨겨진 주요 의미를 파악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
다(Lee, 2014)

따라서 이 연구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이용
하여 초, 중,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과학 교사의 자질
을 선호와 기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
여 학생들이 원하는 과학 교사의 자질과 학생들이 선
호하지 않는 과학 교사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과학 교사의 수업 방법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와 관련된 개념을 함께 분석하여 학생들이 원하
는 수업 방법과 과학 교사의 정서적인 측면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현 시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학 교사의 자질 함양을 위한 기초자료 뿐 
아니라 과학 교사 자질 함양을 위한 예비 교사 교육
의 전략을 제공할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초, 중, 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선호, 기
피하는 과학 자질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초등학
생은 D시와 P시 소재 학교를, 중학생은 D시와 K시 
소재 학교를, 고등학생은 D시와 K시 소재 학교를 선
정하였다. 학생의 조퇴, 결석, 체험학습, 무응답 등을 
제외한 332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고, 분석한 학생들
의 구체적인 구성은 Table 1과 같다. 초등학교 6학년 
115명, 중학교 2학년 106명, 고등학교 1학년 111명으로 
성별로는 남학생 166명, 여학생 166명을 분석하였다. 

대상
성별

소계
남자 여자

초등학교 6학년 63 52 115
중학교 2학년 50 56 106

고등학교 1학년 53 58 111
합계 166 166 332

Table 1. Sample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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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도구

과학 교사의 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Song & Kim, 
2010)에서 도출된 분석 영역 중 과학 교사의 자질 영
역에 한정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개방형
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선호하는 교사의 자질과 기피
하는 교사의 자질을 생각나는 대로 기술하도록 하였
다. Table 2는 설문지의 예시이다. 

교사의 자질을 교직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교수 활동은 물론 생
활지도, 학급경영 등을 포함한 활동을 서술하도록 하
였다. 개발된 검사 도구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사 3
명을 포함한 과학교육전문가 5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내용 타당도는 0.88이다.

3. 자료 수집 및 전처리

초, 중, 고등학생들의 과학 교사 자질에 대한 이미
지에 대한 인식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그들이 선호하
거나 기피하는 설문 문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학
생들은 설문 문항들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도록 구성되었다. 검사지에 대한 실제 응답 시
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고, 지도하는 과학 교사 
또는 담임 교사의 지도하에 실시되었다. 이때 학생들
이 검사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교사가 알
아듣기 쉬운 형태로 설명해주고, 질문이 있는 경우 응
답하였다. 

학생들이 서술한 자료는 전사 과정을 거쳐 텍스트
파일(text.txt)로 변환되었다. 변환된 텍스트파일은 
NetMiner 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어를 하나의 

과학 교사의 자질은 과학 선생님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교수활동은 물론 생활지도, 학급경영, 학교사무 등
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 나름의 교육방침을 가진 선생님, 학생을 신경쓰지 않는 선생님
 가. 선호하는 과학 교사의 자질에 대한 이미지를 기술하시오. 

 나. 기피하는 과학 교사의 자질에 대한 이미지를 기술하시오.  

Table 2. Questionnaire of the study 

단어 빈도 아이겐벡터값 단어 빈도 아이겐벡터값

설명하다 151 0.534292 이해하다 149 0.538727

실험 144 0.253519 재밌다 131 0.227823

활동중심 64 0.211360 잘 가르치다 59 0.151958

대답하다 50 0.143140 필기 45 0.097541

자세하다 41 0.333547 시청각자료 33 0.171345

질문 받는다 32 0.076721 화내지 않다 32 0.011646

친절하다 24 0.038427 관련 이야기 23 0.061601

공평하다 22 0.012249 안전하다 22 0.031658

흥미롭다 21 0.027772 분위기 이끌다 19 0.005638

눈높이 맞추다 18 0.043765 웃다 18 0.021927

소통하다 17 0.016991 예를 들다 17 0.126662

중요내용 제시 15 0.035522 집중하다 15 0.062852

도움주다 14 0.058535 시험문제 짚어주다 14 0.025177

기억에 남다 13 0.044057 모둠활동 13 0.014253

문제풀이 13 0.051246 유쾌하다 13 0.022593

Table 3. The example of frequency and eigenvector centrality degree of refine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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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통합하고 제외어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분석할 개념들을 선정하였다(Lee, 2014). 구체적
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방법과 교사의 정서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있는 의미있는 개념들만을 선정하기 
위하여 명사, 형용사, 동사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개념
들 중 ‘모둠’, ‘조별활동’, ‘모둠활동’과 같은 유의어의 
경우 유의어 사전에 ‘모둠활동’으로 저장하여 통제작
업을 거쳤다. 또한 개념의 출현 빈도가 낮거나 아이겐
벡터 값이 0이어서 비중이 낮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
되는 개념의 경우 제거하였다(Shim, 2011). 마지막으
로 설문에 제시되어 있는 과학교사, 교사 자질, 선호, 
기피와 같은 개념 또한 제거하였다. 이러한 전처리 과
정을 거쳐 추출된 개념은 Table 3과 같다. 

4. 자료 분석 방법

전처리 과정을 거친 자료를 바탕으로 NetMiner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념과 개념 사이의 공출현 
빈도를 매트릭스로 얻은 후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다. 
언어네트워크 분석의 레이어는 힘 기반 레이아웃 중
에서 Spring형의 방식으로 시각화하였다. 이는 네트
워크에서 개념의 위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눈으
로 보기 유용한 그림이 그려진다(Kim, 2007). 네트워
크는 전체 개념과 출현 빈도 상위 30% 개념으로 나
누어 시각화하였다. 빈도에 대한 다양한 비율로 조정
하여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상위 30%로 시각화
하였을 때 주요 개념이 가장 잘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각 변인별 분석과 개념 분석은 주요 개념에 해
당하는 출현 빈도 상위 30% 개념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전체 네트워크

1) 선호하는 과학 교사 자질

선호하는 교사 자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단어들의 빈도를 살펴보면 ‘설명하다’ 151회, ‘이해하
다’ 149회, ‘실험’ 131회, ‘재밌다’ 131회, ‘활동 중심’ 
64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중 있는 개념으로
는 수업과 관련된 ‘설명하다’, ‘이해하다’, ‘실험’이며, 
이는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은 개념들과 연관을 가지
며, 매개개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교사의 자질에서 감정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개념은 
‘친절하다’, ‘공평하다’, ‘실험이 안전하다’, ‘웃다’, ‘소
통하다’, ‘도움주다’, ‘유쾌하다’, ‘박식하다’, ‘존중하
다’, ‘칭찬하다’, ‘다정하다’, ‘열정적이다’, ‘진취적이
다’, ‘진로 안내하다’, ‘인사 받아주다’, ‘감정조절하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이는 수업에 관련된 핵
심 개념들인 ‘설명하다’, ‘이해하다’, ‘자세하다’는 서
로 밀접한 연계를 맺고 네트워크의 중앙에 다른 개념
들과 연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 감정을 드
러내는 개념들은 네트워크에서 사방으로 퍼져 긍정적
인 인식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진로 안내하다’가 6회
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과학 교사들이 진
로 지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과학 교육의 목적을 전적으로 진로교육에 맞추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된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우리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 의한 적극적인 학생들의 진

a. 교사 자질 전체 개념 b. 상위 30% 개념

Figure 1. Semantic network of the competencies of science teachers that student pre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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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전체 개념에서의 네트워크 구조(Figure 1a)를 살펴
보면, ‘설명하다’, ‘실험’, ‘활동중심’, ‘재밌다’, ‘잘 가
르치다’, ‘대답하다’, ‘이해하다’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실험이나 설명을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게 지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0% 개념의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Figure 1b), ‘실험’, ‘설명하다’, ‘재밌다’, ‘이해하다’, 
‘활동 중심’의 개념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해하
다’는 ‘예를 들다’, ‘자세하다’, ‘대답하다’, ‘실험’, ‘설
명하다’, ‘집중하다’, ‘필기’, ‘활동 중심’, ‘잘 가르치
다’, ‘재미있다’, ‘시청각 자료’, ‘조리있다’, ‘체험하
다’, ‘도움주다’, ‘질문 받는다’ 등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교사 중심의 강의 수업을 하더라도 시청각 자료
를 이용하여 재미있고, 자세히, 다양한 예를 들어 설
명한다면 학생들이 그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
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실험이
나 활동 중심의 수업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재미있고, 자세하고, 기억에 남는 활동이기 때
문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2) 기피하는 과학 교사 자질

기피하는 교사 자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단어들의 빈도를 살펴보면 ‘이해 안되다’ 86회, ‘설명
없다’ 82회, ‘못 가르치다’ 70회, ‘실험 안하다’ 66회, 
‘화내다’ 65회 등의 순으로 빈번히 언급되었다. 다음
은 ‘소통하지 않는다’ 31회, ‘질문을 꺼리다’ 23회, 
‘숙제 많다’ 15회, ‘발표시키다’ 12회 등이었다. 그 외
에 ‘상처주다’, ‘기준이 흔들리다’, ‘나이 들었다’, ‘망
신주다’, ‘잔소리 심하다’, ‘통제 못하다’, ‘트집 잡다’, 

‘못 생기다’라는 개념도 사용되었다. 
학생들이 기피하는 교사 자질에 대한 전체 개념 네

트워크를 살펴보면(Figure 2a), ‘이해 안되다’, ‘이론
식’, ‘교과서 읽기’, ‘화내다’, ‘설명없다’, ‘못 가르치
다’, ‘대충하다’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학생들은 이론 중심의 주입식 교육을 싫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부정적인 언행을 
학생들은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려운 단
어 사용이나 난이도가 높은 것도 싫어하는 것으로 나
타나 학생들의 적정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한 것
으로 사료된다.

기피하는 교사 자질에 대한 상위 30% 개념의 네트
워크 구조(Figure 2b)를 살펴보면, ‘설명없다’, ‘이해 
안되다’, ‘못 가르치다’, ‘이론식’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 읽기’, ‘영상시청’, ‘필기’, ‘실험을 하지 
않는 활동’은 학생들이 지루해하고 재미도 없으며, 이
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기피하는 교사의 자질을 설명하기 위해 ‘화내다’, 
‘차별하다’, ‘짜증스럽다’, ‘무관심하다’, ‘성적으로 구
분하다’, ‘체벌하다’, ‘의욕없다’, ‘교사중심이다’, ‘감정
기복 심하다’, ‘소리치다’, ‘포기하다’, ‘잘난 척하다’, 
‘강압적이다’, ‘불친절하다’, ‘무시하다’, ‘뒤끝 있다’, 
‘헤아리지 못하다’, ‘예민하다’ 등의 단어들이 네트워
크 상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나타났다. ‘설명 없다’, 
‘이해 안 되다’, ‘못 가르치다’, ‘화내다’ 개념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수업과 관련된 개념 뿐 
아니라 학생들의 감정과 관련되는 개념들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이는 Cho & Park(1993)의 과학 교
사가 가져야 할 자질 중에 학생들에 대한 이해심과 
학생들과의 성의있는 대화가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
다. 또한 학생들은 과학 교사가 가져야 하는 자질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집중하여 표현하고 있었다.   

 a. 교사 자질 전체 개념 b. 상위 30% 개념

Figure 2. Semantic network of the competencies of science teachers that student a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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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교사의 자질은 긍정적인 어휘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나 기피하는 교사 자질은 부정적인 어
휘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Kim & Yang(2005)의 연
구결과와 연결시켜 볼 때, 교사의 행동은 학생들의 감
정과 직결되어 과학 교과를 싫어하거나 좋아하게 되
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학생들이 과학 수업을 좋아하게 하려면 교사는 실
험이나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강의식 
수업일지라도 다양한 예를 제시하고, 자세한 설명, 재
미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접근 방
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안도 필
요하다. 또한 학생들을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고 존중
하는 자세도 요구된다 하겠다.   

2. 변인별 분석

1) 학교급에 따른 분석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사 자질에 대한 응답에 
사용된 단어들의 빈도를 살펴보면 ‘실험’ 51회, ‘설명
하다’ 43회, ‘이해하다’ 38회 등의 순으로 빈번히 언
급했으며 ‘웃다’, ‘다정하다’, ‘밝다’와 ‘박식하다’, ‘조
리있다’, ‘숙제 안내다’, ‘쉬운 단어 사용’, ‘인사 받아
주다’ 등으로 중, 고등학생과 다르게 주로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감정과 연관된 개념들을 사용하여 교
사에게 바라는 이미지를 언급하였다. 중학생들의 경우 
‘재밌다’ 57회, ‘실험’ 56회, ‘설명하다’ 40회 등의 순
으로 빈번히 언급했으며, ‘놀땐 논다’, ‘소통하다’, ‘유
머러스하다’라는 개념도 사용되었다. ‘성적향상’과 ‘흥
미롭다’ 개념은 따로 떨어져 연계되지 않는 모습을 나
타낸다. 이는 과학교사가 과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학습지도를 잘하는 것이 필요한 자질임을 나
타내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빈도는 ‘이해하다’ 72회, 
‘설명하다’ 68회, ‘재밌다’ 40회 등의 순으로 빈번히 
언급했으며 ‘공평하다’, ‘눈높이 맞추다’, ‘열정적이다’, 
‘유쾌하다’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
는 학습지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교사를 언급하고 
있었다. 조금씩 선호하는 과학 교사의 자질에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이해심은 요구되
고 있었다.

초등학생들이 기피하는 교사 자질에 대한 응답에 
사용한 단어들의 빈도를 살펴보면, ‘화내다’ 34회, ‘설
명없다’ 29회, ‘실험 안하다’ 27회 등의 순으로 빈번
하게 언급했으며, 중, 고등학생들과 달리 ‘체벌하다’, 
‘불친절하다’, ‘강압적이다’, ‘엄격하다’, ‘위험하다’, 
‘어려운 단어 사용’, ‘쉬는시간 없다’라는 개념을 사용
하였다. 중학생들의 빈도는 ‘이해 안되다’ 30회, ‘설명

없다’ 24회, ‘실험 안하다’ 18회 등의 순으로 빈번하
게 언급했으며, ‘소리치다’, ‘숙제 많다’라는 개념 또한 
사용되었다. 고등학생들은 빈도가 ‘이해 안되다’ 45회, 
‘교과서 읽기’ 39회, ‘못가르치다’ 33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성적으로 구분하다’, ‘차별하다’, ‘교사중심
이다’, ‘감정기복 심하다’, ‘무관심하다’, ‘놀다’라는 개
념도 사용되었다. 기피하는 교사 자질도 선호하는 교
사 자질에서처럼 학생들에 대한 이해심을 공통적으로 
중요시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피하는 교사 자질
에서는 과학 학습지도시에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
르치는 지도 방식에 대한 자질에 대해 공통적으로 언
급하고 있었다.  

교사 자질에 대한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Figure 3a)에는 ‘실험’, ‘설명하다’, ‘이
해하다’, ‘재미있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 
개념은 ‘이해하다’, ‘설명하다’, ‘활동중심’, ‘재밌다’ 
등과 연결되어 있다. 중학생들도 선호하는 개념의 구
조(Figure 3c)는 ‘설명하다’, ‘재밌다’, ‘실험’, ‘이해하
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생(Figure 3e)은 
‘이해하다’, ‘설명하다’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초등학생과 중학교 학생들은 실험 중심으로 활동하
는 것을 선호하며, 고등학교 학생들은 실험보다는 설
명과 이해 중심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초등학생들은 시청각 자료 이용, 관련 이야기와 질문 
받기, 체험, 유머러스한 재미있는 수업을 선호하였다. 
중학교 학생들은 도와주고, 중요 내용을 제시해주고 
소통하는 교사를 선호하였다. 고등학교는 열정적인 교
사, 중요 내용 제시, 눈높이를 맞추어주는 교사를 선
호하였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기피하는 교사의 자질(Figure 
3b)에 대한 네트워크를 보면, ‘설명없다’, ‘화내다’, 
‘실험 안한다’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외에 불친절
하고, 짜증스럽고 지루한 교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응
답하였다. 중학교 학생들은 ‘이해 안 된다’, ‘교과서 
읽기’, ‘설명 없다’, ‘실험 안 한다’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고 있다(Figure 3d).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과서 읽기’, ‘이해 안 된다’, ‘설명 없다’, ‘못 가르
친다’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Figure 3f). 

초, 중, 고등학생들 모두 설명을 잘 해주지 않고, 
못 가르치는 과학 교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체벌하고, 의욕이 없는 교사도 기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는 차별하고, 화를 내
는 교사를 고등학교에서는 지루하고, 무관심하고, 차별
하는 교사를 기피하는 교사의 자질이라고 응답하였다.

초, 중, 고등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교사의 설명으로 
이해하는 수업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재
미있고 유머러스한 교사를 선호하였다. 초등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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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풀이, 실험, 시청각 자료 이용을 선호하지만, 
중학교에서는 문제풀이, 시청각 자료의 이용을 고등학
교에서는 필기, 실험, 필기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기
피하는 교사는 주요 핵심 개념을 제외하고는 초, 중, 
고등학생들이 기피하는 교사의 자질은 서로 다르게 
응답하고 있다. 이는 수업 전략에 있어서도 각 학교급
에 따라 적절한 교사의 자질이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
다고 하겠다.  

2) 성별에 따른 분석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사 자질을 설명 할 때 사용
한 단어들의 빈도를 살펴보면 ‘실험’ 70회, ‘재밌다’ 
62회, ‘설명하다’ 53회 등의 순으로 빈번하게 언급했
으며 ‘유쾌하다’, ‘밝다’, ‘적극적이다’, ‘박식하다’라는 
개념도 사용되었다. 여학생들 빈도는 ‘이해하다’ 110
회, ‘설명하다’ 98회, ‘실험’ 77회 등의 순으로 빈번하

a. 초등학생이 선호하는 과학 교사 자질 b. 초등학생이 기피하는 과학 교사 자질

c. 중학생이 선호하는 과학 교사 자질 d. 중학생이 기피하는 과학 교사 자질

e. 고등학생이 선호하는 과학 교사 자질
 

f. 고등학생이 기피하는 과학 교사 자질

Figure 3. Semantic network of the competencies of science teachers according to schoo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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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언급했으며, ‘도움주다’, ‘확인하다’, ‘엄격하다’, 
‘조리있다’, ‘다정하다’라는 개념도 사용되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은 남학생의 경우, ‘실험’, ‘재밌다’, 
‘설명하다’로 아이겐벡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공출현 
빈도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설
명하다’와 ‘이해하다’ 개념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
며, 실험 개념과 함께 긍정적인 분위기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개념들과 연계되어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
고 있었다. 또한 ‘관련 이야기’ 개념은 ‘웃다’, ‘엄격하
다’, ‘소통하다’와 연계되어 또 하나의 일자로 된 네트
워크를 이루고 있었다. 

이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학생들이 이해하
기 쉬운 학습전략을 가지는 것을 과학 교사의 자질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남학생의 경우에는 과학에 대한 전문적 지
식과 폭넓은 교양을 가진 교사를 선호하는 반면 여학
생의 경우에는 그 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심과 학
생들과 성의있는 대화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학생들의 경우 학습이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해
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독립적으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Jeon, 2003) 각각 선호하는 교
사의 자질이 다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사
의 자질은(Figure 4a) ‘설명하다’, ‘재밌다’, ‘이해하
다’, ‘실험’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설명
하다’는 ‘중요 내용 제시’, ‘이해하다’, ‘자세하다’, ‘관
련 이야기’, ‘적절한 진도’, ‘대답하다’, ‘재밌다’ 등과 
연결되어 있다. ‘이해하다’는 ‘잘 가르치다’, ‘재밌다’, 
‘설명하다’, ‘활동 중심’ 등과 연결되어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Figure 4c)는 ‘이해하다’, ‘활동중심’, 
‘설명하다’, ‘실험’, ‘재밌다’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
성되었다. ‘이해하다’는 ‘활동 중심’, ‘설명하다’, ‘실
험’, ‘자세하다’, ‘잘 가르치다’, ‘확인하다’, ‘집중하
다’, ‘도움주다’, ‘관련 이야기’ 등과 연결되어 있다. 
‘실험’은 ‘활동 중심’, ‘안전하다’, ‘체험하다’, ‘흥미롭
다’ 등과 연결되어 있다. ‘설명하다’는 ‘집중하다’, ‘눈
높이 맞추다’, ‘친절하다’, ‘잘 가르치다’와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공통적으로 활
동중심인 실험 수업을 하는 경우에 이해가 쉽고 재미
있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피하는 교사 자질에 대한 응답에서 남학생들이 
사용한 단어들의 빈도를 살펴보면 ‘화내다’ 35회, ‘실
험 안하다’ 28회, ‘이해 안되다’ 28회 등의 순으로 빈
번히 언급했으며, ‘숙제많다’ 11회, ‘체벌하다’ 7회, 
‘말이많다’ 7회, ‘소리치다’ 7회 사용되고 있다. 여학
생들이 사용한 단어들의 빈도는 ‘설명없다’ 58회, ‘이

해 안되다’ 58회, ‘못가르치다’ 50회 등의 순으로 빈
번히 언급했으며, 남학생과 달리 ‘차별하다’, ‘성적으
로 구분하다’, ‘수업만하다’, ‘발표시키다’, ‘강압적이
다’, ‘교사중심이다’, ‘감정기복 심하다’, ‘무시하다’, 
‘불친절하다’ 등의 감정과 관련되는 다양한 개념을 사
용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었다.

남학생이 기피하는 교사 자질의 네트워크는(Figure 
4b) ‘이해 안되다’, ‘실험 안하다’, ‘화내다’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해 안되다’는 ‘집중력 저하’, ‘지루
하다’, ‘설명없다’, ‘교과서 읽기’ 등과 연결되어 있다. 
‘실험 안하다’는 ‘흥미 없다’, ‘질문을 꺼린다’, ‘재미없
다’, ‘설명없다’와 연결되어 있다.

여학생의 경우(Figure 4d), ‘이해 안되다’, ‘설명없
다’, ‘교과서 읽기’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해 안
되다’는 ‘집중력 저하’, ‘설명 없다’, ‘지루하다’, ‘무관심
하다’, ‘화내다’, ‘교과서 읽기’, ‘진도만 나가다’, ‘대충
하다’와 연결되어 있다. ‘교과서 읽기’는 ‘영상 시청’, 
‘발표 시키다’, ‘활동 없다’, ‘질문을 꺼리다’, ‘진도만 
나가다’와 연결되어 있다. ‘설명 없다’는 ‘대충하다’, 
‘이해 안되다’, ‘졸리다’, ‘짜증스럽다’ 등과 연결되어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선호하는 교사의 자질은 
‘실험’, ‘활동 중심’, ‘이해하다’ 등이며, 기피하는 교사
의 자질은 ‘이해 안되다’, ‘교과서 읽기’, ‘영상 시청’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선
호와 기피하는 교사의 자질이 큰 틀에서 일치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남학생과 여학생이 기피
하는 교사의 자질에서 주요 교사의 자질은 일치하지
만, 세심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남학생은 ‘실험 안하다’, ‘소통하지 않는다’, ‘못 가르
치다’가 핵심 개념으로 위치한 반면 여학생은 ‘진도만 
나가다’, ‘영상 시청’, ‘지루하다’, ‘무관심하다’가 핵심 
개념으로 위치하였다.

3. 개념별 분석

학생들에게 선호하는 교사의 자질과 기피하는 교사
의 자질에 대해 설문한 결과 수업, 감정과 관련된 개
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수업과 감정에 관련
된 개념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선호하는 교사의 자질
에 대하여 수업과 관련된 개념의 빈도를 살펴보면, 
‘실험 수업을 하는’과 ‘이해를 도와주는’ 148회, ‘설명
을 잘 하는’ 140회였다. 다음은 ‘쉽게 설명하는’ 91
회, ‘활동을 많은 하는’ 47회, ‘충분히 개념과 이론을 
설명해 주는’ 35회로 나타났다. 기피하는 교사의 자질
에 대하여 수업과 관련된 개념의 빈도는 ‘이론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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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하는’ 143회, ‘교과서에 의존하는’ 135회, ‘진
도에 얽매이는’ 120회, ‘설명이 부족한’ 105회, ‘학생
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51회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교사의 자질 중 수업과 관련된 개념에 대
한 네트워크(Figure 5a)를 살펴보면, ‘설명을 잘 하
는’이 중앙에 위치하고 이 개념은 ‘쉽게 설명’, ‘충분
히 개념과 이론을 설명’, ‘자세히 설명’, ‘정확히’, ‘반
복적’, ‘예시를 잘 들어주는’ 등과 연결되어 있다. ‘이
해를 도와주는’ 개념은 ‘교과서에 의존하지 않고’, ‘쉽
게, 설명을 잘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등과 연결되
어 있다. ‘실험 수업’과 연결된 개념은 ‘안전 교육’, 
‘관찰’, ‘반복 설명’, ‘결과 정리’, ‘많은 활동’과 연결
되어 있다.  

기피하는 교사의 자질 중 수업과 관련된 개념에 대
한 네트워크(Figure 5b)는 ‘이론 위주의 수업을 하
는’, ‘진도에 얽매이는’, ‘교과서에 의존하는’, ‘설명이 
부족한’, ‘수업 자료가 부족한’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
다. ‘이론 위주의 수업을 하는’은 설명 부족, 진도, 암
기, 강의, 교과서와 연결되어 있다. ‘교과서에 의존하
는’은 판서, 강의 필기, 이론 위주의 수업과 연결되어 

있다. 선호와 기피 모두에서 수업과 관련해서는 과학 
교사의 교수 방법 지식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어 제
시되고 있었다. 

학생들이 수업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개념 수가 기
피하는 개념에 비해 많았다. 이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기피하는 
수업을 몇 가지만 줄여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수업으
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 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여도 구두 수업, 
교과서, 판서, 강의, 이론, 암기식 수업의 기피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호하는 교사의 자질에 대하여 감정과 관련된 개
념의 빈도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111회, ‘친절한’ 57
회, ‘박식한’ 34회, ‘소통하는’ 31회, ‘차별하지 않는’ 
21회, ‘유쾌한 ’20회로 나타났다. 네트워크(Figure 
6a)에서도 ‘재미있는’, ‘친절한’, ‘소통하는’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재미있는’은 박식한, 흥미로운, 유쾌
한, 밝은, 친절한, 즐거운, 소통하는, 흥미로운 등과 
연결되어 있다. ‘친절한’은 소통하는, 재미있는 교사를 
선호(Song & Kim, 2010)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 남학생이 선호하는 과학 교사 자질 b. 남학생이 기피하는 과학 교사 자질 

c. 여학생이 선호하는 과학 교사 자질 d. 여학생이 기피하는 과학 교사 자질 

Figure 4. Semantic network of the competencies of science teachers according to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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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하는 교사의 자질에 대하여 감정과 관련된 개
념은 총 25개가 추출되었다. 빈도를 살펴보면, ‘소통
을 거부하는’ 83회, ‘폭력적인’ 80회, ‘나태한’ 75회’, 
‘편애하는’ 62회, ‘강압적인’ 55회, ‘방임하는’ 50회로 
나타났다. 네트워크(Figure 6b)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
는 것은 ‘나태한’, ‘차별하는’이다. ‘나태한’은 성적으
로 평가, 소통을 거부, 불친절, 방임과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과학에 대한 열의가 없는 교사를 기피(Cho 
& Park, 1993)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별하는’은 강
압적, 가부장적, 무시, 혼내는 등과 연결되어 있다. 그 
외에 긴장하고, 부담스럽고, 타박하고, 인상을 찌푸리
는 과학 교사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과 관련된 개념에서도 기피하는 개념의 종류가 
적었다. 학생들은 친절하고 학생들을 이해해 주는 과
학 교사를 선호하는 선행연구(Cho & Park, 1993; 

Song & Kim, 2010)와 일치하였다. 특히 폭력적인 교
사를 기피하고 있어 체벌을 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하는 교사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초, 중, 고등학생들이 선호하고, 기피하는 과학 교
사의 자질에 대한 이미지 중 가장 많이 서술된 영역
은 과학 수업 상황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는 과학 
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수 방법 지식(Gudmundsdottir, 
1987; Marks, 1990; Shulman, 1987)과 관련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보다는 실험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 과학 교
사, 현직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과학 교사의 
교수법을 조사한 결과, 실험·실습 중심이 각각 67.9%, 
86.2%로 가장 높은 비율(Song & Kim, 2010; Cho 
& Park, 1993)을 차지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a. 수업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과학 교사 자질 
b. 수업과 관련하여 기피하는 과학 교사 자질 

Figure 5. Semantic networks related to the class in the competencies of science teachers

a. 감정과 관련된 선호하는 과학 교사 자질 b. 감정과 관련된 기피하는 과학 교사 자질

Figure 6. Semantic networks related to the emotion in the competencies of scienc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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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학 교과에서는 실험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이 선호하고 기피하는 교사의 자질의 대부분
은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학생들이 과학 교사
를 접하는 시간의 대부분이 수업 상황이기 때문일 것
이다. 따라서 과학 교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
질은 선행연구(Buchmann, 1982; Tobin & Garnett, 
1988)와 연관시켜볼 때 학생들에게 과학 수업을 잘 
지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질이라고 하면 수업 
상황에서 행하는 행동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학생들은 그보다 수업 상황에서 표현되는 
행동에 치중하여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과학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학생들로 하여
금 과학 수업이 잘 이해되기 쉽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청각 자료 이용, 다양한 예시, 활동 중
심, 유쾌하고 적절한 진도의 속도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변인에서 유사하게 나타나 과
학 교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설명 없이 단순한 시청각 재료, 영상 시청, 
교과서 읽기는 피해야 하는 수업 행동(Kwak et al., 
2006)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매체 사용과 함께 학생 
수준에 맞는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에 대
한 긍정적 이해가 요구된다. 학생을 편애하거나 짜증
내는 과학 교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과학 수업을 
기피하는 이유로 과학이 어려워지며, 실험이나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지적(Kwon 
et al., 2004)하고 있다. 또한 교사의 강의식 수업이나 
교과서 읽기, 진도를 위한 지루하고 딱딱한 수업을 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선행 연구(Kim & Yang, 
2005)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초, 중, 고등학생들이 선호, 기피하는 과
학 교사의 자질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하여 초, 중, 고등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과학 교사의 
자질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선호하는 과학 교사의 자질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과학 교사를 긍정적
으로 생각하는 면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며, 다른 한편
으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또는 선
호하는 교사의 자질을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기피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에서도 교사

의 노력으로 충분히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영상이나 교과서만으로 이
루어지는 수업은 기피하였지만, 여기에 학생들의 수준
에 맞는 설명과 다양한 예를 더한다면 학생들이 선호
하는 과학 교사의 자질에 해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사의 노력으로 충분히 변화 가능하였다. 

둘째,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서 과학 현상과 이론,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생들은 직접적인 활동이나 체험을 선호하였다. 
이는 모든 변인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직
접적인 실험 및 체험을 통하여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실험이나 활동 중심의 수
업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과학 교사의 자질에서 수업에 관련
된 것들을 중요시하고 있다. 과학 교사의 자질과 관련
하여 학생들은 감정적인 개념보다는 수업과 관련된 
개념을 더 많이 응답하고 있다. 감정적인 개념도 많은 
부분 직접적으로 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예를 
들면 소통하는, 의견을 잘 들어주는, 친절한, 재미있
는, 유쾌한 등과 같은 개념은 과학 수업 시간에 교사
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과학 교사의 자질을 관찰 가
능한 수업시간 내에 행하는 행동으로 제시하고 있었
다.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 본질적인 원인으로서
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학생들은 표면적
으로 나타나는 수업 행동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
었다. 이는 교사가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
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표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원하는 형태
로 행동하는 것이 교사의 자질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과학 교사들은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 
및 학생들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로 학생들이 인식
하는 과학 교사 나아가 과학에 대한 이미지까지 높일 
필요성이 있다. 강의식, 교과서 중심의 수업에서 실험, 
체험 활동 등의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개선한다면 학
생들의 과학 교사 자질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
다. 또한 강의식, 교과서 중심의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예를 제시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
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비 교사 양성 과정에서도 학
생들이 선호하는 과학 교사의 자질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과학 교사의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법에 따른 이미지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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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에서 가장 핵
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교사이다. 그러므로 교육
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사의 자질은 교직에서 요구되는 기능 즉, 
교수 활동 뿐 아니라 생활지도, 학급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 중,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과학 교사의 자질을 분석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 중, 고 학생 332명
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과학 교사의 자질과 기피하
는 과학 교사의 자질을 개방형으로 기술하도록 하
였다. 그 결과 얻어진 개념들을 언어 네트워크 분석
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1) 학생들은 
선호하는 과학 교사의 자질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학생들이 과학 교사를 긍정적으로 생각
하는 면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다
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또는 선호하는 교사의 자질
을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서 과학 현상과 이론,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수업에서 학생
들은 직접적인 활동이나 체험을 선호하였다. 3) 학
생들은 과학 교사의 자질에서 수업과 관련된 내용
을 중요시하고 있다. 과학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과 
학생들을 긍정적으로 대함으로써 학생들의 과학 교
사 나아가 과학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과학 교사의 구체적
인 교수 학습 방법에 따른 이미지 연구가 추가적으
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주제어: 과학 교사, 이미지, 교사의 자질, 언어 네트
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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