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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 사회는 새로운 과학 교사상을 요구한다. 초등학생은 다른 학령기에 비하여 교사의 영향력이 크

게 작용하는 시기이면서 과학 교과를 처음으로 접하는 시기이다. 초등 과학 교사에 의해 과학 학습에
대한 초기 이미지와 과학에 대한 태도 등이 정형화되어 가는 시작점으로 과학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초등학교 과학 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이 수업 상황에 따라 선호하고,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생 534명을 대상으로 수업 상황을 수업 형태, 수업 자료 제시 방법, 
교과 지도 방법, 교과 내용 설명 방식, 수업 분위기 조성의 5가지로 나누어 선호, 기피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를 개방형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초등학생들에 의해 제시된 개념들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초등학생들이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가 결정되었다. 둘째, 초등학생들은 실험
수업과 같은 활동 중심의 수업을 선호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
으로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과학 수업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 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작은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과학 교사, 이미지, 초등학생, 수업 상황, 언어 네트워크 분석

ABSTRACT

Modern society demands a new science teacher image. Compared to other school ages,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the time when the teacher’s influence plays a large role and is the time when they first encounter 
science subjects. The role of science teachers is very important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initial image of 
science learning and attitudes toward science by elementary science teacher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correctly establish an image of an elementary science teac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ages 
of science teachers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efer and avoid according to their class situation. To this 
end, 534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divided into five classes: class type, class material presentation method, 
subject instruction method, subject content explanation method, and class atmosphere, and the image of science 
teacher who prefers and avoids is described in an open format. Concepts present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mage 
of a science teacher preferred or avoid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determined according to how the 
science teacher did the class. Seco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efer activity-oriented classes such as experi-
mental classes, and there is a need for classes to be conducted in this manner. Lastly, small changes and efforts 
of teachers in teaching methods are needed so that changes to science classes preferr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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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래 사회는 정보화, 다양화 등의 끊임없이 변화
가 요구되는 사회로 교육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나
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함께 변
화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
간이 가장 많은 교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Hong, 2007).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
공적으로 적응하고, 학업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Kim & Kim, 2014). 특히 교사의 질
이 교육의 질을 반영한다는 점(Lee & Park, 2014)에
서 교사의 교수 활동은 교육의 질과 방향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Chang & Lee, 2011; 
Lee & Park, 2014). 또한 교사의 개인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제공되는 교수 학습 경험은 교과에 대한
초기 인식과 학습 태도뿐 아니라, 나아가 학생들의
발달과 사고방식, 가치관의 형성까지도 큰 영향력
을 미치게 된다(Kim & Cho, 2017). 이처럼 교사는
교육의 결과에 많은 변화와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과학 교과에
대한 인식의 정형화를 위해 과학 교사에 대한 이미
지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Kim et al., 
2013).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 다른 학령기에 비하여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시기이다(Park 
& Kim, 2008). 초등학교에서는 다른 학교급과 달리
교사가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정해진 학급에서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학
생들이 교사에게 받는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은 과학 교과를 처음
접하는 시기로 교사의 교수 행동에 의해 과학 학습
에 대한 초기 이미지와 과학에 대한 태도 등이 정
형화되어 가는 시작점이기도 하다(Ju et al., 2009). 
앞으로의 과학 학습을 위해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한 시기인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지각하는 과학
교사에 대한 이미지는 학생들의 행동뿐 아니라, 학
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과학뿐 아니라 과학
교사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
(Kim, 1991; Song & Choi, 2018). 이에 초등학생들
이 생각하는 과학 교사에 대해 선호하거나 기피하
는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

된다고 하겠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 교사 이미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학생, 학부모, 예비 교사들이 기
대하는 교사의 모습(Cho & Ko, 2008; Kim et al., 
2013; Song & Kim, 2010; You et al., 2010)에 대해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과학 수업 상황에서의 과학 교사에 대
해 분석하고 있으며, 그림과 글로 자신들의 생각
을 표현하는 DASTT-C (Draw-A-Science-Teacher-Test 
Checklist) 방식(Thomas et al., 2001)이나 의미분석
법,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방법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형이나
신체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Jang & Lee, 2004) 학생
들이 바라는 과학 교사에 대한 추상적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일반적인 과학 수업 상황이나 일반적으
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과학 교사의 이미지들을 조
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업 상황마다 초등
학생들이 생각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를 시각화
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과학 교육에서의 구체적인 수업 상황은 수업 형

태, 수업 자료 제시 방법, 교과 지도 방법, 교과 내
용 설명 방식, 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구분할 수 있
다(Song & Kim, 2010). 수업 형태는 수업에서 보이
는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 형태로 주입식, 
설명식, 강의식, 토의법, 발견식 등으로 구분된다. 
수업 자료 제시 방법은 교사의 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하고, 활용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제시
방법을 의미한다(Lee et al., 2015; Song & Kim, 
2010). 교과 지도 방법은 교사가 과학 수업에서 학
생들에게 지식 학습을 지도하는 행위로 이론, 개념
중심, 실생활 중심, 교과서 읽기 등이 포함된다(Kim 
et al., 2015; Lee, 2016; Lee et al., 2015; Song & 
Kim, 2010). 교과 내용 설명 방식은 학생들에게 과
학 교과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시키려는 시도이다. 
수업 분위기 조성은 수업과 학습활동이 이루어지
기 위하여 조성된 학습 분위기를 의미한다(Kim et 
al., 2015; Lee, 2016; Song & Kim, 2010).
한편, 언어의 구조를 공간적으로 시각화하여 텍

스트에 나타난 주요 개념과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
및 숨겨져 있는 의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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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Semantic Network Anal-
ysis, SNA)이 이용되고 있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
은 학생들이 제시하는 개념들을 통해 인식하는 바
를 개념 간 연결의 방식으로 표현해준다(Lee, 2014; 
Shim, 2011). 학생들이 동시에 제시하는 개념들은
개념들 간의 관계 즉, 공출현 빈도 또는 연결의 강
도 등으로 시각화하여 나타낸다(Lee et al., 2010). 
이를 통해 선택형 설문지와 같은 양적 연구를 통해
서는 나타낼 수 없는 학생들의 인식의 구조를 확률
적 분포를 통해 제시해 주고, 의미연관에 대한 정
보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Lee & Ha, 
2012). 이에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은 학생들의 인식
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자주 활용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과학 교사의 이
미지에 대해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언
어네트워크 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과학 수업 상황

에서 초등학생들이 선호,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수업 상황은 5개
의 영역으로 수업 형태, 수업 자료 제시 방법, 교과
지도 방법, 교과 내용 설명 방식, 수업 분위기 조성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각의 수업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이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를 언어 네트워크 분석법을 통해 시
각화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과학 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과학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예비 초등교사에
게는 올바른 과학 교사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한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과학 수업 상황에서 초등학생들

이 선호, 기피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자 수업 상황을 수업 형태, 수업 자료, 교과 지도
방법, 교과 내용 설명 방식, 학습 분위기 조성의 5
가지로 나누어 설문하였다. 초등학생이 연구 대상
이기 때문에 5가지 수업 상황에 대해 한 학생이 모
두 검사를 수행할 경우, 검사의 양이 너무 많아 설
문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영
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거나, 중복적으로 제
시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 연구 대상은
하나의 수업 상황에 해당하는 선호와 기피하는 과
학 교사 이미지에 대한 설문지만을 응답하도록 하
였다. 
이를 위해 D 광역시와 P 광역시 소재의 초등학

교 5개교의 6학년 학생 55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534명의 설문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구체
적으로 수업 형태는 남학생 63명, 여학생 53명으로
총 116명, 수업 자료 제시 방법은 남학생 50명, 여
학생 51명으로 총 101명, 교과 지도 방법은 남학생
62명, 여학생 53명으로 총 115명을 분석하였다. 그
리고 교과 내용 설명 방식은 남학생 51명, 여학생
50명으로 총 101명, 수업 분위기 조성은 남학생 51
명, 여학생 50명으로 총 1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성별 구성은 Table 1과
같다. 

2. 설문지
초등학생들이 수업 상황에 따라 선호,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업 상황을
5가지로 나누어 문항을 개발하였다. 수업 상황은
선행연구(Kim et al., 2015; Lee, 2016; Lee et al., 
2015; Song & Kim, 2010)에 따라 수업 형태, 수업
자료 제시 방법, 교과 지도 방법, 교과 내용 설명
방식, 수업 분위기 조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였
다. 각각의 수업 상황에 따라 초등학생들이 선호하
고,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를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각각의 수업 상황에 대한 정의와

Table 1. Subject of the study

수업 형태 수업 자료 제시 방법 교과 지도 방법 교과 설명 방식 수업 분위기 조성 소계

남  63  50  62  51  51 277

여  53  51  53  50  50 257

합계 116 101 115 101 101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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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제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의 과학 교사에
대한 이미지인지를 설명하였고(Table 2), 각각의 문
항은 선호, 기피하는 이미지로 나누어서 구성되었
다. 학생들에게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하는 교사의
이미지에 대해 자유롭게 개방형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설문지가 연구 목적에 적절한가를 알아보
기 위하여 과학교육학 교수 2인과 과학교육학 박사
3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은 결과 0.88의 높은
타당도를 얻었다.

3. 자료 수집 및 전처리
설문은 학급의 담임교사 감독 하에 약 15분 정도

의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
하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알기 쉽
게 설명을 하였다. 예를 들어, 교과 내용 설명 방식
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과학 시간에 내용을 설명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해 주는지를 의미하고, 좋
아하는 방법과 싫어하는 방법을 적으면 된다고 풀
어서 설명을 하였다. 학생들이 응답한 결과는 문장
단위로 text파일(.txt)의 형태로 저장하였다. 저장된
파일은 NetMiner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먼저 대명사, 부사, 조사, 감탄사, 
관형사 등의 의미없는 개념들은 제거하였다. 그리
고 분석할 개념들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수업에 대
한 것이나, 과학 교사에 대한 정서적 측면이 반영
된 개념들로 명사와 동사의 형태를 기본으로 변환
하여 분석하였다. 추출된 개념 중에서 출현 빈도가
높고,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은 핵심개념을 중심
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Lee, 2014; Shim, 2011).

4. 자료 분석방법
전처리 과정을 거친 자료를 바탕으로 NetMiner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념 × 개념 공출현 빈도
행렬을 얻은 후 이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하였다. 언
어 네트워크 분석의 레이어는 개념의 위치가 고르
게 분포되어 있어 시각화하기 용이한 spring형 방식
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Kim et al., 2020). 이때 개
념은 점(node)으로, 개념 간 연결은 선(link)으로 제
시되었다. 점의 크기는 개념의 빈도에 비례하여 표
현하였고, 선(link)의 굵기는 연결되어 있는 개념 사
이의 공출현 빈도에 비례하여 굵기가 표현되었다.
다음은 기피하는 과학 수업의 형태에 대한 이미

지를 기술한 예시 중 일부이다. 

나는 이해가 안되는 암기하도록 하는 수업을 원하지 않

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만 잡아먹고, 쉬는 시간

까지 수업을 하며, 수업 못 가르치는 것이 싫습니다. 암

기식 수업은 이해가 안돼서 싫어합니다.

제시한 개념에서 ‘이해가 안되는’, ‘이해가 안돼
서’는 ‘이해안되다’로, ‘못 가르치는 것’은 ‘못가르
치다’의 동사의 형태로 변환하였으며, ‘암기하도록
하는’, ‘암기식’은 ‘암기식’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
다. 이를언어네트워크로시각화하면 Fig. 1과같다. 
이를 통해 수업 상황에 따라 초등학생들이 선호

하거나 기피하는 과학 교사에 대한 이미지를 시각
화하고, 제시된 개념들 간의 연결 관계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업 상황에 따라 제시
된 개념들 중에서 제시된 빈도가 높으며, 핵심개념
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은 개념(Shim, 

Table 2. Questionnaire of the study

수업 상황 설문 문항에서 제시한 정의와 예시

수업 형태
수업 형태는 수업에서 보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형태이다. 
예: 주입식, 설명식, 강의법, 토의법, 발견식, 탐구식, 실험 수업 등

수업 자료 제시 방법
수업 자료는 교사의 수업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활용되는 모든 자료이다. 
예: 인쇄매체, 실물, 실험도구, 모형, 판서자료, 시청각 자료, 교과서 등

교과 지도 방법
교과 지도는 교사가 학교의 교과수업에서 학생의 지식․기술 학습을 지도하는 행위이다. 
예: 이론, 개념 중심, 실생활 관련 내용 중심, 학생 활동 중심, 자습, 교과서 읽기, 밑줄 긋기 중심

교과 내용 설명 방식
수업에서 설명은 학생에게 어떤 의미를 이해시키려는 시도이다. 
예: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설명, 흥미롭고 유머 있게 설명, 욕설, 사생활과 농담에 치우침

수업 분위기 조성
수업 분위기는 수업과 학습활동에서 느껴지는 학급 분위기이다. 
예: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딱딱하고 지루하며 조용한 학습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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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들을 제시하여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주된
과학 교사의 이미지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수업 형태
초등학생들이 수업의 형태에 대해서 선호하고, 

기피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에 대한 언어 네트워
크는 Fig. 2와 같다. 수업 형태에 대해 선호하는 과
학 교사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실험’ 140회, ‘탐구
식’ 122회, ‘재밌다’ 62회, ‘설명하다’ 48회, ‘이해하
다’ 33회, ‘토론’ 33회, ‘발견식’ 32회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이들 개념들은 다른 개념들에 비해 언
어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 개념을 알려주는 아이겐
벡터 중심성 지수 역시 높게 나타나 언어 네트워크
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Fig. 2a). ‘실험’은 ‘탐구
식’, ‘토론’, ‘재밌다’, ‘설명하다’, ‘모둠활동’, ‘활동
중심’ 등과 연결되어 있었다. ‘탐구식’은 ‘발견식’, 
‘토론’, ‘모둠 활동’, ‘이해하다’ 등과 연결되어 있으
며, ‘설명하다’는 ‘자세하다’, ‘주입식’, ‘이해하다’, 

‘실험’ 등과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실험’과 ‘탐구
식’, ‘탐구식’과 ‘발견식’, ‘실험’과 ‘재밌다’와 같은
개념들은 공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개념들로
초등학생들은 실험, 탐구식, 발견식 수업의 형태를
선호하며, 이를 재미있게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수업 형태 중에서도 ‘실험’의 경우, 초등학

생들이 선호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에서 가장 빈
도와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는 개념으
로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선호하는 다른 수업 형태
의 다른 개념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매개하
는 개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과학 수업의 형태 중에 가장 선호하는 형태가 실험
으로 실험을 통해 과학 수업이 이루어질 때 과학
수업에 대해 재미있고, 이해할 수 있고, 기억에 남
는 등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초등학생들이 수업 형태에서 기피하는 과

학 교사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주입식’ 101회, ‘지
루하다’ 42회, ‘암기식’ 39회, ‘강의식’ 37회, ‘설명
없다’ 34회, ‘설명하다’ 32회, ‘실험 안하다’ 31회 등
의 순으로 개념을 제시하였다(Fig. 2b). ‘주입식’은
‘설명없다’, ‘설명하다’, ‘강의식’, ‘필기’, ‘재미없
다’, ‘지루하다’, ‘암기식’, ‘토의’, ‘집중력 저하’, ‘이
해 안된다’, ‘못 가르친다’ 등과 연결되어 있었고, 
‘지루하다’는 ‘재미없다’, ‘졸리다’, ‘집중력 저하’, 
‘주입식’, ‘기억에 남지 않는다’ 등과 연결되어 있었
다. ‘암기식’은 ‘필기’, ‘못 가르친다’, ‘이해 안된
다’, ‘기억에 남지 않다’, ‘재미 없다’ 등과 연결되어

Fig. 1. Example of semantic network.

a. Preferred image b. Avoided image

Fig. 2. Semantic network on the types of science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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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는 계속 설명만 하는 수업도 싫지만, 설
명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상태로 대충 넘어가는 수
업의 형태도 기피하는 인식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다. 이를 통해 과학 교사는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
들이 집중할 수 있는 설명의 정도로 적절히 조절하
여 설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입식’의 수업 형태의 경우에는 선호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뿐 아니라, 기피하는 과학 교사의 이
미지에도 동시에 제시되고 있었다. 선호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에서는 ‘탐구식’, ‘설명하다’, ‘강의
식’, ‘실험’, ‘이해하다’와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기
피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에서는 ‘지루하다’, ‘재
미없다’, ‘필기’, ‘암기식’, ‘기억에 남지 않다’, ‘강
의식’, ‘설명하다’, ‘설명없다’, ‘토의’, ‘못 가르치다’
의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들의 경우, 주입식 수업을 다른 수업의 형태와 어
떻게 함께 제시하느냐에 따라 선호하기도 하고, 기
피하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탐구와 실험을
통해 강의식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
은 선호하는 반면에, 필기 위주의 암기를 강요하는
강의식의 경우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끼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에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
의 형태는 실험이나 탐구로 직접 체험하는 활동적
인 수업을 선호하였으며, 이때 과학 수업은 무엇보
다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2. 수업 자료 제시 방법
초등학생들이 수업 자료 제시 방법에 대해 선호

하고, 기피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는 Fig. 3과 같다. 수업 자료 제시 방법에
대해 선호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시
청각자료’ 91회, ‘실험’ 79회, ‘재밌다’ 49회, ‘이해
하다’ 43회, ‘실험도구’ 27회, ‘활동중심’ 24회, ‘ppt 
활용’ 21회 등의 순으로 개념을 제시하고 있었다
(Fig. 3a). 이 개념들은 공통적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개념에게서 높게 나타
나는 아이겐벡터 중심성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
었다. ‘시청각자료’ 개념의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가
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ppt 활용’, ‘재밌다’, ‘실물’, 
‘실험도구’, ‘실험’, ‘이해하다’, ‘활동중심’, ‘설명하
다’, ‘자세하다’, ‘게임형식’ 등의 개념들과 연결되
어 있었다. 특히, ‘시청각자료’의 경우, ‘ppt 활용’과
‘실물’ 및 ‘재밌다’는 개념들과, ‘실험’은 ‘재밌다’, 
‘흥미롭다’의 개념들과 공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
고 있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자료를 제시할 때에 ppt 자료나 실물, 실험도구와
같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구체적인
경험을 해봄으로써 무엇보다 과학 수업이 재미있
고, 흥미로우며,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오래 기
억에 남길 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게
임형식’이 ‘시청각 자료’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는 초등학생들이 시청각 자료를 제시할 때에도 게
임형식과 같이 재미와 흥미를 포함하는 방식을 요
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피하는 수업 자료 제시 방법에 대해서는 ‘교과

서 읽기’ 79회, ‘판서’ 43회, ‘필기’ 27회, ‘이해 안되

a. Preferred image b. Avoided image

Fig. 3. Semantic network on how to present clas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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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5회, ‘실험 안하다’ 24회, ‘지루하다’ 24회, ‘영
상시청’ 19회 등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었다(Fig. 
3b). 초등학생들은 과학 수업에서 자료를 제시할 때
기피하는 형식에 대한 네트워크에서 ‘교과서 읽기’, 
‘판서’, ‘필기’, ‘실험 안하다’, ‘영상시청’, ‘지루하
다’ 개념이 중심을 차지하며 제시되고 있었다. ‘교
과서 읽기’ 개념은 ‘흥미없다’, ‘빈칸 채우기’, ‘필
기’, ‘집중력 저하’, ‘실험 안하다’, ‘인쇄매체’, ‘이
해 안되다’, ‘지루하다’, ‘설명없다’ 개념과 연결되
어 있었다. 특히, ‘교과서 읽기’는 ‘판서’, ‘필기’의
개념들과 ‘영상시청’은 ‘실험 안하다’는 개념과 공
출현 빈도가 높게 제시되고 있었다. 이는 과학 수
업에서 실험이나 설명이 없이 교과서만 읽으며, 단
순한 필기를 하는 방식의 수업을 초등학생들이 기
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수업
자료 제시 방법은 지루하고, 집중력이 저하되며, 이
해가 되지 않는다고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기억
에 남지 않다’와 ‘활동없다’의 개념은 다른 개념들
과는 연결되지 않고, 서로간의 연결만 이루고 있었
는데,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은 직접 활동하지 않는
과학 수업의 경우,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활동 중심의 과학 수
업을 하면 기억에 더잘 남는다는것을나타내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활동 중심의 실험과 같은 탐구 활
동을 수행하게 되면 과학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향
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Garnett et al., 1995; Hofstein, 
2004) 과학 교수 학습 시에는 언어적인 설명만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활동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욱 효과적이다.
과학 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

하여 과학 교사들은 다양하고, 적절한 자료를 개발
하고 제작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
다(Lee & Kim, 2004).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서 전통
적인 수업 자료로 여겨지던 교과서나 인쇄매체, 판
서, 필기 등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Song and Kim (2010)의 연구에서도 과학
교사들이 선호하는 수업 자료로 실물, 실험도구, 모
형 외에 인쇄매체와 판서자료가 높은 빈도로 제시
되고 있었다. 초등학생들은 과학 수업 시에 자료로
교과서, 인쇄매체, 판서, 필기를 하는 것을 기피하
고 있었고, 시청각자료나 실험을 통한 직접 활동하
는 방식의 자료 제시 방법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
편, ppt 자료에 대해서는 선호와 기피 모두에서 제

시되고 있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ppt를 활용하는 수
업은 재미가 있는데 반해, 인쇄매체나 영상시청, 실
험과 같은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ppt만 보는 방식
은 기피하고 있었다. 즉, ppt를 활용하더라도 실험
이나 탐구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활용하는 것은 재
미있게 느끼지만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
서나 인쇄매체를 통해 필기하고, 영상을 보며, ppt
로 정리하는 수업은 기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자료 제시 방식일지라도 어떻게
적재적소에 제공되고 활용되느냐에 따라 초등학생
들의 선호와 기피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초등학생들은 활동을 병행하여
야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초등
과학교사는 탐구 활동과 학생 참여 활동 수업을 활
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수업 실
정에 맞게 설계하고 구상하며, 개발하고, 활용해나
갈 필요가 있다.

3. 교과 지도 방법
초등학생들이 교과 지도 방법에서 선호하고, 기

피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는 Fig. 4와 같다. 선호하는 교과 지도 방법에 대해
제시된 개념을 살펴보면 ‘실험’ 132회, ‘활동중심’ 
102회, ‘재밌다’ 54회, ‘이해하다’ 37회, ‘실생활관련
내용’ 33회, ‘기억에 남다’ 26회, ‘시청각자료’ 23회
의 순으로 제시되고 있었다(Fig. 4a). 선호하는 교과
지도 방법에 대한 네트워크는 ‘실험’, ‘활동중심’, 
‘재밌다’, ‘실생활관련내용’ 개념을 중심으로 연결
되고 있었다. 특히 과학 교과에서 초등학생들이 지
도하는 방법 중 가장 선호하는 비중 있는 개념들은
‘활동중심’과 ‘실험’으로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다른
개념들과 공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
개하는 개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동중심’ 개념은 ‘모둠활동’, ‘체험하다’, ‘실
험’, ‘재밌다’, ‘자세하다’, ‘기억에 남다’, ‘교과서중
심’, ‘개념중심’, ‘실생활관련내용’ 등의 개념과 연
결되어 있으며, ‘실험’ 개념은 ‘활동중심’, ‘실생활
관련내용’, ‘재밌다’, ‘시청각자료’, ‘흥미롭다’, ‘체
험하다’, ‘설명하다’의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활동중심’은 ‘실생활관련내용’, ‘실험’ 
개념들과 ‘실생활관련내용’은 ‘개념중심’과 ‘실험’
은 ‘재밌다’와 공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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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은 실험과 같은 직접적인
체험을 하는 활동중심의 수업 방식을 통해 실생활
과 관련하여 과학 개념을 알아가길 원했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실험과 같은 활동들은 무엇보
다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생활관련내용’ 개념은 ‘예를 들다’, ‘교과서중
심’, ‘재밌다’, ‘활동중심’, ‘실험’, ‘개념중심’과 연
결되어 있었다. 즉,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재미있
는 예를 들어 교과서에 있는 과학 개념들을 설명해
주길 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과학 교과
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생활을 보
다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
접한 교과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과학 교과의 지도를 위

해서는 학생 중심의 ‘활동’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
는 과정을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실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학습
자 중심의 수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자 중심 수업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과학 교과의 지도 방식을 따름과 동시에 문제 해결
력, 창의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같은 미래 사
회의 시민으로 가져야 하는 핵심적인 역량을 함양
하고,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여 자신
감을높여주는 데긍정적인효과(Evensen & Hmelo, 
2000)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들이 기피하는 교과 지도 방법에 대한

네트워크에서 제시된 개념들을 빈도로 살펴보면
‘교과서 읽기’ 86회, ‘실험 안하다’ 54회, ‘이론식’ 

46회, ‘이해 안되다’ 46회, ‘밑줄긋기’ 34회, ‘자습없
다’ 31회, ‘지루하다’ 31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4b).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은 핵심 개념들은
‘이론식’, ‘개념중심’, ‘실험 안하다’, ‘밑줄긋기’ 등
의 개념으로 이들 개념들이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론식’ 개념은 ‘밑줄긋기’, 
‘개념중심’, ‘실험 안하다’, ‘자습없다’, ‘배움없다’, 
‘설명없다’, ‘지루하다’, ‘교과서 읽기’ 개념과 연결
되어 있었다. ‘실험 안하다’ 개념은 ‘이론식’, ‘재미
없다’, ‘넘어가다’, ‘배움없다’, ‘못가르치다’, ‘집중
력 저하’, ‘흥미없다’, ‘필기’, ‘교과서 읽기’ 개념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실험 없이 교과서의 이론과 필
기로 진행되는 수업의 경우 재미도, 흥미도, 배움도
없고,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못 가르치는 교사라 인
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이론식’은 ‘실
험 안하다’, ‘개념중심’ 개념과 ‘밑줄긋기’는 ‘자습
없다’의 개념과 ‘설명없다’는 ‘이해 안되다’의 개념
과 공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초
등학생들이 실험을 하지 않고, 개념 중심의 이론식
수업을 하는 교과 지도 방법에 대해 기피하며, 설명
이 없는 경우 이해가 되지 않으며, 밑줄 긋기와 자
습이 없는 것을 기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초등학생들은 기피하는 교과 지도 방법에

대해 제시할 때, ‘지루하다’, ‘못가르치다’, ‘기억에
남지 않다’, ‘재미없다’, ‘집중력 저하’, ‘배움없다’, 
‘흥미없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개념
들을 여과 없이 제시하고 있었다. 과학적인 현상, 
이론, 개념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들에

a. Preferred image b. Avoided image

Fig. 4. Semantic network on science teach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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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교과서 읽기나 이론식, 개념 중심의 지도 방
법이 아닌 과학 원리를 활용한 게임, 놀이와 실험
과 같은 활동 및 체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며, 흥미를 느낄 수 있
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초등학생은 실험, 학생
활동 중심, 개념 중심의 교과 지도 방법은 선호하
지만, 이론식 지도 방법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초등학생은 과학의 핵심 개념의 적용을 통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거나, 탐구 활동을 수행하길
원했고, 이러한 학생 중심의 참여 활동은 재미있다
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 참여 수업은 전통
적인 수업에 비해 학습 기술과 이해도를 향상시키
며(Lonka & Ahola, 1995), 높은 수업의 참여도는 학
습 동기의 향상뿐 아니라, 성취도의 향상을 가져오
므로(Hall & Saunders, 1997)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초등
과학 교사가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4. 교과 내용 설명 방식
초등학생들이 과학 교과 내용에 대한 설명 방식

으로 선호하고, 기피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에 대
한 언어 네트워크는 Fig. 5와 같다. 교과 내용 설명
방식에 대해 선호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에 대한
개념에서는 ‘재밌다’ 51회, ‘이해하다’ 50회, ‘실험’ 
45회, ‘자세하다’ 27회, ‘시청각자료’ 21회, ‘중요내
용 제시’ 19회, ‘ppt 활용’ 18회 등의 순으로 제시하
고 있었다(Fig. 5a). 네트워크는 ‘재밌다’, ‘이해하
다’, ‘시청각자료’, ‘흥미롭다’, ‘유머러스하다’ 개념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재밌다’ 개념은 ‘흥미
롭다’, ‘시청각자료’, ‘이해하다’, ‘잘가르치다’, ‘실
험’, ‘활동중심’ 개념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과학 교과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때 실험과 같은
활동과 시청각 자료를 통해 이해하도록 하고, 학생
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흥미로운 학생 참여
수업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이 과학 교과에 대해 재
미와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하다’ 개념은 ‘예를 들다’, ‘유머러스하다’, 
‘대답하다’, ‘중요내용 제시’, ‘시청각자료’, ‘재밌
다’, ‘실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초등학생들
이 과학 교과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과학 교사가
과학 교과 내용을 설명 시 중요 내용을 제시해주고, 
예를 들어 설명하며, 질문에 대해 적극적인 피드백
을 할 때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특
히 ‘유머러스하다’와 ‘흥미롭다’는 개념이 공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과학 수업
상황에서 설명이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더 쉽게 이해하고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 and Ko (2008)의 선행 연구에서는 67% 이상
의 학생들이 유머가 풍부한 교사를 바람직한 교사
로 보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시청각자료’ 개념은 ‘재밌다’, ‘게임형식’, ‘이해
하다’, ‘ppt 활용’ 개념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공출
현 빈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초등학생들
은 시청각 자료, ppt, 게임형식 등 직․간접적인 경
험과 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

a. Preferred image b. Avoided image

Fig. 5. Semantic network on the way content is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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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초등학생들은
실험을 통한 설명, 이해하기 쉬운 설명, 자세한 설
명,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것을 선호하는 인식구조
를 가졌다고 확인할 수 있다.
기피하는 교과 내용 설명 방식에서 초등학생들

은 ‘설명없다’ 39회, ‘화내다’ 31회, ‘교과서 읽기’ 
29회, ‘실험 안하다’ 20회, ‘못 가르치다’ 18회, ‘지
루하다’ 17회, ‘이해 안되다’ 16회 등의 순으로 개
념을 제시하고 있었다(Fig. 5b). 특히, ‘설명없다’와
‘교과서 읽기’는 아이겐벡터 중심성, 매개 중심성, 
연결정도 중심성, 공출현 빈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
다. ‘설명없다’ 개념은 ‘지루하다’, ‘교과서 읽기’, 
‘남기다’, ‘기억에 남지 않다’, ‘어려운 단어 사용’, 
‘발표시키다’, ‘재미없다’, ‘필기’, ‘이해 안되다’ 개
념과 연결되어 있었다. ‘교과서 읽기’ 개념은 ‘재미
없다’, ‘실험 안하다’, ‘기억에 남지않다’, ‘지루하
다’, ‘딱딱하다’, ‘못가르치다’, ‘ppt 보다’, ‘배움없
다’, ‘설명없다’ 개념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초등
학생들이 과학 수업 시간에 교사가 내용에 대한 자
세한 설명 없이 교과서만을 읽거나 필기가 이루어
지는 경우,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발표를 시키는 경우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설명없다’는 개념은 ‘교과서 읽기’와
‘지루하다’, ‘어려운 단어 사용’, ‘필기’와 공출현 빈
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설명없다’와 연결된
‘지루하다’는 개념은 ‘못가르치다’와 공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과학 수업에서 필기만
하고 설명이 없거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며, 교과
서 위주의 수업이 진행될 때 지루하고, 이해되지 않
아 이를 기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 수
업 시에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를 자극하려면 적절
한 설명뿐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는 생각에 대해 충
분한 피드백이 제시되어야 한다(Barron et al., 1998). 
이에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이 이루어지며, 적
절한 피드백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질 높
은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등 과
학교사의 과학 교과 내용이나 내용교수지식에 대
한 풍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Jeon, 2019). 

5. 수업 분위기 조성
초등학생들이 과학 수업 분위기를 조성할 때 선

호하고, 기피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는 Fig. 6과 같다. 선호하는 수업 분위기
조성에 대해 제시된 개념들의 빈도를 살펴보면 ‘실
험’ 119회, ‘재밌다’ 44회, ‘과학실 가다’ 18회, ‘설
명하다’ 14회, ‘관련 이야기’ 12회, ‘이해하다’ 12회, 
‘유쾌하다’ 11회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실
험’은 가장 많은 개념들과 연결되는 매개 개념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에 위
치하고 있었다(Fig. 6a). 특히, ‘실험’ 개념은 ‘재밌
다’, ‘활동중심’, ‘과학실 가다’, ‘모둠활동’, ‘흥미롭
다’ 등의 대부분의 개념들과 공출현 빈도 역시 높
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과학 수업 분위기
를 조성할 때에도 실험을 가장 선호함을 확인할 수

a. Preferred image b. Avoided image

Fig. 6. Semantic network on the class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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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선호하는 수업 분위기 조성에 대한 언어 네트워

크에서는 ‘실험’, ‘재밌다’, ‘과학실 가다’, ‘모둠활
동’, ‘활동중심’ 개념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실험’은 ‘재밌다’, ‘과학실 가다’, ‘모둠활동’, ‘활동
중심’, ‘집중하다’, ‘밝다’, ‘흥미롭다’, ‘자세하다’, 
‘잘 가르치다’, ‘이해하다’ 등의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초등학생들은 과학 교과 시간에 다양한 탐
구 경험을 통해 내용을 이해할 때 집중력이 향상되
고, 과학에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방식으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학 교
사를 잘 가르치는 교사라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실험을 통해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을
선호하며, 실험을 통해 과학 수업 분위기가 활동적
이고,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밝은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과학 내
용에 대한 이해와 집중이 잘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교사를 잘 가르치는 교사로 인식하고 있었
다. 이는 실험을 활용한 수업의 경우 초등학생들이
과학 내용과 원리에 대해 더욱 이해하기 쉽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실험은 과학에 대한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체험으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Han, 2004), 자연 현상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과학 교육에서의 핵심적
인 역할을 수행한다(Swain et al., 1999). 이에 초등
과학 교사의 경우에도 과학 수업 분위기 조성을 위
하여 실험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
학실 가다’의 개념은 ‘실험’, ‘안전하다’, ‘재밌다’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과학실에서 진행되는
실험 수업에서 재미를 느낀다는 초등학생들의 인
식구조를 알려주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과
학실의 사용과 안전에 대해 연결하여 인지하고 있
었는데, 이는 실험 기구의 유의 사항, 안전 수칙 등
과 같은 충분한 안전에 대한 사전 지도가 과학 수
업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초
등학생은 특히 과학실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실에서의 안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Hong, 2004).
초등학생들이 기피하는 수업 분위기의 조성에

대해 제시된 개념들을 살펴보면, ‘실험 안하다’ 59
회, ‘지루하다’ 43회, ‘딱딱하다’ 29회, ‘설명없다’ 
23회, ‘시끄럽다’ 22회, ‘재미없다’ 17회, ‘조용하다’ 
13회 등의 순으로 제시되고 있었다(Fig. 6b). 언어

네트워크에서는 ‘지루하다’, ‘딱딱하다’, ‘실험 안하
다’, ‘시끄럽다’ 개념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루하다’는 개념은 ‘딱딱하다’, ‘조용하다’, ‘설명
없다’, ‘위험하다’, ‘자유롭다’, ‘썰렁하다’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들 개념 간의 공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과학 교사가 자세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진도를 나가기 위해 급하게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에 초등학생들은 지
루하고, 딱딱하고, 조용하고, 썰렁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때 지루한 분위기
뿐 아니라,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도 기피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딱딱하다’는 개념은 ‘지루하다’, 
‘활동없다’, ‘졸리다’, ‘썰렁하다’, ‘재미없다’, ‘실험
안하다’, ‘조용하다’는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즉, 실험도 하지 않고, 활동이 없는 수업의 경우 초
등학생들은 딱딱하고, 지루하고, 썰렁하고, 조용하
여 졸리고, 재미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과학 수업 분위기를 조성할

때에 과학실에 가서 직접 활동하고, 체험하고, 실험
하는 분위기를 선호하는 반면, 딱딱하고 조용한 수
업 분위기를 지루하다고 여기며 기피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에게 과학 수업
분위기를 조성할 때에는 지루하고, 조용한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함께 활동함으로
써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수업 분위
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초등학생들이 구체적인 과학 수업 상

황에서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은 구체적인 과학 수업 상황
5가지 영역에서 초등학생들이 높은 빈도로 제시된
개념들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Fig. 7). 선호하
는 과학 수업 형태는 탐구식, 실험, 발견식, 설명식, 
토의였으며, 기피하는 것은 주입식, 강의식, 암기식
교육이었다. 수업 자료로는 시청각 자료, 실험 도
구, 실물 등을 선호하며, 교과서와 판서 자료를 기
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교과 지도방법으
로는 실험, 학생 활동 중심, 실생활 관련 내용 중심
으로 지도하는 것을 선호하며, 일방적인 교사 중심
의 이론식, 교과서 위주, 밑줄 긋기는 기피하였다. 
초등학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선호하는 수업 상

황 모두에서 실험 개념이 높은 빈도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처럼 실험을 통한 과학 수업은 학생들이
선호할 뿐 아니라, 과학 수업에서의 학생들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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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높여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재미뿐 아니라, 이
해도도 높이는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Hofstein & Lunetta, 2004; Yang et al., 2006) 과학
교과의 주된 교수 학습 활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선행연구(Cho & Park, 1993; Song & Kim, 
2010)에서 예비 과학교사, 현직 과학교사들이 선호
하는 교수 방식에서도 탐구와 실험 수업이 높은 순
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
학 교사와 예비 과학 교사 및 현직 과학 교사들이
선호하는 교수 방식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피하는 과학 수업에서는 ‘지루하다’라는 부정

적인 인식에 대해 5가지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제시
하고 있었는데, 이는 초등학생들의 과학 수업에 있
어서 가장 기피해야 할 부분이 지루한 과학 수업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초등학생들은 과학 교과
시간에 재미있기를 바라고, 지루한 것을 기피하고
있었는데, 실험, 모둠 활동, 학생 활동 중심, 실생활
관련 내용과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는 수
업일 때에 재미를 느끼고, 이해하기 쉬우며, 흥미롭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학습자 스스로가 직접
적인 활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과학 개념이나 원리
를 이해해야 학생들이 흥미를 느낀다는 선행연구
(Brown, 1995; Woolnough, 1994)의 결과와 일맥상통
하는 것이다. 
이처럼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재미있고, 유머

러스하며,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수행하는 초등 과학 교사가 되기 위한

a. Preferred image

b. Avoided image

Fig. 7. The concept of high frequency in accordance with class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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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시청각 자료, 스마트 기기와
같은 초등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교수적 역량을 기를 수 있
도록 교사 양성 교육 및 연수 과정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과학 교사들은 학습
내용과 관련된 실생활 이슈를 적극 제시함으로써
과학이 가지는 가치와 잠재력(MOE, 2017)에 대해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듯 과학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과학 교사

에 대해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이미지에 대한 판단
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초등학교의 과학 교육이 정
상화되기 위해서는 수업이 내실화되어야 한다(Lee 
& Kim, 2004). 즉, 단순한 교과 내용의 전달을 넘어
여러 가지 학습 요인들을 고려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 교사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수업 상황에 따라 초등
학생들이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
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인식
하고 평가하는 과학 교사에 대한 인식구조를 분석
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수업 상황을 수
업 형태, 수업 자료 제시 방법, 교과 지도 방법, 교
과 내용 설명 방식, 수업 분위기 조성의 5가지 영역
으로 나누고, 학생들이 가지는 인지구조를 언어 네
트워크 분석법을 활용하여 시각화하고, 분석하였
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들이 과학 교사에 대해 선호하거

나 기피하는 이미지는 과학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강의식 수
업과 같은 수업의 형태는 초등학생이 선호하는 과
학 교사 이미지에도 기피하는 과학 교사 이미지에
도 모두 제시되고 있었다. 선호하는 과학 교사 이
미지로 제시한 네트워크에서는 실험과 같은 탐구
식이나 발견식 수업에서 관련된 개념들을 학생들
에게 강의식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초등학생들은
재미있고, 설명이 이해가 쉽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기피하는 이유로는 주입식으로 필기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일방적인 수업이 되어 상
호작용이 부족하며,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끼는 것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수업 형

태일지라도 과학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느
냐에 따라 선호하는 이미지가 될 수도 기피하는 이
미지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초등학생
들이 선호하는 과학 교사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수
업에 대한 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초등 과학 교사들은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수
업 실정에 맞게 설계하고 구상하며, 개발하고, 활용
해나가는 등의 수업 내실화 및 수업에 대한 능력을
기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초등학생들의 과학 수업은 실험 수업과 같

은 활동 중심의 수업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
다. 과학 교과의 특징적인 수업인 실험의 경우 세
부적인 수업 상황에 해당하는 5가지 영역 모두에서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상위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에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과학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탐구 중심의 교수 활동이 적
극적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과학 교과의
특성을 잘 살린 실험과 같은 탐구 중심의 활동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는 과학 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긍정적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등학생이 기피하는 과학 교사가 되지 않

기 위해서는 수업 형태는 주입식, 강의식, 암기식을
지양해야 하며, 수업 자료를 제시하거나 교과를 지
도 및 내용을 설명할 때 실험과 같은 활동을 하지
않고, 교과서만을 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수업을
지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기피하는
지루한 과학 수업을 피하는 것이 선호하는 과학 교
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실생활과 관
련되어 있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직
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느끼게 하는 과학 수업을 통
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우며, 흥미로운 과학 수업
으로 거듭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수업 상황별로 초등학생들이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과학 교사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공
통적으로 제시되는 개념들이 많았다. 선호하는 교
사에 대한 개념에는 실험과 같은 활동중심의 수업
을 하고,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및 시청
각 자료를 활용하며, 재미있는, 유쾌한 수업에 대한
개념들이, 기피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하며, 실험도 하지 않고, 지루하고, 
이해되지 않는 수업에 대한 개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는 생각보다 작은 변화와 노력
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과학 교사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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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기피하는 부분을 지양하고, 선호하는 수업으로 나
아가고자 노력할 때 성공적인 과학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처럼 수업 방법에 대한 교사

의 작은 변화와 노력들이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과학 수업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교
사들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실험과 같은 활동 중심, 
학생 중심의 수업을 구성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간
의 상호작용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과학
수업의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사 차
원의 작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수업의 변화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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