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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석사)
영역

교과목
코 드

한

과

글

목

명
영

어

이수
학점

개설시기
연도학기

205-101

초등과학교육연구세미나

Seminar i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Research

3

1,2-②

205-102*

초등과학교수-학습이론 및
방법

Teaching and Learning Theories i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3

1-①

205-103*

초등과학교육과정 특강

StudiesonElementaryScienceCurriculum

3

1-①

205-104*

초등과학교재 연구·개발

Materials Development i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3

2-①

205-105*

통합초등과학 연구

Integrated Elementary Science

3

1-①

초등과학특별활동 개발

Development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3

1-②

205-110*

새초등과학교육 특강

New Trends i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3

1-①

205-111*

창의력과 초등과학교육

Teaching Creativity in Science Education

3

2-①

205-114*

학교밖 과학교육의 이해

Informal Science Education

3

2-②

과학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Qualitative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3

2-②

매스매티카를 활용한
과학교육

Science Education with Mathematica

3

1-①

205-117*

과학교육에서의 양적 자료
분석

Quantitative Analysis in Science Education

3

1-②

205-118*

초등과학탐구 지도

Studies on Elementary Science Inquiry

3

2-①

205-119*

초등과학실험특강

Seminar in Elementary Science Experiment

3

2-②

205-120*

환경과학특강

Special Lecture on Environmental Science

3

1-②

205-121*

과학철학 및 과학사와
초등과학교육

Philosophy and History of Science and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3

1-②

205-107*

교 과
교육학 205-115*
(석사)
205-116*

205-122*

생활속의 과학 이해

Understanding of Science in Daily Life

3

2-➀

205-123

초등과학교육 세미나 1

Seminar i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1

1

1,2-①,②

205-124

초등과학교육 세미나 2

Seminar i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2

1

1,2-①,②

205-201

물리학 세미나

Seminar in Physics

3

2-①

화학 세미나

Seminar in Chemistry

3

2-②

교 과 205-202
내용학
(석사) 205-203
205-204
논문
연구

교

001-301

생물학 세미나

Seminar in Biology

3

1-②

지구과학 세미나

Seminar in Earth Science

3

1-①

논문연구

Study for Thesis

3

5학기차

학기
차

비고

1:홀수해
2:짝수해
①:1학기
②:2학기

06.3~
17.8.
입학생
적용

교과목코드에 ‘ * ’가 붙은 교과목은 석/박사 공통과정으로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수강이 가능(주전공학점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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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공안내 및 강의과목 해설

【석사과정】
▐ 교과 교육학
1. 초등과학교육 연구 세미나(205-101)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험, 조사
등 각종 연구 방법과 과학교육 논문 작성법을 학습하도록 하고 통계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연구논문을
학습하고 토론한다.
2. 초등과학 교수-학습 이론 및 방법(205-102)
초등학교 아동의 과학적 사고의 발달과 과학 개념 형성과정을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고찰하여 효율적인 과학과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초등과학교육과정 특강(205-103)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며 과학과에서 다루는
과학적 개념이 어떻게 조직되고 선정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초등학교
아동의 제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것을 분석하고 재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4. 초등과학교재 연구·개발(205-104)
21세기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초등 과학교육의 교재를 분석하고 기초가 되는
생태적 소양의 과학개념을 추출하여 아동이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초등과학교재를
재구성하는 능력과 이를 아동의 실생활과 관련지어 학습체험 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5. 통합 초등과학 연구(205-105)
초등과학 교육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영역별 지도보다는 지도영역 분야에
관계없이 통합단원을 개발․연구하며 학생의 통합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6. 초등과학 특별활동 개발(205-107)
초등학교 과학과 목표의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과학학습 우수아나 과학반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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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활동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과학의 4분야의 내용을 고루 포함시킨다. 그리고
과학반의 운영 계획을 작성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7. 새초등과학교육 특강(205-110)
과학과 지도와 관련하여 최근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며, 이들을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8. 창의력과 초등과학교육(205-111)
초등학교 교사들이 창의력에 대해 이해를 하도록 하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몸에 익혀 이를 여러 교과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초등학교
학생의 창의력 및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교수 - 학습 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9. 학교 밖 과학교육의 이해(205-114)
최근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학생의 자발성, 호기심의 감퇴 그리고 교사
주도적 상황의 불가피함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 밖으로 나아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
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본 교과에서는 비형식교육의 정의와 이론화의
과정 그리고 실제 학교 밖 과학교육을 실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다양한 국내외
사례연구를 살펴보고 우리 초등과학 현실에 걸맞는 비형식 교육과정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둔다.
10. 과학교육에서의 질적 연구(205-115)
과학교육 연구에서 질적 자료를 수집 ․ 분석하는 연구방법에 대한 접근을 하여 양적
연구와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는 질적 연구의 특성과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 고찰해
본다.
11. 매스매티카를 활용한 과학교육(205-116)
매스매티카를 이용하여, 과학 학습 및 탐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학적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12. 과학교육에서의 양적 자료 분석(205-117)
과학교육에서 양적 연구를 토대로 수집한 자료들에 대한 정량적, 통계적 분석에
대하여 이해하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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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초등과학탐구 지도(205-118)
학생의 탐구능력 신장은 초등과학교육에서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탐구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탐구능력 지도 방법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14. 초등과학실험특강(205-119)
초등과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실험을 분석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과학
개념들을 탐구하며, 일상적이면서 흥미로운 소재와 과학 원리를 적용한 과학완구 및
컴퓨터 기반의 다양한 실험들을 학습한다. 또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5. 환경과학특강(205-120)
환경과학의 간학문적 성격을 이해하고, 인간과 자연 세계의 상호 작용, 자연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통해 환경과학의 성격을 재조명하며, 초등학교 수업에 적용 가능한
환경교과 수업자료 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
16. 과학철학 및 과학사와 초등과학교육(205-121)
과학의 본성을 철학적․역사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이를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17. 생활 속의 과학 이해(205-122)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과학현상, 생활용품 등에 포함된 과학 원리의 탐색을 통하여
과학개념을 이해하고 과학과 생활의 깊은 관련성을 인식하며 과학으로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 초등과학교육 세미나1 (205-123)
과학교육의 최근 연구 동향을 이해하고 최근의 연구 논문들을 읽으면서 개인의
학위논문을 위한 제안서 작성을 지도한다.
19. 초등과학교육 세미나2 (205-124)
논문계획서를 구체화하여 현장개선 및 과학 교육연구 테마에 적합한 연구물을 완성해
가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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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내용학
1. 물리학 세미나(205-201)
초등학교 과학교과서의 물리분야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지도방법 및 배경지식을
습득하며 초등학교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실험을 통하여 물리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2. 화학 세미나(205-202)
과학과의 화학 분야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화학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초등학생이 많이 가지는 대안개념을 과학사적인 입장에서 분석하며, 학생의
개념과 관련된 자유 연구를 통해 지도 능력을 기른다.
3. 생물학 세미나(205-203)
과학과의 생물학 분야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생물학의 기본개념을
과학사적인 입장에서 학습하도록 하고 자유연구를 통해 기본적인 탐구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4. 지구과학 세미나(205-204)
과학과의 지구과학 분야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지구과학의 기본
개념을 학습하도록 하고 심층적 개념을 연구 과제를 통해 학습하며 이로써 지구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탐구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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