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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5 교육과정의 과학교육과정은 자연 상과 사

물에 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과학의 핵심

개념에 한 이해와 탐구능력을 함양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 이고 창의 으로 해결하려는 

과학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과

학교과에 맞는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이러한 핵심역량을 길러주기 해서는 교과

학습의 기본인 주제  내용에 한 개념을 습득하

고 용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학생들이 효율

으로 과학개념을 습득하고 용하기 해서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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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예비 교사의 스토리텔링 기법 적용이 과학개념 습득 및 
과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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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torytelling Technique on pre-service teachers’ 
Acquisition of Science Concept and Science Teaching Efficacy

Lee Yong-seob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application of storytelling on pre-service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who take courses in 'earth's strata and rock' on science teaching concept and science teaching 

efficacy. The experiment was aimed at one class (32 students) enrolled in the 'earth's strata and rock' course at 

intensive course through 15 weeks from March to June. The experiment was taking lectures of "earth's strata and 

rock" for one semester, and the pre-service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finished class demonstration with 

storytelling technique by group. The results and analysis of the study were analyzed by the corresponding sample 

test in before and after the group test.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application of 

storytelling method on pre-service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was effective in science concept. teaching 

efficacy. Second, the application of storytelling method on pre-service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was effective 

in science teaching efficacy. Third, the application of storytelling method on pre-service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responded pos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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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학습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교수방

법  본 연구의 차와 방법에 합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용한 교수방법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용한 교수방법은 어려운 과학

개념을 이해하고 수업에 한 불안감을 일 수 있

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에 한 

선행연구 등(강문숙과 김석우, 2012; 강문숙과 박수

홍, 2012; 김은정, 2011; 이석희와 이용섭, 2012)은 

부분 교수학습방법에 한 연구들이다. 특히 강문

숙과 박수홍(2012)은 비교사를 한 스토리텔링 

기반 수업모형 개발에 한 연구에서 스토리텔링기

반 수업은 학의 강의식 방법과 다른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각 단계에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을 거치면서 학습자들의 역량이 향상되었다는 정

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

한 연구내용의 결과들로 보아 스토리텔링 기법은 

수업에 한 불안감을 감소할 수 있는 수업진행 방

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한 이용섭과 

김순식(2016)은 ‘ 등 비교사의 력 과학수업이 

과학교수효능감  과학지식에 미치는 효과’에서 

모둠의 력학습 방법이 과학지식 습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

과로 유추해 보면 모둠별 력학습, 모둠별 스토리

텔링 기법을 용한 수업은 과학개념 혹은 과학지

식 습득과 학습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김동렬, 2015)에서 

등 비교사들은 수업에 한 불안감이 항상 존재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수업에 한 다양한 방법과 

충분한 수업시연이 수업에 한 불안감을 많이 해

소한다고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상인 등 비교사( 학 4년)는 

장교육실습을 앞두고 수업에 한 불안감을 호소하

고 있다. 한 등 비교사의 교수력 향상을 한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수불안감을 호소하

는 등 비교사들도 많이 볼 수 있다. 경문(2006)

은 ‘과학과 교육 강의에서 비 등교사들의 학습

환경에 한 인식과 과학 교수효능감’의 연구에서 

등 비교사들의 과학교수효능감이 낮다고 해석하

으며, 김동렬(2015)은 ‘ 등 비교사들의 생명

역 탐구 수행 경험이 과학자 이미지와 과학 교수 불

안에 미치는 향’ 연구에서 등 비교사들은 교

수에 한 불안감이 항시 존재한다고 기술하고 있

다. 한 비교사들은 실험수업에 해 일반 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Serkan, 

2016). 반면 신원섭(2016)은  ‘ 등과학 탐구수업이 

등 비교사의 과학에 한 태도, 과학 교수학습  

 과학교수 개인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의 연구에

서 등 비교사들은 과학 교수효능이 높다고 밝히

고 있으며  다른 비교사를 상으로 과학과 교

수효능감에 한 외국 선행연구 등(Chantal et al., 

2014; Cinici, 2016; Deepika & Sadler, 2016; Franks et 

al., 2016; Lardy, 2011)에서는 비교사들이 체계

인 수업 설계를 해 충분한 교재연구와 수업시연, 

사 연습 시간을 많이 확보하여 수업시연을 함으로

써 과학과 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히

고 있다. Lardy(2011)의 연구에서는 등 비교사들

의 다양한 과학과 교수활동과 과학 교수효능감은 

련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등 비교사들

이 효율 으로 과학개념을 습득하고 과학교수효능

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스토리텔링 기

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지층과 암석’ 단

원을 학습하여 과학개념 습득  과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등 비 교사의 스토리텔링 기법 용이 

과학개념 습득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둘째, 등 비 교사의 스토리텔링 기법 용이 

과학교수효능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셋째, 등 비 교사의 스토리텔링 기법 용 후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등 비 교사의 스토리텔링 기법 

용이 과학개념 습득  과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한 것으로 먼  스토리텔링 기

법에 한 선행연구들을 탐색하 고 스토리텔링 기

법에 한 연수를 듣고 4인 1조 모둠원을 구성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을 용한 장체험탐방을 실시하

다. 그리고 결과물을 PPT로 작성하여 등 비교

사들에게 모둠별 수업을 하게 하 다. 이러한 일련

의 과정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 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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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 과학 개념 습득  과학교수효능감에 해  

사 -사후검사를 실시하 으며, 주어진 주제에 해 

스토리텔링 기법 수업을 용 후 사후 검사를 실시

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는 단계로 진행

하 다.

2. 연구 시기 및 대상

본 연구는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15주간, B교

육 학교에서 ‘지층과 암석’ 강좌를 수강하는 등

비교사( 학 4학년) 1개반 32명을 상으로 하

다. 장 지질탐방  수업시연을 한 모둠은 4인 

1조로 하여 8모둠으로 구성하 다.

3. 수업 과정 및 처치 

본 연구의 상은 2017학년도 1학기 강좌(지층과 

암석)를 수강하는 학생을 상으로 하 으며, 강좌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등 비교사( 학 4

학년)는 2학년 때 2주, 3학년 때 4주, 4학년 때 4주

의 교육실습을 이수하게 된다. 4학년 학생은 3학년 

때 수업실습(4주)을 이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

업에 한 교육학  이론과 수업실기 기능을 체험

한 상태이다. 4학년 학생들의 교육실습은 본 강좌가 

끝나는 시기에 장 교육실습을 시작하게 된다. 4학

년 학생들은 교육실습을 하기 에 동료학생들을 

상으로 모둠별 수업을 함으로써 과학교수효능감

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보아 이러한 실험처치는 의미

주별              교 과 진 도  계 획    내 용   비  고

1주 Orientation, 수강 시 유의사항, 강의계획서 안내 O/T
2주 스토리텔링 기법 이해 이론  실습

3주 한반도의 지질, 페이(EBS- 화)의 발굴에 따른 해설 이론  VOD
4주 지표의 변화(개념 설명  실험) 실험, 실습

5주 지층과 화석(개념 설명  실험) 실험, 실습

6주 화산과 지진(개념 설명  실험) 실험, 실습

7주 부산의 지질의 이론  고찰(두송반도, 암남공원, 태종 , 이기 , 황령산,
포동 반려암, 장산지역, 정산) 이론강의  토의

8주 부산의 지층과 암석 탐방(모둠별 탐방 장소 선택) 장탐방

9주 부산의 지층과 암석 탐방(모둠별 탐방 장소 선택) 장탐방

10주 부산의 지층과 암석 탐방(모둠별 탐방 장소 선택) 장탐방

11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탐방발표 1～2 모둠

12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탐방발표 3～4 모둠

13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탐방발표 5～6 모둠

14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탐방발표 7～8 모둠

15주 성찰시간 총정리

Table 1. Weekly Lecture Contents

스토리텔링 전 활동 ⇒ 스토리텔링 본 활동 ⇒ 스토리텔링 후 활동

스
토
리

스토리 만나기 전체

스
토
리
텔
링

배경 스토리텔링 전체

피
드
백

해결 스토리텔링 전체

↓ ↓ ↓

의문 만들기 개별 탐구활동
(실험, 관찰) 모둠 수정 개별

↓ ↓ ↓

문제 정하기 모둠 주장 스토리텔링 모둠 수업 전 과정 
반성 스토리 작성 모둠

↓ ↓ ↓

배경 스토리 
작성하기 모둠 해결 스토리 

작성하기 모둠 반성 스토리텔링 전체

Fig. 1. Learning method of storytelling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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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고 본 강좌의 특성을 살려 

스토리텔링 기법을 용하여 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층과 암석’ 에 한 내용의 개념을 이해

하기 해 다음과 같이 강좌내용을 구성하 다

(Table 1). 

본 연구에 사용된 스토리텔링 기법은 손정우와 

정은주(2013)가 ‘탐구  과학 쓰기를 활용한 스토

리텔링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용’의 연구에

서 제시한 스토리텔링의 과정과 기법을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하 다(Fig. 1). 이러한 스토리텔링 기법은 

탐구  쓰기에 활용한 것이지만 모둠원을 구성하

여 장을 탐방하는 계획부터 수업발표에까지 일련

의 과정이 본 연구의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단

하여 활용하 다.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은 다음과 

같다(Fig. 1).

본 연구에서 용한 스토리텔링 기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와 과정을 거치며 활동이 이루어진다. 스

토리텔링 활동은 3단계 즉, 스토리텔링  활동, 스

토리텔링 본 활동, 스토리텔링 후 활동으로 이루어

지며 각 단계에 따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텔링  활동단계에서는 모둠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탐방 지역의 지리를 알 수 있는 학

생을 골고루 배정하여 모둠의 구성원이 되게 하

다. 모둠원이 구성되면 탐방지역에 해 일 인 

스토리를 구성하게 하 다. 일 인 스토리에서는 

모둠원끼리 토의를 통해 탐방내용, 탐방방법 등을 

설정하 다. 그리고 일 인 스토리 속에 세부 인 

스토리 내용을 넣어서 모둠별 스토리를 구성하게 

하 다.

둘째, 스토리텔링 본 활동단계에서는 스토리텔링 

 활동에서 작성한 모둠별 스토리를 스토리텔링으

로 만들어 보게 하 다.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을 구

하기 하여 모둠별로 설정한 탐방지역을 찾아가

서 실험, 찰 활동을 하 다. 탐방지역에 한 내용

대단원 중단원 핵심질문 핵심개념

3-1-4. 지표의 변화(3개 모둠 수업시연)

1. 소중한 자원, 흙
식물은 어떤 흙에서 잘 자랄까요? 물빠짐, 부유물, 풍화작용흙 속의 부유물은 생물과 관계가 있을까요?
흙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2. 변화하는 땅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지표는 어떻게 변하여 갈까요?

지표, 침식작용, 퇴적작용흐르는 물은 지표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흐르는 강물이 지표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파도가 지표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3-2-2. 지층과 화석(2개 모둠 수업시연)

1. 층층이 쌓인 지층
여러 가지 모양의 지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층, 암석, 퇴적물, 퇴적암, 이암, 사암, 역암, 석회암지층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퇴적암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2. 지층속 생물의 흔적
여러 가지 화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화석, 화석연료
화석 모형과 실제 화석을 비교해 볼까요?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화석을 이용하는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4-1-3. 화산과 지진(3개 모둠 수업시연)

1. 분출하는 화산

화산이란 무엇일까요?
화산, 마그마, 용암, 분화구, 화성암, 현무암, 화강암

화산이 분출할 때 어떤 물질이 나올까요?
현무암과 화강암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현무암과 화강암의 색깔과 알갱이의 크기가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화산과 우리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 흔들리는 땅
최근 발생한 지진을 조사해 볼까요?

지진, 규모
지진은 왜 발생할까요?
지진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진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Table 2. Unit, subject and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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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욱 문화 심화시키기 해 모둠별 스토리텔

링을 완성하게 하 다. 스토리텔링 완성에 이르기까

지 제기된 문제  혹은 더 알고 싶은 것에 해서 

의문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 다. 그리고 

해결된 문제를 포함하여 스토리텔링을 작성하게 하

다.

셋째, 스토리텔링 후 활동에서는 이 의 단계에

서 제기된 문제 을 어떻게 해결하여 스토리텔링을 

구성하 는지 체 학생을 상으로 설명하고 토의

하는 과정을 거치게 했다. 지 까지 모둠별로 이루

어진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토의하게 하 으며 

다시 제기된 의문 이나 토의 내용은 모둠별로 수

정 보완하여 모둠별로 40분간 수업을 시연하 다. 

지 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모둠에서 제기된 특이한 

사항이나 내용을 체 학생을 상으로 공유하고 

모둠별로 스토리텔링에 한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갖게 하 다.

4. 검사 도구 및 자료 처리

연구결과에 한 신뢰성 확보를 해 통계패키지 

SPSS 22.0를 사용하여 종속표본 t검정으로 결과를 

처리하고 해석하 다.

1) 과학개념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지는 등학교 과학 교

과 3~4학년군의 내용  ‘지표의 변화’, ‘화산과 지

진’, ‘지층과 화석’ 단원에서 기  개념을 추출하

고 심화 개념으로까지 확 하여 20문제를 만들었다. 

‘지표의 변화’와 련된 문항은 1～6번, ‘화산과 지

진’과 련된 문항은 7～14번, ‘지층과 화석’과 련

된 문항은 15～20번이다. ‘화산과 지진’ 단원에서는 

암석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8문항으로 구성

하 다. 문제 출제는 3개의 단원에서 단원, 핵심

질문, 핵심개념을 심으로 개념을 추출하여 문항을 

개발하 다(Table 2). 개발된 문항에 해서는 교육

과정  과학교육 문가 5인으로 구성된 문가 집

단에 의뢰하여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2) 과학교수효능감 검사

본 연구에서는 STEBI-B를 김효남과 명 옥(2009)

이 번역한 것으로 사용하 으며, 개인효능감(Personal 

Science Teaching Efficacy Scale)의 13문항과 결과 기

감(Science Teaching Outcome Expectancy Scale)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교수효능감 검사의 

Cronbach’s α는 .84 이고, 하 역인 개인효능감의 

Cronbach’s α는 .90이며, 결과기 감의 Cronbach’s α

는 .76이다. 검사지의 하  역별 문항번호는 Table 

3와 같다.

3) 초등예비 교사의 스토리텔링 기법 수업 적용 후 

학습자들의 인식 반응 검사

스토리텔링 기법 수업을 연구집단에 용한 뒤, 

학습자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하여 수업 처치 후, 

연구집단에 설문지를 투입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반응 검사지는 5인으로 구성된 문가 집단에 의뢰

하여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등 비 교사의 스토리텔링 기법 

용이 과학개념 습득  과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1. 초등예비 교사의 스토리텔링 기법 적용이 과학

개념에 미치는 효과

연구집단에 해 과학개념 습득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과학개념 검사 수를 기술 인 통계로 표

편차, 평균으로 결과를 해석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4과 같다. 지층과 암석에 한 사 검사를 실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개인효능감 2, 3, 5, 6, 8, 12, 17, 18, 19, 20, 21, 22, 23 13
결과 기대값 1, 4, 7, 9, 10, 11, 13, 14, 15, 16 10

계 23

Table 3. Question number of science teaching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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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수 없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실험처치의 단원 

 학습내용이 선수학습 개념으로 설정할 수 없었

기 때문이다. 질문을 통해 비교사들의 지층과 암

석에 한 개념의 습득 정도는 매우 낮은 성취수

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념검사에서는 기술 인 통계로 단원에 추출한 

개념으로 문항을 개발하여 개념습득 정도를 평균값

으로 알아보았다. 각 단원의 개념 습득정도를 평균

한 값은 ‘지표의 변화’ 단원에서는 98 , ‘지층과 암

석’ 단원에서는 96 , ‘화산과 지진’ 단원에서는 97

으로 체 평균값이 97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

다. 이 게 개념습득의 수가 높은 이유는 등

비교사들의 장체험탐방이 지층과 암석 련 내용

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용섭과 김순식(2016)의 ‘ 등 

비교사의 력 과학수업이 과학교수효능감  과

학지식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 모둠별 력학습 

수업이 과학지식(과학개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

다는 결론과 유사하다. 등 비교사들은 지층과 암

석이 있는 곳에 장체험탐방을 통하여 자료를 수

집, 정리, 분석하는 과정으로 스토리를 구성함으로

써 어려운 과학개념을 습득하고 구조화시켜 과학지

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2. 초등예비 교사의 스토리텔링 기법 적용이 과학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과학교수효능감 사 -사후 검사 결과에 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연구집단의 

과학교수효능감 사 -사후 검사 수를 t 검정으로 

해석하 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과학교수효능감의 하 역인 개인효능감에서 

사 -사후의 평균은 32.81, 60.59이고 표 편차는 

2.75, 3.18이므로 t=40.910, p=.000이다. 따라서 사 -

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등 비교사의 스토리텔링 기법 용은 개인효능

감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학교수효능감의 하 역인 결과기 값에서 

사 -사후의 평균은 24.63, 45.22이고 표 편차는 

2.08, 2.64이므로 t=34.585, p=.000이다. 따라서 사 -

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등 비교사의 스토리텔링 기법 용은 결과기

값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학교수효능감에서 사 -사후의 평균은 57.44, 

105.81이고 표 편차는 3.87, 4.78이므로 t=47.076, 

p=.000이다. 따라서 사 -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등 비교사의 스토리텔

링 기법 용이 과학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

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단원 중단원 핵심개념 문항 수 N 평균
3-1-4. 지표의 변화(3개 모둠 수업시연) 1. 소중한 자원, 흙 물빠짐, 부유물, 풍화작용 6 32 982. 변화하는 땅 지표, 침식작용, 퇴적작용
3-2-2. 지층과 화석(2개 모둠 수업시연) 1. 층층이 쌓인 지층 지층, 암석, 퇴적물, 퇴적암, 이암, 사암, 역암, 석회암 8 32 962. 지층속 생물의 흔적 화석, 화석연료
4-1-3. 화산과 지진(3개 모둠 수업시연) 2. 분출하는 화산 화산, 마그마, 용암, 분화구, 화성암, 현무암, 화강암 6 32 972. 흔들리는 땅 지진, 규모

계 20 32 97

Table 4. Test results of science concept

구         분 전-후검사 평균 N 표준편차 t p
개인효능감㉠ 사전검사 32.81 32 2.75 40.910 .000사후검사 60.59 32 3.18
결과기대값㉡ 사전검사 24.63 32 2.08 34.585 .000사후검사 45.22 32 2.64
과학교수효능감㉠+㉡ 사전검사 57.44 32 3.87 47.076 .000사후검사 105.81 32 4.78

Table 5. Test Results of Science Teaching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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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이용섭과 김순식(2016)의 연구인 

‘ 등 비교사의 력 과학수업이 과학교수효능감 

 과학지식에 미치는 효과’에서 등 비교사의 

력수업이 과학교수효능감에 의미있는 효과 있었

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등 비

교사들이 스토리텔링으로 업수업을 시연하는데 

있어 유사한 수업의 방법에서 련이 있었다고 해

석된다. 한 본 연구결과는 신원섭(2016)의 연구인 

‘ 등과학 탐구수업이 등 비교사의 과학에 한 

태도, 과학 교수학습   과학교수 개인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등과학 탐구수업이 등 비교

사들의 과학교수 개인효능감 형성에 정 인 효과

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력학습  스

토리텔링 수업은 등 비교사들인 교육 학생들에

게 과학교수효능감의 향상 등 정 으로 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으며 정 인 향을 미치는 

원인은 등 비교사들이 수업에 한 교육학  지

식습득, 교육실습 이수 등으로 교수에 한 자신감

이 높아졌고, 과학교과에 한 교수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처럼 스토리텔링 수업 기

법이 등 비교사의 과학 과학교수효능감에 매우 

정 인 향을 미쳤다는 결과와는 다르게 경문

(2006)의 ‘과학과 교육 강의에서 비 등교사들의 

학습환경에 한 인식과 과학 교수효능감’ 의 연구

결과에서는 일반 으로 ( 비) 등교사들의 과학 교

수효능감은 조하다고 밝히고 있다. 유사한 연구에

서 이 게 다른 연구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시

인 상황변화에 따라 교육 학교 학생들의 특성과 

교육  시스템에 한 수혜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

이라고 해석된다.

 3. 스토리텔링 기법수업 후 학습자들의 인식

스토리텔링 기법 수업 후 연구집단의 학습자들 

인식 반응을 알아보기 설문지를 투입하여 얻은 결

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토리텔링 기법수업

에 한 학습의 흥미도에서 ‘매우 그 다’는 94%로 

스토리텔링의 구성이 수업의 체 인 맥락을 악

하는데 도움이 되며, 수업에 한 흥미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 다. 스토리텔링 기법 

용수업을 해 극 으로 참여하 느냐는 설문

에 ‘매우 그 다’에 91%의 응답율을 보임으로써 모

둠원들의 극 인 참여가 있었다고 해석된다. 스토

리텔링 기법 용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을 쉽게 이

해하는가에 한 설문에서는 97%가 ‘매우 그 다’

번호 설문내용 응답내용 N(명) %

1
스토리텔링 기법 적용수
업이 다른 과학 수업보다 
흥미가 있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30 94
② 그렇다. 2 6
③ 보통이다. 0 0
④ 그렇지 않다. 0 0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 0

2
스토리텔링 기법 적용수
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
여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29 91
② 그렇다. 3 9
③ 보통이다. 0 0
④ 그렇지 않다. 0 0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 0

3
스토리텔링 기법 적용수
업으로 학습한 내용을 쉽
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
까?

① 매우 그렇다. 31 97
② 그렇다. 1 3
③ 보통이다. 0 0
④ 그렇지 않다. 0 0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 0

4
스토리텔링 기법 적용수
업이 과학교수효능감에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생
각합니까?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과학수업을 하는 데 있어 각 모둠원의 아이디어를 
구안하여 수업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했다. 스토리텔링 구성을 위해 모둠원끼리 
협동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며,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갖는데 도움이 많
이 되었다 등

Table 6. After analysis of the learners aware of storytelling applied scienc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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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은 반응을 보 다. 스토리텔링 기법 용수업

이 과학교수효능감에 주는 향에 해서는 서술형 

응답을 요구하 는데 스토리텔링 기법을 용하여 

과학수업을 하는 데 있어 각 모둠원의 아이디어를 

구안하여 수업에 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수업에 한 부담을 여 과 동시에 수업에 한 

자신감을 갖게 했다. 스토리텔링 구성을 해 모둠

원끼리 동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며, 수업의 

체 인 맥락을 갖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등 여

러 가지 정 인 내용으로 응답하 다. 이처럼 스

토리텔링 기법 용수업은 등 비교사들에게 어

떤 주제에 해 스토리를 제시하고 구성하여 스토

리텔링을 하게 함으로써 과학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 비 교사의 스토리텔링 기법 용은 

과학개념 습득에 효과가 있었다. 이는 등 비교사

가 지층과 암석에 하여 내용의 이해가 부족하고 

개념 습득 수 이 낮게 인식되고 있었으나 장체

험 심으로 지층과 암석을 탐방하고 스토리텔링 기

법을 용하여 학습하고 교수함으로써 과학개념 습

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등 비 교사의 스토리텔링 기법 용은 

과학교수효능감 함양에 효과가 있었다. 연구 상인 

등 비교사( 학 4학년)는 교육실습에 한 부담

감이 있다고 인식하여 장교육실습을 시행하기  

다양한 수업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하 다. 그리하여 다양한 교수방법 의 하나인 

스토리텔링 기법 수업 용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스토리텔링 기법 수업 용이 과학교수효능감 

함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등 비 교사의 스토리텔링 기법 용 수

업은 정 인 반응을 보 다. 스토리텔링 기법은 

모둠원끼리 스토리 만들기, 정하기, 수정하기 등으

로 주제를 선정하여 스토리텔링을 함으로써 학습 

내용에 한 이해와 개념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

었고, 수업을 시연하기  모둠원끼리 수업에 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한 불안감

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의 논의와 시사 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과학 수업의 주제로 개념습득  개

념 용에서 스토리텔링 기법 용을 시도하는 것은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단된다.

둘째, 등학생들을 상으로 모둠별로 스토리텔

링 기법을 용한 수업을 시도하는 것도 연구의 가

치가 있다고 보아진다. 앞으로 스토리텔링 학습을 

한 다양한 학습 방법  학습자료의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지층과 암석’ 강좌를 수강하는 

등 비교사들을 상으로 스토리텔링 기법 용

하여  과학개념 습득  과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하여 ‘지층과 암석’ 

강좌를 수강하는 심화과정 1개 반(32명)을 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15주에 거쳐 실험처치를 하 다. 

실험처치는 한 학기의 ‘지층과 암석’의 강좌를 수강

하는 것이며 등 비교사들이 모둠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수업 시연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 다. 

연구의 결과  분석은 연구집단의 -후 검사에서 

응 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 비 교사의 스토리텔링 

기법 용은 과학개념 습득에 효과가 있었다. 둘째, 

등 비 교사의 스토리텔링 기법 용은 과학교수

효능감 함양에 효과가 있었다. 셋째, 등 비 교사

의 스토리텔링 기법 용 수업은 정 인 반응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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