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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과학학습 부진아에 대한 배경 요인 조사 연구

권 치 순*16)G 박 병 태**X^PG 유 주 선***X_P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총 594명(일반아 480명, 부진아 114명)을 대상
으로 과학학습 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환경 배경에서 부모 생존여부와 부모의 학력은 부진
아와 일반아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과학 수업요인에서는 과학 흥미도, 과
학실험 참여도, 과학평가 문항유형에 있어서 일반아와 부진아의 차이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셋째,
학교 밖 과학관련 요인에서는 과학관련 기관 방문, 과학매체 선호도, 과학관련 도서, 실험도구의
선물이 일반아와 부진아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과학관련 자아감은 동료
와의 우월성, 과학관련 장래희망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학학습 부진
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진아들에게 과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사의 특별지
도,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상담 등의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 때문에 기초교육의 부진을 최소화할 필요가

Ⅰ. 서론

있다(김윤옥, 2005).
학습 부진아에 대한 문제는 최근 교육의 중

1. 연구의 필요성

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학습 부진아는 정
초등학교 교육은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기초
적인 소양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초
등학교 교육이 기초 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학습의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의 학습 부진은 후속되는 중
등학교 교육은 물론 평생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

상적인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서도 선수학습 요소의 결손으로 인하여 설정된
교육목표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학업 성취수준(minium acceptable performance
level)에 도달하지 못한 학습자로서, 이들은 계
속되는 학습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높은 좌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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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열등감, 부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되어 낮은

부진 예방을 위한 지도 방법 및 수학 교과에 대

학습동기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

한 인식 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규상, 1999;

이다(박성숙, 이성한, 2007).

배진동, 조해수, 2003; 이상원, 2001; 이상원, 방승진,

일반적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학습부진의 책

2006; 이영하, 2001; 홍진곤, 조석래, 2003). 그리

임을 학생 개인이나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

고 과학과 연구로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업성취

이 있고, 교사는 정해진 학습 진도만 나가면 교

도의 관계, 교육 프로그램과 과학 태도, 학습부

사의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평가의

진아 지도 실태조사 등이 있다(강순자 외, 1999;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다(이환

김미정, 이기정, 2001; 김용환 외, 2008; 이민애,

길, 2008). 학습 부진아에 대한 교육의 질적 향

박윤배, 2002).

상을 위한 정책과 이에 대한 지원은 우리 사회

이 밖에 교육 정책에 관련된 연구로는 학습

구성원의 화합과 국가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로

부진과 부모 사이의 상관관계, 학습 부진아의

서 공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당면

교육 정책, 특수교육의 쟁점 등이 있다 (이경혜,

과제라 할 수 있다.

김정일, 2009; 박성혁, 이지혜, 2008; 홍정숙, 2007).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일반 학생들과는

과학에 대한 학습 부진의 연구는 중등학교

다른 특수 학생의 개념으로 영재교육 대상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

학습 부진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며 초등학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

있다. 학습 부진아들을 대상으로 예비 교사들의

다. 과학 학습 부진아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

방과 후 특별 지도 프로그램 운영이 그 하나의

들의 학습 부진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예라 할 수 있다. 그 적용 범위와 대상 교과목

를 위해서는 먼저 부진아의 실태와 그 요인에

에 있어서도 그 동안 국어와 수학에 치우쳐 지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해 왔으나 최근에는 사회, 과학, 영어 교과목

본 연구는 초등 과학학습 부진아의 가정환경,
수업 요인, 과학활동 및 과학관련 자아감 등을

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학습부진아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학

조사하여 과학학습 부진 요인을 밝혀 우리 과학

습에 문제가 있는 원인을 기억(암기)에 어려움이

교육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목

있는 경우로 본 경우(Howes et al., 2003; Swanson,

적이 있다.

1993)와 학습 전략의 문제(Forness et al., 1997),
쓰기의 문제와 부모와의 관계(Bruneau, 1988) 등
다양한 요인을 들고 있다.

Ⅱ. 연구 방법

학습부진아에 관한 국내 연구를 크게 교과별
연구, 특수교육, 교육정책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

1. 연구 대상

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과별 학습 부진아 연구
는 국어과에서 쓰기 부진 요인분석, 읽기 부진
원인 진단, 작문 부진의 원인과 진단, 읽기 인식
능력 향상 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권주
석, 2009; 이재승, 2000; 송현정, 2000; 최승숙,
2010), 수학과 연구로는 수학학습의 부진요인과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 소
재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 당 2개 학교씩 총 10개 학교를 임의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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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후, 학교당 60명씩 총 600명을 선정하였다.

2. 검사 도구

이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분석하기 곤란한 질문지 6부를 제외한 594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는 진단 평가

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삼았다. 이 중

검사, 과학학습 부진아의 인식과 실태 파악을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부진아 4명(남학생 2명,

위한 설문지, 그리고 부진아를 대상으로 한 면

여학생 2명), 일반아 4명(남학생 2명, 여학생 2

담 질문지가 있다.

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하였다.
가. 진단 평가검사
<표 Ⅱ-1> 연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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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표준화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국가 수
준에서 학습 부진아를 선별하기 위한 자료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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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하였다.
나. 설문지
본 설문지는 과학학습 부진아들이 과학에 대
하여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

과학학습 부진아는 학교 수업 시간에 오랫동
안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적 기

한 질문지로 과학학습 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지식, 탐구능력, 과학적 태도를 포함하는 과

과학학습에 대한 부진아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

학적 소양을 평가함으로써 학생의 총체적인 능

해 가정환경 배경, 과학 수업 요인, 학교 밖 과학

력과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다.

관련 요인, 과학에 대한 자아감 등과 같은 내용에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과학학습 부진

대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과학 태도 관련 설문

학생(부진아)을 국가 수준의 학업 진단평가에서

지는 박병태(2008)가 제작한 설문지 중에서 과학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를 받은 학생으로 정하

태도에 관련된 문항을 선별하여 연구진이 3-4차례

고, 이들에 대해 교육청 또는 학교 수준에서 보

검토를 한 후, 1개 반에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타

충교육 또는 방과 후 학습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당도가 높은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를 토대로 최

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종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신뢰도는 0.71이었다.

학습의 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배경과 학습

설문지의 문항은 선다형 또는 리커르트형 질문으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부진아의 기준

로 구성하였고, 검사 문항은 총 18문항이었다.

을 공공 교육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정한
준거를 바탕으로 삼았다. 이는 학업 성취도를

다. 인터뷰

평가할 때, 평가자 또는 학교마다 과학학습 부

면담 질문지는 과학학습 부진의 배경 요인을

진아의 정의와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과학교육전문가

문이다.

2인의 검토를 거쳐 완성하였다. 면담용 질문은
설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한차례의 사
전 연습을 실시한 후 현장에 나가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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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일반아와 부진아에 대해 설문지 분석

3. 자료 수집 및 분석

과 그에 따른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과학학습 부진에 부모님 생존 여부가 어떤

Window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리하였다. 설문지 중 명목 척도로 이루어진 문

<표 Ⅲ-1>과 같다.

항에 대해서는 카이제곱(ɑ²) 검증을 이용하였고
리커르트형으로 구성한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F

과학학습 부진아에 있어서 부모님 생존 여부

검증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객관성을 유지

는 부진아와 일반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기 위하여 비디오로 녹화하였으며, 이 자료를

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위의 표에서와 같

토대로 프로토콜을 만들어 2인이 분석하였다.

이 일반아는 부진아보다 부모님이 계신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님의 존재 여부가
과학학습 부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표 Ⅲ-1>).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과학학습 부진에 부모님의 학력이 미치는 영

1. 가정환경 배경

향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 Ⅲ-2>와
과 같다.

과학학습 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

<표 Ⅲ-1> 부모님 생존 여부가 과학학습 부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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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부모님의 학력이 과학학습 부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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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에서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

<표 Ⅲ-3> 부모님의 직업이 과학학습 부진에
미치는 영향

력은 부진아와 일반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일반아와 부진
아의 부모님의 학력을 보면 대학교 이상의 졸업
이 일반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부모님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과학 성취
도도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학생과의 면담에서도 다음 예에서와 같이, 과
학학습 부진아들은 부모님의 학력을 잘 모른다
고 응답한 반면, 일반아들은 대부분 자신의 부
모님 학력에 대하여 정확히 응답하였다.
ٻڕٻگٻ䝭㐐ٻ㙸ⶸ㫴⏈ٻ䚍⇌ٻ㝘㊜㛨ښ
ٻڕڌڨٻ㣌⪨⯜ٻᷔ㛨㟈ٻڕڍڨٻٻٻٻٻٻٻډ㣌⪨⯜ٻᷔ㛨㟈ډ
ٻڕڌڡٻ㥐ᴴٻ㚀ὤ⦐⏈ٻ㙼⇌ٻ㝘㊜㛨㟈ٻډډ
ٻڕڍڡٻ㙼⇌ٻ㞈㛨㟈ډ
ٻڕڌڨڢٻ㙸ⶸ㫴⏈ٻḔ☥䚍Ẅᾀ㫴⇌ٻ㝘㊜㛨㟈ٻډ
ٻڕڍڨڢٻ䚍ٻ㙼⇌ٻ㝘㐐ḔٻḔ☥䚍Ẅᾀ㫴⇌ٻ㝘㊜㛨㟈ډ
ٻڕڌڡڢٻ䚍㡸⇌ٻ㝘㊜㛨㟈ٻڕڍڡڢٻٻډഗഗ䚍Ẅ㟈ډ
ٻڕٻگٻ㛨⭬⏼⏈ٻ䚍⇌ٻ㝘㊜㛨ښ
ٻڕڌڨٻ㣌⪨⯜ٻᷔ㛨㟈ٻڕڍڨٻٻٻٻٻٻٻډ㣌⪨⯜ٻᷔ㛨㟈ډ
ٻڕڌڡٻ㣌⯤ٻ⢰㟈ٻڕڍڡٻٻٻٻٻٻٻٻٻٻٻډ㙼⇌ٻ㞈㛨㟈ډ
ٻڕڌڨڢٻḔ☥䚍Ẅᾀ㫴⇌ٻ㝘㊜㛨㟈ٻډ
ٻڕڍڨڢٻḔ☥䚍Ẅᾀ㫴⇌ٻ㝘㊜㛨㟈ډ
ٻڕڌڡڢٻ䚍㡸⇌ٻ㝘㊜㛨㟈ٻڕڍڡڢٻٻډഗഗ䚍Ẅ㟈ډډ
㉔ٻڕٻگٻ㈑␌⇜ٻڕڌڨٻٻڇ㣄⺴ٻ㫸㙸⇜ٻڕڍڨٻڇ㣄⺴㫸㙸ٻٻڇ
ٻڕڌڡٻٻٻ㜠㣄⺴㫸㙸ٻڕڍڡٻڇ㜠㣄⺴㫸㙸⇜ٻڕڌڨڢٻٻڇ㣄㢰ⵌ㙸ٻ
⇜ٻڇڍڨڢٻٻٻ㣄㢰ⵌ㙸ٻڕڌڡڢٻٻ㜠㣄ٻ㢰ⵌ㙸ٻڕڍڡڢٻ㜠㣄㢰ⵌ㙸ٻډ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은 과학학습
부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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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과학학습 부진과 가정 경제인식
수준이 과학학습 부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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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음 면담 내용에서도 일반아와 부진아
가 느끼는 경제적 인식 수준이 과학학습 부진과

과학학습 부진과 학생들의 가정 경제인식 수

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면담에

준이 과학학습 부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

응한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 집의 생활수준을 중

과 학생들의 경제인식 수준은 과학학습 부진에

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

 ٻڕگ㈑䞐䚌⏈ٻ㍌㨴㡴ٻ㛨⏄ٻ㥉⓸␘═ٻḔٻ㈑ᴵ䚨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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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ڕڍڨڢٻ䋩ٻ㥉⓸╌ٻ㟈ٻڕڌڡڢٻٻډډ㩅ᴸٻ㥉⓸╌ٻ㟈ډ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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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과학수업에 대한 기대정도가 과학학

2. 과학과 수업 요인

습 부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
과학학습 부진에 학생들의 과학 흥미도와 과

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과학수업에 대한 교

학수업 기대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사의 지도방법과 교재 연구에서 다양한 노력이

해 분석한 결과는 <표 Ⅲ-5>와 같다.

필요한 것으로 의미있는 교육적 시사를 주고 있
다. 여기에서 일반아와 부진아에 있어서 큰 차

<표 Ⅲ-5> 과학 흥미도와 과학수업 기대정도가

로 생각된다. 즉, 다른 교과수업과는 달리 과학

과학학습 부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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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지 않은 것은 과학수업의 특수성 때문으
수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탐구중심의 과학 실험이

m

w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면담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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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학습 부진에 선호하는 과학수업 방법으

ଖG QG wG cG WUW\G SG G QQG wG cG WUWXG

로는 부진아와 일반아 모두 과학 실험을 가장

과학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 일반아가 부진
아보다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부진아와 일
반아의 흥미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일반아
집단이 부진아 집단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
며, 일반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과
학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전우수 외, 2003). 그러나 이는 최상

좋아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야외 체험학습을
선호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표 Ⅲ-6>). 황
정순(2003)은 탐방, 견학, 실험 등 수업의 형태가
탐구 활동의 형태를 갖출 경우, 학생들의 흥미
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미나(1999)
는 실험활동 위주의 과학 교과서를 감안하여,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조작활동을
통한 탐구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위권 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과학 흥미도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

다음 예에서와 같이, 면담 조사에서도 학생들
은 과학수업에서 실험활동을 가장 선호하고 있

혀졌다(박병태, 2008).
면담 결과를 보면, 다음 예에서와 같이 부진

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들은 과학을 좋아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잘
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ٻ⏈ڋڋٻڕگḰ䚍㡸ٻ㣌ٻ䚌⏈ٻ䓬㢨㚰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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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ڕڌڡٻ㣌⯯ٻ䚌⏈ٻ䓬㢨㜄㟈ٻٻډ
⪨⯜ٻڕڍڡٻᷔ㛨㟈ٻڇ㣌⯯ٻ䚨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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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실험 참여도가 과학학습 부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진아와 일반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ٻڕگٻἬ⤰ٻ㐘䜌䚔ٻ⚀ٻ㤵Ἥ㤵㡰⦐ٻ㵬㜠䚌⏼ښ
ٻڕڌڡ㤵Ἥ㤵㡰⦐ٻ䚌⥘Ḕٻ䚨㟈ډ
ٻڕگٻ㾐Ạ☘㡴∼ٻᴴٻ㐘䜌㜄ٻ㤵Ἥ㤵㡰⦐ٻ㵬㜠䚔ٻ⚀ٻ
ٻٻٻٻ㣌⓸ٻ㝴㨰⏼ښ
⯯ٻڕڌڡ䚐␘Ḕٻ䚌⮨㉐ٻẠⵉ䚔ٻ⓸⚀ٻ㢼㛨㟈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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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P < 0.01). 학생들이 과학실험에 적극적인
참여도가 낮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낮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이는 협동학습 모형이 전통적인
수업에 비해 하위집단에서 보다 효과적이며, 학
생들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학업 성
취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

과학학습 부진에 있어서 과학평가 문항유형

다(John & John, 1985; 노태희 외, 1997; 강순자 외;

이 부진아와 일반아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1999).

차이를 보였다(P < 0.01). 부진아의 경우, 객관식
을 선호하는 비중이 일반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

ٻڕگٻ㐘䜌㡸ٻ䚔ٻ⚀ٻ㤵Ἥ㤵㡰⦐ٻ㵬㜠䚌⏼ښ
ٻڕڌڨἬ⤻㫴⏈ٻ㙾㙸㟈ډ
ٻڕگٻἬ⤤⒤⓸ٻ㣠㢼⏼ښ

다. 또한 일반아들은 평가에 대해 반응이 민감한

<표 Ⅲ-6> 선호하는 과학수업 방법이 과학부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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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과학실험 참여 정도가 과학학습 부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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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보였으나 과학학습 부진아들은 평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못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이상원, 2001). 면담 조사
에서도 일반아는 서술형이 좋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부진아는 단답식과 객관식을 보다 선호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문항이 간
단하거나 부담이 없는 것을 보다 좋아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3. 학교 밖 과학관련 요인

과학평가 문항의 유형에 관한 면담 조사에서
도, 다음 예에서와 같이 부진아들이 보다 간단

학교 밖 과학관련 요인에서는 과학관련 과외

하고 해결하기 쉬운 문항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활동, 과학관련 기관 방문, 과학매체 시청 정도,

것을 알 수 있다.

과학관련 선물 선호도 등을 분석하였다.
과학학습 부진에 과학관련 과외 활동 정도가

  ٻڕگ䓽ᴴ䚔ٻ⚀ٻᵑḴ㐑␜ٻڇ㐑㉐ٻڇ㍔䝉ٻ䓽ᴴٻ㩅ٻ

과학학습 부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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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결과, 과외 활동이 과학학습 부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8>).

<표 Ⅲ-8> 과학평가 문항유형 선호가 과학학습 부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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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과학관련 과외 활동 정도가 과학 학습 부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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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에서 과외활동 경험이 부진아와 일

것을 알 수 있다.

반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과학은 다른 교과에 비해 과외활동이 저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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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과학교육 관련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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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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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박승재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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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학습 부진에 과학관련 기관 방문 정도가
과학학습 부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

과학매체 시청 정도와 과학관련 선물 선호도

진아와 일반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가 과학학습 부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이가 있었다(P < 0.01). 일반아가 부진아에 비해

해 분석한 결과는 <표 Ⅲ-11>과 같다.

과학관련 기관 방문 정도가 더 많았다. 영재 학
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여학생의 과

과학매체 선호도는 부진아와 일반아에 있어

학관련 경험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동물원, 식물원, 생태서식지 등을 방문한 경험으

이는 일반아들이 과학 TV프로그램이나 과학 다

로 나타났다고 보고 한 바 있다(정경아 외, 2006;

큐멘터리 비디오 등을 보는 것을 좋아하며, 이

김수미, 정영란, 2005).

와 같은 성향은 과학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

이러한 경향은 다음 면담 내용에서도 비슷한

<표 Ⅲ-10> 과학관련 기관 방문 정도가 과학부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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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과학매체 시청과 과학관련 선물 선호도가 과학부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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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재 외(2002)는 과학

차이가 나타났다(P < .01)고 보고하였으며, 최경

선호도 증진 방안으로 TV와 같은 매체에서 다

희와 김경미(2001)는 실험기구 조작에 있어 남학

양한 과학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방영이 이루

생이 더 우수하다고 하였다. 면담에서도 실험

어질 수 있도록 과학관련 인사들이 노력해야 한

결과가 다를 때에 대한 의견에서 다시 해 본다

다고 하였다.

는 경향을 보였다.

과학관련 책이나 실험도구를 선물로 받고 싶
은지에 대한 조사에서도 일반아와 부진아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일
반적으로 남학생은 과학과 관련된 장난감을 더
많이 받고 싶어하고, 시중에 주로 나오는 교육
적 놀이용품은 주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야구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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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같이 남자들이 과학과 관련된 경험과 친숙
함을 바탕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진다고
하였다(Skolnicke 외, 1982).

그러나 과학학습 부진아들은 자기의 의견보
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는 의견을 보였으
며, 부진아와 일반아는 동료와의 우월성 정도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4. 과학 관련 자아감

0.01). 이는 정병찬(2002)의 학습 우수아와 학습
부진아의 자아개념 분석에서 우수아들은 부진아

과학 관련 자아감에 대해 과학실험 의존도,

들에 비해 높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과학에 대한 동료들과의 우월성 정도, 과학관련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부진아들의 낮은

장래 희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Ⅲ

자아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집단 상담놀이가 초

-12>).

등학교 부진아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
다고 보고하였다(최주성, 2003).

과학실험 의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다(P < 0.01). 과학실험 의존에 있어,

과학관련 장래 희망은 부진아와 일반아에 있
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면담에서는

박병태(2008)는 남자가 평균적으로 높았으며 성

<표 Ⅲ-12> 과학 관련 자아감이 과학학습 부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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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와 부진아 모두 다양한 분야의 희망을 나

넷째, 과학관련 자아감에 있어서 동료와의 우

타냈으며 부진아들도 과학관련 희망을 가지고

월성 정도, 과학관련 장래 희망 등에서 유의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진아의
자아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

⇌ٻڕگٻ㩅㜄ٻ䀘㉐ⱨٻ㛻㢨╌ٻḔٻ㐪㛨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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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과학학습 부진아에 대한
배경 요인 조사에서 부진아들은 과학과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 학교 밖 과학관련 경험, 과학관
련 자아감 등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을 보였다 .

Ⅳ. 결론 및 제언

학습 태도는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동기를

G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 소
재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총 594명(일
반아 480명, 부진아 114명)을 대상으로 과학학습
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문지와 면담을

통해 과학학습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부진
아들의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사의 배
려, 프로그램 개발, 상담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
하다.

통해 일반아와 부진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환경 배경에 있어서는 부모님 생존
여부와 부모님의 학력이 부진아와 일반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과학학
력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과학과 수업요인에 있어서는 과학 흥미
도와 과학실험 참여도, 과학평가 문항유형에 있
어서 일반아와 부진아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이는 부진아들이 과학 수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의 배려가 필요
함을 보이고 있는 대목이다.
셋째, 학교 밖 과학관련 요인에 있어서 과학
관련 기관 방문 및 과학매체 선호도에 대해서는
부진아와 일반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과학관련 책이나 실험도구를
선물로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일반아와 부진
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지역마다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과학 축전 등의
행사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참여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TG YY`G T

과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아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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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o analyze the

own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e science

difference between ordinary students and students

subject, the student's experience with science

who chronically fail in the subject of science at

outside school, and the student's estimation of

elementary schools. To this end this study involved

his own confidence in learning sciences are the

questionnaires

personal

major factors determining the student's success

interviews with, a total of 594 students (480 of

or failure in scie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hich are ordinary students and 114 of which

suggest that it is essential to provide not only

are chronically failing) in Grades 4, 5 and 6 at

scientific programs and teaching, but also some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The analysis

sort of psychological and counselling programs

revealed that the family background, the student's

for students who are bad at science in school.

distributed

t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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