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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모든 이를 위한 과학교육’은 현대 과학교육의
공통된 지향점으로 이를 위한 여러 정책들(AAAS, 
1989; KOFAC, 2017)과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Department for Education &　KOFAC, 2016). 사
회 계층, 인종, 민족, 언어, 장애 등에 의한 불평등
의 문제를 고려한 과학교육체계가 마련되었고(NRC, 

2012, 2013) 우리나라의 과학교육 또한 모든 이를
위한 과학교육으로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Nam, 
Rhee & Im, 2017). 하지만 과학교육에서 소외된 학
습자를 포용하여 되도록 더 다양하고 많은 학습자
들에게 과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이러한 노
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들은 학교에서 과학교
육이 어떻게 학습의 참여와 소외의 기제로 작동하
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해 왔다(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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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과학수업의 문화와
과학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어떻게 학습자를 억압
하고 소외시키는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과학교육에
서 공정성(equity)의 이슈를 강조하며 그간 과학수
업에서 소외되어온 학습자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주체적 행위성 발달을 촉진하고자 하였다(Forman 
& Sink, 2006; Lave & Wenger, 1991; Lynch, 2000; 
McLaughlin, 2014; Tan & Calabrese Barton, 2012).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은 사회적
구조와 개인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관점
에서 기존의 과학교육의 구조가 어떻게 ‘모두를 위
한 과학교육’이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통
찰을 제공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과학학습 참여를 위한 긍정적 자
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과
학수업의 구조와 문화에서 반복된 학습실패로 인
한 낮은 자아개념과 부정적인 귀인, 학습된 무기력
감 같은 소외계층학생들의 특성들은 이미 교사와
동료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 되어 버렸
다. 이러한 교사들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기존의
과학교육의 구조 속에서 발현된 소외와 이로 인한
소외계층학생들과 동료, 그리고 이들과 교사들의
갈등은 결국 그들이 문제 학생으로서 갖는 사회, 
정서, 행동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악순
환이 반복된다(Chung, 2013; Kim et al., 2014). 사실
많은 교사들은 소외 계층 학습자들의 학습 실패의
원인과 이유를 교육 주체들 간의 변증법적 관계로
해석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
하여 오히려 이들과 교육적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교사 자신과 학교에 대한 성찰을 하지 못했다
(Palmer, 1997).
이러한 상황과 함께 그동안 심화되어온 사회 불

평등은 교육에서 더 많은 소외계층을 양산해 왔고
(Hong & Gu, 2001) 장애, 저소득, 농산어촌, 다문화, 
탈북, 학습위기, 기타 소외학생들은 과학수업 속에
서 다양한 갈등과 더욱 심각한 소외의 문제를 만들
어 왔다(Nam, Rhee & Im, 2017). 사실 과학수업에
서 이러한 소외와 갈등의 증가와 심화는 모든 이를
위한 과학교육을 실천해야 하는 과학교사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의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인지중
심의 과학교육 연구가 한참 실천되던 시기부터 초
등 교사들이 과학수업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는 수

업에서 소외되거나 방관하는 학생들의 요인이 등
장해 왔다(Lee et al., 2007). 신체, 경제적으로 소외
된 학생이 포함된 과학수업은 이를 지도하는 과학
교사에게 추가적인 어려움을 발생시켰으며(Cho, 
2013), 소위 문제 학생 지도에서 겪는 어려움은 교
직 초기에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많은 과학교사들
이 지속적으로 겪는 어려움으로 조사되었다(Koo & 
Park, 2011). 또한 중등 예비과학교사들은 학생참여
유도, 학습자 흥미 유발 등으로 이루어진 교사와 학
습자 간의 상호작용적 영역의 어려움을 수업활동에
서 겪는 가장 큰 장애물로 보고하였고(Kang, 2009), 
이는 수업에 흥미를 잃은 소외계층학생들과 관련
된 중요한 결과였다. 결국 과학수업에서 소외의 문
제와 이로 인한 수업에서 갈등은 과학 교사들이 모
든 이를 위한 과학교육을 실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 또한 수업의 구조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러
한 어려움은 비단 소외계층학생과 교사만의 문제
가 아닌 과학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의 문제이기
에 더욱 중요해진다(Rogoff, 1988).
한편, 과학학습과 지도에 대해 교사가 가지는 태

도와 인식이 학생의 과학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이미 오래전부터연구되고강조되어 왔다(Choi 
& Kim, 2010). 특히 특수한 맥락에서 교사의 신념
으로 간주되는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성
취에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보고되는데, 효능감이 낮은 교사일수록 학생
과의 문제행동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갈등관계로
인식하고(Ashton & Webb, 1986), 쉽게 무기력감에
빠지며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Ashton, 1984).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예비교
사의 경우, 현장에 투입된 후 어려운 상황과 직면
했을 때 좋은 교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Tschannen-Moran & Woolfolk 
Hoy, 2001).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과
학학습지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이러한 연구들
은 과학교사의 양성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중요성
을 강조해왔다(Cznerniak & Schriver, 1994; Riggs 
& Enochs, 1990).

197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온 교사들의 자
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현직교사의 자기효능감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성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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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주로 다루었지만, 근래에는 연구의 중심이
예비교사 영역으로 확대되었다(Sung, 2015).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예비교사의 자기효능감이 특정
교수 상황, 교수과목 그리고 교수하는 학생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정에 따라 예비교사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들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
로 연결되었다(Ang, 2005; Brown, 2005; Larson & 
Goebel, 2008; Tschannen-Moran & Woolfolk Hoy, 
2007; Tsigilis et al., 2010; Yeo et al., 2008). 특히 그
간 예비교사의 자기효능감은 현직교사의 자기효능
감보다 낮은 경향을 보여 왔는데, 이는 예비교사가
교사양성과정 동안 어떤 교육경험을 하는가에 따
라 그들의 자기효능감이 예비교사 시절부터 지속
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
이다(Sung, 2015; Yeung & Watkins, 2000). 이러한
측면에서 예비초등교사들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
보는 보다 효과적인 교사교육을 위해 매우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과 함께,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일반적인 과제수행
의 맥락에서 정의되기보다 특정한 대상이 구체적
인 과제수행 맥락에서 나타내는 개인 신념으로서
정의될 때 더욱 의미 있다(Im & Lee, 2011). 특히
최근에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고정적 특성
이 아닌 특정 맥락에 따른 상황 특수적 구인
(Knoblauch & Woolfolk Hoy, 2008)이라는 점이 더
욱 주목받고 있다. 이는 예비교사가 앞으로 교사가
되어 만나게 될 어떤 교육상황과 관련하여 교사로
서 얼마나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해지
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소외계층학생인
장애학생과 관련하여 이들에게 과학수업을 지도할
교사들의 교수행동은 장애학생의 잠재력을 개발시
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교사
스스로가 장애학생에게 과학을 지도할 때 자신의
역할과 행동에 대하여 강한 신념을 가지는 것은 무
엇보다 중요하다(Im & Lee, 2011; Lee & Im, 2010). 
더불어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의 실천을 위한 교사
역할의 중요성과 실제 교실의 맥락을 감안한다면, 
장애학생을 포함하여, 저소득, 농산어촌, 다문화, 탈
북, 학습위기, 기타 소외 학생들처럼(Nam, Rhee & 
Im, 2017), 쉽사리 소외되어 문제 학생으로서 수업
갈등의 원인과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제공하는 것

으로 간주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을 지도하
는 것에 대해 예비초등교사들이 강한 자신감을 가
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과제의 성격과 이와 관련한

응답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기에
(Sjoberg & Imsen, 1988) 현장에서 소외계층학생들
에게 과학교과를 지도할 예비초등교사들의 이와
관련된 개인적 배경요인을 탐색하고, 이에 따른 예
비초등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을 조사하는 것은 의미
가 있을 것이다. 특히 초등 교사들이 과학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중 하나는 학생들을 과학수업에 참여
하게 만드는 것으로(Lee et al., 2007) 소외계층학생
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외계층학생들에게 과학교육을
지도하는 특수한 맥락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
에 따라 예비초등교사들이 어떤 자기효능감을 보
여주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중요해진다. 특히 지금
까지 선행연구들은 예비교사들의 학생지도 경험이
지도할학생들에대한예비교사의인식에긍정적효
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Nevin et al., 2007; Scharma, 
Forlin & Loreman, 2008). 이는 현장의 교사들이 소
외계층학생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는 상황에
서 아직 이러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없는 예비
교사들이 자신이 곧 지도하게 될 과학수업에 참여
한 소외계층학생들과 관련한 자신의 인식을 성찰
하는 것이기에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예비초등교사로서 그들이 직접 전

공으로 선택하지 않은 과학교과와 과학교수에 대
하여 그들이 가지는 흥미와 과학학습에 대한 가치
인식의 정도에 따라 소외계층학생 과학지도의 자
기효능감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 지를 조사하는 것
또한 초등 과학교사교육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
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비교사들의 자아 효능감
이 교사양성과정에 주는 의미를 고려할 때 예비초
등교사들의 소외계층학생 과학학습지도에 대한 자
기효능감의 조사는 모든 이를 위한 과학교육의 실
천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초등교사의 다양
한 배경요인에 따라 소외계층학생 과학지도에 대
한 자기효능감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
적인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초등교사들의 하위 척도별 소외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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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은 어떠한가?
둘째, 예비초등교사들의 배경요인에 따른 소외

계층학생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은 어떠한가?
셋째, 예비초등교사들의 과학교과와 과학교수에

대한 흥미, 과학학습의 가치 인식은 소외계층학생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
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소외계층학생 과학

학습지도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예비초등교사들
이 소외계층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을 지도하는 맥
락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
교사로서 과학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교수능

력에 대한 개인 신념과 교수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
로 구분되는데(Rigss & Enochs, 1990), 예비초등교
사들의 자기효능감은 그들이 좋은 교사가 되기 위
한 학업의 과정 중에 있기에 그들의 학업수행능력
에 대한 믿음 또한 추가되어 정의되었다(Lee & 
Im, 2010). 이 연구에서는 예비초등교사들의 소외
계층학생 과학학습지도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선행
연구의 예비교사 대상 자기효능감 검사의 3가지 하
위차원을 고려하여 정의하였다. 이는 학습자로서
예비초등교사 자신의 과학학습능력에 대한 개인
신념으로서 ‘학습효능감(Learning Efficacy)’, 앞으로
과학을 가르치게 될 예비초등교사로서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교수능력에 대한 개인
신념인 ‘교수효능감(Teaching Efficacy)’, 마지막으
로 과학교수결과에 따른 소외계층학생의 과학학습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인 ‘성과기대감(Outcome 
Expectancy)’을 의미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학습동기전략설문(Pintrich & 

DeGroot, 1990)중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들과 과
학교수효능감조사지(Riggs & Enochs, 1990)의 하위
2개 척도 8개 문항을 수정하여 장애학생 과학학습
지도에 대한 자기효능감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문
항내적일치도 0.830(Cronbach-α)의 신뢰도를 보고하
였다(Lee & Im, 201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타당도
와 신뢰도가 확보된 선행 연구의 자기효능감 검사
도구를 연구의 맥락에 맞게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
여 3개 차원별로 8개 문항의 5단계 리커트 척도의

검사지로 개발하였다.
먼저 소외계층학생 과학학습지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연구자의 경험에
기인한 전형적인 3가지 소외계층학생의 과학수업
지도 사례를 정리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과학수업
에서 만날 수 있는 전형적인 소외계층학생으로 장
애학생, 한국말이 서툰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 가정
불화와 정서적 문제로 인한 학습부진학생의 이야
기를 소개한 것으로 검사지의 첫 페이지에 서술하
여 과학수업에서 소외된 학생에 대한 의미를 설명
하였다.
이후 3가지 사례를 교육대학교 3학년 5명의 예

비초등교사와 공유한 뒤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제공한 3가지 이야기를 중심
으로 예비초등교사로서 이와 관련한 그들의 개인
적인 경험을 공유하였다. 초중고 그리고 교육대학
교 학생으로서, 교생실습 기간의 수업의 관찰자 또
는 수업지도교사로서 그들이 경험한 과학수업에서
소외계층학생들의 행동과 이와 관련한 주변학생, 
과학수업 교사의 반응 등에 대한 목격 경험을 공유
하였다. 이후 앞으로 소외계층학생을 대상으로 과
학수업지도를 해야 할 상황에 대한 과학교사로서
자신감과 신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
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창시절 주위에서 소외계층
학생의 목격 경험의 유무, 소외계층학생의 친구의
유무, 과학학습에서 자신이 소외된 경험의 유무, 소
외계층학생대상 과학교육 학습 및 지도 경험의 유
무, 소외계층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과학수
업의 목격여부와 같이 예비초등교사로서 삶의 맥
락 속에서 소외계층학생과 관련된 과학교육의 직
간접적인 경험에 대한 질문을 개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더욱 다양한 배경 요인에 따른

소외계층학생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을 확인하
기 위하여 예비초등교사들의 성별과 농어촌 읍면, 
중소도시, 대도시 등의 출신지역과 같이 일반적인
배경요인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예비초등교사로서
과학교과에, 과학교수에 대한 흥미 그리고 과학학
습에 대한 가치인식을 묻는 질문을 검사도구에 배
치하였다. 이후 선행 연구의 자기효능감 검사도구
의 각 문항들을 분석하였고, 소외계층학생과 관련
된 과학교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각 문항의 표현
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연구대상의 배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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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질문들이 연구의 취지와 예비초등교사
들의 관점에 비추어 적절한 질문인지, 그리고 소외
계층학생들의 의미에 대한 서술이 대표적 사례로
서 적절한지, 마지막으로 각 문항들이 예비초등교
사들에게 소외계층학생 대상 과학교수와 관련한
자신들의 신념에 대해 적절히 질문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과학교육 전문가 2인이 동시에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후 의견이 제기된 문항들에 대해서
는 전문가 2인의 의견일치과정을 통해 수정하였고, 
일부 소외계층학생들의 의미에 대한 서술을 수정
하여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사용한 문
항의 구성은 Table 1과 같고, 검사도구는 부록에 제
시하였다.

2 . 연구대상 및 배경변인
연구대상은 A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초등

교사 96명이었고, 이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총
81명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
는 남학생은 25명, 여학생은 56명이었고 출신지역
에 따라 농어촌 읍면 출신 학생이 16명, 중소도시
출신 학생이 30명 그리고 대도시 출신 학생이 35명
이었다. 이들은 예비초등교사가 되기 전 초중고학
생으로서 자연스럽게 소외계층학생들과 함께 수업
을 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이러한
소외계층에 포함되었던 학생들도 있었다. 또한 연
구대상인 예비초등교사들은 초등교육 전공자인 교
육대학교 3학년 3개 심화과정의 학생들로 1, 2학년
때 1주의 참관실습과 3학년 1학기 때 2주의 농어촌
학교 실습, 2학기 때 2주의 도심지 학교 실습을 다
녀온 학생들이었다. 따라서 대학생으로서 자발적인
교외 봉사활동이나 교생실습이라는 의도된 교육과
정을 통해 소외계층학생의 과학교육과 관련한 직
간접적인 경험을 가진 학생들도 존재하였다. 예비

초등교사들의 이러한 경험은 이 연구의 연구대상
으로서 그들의 배경변인이 되었다. 또한 교육대학
교 학생들은 예비초등교사로서 예비 중고등 교사
인 사범대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과학을 직접적으
로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아니었다. 이러한 맥
락에서이연구는예비초등교사들의과학교과, 과학
교수에 대한 흥미와 과학학습에 대한 그들의 가치
인식 또한 연구대상의 배경요인으로 간주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최종적으로 구조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예비

초등교사 96명의 응답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
집 과정은 심화과정별로 연구대상인 예비초등교사
들의 동의를 구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검사지
투입 전 이 검사의 목적과 검사도구에 제시된 소외
계층학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검사지에 답하도록 하였다. 최종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81명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SPSS 25.0 버
전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사후 확인하기 위하여
응답 자료(n=81)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방법을 이용하
여 각 문항을 직교 회전 분석한 결과, KMO 표본
적합도는 .652였고, 유의 확률은 p<.000 이었다. 공
통성 지수가 0.4 미만인 문항은 없는 것을 확인하
였다. 요인 부하량이 1 이상인 요인은 모두 8가지
로 추출되었으며, 총 분산의 69.158%를 설명하였
다. 추출된 8가지 요소에 해당하는 각 문항의 내용
을 이론적 구인에 비추어 해석한 결과, 비록 과학
교수능력 구인에 포함된 2번, 13번 2문항의 부하량
이 0.3 미만이었지만 큰 무리 없이 3개의 하위척도
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Gorsuch, 1983).
한편, 내적 문항일치도(Cronbach-α 계수)를 통해

Table 1. Composition of self-efficacy measurement tool

Dimension Item Number 
of items

Learning efficacy 
(LE) 1, 4, 6*, 12, 17*, 18, 20*, 23* 8

Teaching efficacy 
(TE) 2*, 3, 9*, 10*, 11*, 13, 15, 16* 8

Outcome expectancy
(OE) 5, 7, 8, 14, 19*, 21*, 22, 24 8

Cronbach alpha=.951. * reversed item

Table 2. Correlations among dimensions of self-efficacy mea-
surement tool 

Dimension 1 2 3

LE

TE .366**

OE —.057 .135

Total .738**  .727** .496**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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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748이었다. 이를 각
하위 척도별로 살펴보면 과학학습능력 효능감이
.826, 과학교수결과 효능감이 .694, 과학교수능력
효능감이 .587로 나타나 내적 문항 일치도가 다소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avid, 1994).
또한, 각 하위구인의 상관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과학학습능력과 과학교수능력의 경우 비록 상관계
수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상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p<.01). 하지만 과학교수결과
의 하위 요인은 다른 두 개의 하위 요인들과 상관
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3개 하위 요인들과 자기
효능감 총점 간 상관계수는 0.496에서 0.738 사이로
산출되어 양호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p<.01).
예비초등교사의 소외계층학생 과학학습지도에

대한 하위 척도별 자기효능감을 기술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예비초등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
여 성별, 출신지역, 과학수업에서 소외계층학생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에 따른 차이검증을 실시
하였다. 이를 위해 배경요인에 따라 독립표본 t-검
증과 F-검정을 실시하였다. 다만 소외계층학생 과
학교육과 관련된 경험이 일반적이지 않아 검증 대
상의 수가 8명 이하로 표본의 수가 제한된 경우 신
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수통계방법인 맨-휘트니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사용하였다(Nachar, 
2008). 비모수 검정은 모델의 구조가 선험적으로 지
정되지 않고 검증 자료 자체에서 결정된다는 점에
서 모수통계와 차이가 있으며, 매개 변수의 수와
특성이 유연하고 미리 고정되어 있지 않아 표본수
가 적거나 정규성(normality)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
우에 강점을 가지는 방법이다. 이로 인해 맨-휘트니
검정은 행동과학 분야에서 가장 선호되는 통계기
법 중 하나이며, 특히 장애학생 등의 소외계층대상
연구와같이연구대상의수가제한적인상황에서신
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Kasuya, 2001; 
Won & Pyo, 2003). 한편, 예비초등교사들의 과학교
과와 과학교수에 대한 흥미 그리고 과학학습에 대
한 가치인식을 묻는 응답결과를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초등교사들의 소외계층학생대상 과
학학습지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를 확인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하위척도별과학학습지도자기효능감분석
예비초등교사들의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 평

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19점으로 중간 값을 3점이
라고 할 때 다소 긍정적인 신념을 보여 주었다. 이
를 하위 척도별로 보면, 과학학습효능감(LE)에서
3.29점, 과학교수효능감(TE)에서 2.89점, 과학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감(OE)은 3.39점이었다. 과학교수
효능감이 다른 차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으
며, 교수결과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포로 볼 때 예비초등교사들은 자신의
과학학습 능력에 비해 과학교수능력에는 상대적으
로 낮은 기대감을 보이고, 이에 반해 과학교수결과
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각 척도별 점수 분포는 Table 3과 같으며, 이는 예
비과학교사와 예비특수교사의 소외계층학생인 장
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대한 자기효능감 검사 결
과와 비슷한 것이었다. 이 연구들 모두 교수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고, 과학교수에 대한 효능감
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Im, & Lee, 2011; 
Lee & Im, 2010).
특히 비슷한 기반의 연구방법과 검사도구를 사

용하였으며, 소외계층학생중 하나인 장애학생 과학
학습지도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을 조사
한 연구들의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과학교수효
능감의 하위구인들 중 과학학습에 대한 효능감과
교수결과기대감은 예비과학교사들이 가장 높았고, 
과학교수에 대한 효능감은 예비 특수교사들이 가
장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Fig. 1). 하지만 예비초
등교사들은 모든 하위구인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
은 자기효능감을 보여주었다. 연구 수행 시기, 연구
대상의 연령 등 다양한 맥락적 요소를 무시하고 단
순히 이러한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pre-service elementary tea-
chers’ self-efficacy on science teaching for underrepresented 
students

Dimension M SD Min. Max.

LE 3.29 .537 2.13 4.63

TE 2.89 .394 2.25 3.75

OE 3.39 .419 1.88 4.38

Total 3.19 .296 2.54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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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연구 모두에서 3가지 하위구인들은 비슷한
경향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예비초등교사들이 장
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소외계층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다른 예
비교사들이 장애학생에게 과학을 지도하는 것보다
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Fig. 1).

2. 예비초등교사 배경요인에 따른 과학학습

지도 자기효능감 분석
예비초등교사들의 성별, 출신 그리고 소외계층

학생 과학학습과 관련한 그들의 직간접적인 경험
에 따라 그들의 소외계층학생 과학학습지도 자기
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의 분포

및 차이

예비초등교사의 성별에 따른 소외계층학생에 대
한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결과, 하위
3개 차원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
로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고, 특히 교수결과에 대
한 기대감에서가장큰차이를보여주었다(Table 4).
이러한 성별의 구인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비슷한 상황에서
수행된 몇 가지 선행연구들이 연구수행의 맥락에
따라 때로는 유의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먼저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에 대한 예비과학교사와 예
비특수교사의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에

서는 이 결과와는 반대로 남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이 높게 조사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Im & Lee, 2011; Lee & Im, 2010). 또한 비슷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예비초등교사와 현직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교육대학 4
학년 남학생과 현직의 남자교사가 여학생과 여자
교사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과학교수효능감을 보
여 주었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1학년 학
생들의 경우는,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거의 같은 
정도(+0.01)의 과학교수효능감을 보여 주었다(Koh, 
Choi & Kang, 2007). 더불어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
일반교수 효능감과 과학교수효능감의 교수효능감
과 결과기대감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학생
의 경우 과학교수효능감의 교수효능감과 결과기대
감이 일반교수효능감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준 반
면, 여학생의 경우 과학교수효능감의 교수효능감은

Fig. 1. The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researches about self-efficacy of pre-service teachers(Im & Lee, 2011; Lee & Im, 2010).

Table 4. Differences in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der

Dimension Gender n M SD dif. t p

LE
Male 25 3.25 .575

.05 —.385 .701
Female 56 3.3 .521

TE
Male 25 2.84 .347

.08 —.912 .365
Female 56 2.92 .417

OE
Male 25 3.27 .478

.18 —1.81 .07
Female 56 3.45 .385

Total
Male 25 3.12 .266

.11 —1.49 .139
Female 56 3.23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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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수효능감의 교수효능감보다 유의미하게 작
았고, 결과기대감은 오히려 과학교수효능감의 결과
기대감이 일반교수효능감의 결과기대감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다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Lim, 2007). 즉,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과학교수
자기효능감은 단순히 성별에 따라 일반적인 경향
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맥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출신 지역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예비초등교사의 출신지역에 따라 소외계층학생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을 살펴보기 위해 F-검정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 읍면 출신 예비초
등교사가 3.34, 중소도시 출신의 예비초등교사는
3.16, 대도시 출신의 예비초등교사는 3.15의 과학학
습지도 자기효능감을 보여 주어 농어촌 읍면 출신
예비초등교사들이 중소도시, 대도시 지역 출신의
예비초등교사보다 더 높은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
감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위척도별로도
3개 하위구인 모두에서 농어촌 읍면 출신 예비초등
교사들의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과학학습지도 자
기효능감과 하위구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Table 5).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농촌
에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장한
교사가 더 높은 과학교수효능감을 가짐을 밝힌 질
적연구와 비슷한 시사점을 보여준다(Park, 2001). 
특히 예비교사가 갖게 되는 경험이 그들의 자기효
능감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연구들에 비추어(Sung, 
2015; Yeung & Watkins, 2000) 이러한 결과는 예비

초등교사들의 삶의 맥락이나 그들이 살아온 배경
을 좀 더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3) 학창시절소외계층학생의목격경험에따른차이

예비초등교사의 학창시절 동안 소외계층학생 목
격 경험에 따른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을 살펴
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검사결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창시절 과학학습지도의 맥락에서 소외
되는 학생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예비초등교사들
이 이러한 경험이 없는 예비초등교사에 비해 모든
하위 차원에서 더 낮은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
을 일관성 있게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6).
즉, 학창시절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소외계층학

생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인식하고 있는 예비초등
교사들은 그러한 목격의 경험이 없거나 그러한 기
억을 하지 못하는 예비초등교사들에 비해 이들에
게 과학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상대적으
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므로 소외계층학생
의 목격 경험과 소외계층 과학교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분석적인 연
구 접근이 필요하다.

4) 소외계층학생 친구의 유무에 따른 차이

예비초등교사가 학창시절 소외계층학생을 목격
했었던 경험을 넘어 그들과 친구였던 적이 있었는
지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예비초등교사들의 과
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결과, 19명의 예

Table 5. Difference of self-efficacy according to where they 
come from

Dimensio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Small and 
medium-size

d cities

Large
cities

F p
(n=16) (n=30) (n=35)

M SD M SD M SD

LE 3.55 0.56 3.22 0.57 3.23 0.47 2.49 0.90

TE 3.02 0.43 2.87 0.38 2.88 0.40 0.86 0.43

OE 3.48 0.30 3.40 0.39 3.36 0.49 0.44 0.64

Total 3.35 0.30 3.16 0.31 3.15 0.26 2.77 0.69

Table 6. Difference of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ir personal 
experience of witnessing the underrepresented students

Dimensions Witnessed
experience n M SD dif. t p

LE
Yes 41 3.25 .554

.08 —.653 .515
No 40 3.33 .522

TE
Yes 41 2.87 .399

.06 — .781 .437
No 40 2.93 .391

OE
Yes 41 3.32 .446

.15 —1.681 .097
No 40 3.47 .379

Total
Yes 41 3.15 .294

.09 —1.538 .128
No 40 3.24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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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초등교사가 자신의 친구들 중에는 소외계층에
포함되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답하였다. 분석 결과, 
소외계층의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예비초등교사
집단(3.16)이 소외계층의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예
비초등교사 집단(3.21)보다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
감의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특히 소외계층학생
을 친구로 둔 경험이 있는 예비초등교사 집단의 과
학학습에 대한 효능감(LE) 점수는 그렇지 않은 예
비초등교사들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교수
에 대한 효능감(TE)과 교수결과에 대한 기대감(OE)
에서는 더 낮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Table 7). 비록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좀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소외계층학생의 친구를
둔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앞서 밝힌 것처럼 학창시
절 소외계층학생을 본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이
소외계층학생 과학교수와 교수결과에 대하여 더
낮은 기대감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소외계층학생
과 관련한 그들의 경험의 기준에서 일관성 있는 결
과이기도 하다.

5) 과학학습에서자신의소외경험유무에따른차이

예비초등교사 본인이 소외계층이었던 경험이 있
는지에 따라 소외계층학생에 대한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결과, 3명의 예비초등교사가 
과학수업에서 소외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
였다. 이 배경요인의 집단별 차이 검증은 검정대상
자 수가 3명이라는 제약이 있어 맨-휘트니 검정을
통하여 신뢰성을 보완하였다(Table 8). 앞의 결과에
서 소외계층학생을 목격한 경험과 그들을 친구로

둔 경험이 있는 예비초등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낮
은 자기효능감을 보여준 반면, 자신이 소외의 경험
이 있다고 답한 예비초등교사들의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 점수는 56.83으로 소외된 경험이 없다
고 답한 예비초등교사들의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
감 점수인 40.39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하위구인들과 관련하여 과학교수에 대한 효능감은
(TE) 소외계층이었던 경험이 있는 예비초등교사들
이 더 낮았지만 과학학습에 대한 효능감과(LE) 교
수결과에 대한 기대감은(OE)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다. 특히 교수결과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6) 소외계층학생 과학교육 학습 및 지도 경험의

유무에 따른 차이

교육대학에서 소외계층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
학교육에 대한 강의 수강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81명의 예비초등교사들은 이와 관련된 강의 수강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대학외부에서 소외계층학
생 과학교육과 관련된 경험의 유무에 대한 설문결
과, 연구 참여 학생의 16%인 13명의 학생들이 이러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와 관련한 서술형
답변을 확인한 결과, 이러한 경험은 주로 교생실습
기간에 겪은 것으로 4명의 예비초등교사가 학습부
진의 이유로 소외된 학생에게 과학을 지도한 경험
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들은 특히 과학수업에서 모
둠 학습활동 시 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학
생에 대한 경험을 진술하였다. 또한 지적 장애로

Table 7. The difference of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friend 
of underrepresented student

Dimension
Friend of 

underrepresented 
students

n M SD dif. t p

LE
Yes 19 3.34 .565

—.06   .466 .642
No 62 3.28 .531

TE
Yes 19 2.81 .474

  .12 —1.15 .255
No 62 2.93 .366

OE
Yes 19 3.32 .537

—.10 —.881 .381
No 62 3.42 .378

Total
Yes 19 3.16 .326

—.37 —.637 .526
No 62 3.21 .289

Table 8. Difference of self-efficacy according to experience of 
alienation by Mann-Whitney U test

Dimension
Average rank

z p
yes: n=3, no: n=78

LE
Yes 33.33

— .578 .563
No 41.3

TE
Yes 39.00

— .151 .880
No 41.08

OE
Yes 71.17

—2.279 .023*
No 39.84

Total
Yes 56.83

—1.190 .234
No 40.3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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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업에서 소외된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1명,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거나 사회성의 결여로 과학
수업에서 친구들에게 소외되는 학생을 지도한 경
험이 있다고 답한 예비초등교사가 3명 있었다. 나
머지 5명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하여 서술하지는 않
았지만 소외된 학생들의 과학교육과 관련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대학외부에서 소외계층학생 과학교육과

관련된 지도경험이 있다고 답한 예비초등교사들의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 점수는 3.27로 이러한 경
험이 없다고 답한 예비초등교사들의 점수인 3.18보
다 높게 나타났다(Table 9).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
감의 하위구인 3개 모두에서도 소외된 학생들을 지
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예비초등교사들의 점수
가 그렇지 않은 예비초등교사들보다 모두 높은 것
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하위구인들 중 과학교수에
대한 효능감의 점수가 가장 많은 차이(0.17)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는 않았지만 소외계층학생에게 과학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효능
감을 보여준 것은 예비교사가 교사양성과정 동안 
어떤 교육경험을 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자기효능
감이 예비교사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발달할 가능성
이 크다는 관점에 부합하는 결과였다(Sung, 2015; 
Yeung & Watkins, 2000).

7) 소외계층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과학

수업의 목격여부에 따른 차이

교생실습이나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에서 과학

수업에서 소외된 학생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
사들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예비초등교
사는 8명(9.8%)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배경요
인과 관련해서는 맨-휘트니 검정(Table 10)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소외계층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과학학습지도를 실천하는 수업을 본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예비초등교사들의 과학학습지도 자기효
능감의 점수는 그렇지 못한 예비초등교사들의 점
수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
었다. 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효과적인 소외
계층학생 대상 과학수업의 목격 경험이 있는 예비
초등교사들이 3가지 하위구인 모두에서 일관성 있
게 보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여주었다. 특히 하위
구인들 중 교수에 대한 효능감(TE)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앞서 소외계층학
생을 대상으로 과학수업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예비초등교사들 또한 과학교수에 대한 효능감(TE)
에서 다른 하위구인들에 비해 가장 큰 차이를 보여
준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의 유사성을
통하여,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소외계층학생 과학지도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예
비초등교사들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 예비초등교사들의 과학교과와 과학교수

에 대한 흥미, 과학학습의 가치 인식과 소외계

층학생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Table 9. Difference of self-efficacy according to experience of 
learning and teaching science education for underrepresented 
students

Dimension Experienced n M SD dif. t p

LE
Yes 13 3.36 .449

—.08 .538 .592
No 68 3.28 .554

TE
Yes 13 3.04 .400

—.17 1.493 .139
No 68 2.87 .389

OE
Yes 13 3.41 .376

—.02 .157 .875
No 68 3.39 .429

Total
Yes 13 3.27 .272

—.09 1.057 .294
No 68 3.18 .301

Table 10. Difference of self-efficacy according to witnessing 
effective teaching of science for the underrepresented students 
by Mann-Whitney U test

Dimension
Average rank

Z p
yes: n=8, no: n=73

LE
Yes 42.19

— .151 .880
No 40.87

TE
Yes 47.38

— .811 .417
No 40.30

OE
Yes 44.19

— .406 .684
No 40.65

Total
Yes 52.00

—1.395 .163
No 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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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초등교사들에게 과학교과와 과학교수에 대
한 흥미 그리고 과학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에 중
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5단계 리
커트 척도의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1과 같았다. 예비초등교사들은 과학교과와 과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흥미의 최대 상한점을 5점이라
고 볼 때 각각 3점에 근접한 평균 이상의 흥미도를
보여 주었다. 하지만 과학학습에 대한 가치에 대해
서는 평균 3.91로 이 3가지 문항 중 가장 높은 평균
을 보여주어 예비초등교사들이 과학학습에 대해
상당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비초등교사들의 과학교과, 과학교수에 대한

흥미, 그리고 과학학습에 대한 가치부여와 소외계
층학생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구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먼저 과학교과 흥미
와 과학교수 흥미는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과
각각 p<.00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주었다. 즉, 과학교과에 흥미를 가지고 이를 가르치
는 것에 좀 더 흥미를 느끼는 예비초등교사들이 소
외계층대상 과학학습지도에 있어서도 더 높은 자
기효능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과학학
습의 가치에 대해 더 높은 인식을 가지는 것과 소
외계층학생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은 상관이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2).
좀 더 세부적으로는 예비초등교사들의 과학교과

에 대한 흥미는 소외계층대상 과학학습지도 자기
효능감의 하위구인 중 과학학습능력(LE)(p<.001)과
과학교수능력(TE)(p<.05)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과학교수에 대한 흥미는 과학학습능
력(LE)에서만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p< 
.001). 과학학습에 대한 가치 인식은 과학교과에 대
한 흥미, 과학의 교수에 대한 흥미와는 반대로 소외
계층대상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의 하위구인 중

과학교수결과(OE)의 구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5).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소외계층학생을 위한 과학학습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요인으로서 예비초등교사
의 소외계층학생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을 조사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학교수효능감 검
사지(Riggs & Enochs, 1990)와 동기전략학습 설문도
구(Pintrich & DeGroot, 1990)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장애학생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 검사도구(Lee & Im, 2010)를 연구 목적
에 맞게 수정하여 24개 문항의 5단계 리커트 척도
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초등
교사 81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예비초등교사들은 소외계층학생 과학학습

지도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다소 긍정적인 점수를
보여 주었다. 선행연구의 예비과학교사들과 예비특
수교사들이 소외계층학생에 포함되는 장애학생 과
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의 하위구인에서 보여준 경
향과 비슷하게 자신의 과학학습 능력에 대한 기대
감에 비해 자신의 과학교수능력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과학교수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이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예비초등교사들의 배경요인에 따른 과학

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을 t-검증, F-검증으로 분석하
였고, 검증 표본의 수가 제한된 경우 맨-휘트니 검
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보다 여
학생의 소외계층학생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 점

Table 11.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on the 
interest in science subject matter, teaching science and the 
value of science learning

Construct Item M SD

Interest in
science subject I like science subject matter. 3.098 .845

Interest in
teaching science I like teaching science. 3.049 .756

Value of 
science learning

I think learning science is im-
portant of our lives. 3.913 .710

Table 12. Correlations between the self-efficacy and the 
recognition of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about science

(n=81)

Dimensions Interest in
science subject

Interest in 
science teaching

Value of 
science learning

LE .645*** .514*** .018

TE .251* .153 .052

OE .003 —.008 .227*

Total .501*** .374** .14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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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높게 산출되었고, 농어촌 읍면 출신 예비초등
교사들이 중소도시, 대도시 출신 예비초등교사들보
다 더 높은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을 보여 주었
다. 학창시절 과학교육에서 소외된 학생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예비초등교사들과 소외계층학
생인 친구가 있었다고 답한 예비초등교사들은 그
렇지 않다고 답한 예비초등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을 보여 주었다. 이
와는 달리 자신이 소외계층학생이었던 예비초등교
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예비초등교사들보다
높은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을 보여 주었다. 또
한 교생실습 등에서 소외계층학생을 대상으로 과
학학습지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예비초등교사들과
소외계층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과학수업을 지
도하는 모습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예비초
등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예비초등교사들보다 상대
적으로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예비초등교사들의 과학교과에 대한

흥미와 과학교수에 대한 흥미는 소외계층학생대상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
고, 과학학습에 대한 가치인식은 소외계층학생대상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은 없었
지만 하위구인인 교수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유의
미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검사도구와 같이 동일한 자기효능감

검사도구(STEBI-B)를 기반으로 예비초등교사들의 일
반교수효능감과 과학교수효능감을 비교분석한 연
구에서, 소외계층학생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의
하위구인인 과학교수효능감과 같은 맥락의 점수인
일반교수개인효능감은 3.41, 과학교수개인효능감은
3.38로 조사되었다(Lim, 2007). 이와 비슷한 연구 맥
락에서 진행된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 예비특수교
사들의 장애학생 과학교수효능감은 3.16이었고(Lee 
& Im, 2010), 예비과학교사들의 장애학생 과학교수
효능감은 2.96이었다(Im & Lee, 2011). 이어 이 연
구에서 소외계층학생 과학학습지도에 대한 예비초
등교사들의 과학교수효능감은 2.89로 나타났다. 다
양한 연구의 변인을 무시하고 단순히 이러한 산술
적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과학학습
지도의 맥락이 일반적 과학교육 상황에서 장애학
생과 소외계층학생을 지도하는 것으로 이동 할수
록 과학학습지도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자기효능감
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은 실제 과학수업의 상황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학습자에 대한 고려의 필요
성과 함께 소외계층학생들과 함께 발생하는 과학
수업의 갈등과 소외의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관찰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모든 이를 위한 과학교
육의 실천을 위해서 교사들에게 소외계층학생들에
게 과학수업을 지도하며 자신이 잘해 낼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과 함께 이
러한 상황 속에서 과학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
한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효능감의
구인이 과제 특정적이기에(Knoblauch & Woolfolk 
Hoy, 2008) 교사를 양성하는 교사교육과정은 이러
한 소외계층학생 과학학습지도와 같은 특수한 맥
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이에 대한 교사들의
신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가 특수한 맥락에서 가지는 신념과도

같은 자기효능감의 구인은 그들이 성장하는 긴 과
정동안 형성되는 것이기에(Schoenfeld, 1998) 같은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험의 기회를 의
도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교사교육과정은 예비
초등교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특히 소외계층학생의 과학학습에서 소
외의 모습과 이와 관련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인
식하는 예비초등교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과학을 지도하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
은 예비초등교사들보다 낮은 신념을 보여 주었다. 
이와 달리 자신이 소외계층학생이었던 예비초등교
사들은 비록 과학교수에 대한 효능감은 낮았지만, 
오히려 교수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점수를 보
여주어 소외계층학생을 가르치는 상황에서 더 좋
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는 과학교사교육에서 소외
계층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
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서 장애학생 과학지도경험이 있는 집단과 과학학
습지도 멘토링연수에 참여한 초등교사들의 과학교
수효능감이 더 증가한다는 결과(Im & Lee 2011; 
Kang, 2017; Lee & Im, 2010) 또한 교사양성 교육과
정에서 소외계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교수의
직간접적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연구대상의 배경요인인 성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교사와 예비교사들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에 성차가 존재하고, 과학에 더 높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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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가지고 있는 남학생 집단이 더 높은 과학교수
효능감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들을 산출해 왔다(Cho 
& Seo, 2001; Shin, 2000).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오
히려 여학생들의 소외계층학생 과학학습지도 자기
효능감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비
슷하게 선행연구에서도 서로 다른 연구수행의 맥
락과 연구대상의 학년과 같은 요인에 따라 여학생
들이 남학생들보다 높거나 비슷한 과학교수 자기
효능감을보여준것은(Koh, Choi & Kang, 2007; Lim, 
2007) 결국 자기효능감은 그 신념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의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사실 선행연구
에서 연구대상의 배경요인에 따라 단순히 서로 다
른 과학교수학습지도 자기효능감을 보고한 것에는
예비초등교사, 예비특수교사, 예비과학교사 집단의
특수성이나 이들 집단을 성별로 분류할 때 이로 인
해 그 집단들이 가지게 되는 또 다른 집단적 특성
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기효능감의 조사와 관련된 특수한 맥락의 다양
한 측면이 고르게 다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다는 것으로 과학교사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거나
그 결과를 분석할 때는 그 교사들이 처한 상황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
가 있다(Choi & Kim, 2010). 단순히 성별, 지역 출
신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과학학습지도에 대한 자
기효능감을 밝히기 보다는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신념이 발현되는 특수한 맥락 그 자체를 보다
깊이 관찰하고 이러한 특수한 맥락과 관련되는 연
구대상자들의 개인과 공동체의 다중적인 요인을
교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은 특수
한 과제와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학생, 이들과 교육
적 관계를 형성하는 교사의 정체성 그리고 이들이
머무는 교실의 구인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Ang, 2005; Brown, 2005; Larson & Goebel, 2008; 
Tschannen-Moran & Woolfolk Hoy, 2007; Tsigilis et 
al., 2010; Yeo et al., 2008).
더불어 예비초등교사들이 과학교과와 과학교수

그리고 과학을 학습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는 가는 소외계층학생 과학학습지도 자기효능
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즉 예비초등교사가
과학교과와 이를 가르치는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과학학습에 대하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소
외계층학생들에게 과학을 지도하는 특수한 상황에

서도 보다 높은 신념을 가짐을 보여 주었다. 과학
지식에 대한 예비초등교사들의 인식론적 신념은 그
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확인되었
으며(Choi & Kim, 2010; Yoon, Kang & Kim, 2015) 
특수한 맥락에서 교사의 신념으로 간주되는 교사
의 자기효능감 또한 맥락 의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Ashton & Webb, 1986; Knoblauch & Hoy, 2008). 
따라서 과학교사들이 과학교과와 과학교수에 대하
여 흥미를 가지고 과학학습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록 그들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러한 특수한 과
학학습지도의 맥락 속에서도 과학교사로서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여주어 소외계층학생들에게 지속
적이고 일관성 있게 과학교육의 가치를 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예비초등교사들이 과
학교육을 배우고 과학을 지도해야 하는 선택의 상
황은 예비과학교사들과는 서로 다른 맥락 위에서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구조적 상황은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을 가르치게 되는 예비초
등교사들이 과학교과와 과학교수 그리고 과학학습
의 가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
고, 이를 개선해주는 것은 과학 교사교육에서 중요
한 부분이 될 것이다. 과학학습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고 과학을 싫어하는 초등교사가 소외계층학생들
을 과학의 가치로 안내하여 이들의 학습을 유도하
고 지속적으로 이들과 함께 과학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은 더욱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
의 학교 문화가 이러한 상황을 성찰하고 지원하기
를 기대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에 이러한 측면은
초등교사교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다루
어 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지중심의 과학교육연구들은 이 영역

에서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으로 수많은 업적과 다
양한 과학교육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보다 실제적으로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의 실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를 의미하는 다양한 학
생 모두를 고려하여 이들이 학습하는 과학수업의
공간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고, 이들을 둘러싼 과학
수업의 맥락을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노력의 의미는 예비초등교사가 학교 현
장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학생들과 그들과 관련
된 다양한 과학교육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
미한다. 초등교사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담론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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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교사가 마주한 특수한 맥락에서 어려움을 이
겨내어 신실한 교사로서 성장하고, 이를 통해 모두
를 위한 과학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를 길러내는 바
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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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는 과학수업에서 소외된 학생입니다. 특수교육
을 받은 어머니를 둔 민우는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특수
교육대상자 임에도 특수교육을 받지 않고 일반학생과 함
께 생활해 왔습니다. 민우의 인지능력은 또래 학생들의
평균치를 겨우 따라 갔지만, 사회적 관계능력은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우는 유치원을 다니지 못했
습니다. 소아 유년기까지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민우는 조부모에게 맡겨졌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고립된 시골 환경에서 엄하기만 하고 세심한 배
려를 하지 못하는 조부모의 양육방식은 민우에게 더욱
많은 문제를 안겨 주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며 가
까스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지만, 지적수준이
떨어지는 어머니와 엄하기만 하신 아버지와의 생활은 민
우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

터 6학년이 될 때까지 매년 학습에 뒤쳐졌고, 같은 반 학
생들과 싸우는 등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5
학년이 되어서는 친구들이 없이 외톨이로 지내는 때가
많았습니다. 민우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실험을 하고 결
과를 공유하고 의사소통해야 하는 과학실험활동은 더욱
힘들고 하기 싫은 활동이었습니다. 민우와 같은 모둠의
친구들도 민우와 함께하는 과학실험활동을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민우는 과학학습에 흥미를 잃은 지 오래이
며, 과학수업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개념이나 탐구과정
은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의미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합
니다. 민우는 과학수업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필기도 대
충하며 교사의 발문에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수의 어머니는 새터민으로 명수를 임신한 상태로
탈북에 성공하여 중국으로 넘어와 중국인과 재혼을 하였

부록 1. 소외계층학생 과학교수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 검사

[이 설문은 과학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과학학습지도와 관련하여, 예비초등교사로서 여러분 자신이 과학을 배
우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은 과학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교과교육을 위한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문항

1 나는 과학수업 시간에 배우는 어떤 내용이든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2 나는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다른 과목에 비해 과학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에게 과학을 잘 가르칠 자신이 없다.

3 나는 과학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과학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을 알고 있다.

4 나는 다른 예비초등교사들에 비해서 과학에 있어서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5 과학수업에서소외된 학생의저조했던과학 성취도가점차향상된다면 그것은교사가특별한 관심과노력을기울였기 때문이다.

6 나는 다른 예비초등교사들에 비해 과학을 잘 못한다.

7 과학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과학학습 성취가 향상된다면 그것은 교사의 효과적인 과학교수 방법 때문이다.

8 과학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과학을 잘 못한다면, 그것은 비효과적인 과학교수 방법 때문이다.

9 나에게 과학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있는지 염려스럽다.

10 내가 지도하는 소외된 학생을 위한 과학수업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다면 무척 부담스러울 것이다.

11 과학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과학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도와주어야할지 잘 모르겠다.

12 나는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어떠한 내용도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13 나는 과학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과학교수 방법을 찾고자 계속 노력한다.

14 과학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배경지식은 교사의 적절한 과학학습지도로 극복될 수 있다. 

15 과학수업 시간에 과학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된 질문을 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16 나는 과학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17 다른 예비초등교사들과 비교해 볼 때 나의 과학 공부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18 나는 과학수업 시간에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문제나 과제도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 소외된 학생들 중 일부 학생들의 낮은 과학학습 성취도는 교사의 탓으로만 볼 수 없다.

20 나는 다른 예비초등교사들과 비교해 볼 때 과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21 소외된 학생들 중 어떤 학생의 경우는 과학지도에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22 과학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과학 성취는 교사의 효과적인 과학지도와 직접 관련이 있다.

23 나는 과학 공부를 잘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24 부모가 과학에 대한 자녀의 흥미가 높아졌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아마도 교사의 과학수업지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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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이후 명수를 출산한 어머니는 한국으로 입국하
여 새터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중국
인 국적이라 중국에 남아야 했고, 한국으로 떠나버린 며
느리의 자식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중국인 시부모 즉
명수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명수를 소림사 무술학교에
입소시켰습니다.
유치원 연령부터 소림사 무술 학교에서 엄격한 생활

방식으로 키워진 명수는 몇 년 뒤 명수의 어머니가 한국
인과 재혼을 하고 입양절차를 밟은 노력으로 한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한국인
국적의 중도입국자인 명수의 한국 초등학교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친구도 없고 거의
모든 교과의 학습이 어려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단어로 된 과학수업은 명수를 더욱 당
황하게 하였고, 여러 가지 과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탐구과정을 익히는 것은 더욱 힘들었습니
다. 실험의 결과를 나타내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과
학 활동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는 명수를 더욱 자신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학수업시간에 명수는 친
구들과 과학 탐구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 주로 먼 산
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
구들도 과학수업 시간에 명수에게 말을 걸지 않고 있습
니다.

*희영이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였고, 희영이
는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희영이의
새어머니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으로 희영이와 의사소통
이 어렵습니다. 희영이는 그림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어
린 나이지만 게임 아이템 캐릭터를 그려 온라인 몰에서
개인적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집에서 독립하고
싶은 희영이에게 그림그리기는 좋은 재능이고 이러한 영
향으로 희영은 다른 과목의 공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여학생인 희영이는 과학수업에 아무런 흥미를 가지
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수업시간에 희영이는 주로 과학
교과서에 낙서를 하며 그림그리기 연습을 합니다.

과학수업에서 소외된 학생

위의 과학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사례는 학교현장
에서 실재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서술한 것입니다. 이
러한 예들과 같이 과학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으로 정의
되는 학생들은 신체, 정신, 정서적 장애, 경제, 지리, 문
화, 학업, 가정 그리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차원에서 주
류학생들에 비해 교육적 불평등에 노출되어 일반적인 보
통학생에 비하여 여러 가지 교육의 맥락에서 불리한 점
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위 내용의 이름은 실존 인물의 가명임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