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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과학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방안을 알아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두 초등학교 5, 6학년 다문화가정 학
생(75명)과 일반가정 학생(144명)의 과학탐구능력 및 과학에 대한 태도 검사를 하여
비교·분석하였고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과학학습에 대한 태도를 알
아보기 위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검사지 결과들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유
의 수준 .05에서 비교·분석하였고, 면담내용은 전사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토대로 주
제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탐구능력은 전체 평균과 두 하위 영역 모
두에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이 일반가정 초등학생보다 낮았다(p<.05). 면담을 통
해 볼 때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과학 학습 시 과학용어의 뜻과 실험기구와 시약
의 용도 사용방법에 대해 생소함을 느끼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과학에 대한 태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 영역 중 과학적 태도 부분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일반가정 학생들 보다 높았다(p<.05). 각 영역의 하위 요소들
을 비교해볼 때 과학과 관련된 흥미 영역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과학관련 활동
에 대한 흥미에서만 일반가정 학생들 보다 높았다(p<.05). 과학적 태도 영역에서는
자진성, 비판성, 끈기성 요소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평균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p<.05) 그 외 하위 요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은 실험활동과 과학 체험 활동을 매우 즐거워하나
가정에서의 체험기회가 부족하기에 공교육 차원에서의 다양한 과학체험활동의 활성
화를 필요로 한다.
★ 주제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과학교육, 과학탐구능력, 과학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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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글로벌 경제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국제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 시대적 현상이자 새로운 생활의 양상으로 나
타나고 있다(남부현, 김연이, 2011; 조용환, 201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에 따
르면, 201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은 99,186명으로, 전체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6,635,784명)의
1.4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우리나라 학생 수는 출산율 감소로 전
년대비 184,143명(2.4%) 줄어든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09년 26,015명에서 매
년 증가하여 2014년 67,465명이었고, 2015년에는 14,670명(21.74%)이 증가하여 82,135
명이었으며, 2016년에는 그보다 17,051명(20.7%)이 늘어나서 99,186명이다. 학교급별
로 살펴보면,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의 74.5%가 초등학생일 정도로 다문화가정 초등
학생의 비율이 높다.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을 우리보다 먼저 겪어 낸 서구의 교육학자들은
이러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Lee et al., 2005; Luykx et al.,
2007).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전재영(2011)의 연구결과, 학교 다문화 교과 교육 연구는 주로 읽고 쓰는 기본
기능을 다룬 국어나 사회 적응을 다룬 사회와 예체능계 교과목들에 그치고 있으며
과학교육 분야에서의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모두 과학자가 되지 않으며 그들의 생계에 있어 과학
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과학교육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
다(이준기, 하민수, 안병준, 2012). 또한 현대 사회 문제들은 대부분 개인적, 사회적,
국제적 맥락을 복합적으로 띄고 있어(문공주 외, 20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포함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도록 하는 과학교
육은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 어느 교과목 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처럼 인문 사회계열 교과보다 연구가 미흡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과학교육연구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실태 파악 부분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다. 조영달 외
(2011)와 김현경(2014), 배은주(2006)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대체로 학업성취도가 낮
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를 언어 이해와 과학용어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한 다문화가
정 학생들의 과학 학습 동기 수준 및 구조를 분석한 이준기, 하민수, 안병준(2012)과
탈북 초등학생의 과학 교육 관련 인지적·정의적 특성을 연구한 노석구, 오필석(2013)
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라고 해서 일반가정 학생들에 비해 과학학습 동기와 과학학
습에 대한 즐거움은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 학업 성취도간의 상관관계 연구(이재천,
김범기, 1996)와 과학탐구능력과 과학학업 성취도간의 상관관계 연구(Walkosz,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과학탐구능력과 과학에 대한 태도 및 과학학습에 대한 태도 분석 749

Yearny, 1984)의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소양 함양에
필수적인 과학적 탐구능력 수준과 과학에 대한 태도에서도 일반가정 초등학생들과
차이를 보일 여지가 크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과 과학에 대한 태도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과학학습에 대해 가지는 생각을 알아본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이영진(2012)은 연구대상자들이 초등학생일 때 과학학습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밝혀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후 이루어진 질
적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제한적 언어수준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며 그들을
바라보는 교사와 친구들의 기대치가 낮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교차원의 제
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신동희 외, 2013).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과학학습에서 겪는 언어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또 다른
어려움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교육
(science for all)’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과 일반가정 초등학생들 간에 과학탐구
능력과 과학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아보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과학교육 연구에 기초적인 자
료를 제시하고 교사들이 보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과학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돕고자 한다.

Ⅱ

.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탐 능

가. 과학

구

력과 과학에 대한 태도

검

사의 연구 대상

경기도 ○○시 소재의 초등학교 두 곳에 재학 중인 5학년과 6학년 다문화가정 학
생과 일반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탐구능력과 과학에 대한 태도 검사를 수행하
였다. 이 두 학교가 속한 ○○시는 중소도시로서 공업단지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자
녀의 비율이 농촌지역보다 매우 높으며 다문화가정 유형 3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
다. 한국어 능력이 검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한국
에서 수학한지 3년 이상이 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그 미만의 학생은 제외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과학탐구능력 검사지(권재술, 김범기, 1994)의
문항이 5학년의 독해 수준에 맞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5학년과 6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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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학생들이 검사지 내용에 대한 이해를 어려워 할 경우 설문
을 실시하는 연구자가 그 의미를 해석해 주고 그 해석은 일반가정 학생과 다문화가
정 학생에게 동일하게 제공하였다. 연구대상 학생에게는 사전에 연구 목적과 연구 방
법 및 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배부하고 학부모 동의절차를 거
쳐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학생의 학년과 학생유형 분포는 <표 1>에, 다문화가
정 유형 분포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학년과 배경
학년
학생

5학년
6학년
다문화
일반

<표 2> 연구 대상의 다문화 가정 유형
다문화 가정 유형

학생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합계

인원수(명)
98
121
75
144

백분율(%)
44.7
55.3
34.2
65.8

인원수(명)
12
11
52
75

백분율(%)
16.0
14.7
69.3
100

다문화가정 학생의 분류는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에 따라서 국내출생 학생
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이다<표 2>. 그리고 중도입국 학생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이다. 외국인가정 학생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외국인 근로자 자녀, 재외동포 자녀 포함)이다.
담

나. 면

참여자

면담 참여자는 연구자가 다년간 근무하였으며 과학과목을 1년간 가르치며 래포를
형성한 경기도 ○○시의 S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다문화가정 학생들 중에서 각 5명
씩 총 10명을 선정하였다. 면담 참여자가 재학하는 학교는 경기도 지정 다문화가정
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이다. 인터뷰의 참여자는 의도적 표본추출 전략
에 따라, 연구자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결정적 사례(Critical case)
를 사용하기 위해 연구에 필요한 개인을 선택하였다(Creswell, 2007).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말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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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면담에 참여하고자 의사표현을 했으며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학생들이다. 한국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한국어로 유창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
는 학생들은 면담대상에 포함시켰다. 면담 참여 학생의 학년과 성별, 가정유형, 출생
국, 부모국적, 한국 체류기간, 가정언어, 과학탐구능력 검사의 총점, 과학에 대한 태도
검사의 평균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면담 참여 학생의 배경

국적
학생 학 성 가정유형 출생
한국체 가정 과학 과학에 대한
기호 년 별
국 부
모 류기간 언어* 탐구능력** 태도***
S1 5 남 중도입국 한국 한국 일본
2 한,일 14
3.71
S2 5 남 외국인가정 중국 중국 중국 2.6 한,중 12
3.88
S3 5 남 국내출생 한국 한국 중국
11 한 21
3.17
S4 5 여 외국인가정 중국 중국 중국
8 한 20
3.06
S5 5 남 국내출생 한국 한국 필리핀 11 한,필 17
2.88
S6 6 남 국내출생 한국 한국 인도네시아 12 한,인 16
3.15
S7 6 여 외국인가정 몽골 몽골 몽골
8 한,몽 17
3.78
S8 6 여 외국인가정 중국 중국 중국 1.6 한 13
3.06
S9 6 여 중도입국 중국 한국 중국 2.6 한,중 17
2.70
S10 6 여 외국인가정 중국 중국 중국
.6 한 26
3.71
*한(한국어); 일(일본어); 중(중국어); 필(필리핀어); 인(인도네시아어); 몽(몽골어)
**과학탐구능력 검사의 총점은 30점 만점임
***과학에 대한 태도 검사의 평균은 5점 만점임
2.

검

사 도구

탐 능 검

가. 과학

구

력

사지

과학탐구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권재술, 김범기(1994)가 개발한 과학탐구능력검사
지(TSPS : Test of science Process Skill)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과학탐구능
력을 두 영역인 기초탐구능력과 통합탐구능력으로 구성하였다. 다시 기초탐구능력 영
역을 5개 요소인 관찰과 분류, 측정, 추리, 예상으로 통합탐구능력 영역을 5개 요소인
자료변환, 자료해석, 변인통제, 가설설정, 일반화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모두 4지선다
형, 요소별 3문항씩 총 30문항이며 검사에는 40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한
이 검사지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72이고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기초탐구능
력이 0.78, 통합탐구능력이 0.7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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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학에 대한 태도

검

사지

과학에 관련된 정의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효남, 정완호, 정진우(1998)가 개
발한 과학에 대한 태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과학에 대한 태도가 크게
세 가지 영역인 과학과 관련된 인식, 과학과 관련된 흥미, 과학적 태도로 나누어져
있다. 본 검사지의 문항은 총 48문항으로 과학과 관련된 인식 영역 12문항과 과학과
관련된 흥미 영역 15문항, 과학적 태도 영역 21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검사에는 40
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한 이 검사지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75이었으
며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과학과 관련된 인식이 0.71, 과학과 관련된 흥미가 0.78,
과학적 태도가 0.76이었다.
담

다. 과학학습에 대한 면

질문지

이번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과학탐구능력과 과학에 대한 태도에서 일반
가정 학생들과 차이를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과학학습에 대
한 생각과 과학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방과 후
교실에서 학년별로 1회, 40분씩 반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위해 작성된
반 구조화된 질문지는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초안을 작성한 후 과학교육전문가
2인과 다문화교육전문가 1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은 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반 구조화된 질문지의 범주는 과학학습의 측면과 가정배경 및 지원 측면, 학교 및 지
역 사회 지원 측면으로 크게 세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반 구조화된 질문지의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반 구조화된 질문지의 내용
영역
과학학습 측면

질문 내용
과학수업과 학습 시 어려운 점
과학학습에 흥미를 주는 과학 학습방법과 학습자료
과학교육 외 과학학습(사교육, 과학 관련 독서, 방과후 활동)의
가정배경 및 학교
정도와 과학학습에 주는 영향
지원 측면
부모님과 과학체험활동을 한 경험
학교 및 지역 사회 학교와 지자체 다문화 행사 참여 정도와 과학학습에 주는 영향
지원 측면
과학을 더 잘하기 위해 바라는 점(지자체, 학교, 교사, 교재 등)
3.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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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 능 검

가. 과학

구

력

사의 분석

검사결과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유형별로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진단기준은
유의수준 .05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집단별로 전체 과학탐구능력의 차이를 분석하
고 그 하위 영역인 기초탐구능력과 통합탐구능력으로 나누어서도 분석하였다. 또한
이 두 영역의 각각의 하위 요소도 비교하였다.
나. 과학에 대한 태도

검

사의 분석

과학에 대한 태도 검사는 엑셀과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학에 대한 태
도 전체 그리고, 세 하위 영역인 과학과 관련된 인식, 과학과 관련된 흥미, 과학적 태
도에 대해 알아보고 세 영역의 각각의 하위 요소도 비교하였다. 또한 과학에 대한 태
도가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일반가정 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진단기준
은 유의수준 .05로 하였다. 이때 다문화가정 학생 5명, 일반가정 학생 4명의 질문지는
설문을 완성하지 못했거나 일부 문항에 대한 응답이 빠져있어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담

다. 면

면담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면담 시 학생들의 반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
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면담 후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다. 전
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 있는 자료를 도출하여 프로토콜을 생성하고, 생
성된 프로토콜에서 귀납적으로 비슷한 범주로 묶어서 주제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Colaizzi, 1978).

Ⅲ

. 연구 결과 및 논의

생

1. 다문화가정 학

반

과 일

생

가정 학

탐 능

의 과학

구

력 비교

과학탐구능력 검사 결과, 전체적인 과학탐구능력과 그 하위 영역인 기초탐구능력,
통합탐구능력 모든 부분에서 일반가정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보다 총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p<.05)<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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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과학탐구능력 영역별 비교
전체 / 영역 학생
탐구능력전체 다문화
일반
기초탐구능력 다문화
일반
통합탐구능력 다문화
일반

인원수
75
144
75
144
75
144

평균
15.57
17.56
8.95
9.96
6.63
7.60

표준편차 t
3.70 -3.278
4.50
2.08 -3.177
2.51
2.55 -2.499
2.82

df
217

p
.001



217

.002



217

.013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기초탐구능력과 통합탐구능력 영역 각각의 하위 요소를 비교하였다. 먼저 과학탐구능
력 중 기초탐구능력 영역의 하위 요소별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6>. 기초탐구능력 영
역 중에서는 관찰과 추리, 예상 요소에서 일반가정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보다 평
균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p<.05). 그 밖의 분류, 측정 요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추리는 사건이나 현상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논리적
으로 해석·설명하는 과정이며 예상은 관찰이나 측정 결과를 토대로 규칙과 경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관찰, 분류, 추리와 밀접
한 연관이 있다(교육부, 2014). 따라서 관찰, 추리, 예상능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은 이 세 하위 영역에서 일반가정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p<.05).
<표 6>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기초탐구능력 요소별 비교
요소
관찰
분류
측정
추리
예상

학생
다문화
일반
다문화
일반
다문화
일반
다문화
일반
다문화
일반

인원수
75
144
75
144
75
144
75
144
75
144

평균 표준편차 t
2.07
.45 -2.740
2.22
.67
1.72
.94
-.982
1.85
.90
1.76
.93 -1.138
1.90
.86
1.47
.70 -2.668
1.78
.87
1.93
.70 -2.638
2.21
.78

df
217
217
217
217
217

p
.007*
.327
.256
.008*
.009*

통합탐구능력 영역 중에서 자료해석과 가설설정 요소는 일반가정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 학생보다 평균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p<.05)<표 7>. 그 밖의 자료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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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변인통제, 일반화 요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가설은
무엇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잠정적으로 답을 내려 보는 것으로 예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표 6>에서 예상 능력에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던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료 해석은 관찰,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자료에 담긴 뜻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것(교육부, 2014)으로 보며 연
구에서 사용한 과학탐구능력 검사의 문항에서는 표, 그래프, 그림 등을 읽고 그 의미
를 이해하며 의미 있는 관계나 경향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표 6>에서 다
문화가정 학생들이 일반가정 학생에 비해 이러한 추리능력에서 점수가 낮은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료해석과 가설설정을 위해서는 언어 이해와
언어적 표현이 필수적인 만큼 다문화학생은 이러한 부분에서 일반가정 학생과 차이
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7>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통합탐구능력 요소별 비교
요소
자료해석
자료변환
가설설정
변인통제
일반화

학생
다문화
일반
다문화
일반
다문화
일반
다문화
일반
다문화
일반

인원수
75
144
75
144
75
144
75
144
75
144

평균 표준편차 t
1.21
.890 -2.183
1.47
.802
1.37
.927
.417
1.32
.898
1.25
.807 -2.414
1.56
.914
1.52
.921 -1.597
1.72
.873
1.27 1.004 -1.861
1.53
.975

df
217
217
217
217
217

p
.030*
.677
.017*
.112
.064

위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 사이에 과학탐구능력
에 있어 일반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느끼는 과학 용어에
대한 어려움과 실험기구에 대한 생소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문
화가정 학생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한국어로 일상에서
의사소통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과학수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이해하는 것에서
는 일반가정 학생보다 자신들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설명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언어의 문제 때문에 과학용어에 어려움을 느껴 그것이 과학학습에 대한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앞선 선행연구(김현경, 2014; 이영진, 2012; 이현주, 1998)들과
도 일치한다. 이러한 점은 ‘과학수업시간에 어려운 점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S7과
S8의 응답 내용에서 알 수 있었다.
S7: 단어가 이해 안 될 때. 과학실험 내용 있잖아요. 공전, 자전, 페놀프탈레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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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 색 변화 같은거요.
S8: 이 단어를 모르니까 그 밑에도 이해가 안 되는거예요.

서구 국가에 이주하는 비서구권 학생들에게 과학용어를 따로 학습 시킬 경우 학업
성취도가 상승함은 물론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또한 이끌어 낼 수 있
다(Miller, 2009)는 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과학용어를 학습시키는 것은
그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시사한다. 이를 통해 교과서에
도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더욱 자세하게 하거나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보조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과학학습을 돕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면담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평소 과학용어를 이해하는데 있어 생기는 어
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 여러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 용어를 쉽게 풀이하여 설명하고, 필요에 따라 그림과 동영상을
활용하여 예를 제시하는 것이 용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그
림과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
려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학습내용과 주요한 개념에 보다 쉽게 다
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학생 면담의 구
체적인 예이다.
S7: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있잖아요. 소화면 ‘아 그냥 불끄는 것 같은 거’
같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요.
S6: 소화면 소화기 같은 거.
S4: 실험할 때 책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림을 보면
이해가 잘돼요. 그리고 간단한 단어를 써서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S2: 동영상을 보여주시고 모르는 단어를 쉽게 설명해 주실 때는 이해가 잘 돼요.

수업에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현상이나 예를 다루는 것이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친
근함을 느끼게 한다는 연구결과(이영아, 임채성, 2001)를 바탕으로 할 때 학생들이 제
안한 방법은 그들이 과학용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과학에 대해 친숙함까지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S8: 만약 단어를 잘 모르면, 하나하나 끊어서 한자 한자 알려주실 때 잘 알 수
있었고요. 교과서 만드는 사람이 그 책 있잖아요. 교과서에 표시가 되어있고 왼쪽에
그 용어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전이나 문제집처럼.
S9: 오늘 만약에 배우는 부분 중에 거기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를 미리 적어서 학
습지 만든 다음에 프린트해서 나눠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S5: 중국어로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 위에 단어 뜻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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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써 있으면 좋겠어요. 중국에서 와서 중국어나 한자는 잘 알아요.
S2: 외국에서 온 사람이 쓰는 단어를 조사해서 칠판에 미리 써주세요.

학생들은 이처럼 과학용어를 학습하는데 많은 고충을 느끼며 교사의 도움을 원
했다. 어려운 용어를 한 글자씩 나누어 한자의 뜻을 풀이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
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용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한 과학용어를 자신들이 이주 전 사용하였던 언어로 번역하여 주기를 원
하고 있었다. 과학용어를 단순히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이라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게 효과적이라는 지적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면담하여 과학에 대
한 생각을 알아본 신동희 외(2013)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이에 더해 본 연구
의 면담 참여 학생들은 용어의 뜻을 교과서에 보충 설명으로 제시, 학습지 등의 부
교재로 제공하거나 교사가 수업 전 칠판에 적어 안내하여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고 제안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실험활동에서 사용하는 실험 기구와 시약의 용도와 특성,
사용 방법 같은 것들을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기도 하였다. 이는 일반가정 학생들은
전 학년에서 용도와 특성에 대해 배웠고, 직접 사용하며 익혔기 때문에 실험기구를
직접 다루는 것이 재미있게 느끼지만(이미경, 정은영, 2004), 편입한지 얼마 되지 않
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그것을 낯설고 어렵게 느껴 과학과목까지 생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은 ‘과학시간에 실험을 할 때 어려운 점은 없나요?’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응답 내용이다.
S10: 용액 이름을 외우는 것도 좀 어렵고 싫고. 용액이 무슨 소용, 효과가 있는지
모르니까. 실험기구 이름도 어렵고 어떻게 써야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는 과학 실
험이 별로예요. 애들은 다 아는 것 같고. 선생님이 와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험기구의 올바른 사용과 과학학습에 대해 알아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실험 기
구는 과학지식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나 실험 기구 사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실험 활동에 큰 도움이 되며(장소영, 노석구, 2005), 실험과 관련한 개념
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고(Ritchie, Rigano, 1996), 과학적 사고력도 육성할 수 있
다(박재호 외, 1989). 따라서 실험을 해본 경험이 적어 실험기구와 시약 자체가 생소
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명칭과 용도, 조작 방법, 유의할 점, 본 실험에서 실험기구
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실험
활동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념과 과학탐구능력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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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2. 다문화가정 학

반

과 일

생

가정 학

의 과학에 대한 태도 비교

전체 과학에 대한 태도에서는 일반가정 초등학생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표 8>. 이는 이영진(2012)이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과학에 대한 태도에 대해 알아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이준기, 하
민수, 안병준(2012)의 연구 결과에서 과학학습 동기에 있어서는 일반가정 학생과 다
문화가정 학생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유사하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과학과 관련된 인식, 과학과 관련된 흥미, 과학적 태도인 세
가지 하위 영역 중 과학적 태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다문
화가정 학생이 일반가정 학생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표 8>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과학에 대한 태도 영역별 비교
전체 / 영역
전체
과학과 관련된 인식
과학과 관련된 흥미
과학적 태도

학생
다문화
일반
다문화
일반
다문화
일반
다문화
일반

인원수
70
140
70
140
70
140
70
140

평균 표준편차 t df p
3.30
.26 1.784 208 .076
3.21
.47
3.45
.32 -.742 208 .459
3.49
.39
3.20
.43 1.694 208 .092
3.06
.60
3.29
.28 2.300 208 .022*
3.16
.55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를 더 자세히 알
아보기 위해 각 영역의 하위 요소별로 비교하였다. 과학과 관련된 인식 영역의 하위
요소들 모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일반가정 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된 흥미 영역의 요소들 중 과학관련 활동에
대한 흥미에서 일반가정 학생들 보다 높았다(p<.05)<표 9>. 그러나 과학과 관련된
흥미 영역의 다른 하위 요소인 과학에 대한 흥미, 그리고 과학학습에 대한 흥미와 과
학 관련 직업에 대한 흥미, 과학 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 이번 연구 결과와는 달리 이준기, 하민수, 안병준(201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과학학습 동기 중 직업 동기에 있어서는 일반가정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업 동기와 자아 효능감이 다른 과학학습 동기 요소들에 미치
는 영향력이 일반가정 학생들에 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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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과학과 관련된 흥미 요소별 비교
요소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학습에 대한 흥미
과학 관련 활동에 대한
과학 관련흥미
직업에 대한
흥미
과학 불안

학생 인원수
다문화 70
일반 140
다문화 70
일반 140
다문화 70
일반 140
다문화 70
일반 140
다문화 70
일반 140

평균 표준편차 t df p
3.33 .75 1.693 208 .092
3.11 .96
3.39 .63 1.577 208 .116
3.20 .88
2.98 .53 2.227 208 .027*
2.76 .76
2.92 .66 1.604 208 .111
2.76 .80
3.38 .62 -.939 208 .349
3.47 .69

면담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과학에 대한 태도 점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학
수업에서 접하는 실험이 아주 흥미롭다고 밝혔다. 특히 신동희 외(2013)는 외국인 근
로자 가정 학생들은 이주 전 국가에서 거의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활동을
통해 한국 학교에서 실험하는 과정에 큰 흥미를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에
서도 매 과학수업 시간마다 실험을 하고 싶다고 말한 학생이 다수였으며 다음 수업
시간에 어떤 실험을 할지가 궁금하여 교과서를 찾아본다는 학생도 있었다. 이는 다문
화가정 학생들이 과학 관련 활동에 대해 높은 흥미를 보인다는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다. 다음은 면담 전사본 일부이다.
S7: 실험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S8: 책으로 배우는 것 보다 실험을 해서 결과를 얻고 배우는 것이 더 나은 것 같
아요.
연구자: 왜 그렇게 생각해요?
S8: 중국에서 책만 할 때는 선생님 말하는 게 자장가로 들리고 전혀 안 들어요.
근데 한국 와서 과학실 와서 실험 들어가면 자기가 즐기면서 하고 그런게 더 재미
있는 것 같아요.
S10: 중국에서는 별로 과학실험을 안하거든요. 책만 해요. 책이 이만큼 두꺼워.
S9: 그냥 책만 펴놓고 해요. 외워야해요. 과학실이 있지만, 한 달에 한번 갈까말
까 해요.
연구자: 그때와 지금 공부하는 방법을 비교하면 어때요?
S10: 중국에서는... 힘들어요. 산과 염기 용액 실험 이런걸 중국에서는 안 하니까
한국에 와서 처음하니까 좀 바쁘긴 했는데 직접 몸으로 해보니까 더 잘 알겠어요.

이미경, 정은영(2004)이 학생들이 과학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험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이며, 실험활동이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고 보고한
것을 보면 이 연구의 면담의 결과와 같이 실험활동이 비단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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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언어 능력이 떨어지며 과학개념이 부족한 다문
화가정 학생들이 과학을 행하는 과정(doing science)을 통해 과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신동희 외(2013)의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한
국어에 대한 부담이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실험활동을 통해 과학이 재미있는 과
목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과학개념이나 탐구능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과학교육의 효과적인 방
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과학 실험에 대한 흥미가 높은 것과 달리 학생들의 처한 현
실은 달랐다. 즉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면담에서 과학체험 학습 경험 부족에 대해 이
야기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
다고 이야기하며 부모님과 과학체험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과학체험활동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원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면담 내용이다.
S7: 가족끼리 방학 때 여름, 겨울에 가는데 박물관 같은데는 안가요, 언니랑 삼촌
이 대학교 다니는데 새로운 거 보여주고 같이 다니는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해
요.
S6: 일하느라 바빠요. 부모님대신 학교에서 뭐 있으면 좋겠어요.
S1: 부모님이랑은 못가요. 일요일에 잠만 자요. 학교에서 그런 체험활동 하는 게
많으면 과학이 좀 더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풍부한 과학관이나 박물관 등 비형식 과학교육기관에서의 경험은 과
학 관련 태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임청완, 김승화, 양일호, 1997; 조헌국, 2012; 김선
희, 정찬미, 신동희, 2015), 과학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인 태도는 과학에 대한 문제해
결 능력을 신장시키며 과학탐구를 불러일으킨다는 연구결과(허명, 1994)들은 과학체
험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적절한 안내와 지도를 바탕으로 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이나 축제, 과학관 등의 견학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학탐구능력을 높이는 데에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S8: 저희 수련회 갔었잖아요. 4월에. 거기 가다가 어린이 박물관에 갔었는데 과학
관련 된 것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흥미로웠어요.
S7: 예전 그 별자리보기 체험. 밤에 학교에 와서 하는 거. 과학관 같은 거 가고
전시회가 좋아요.
S8: 소금 캐고 썰물이랑 밀물에 대해 알아보는 거. 염전체험하면서 과학시간에
배운 증발 같은 것을 생각했어요.
S9: 강의를 듣는 것보다 체험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기억에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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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거기서 과학체험 하는 것. 깨끗한 물 걸러내는 것 봤지? 학교에서 정수기 배
운 게 생각났어요. 옆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셔서 더 잘 기억나요.

실제로 학생들은 과학 관련 체험학습을 했던 경험이 흥미로우며 기억에 남고 체험
학습 시 했던 활동들과 관련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문화가정 학생
들이 과학에 대한 태도에서 과학 관련 활동에 대한 높은 흥미를 보인 만큼, 공교육
제도 차원에서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과학 관련 체험학습을 지원한다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과학탐구능력, 나아가 과학학습
성취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과학적 태도 영역에서는 자진성과 비판성, 끈기성 요소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일반가정 학생보다 평균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p<.05)<표 10>. 그러나 그 외
의 요소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일반가정 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표 10>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과학적 태도 요소별 비교
요소
개방성
협동성
자진성
호기심
비판성
끈기성
창의성

학생
다문화
일반
다문화
일반
다문화
일반
다문화
일반
다문화
일반
다문화
일반
다문화
일반

인원수
70
140
70
140
70
140
70
140
70
140
70
140
70
140

평균
3.19
3.20
3.10
3.17
3.40
3.17
3.42
3.31
3.24
2.91
3.59
3.34
3.09
3.00

표준편차
.49
.58
.63
.76
.46
.59
.74
.80
.56
.68
.60
.74
.49
.77

t
-.089
-.673
3.091
.985
3.489
2.596
.899

df
208
208
208
208
208
208
208

p
.929
.502
.002*
.326
.001*
.010*
.370

면담결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과학학습에서 부딪히는 언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 과학적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찾기 위해 사전이나 문제집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 그 예이
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과학적 태도 중 자진성이 높은 특성과 연관될 수 있
다. 다음은 면담 전사본의 일부이다.
연구자: 용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이해가 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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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 문제집 푸는 거요.
연구자: 문제집 푸는 것이 왜 도움이 돼요?
S8: 문제집에는 용어 뜻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S9: 개인적으로 사전을 찾아서 용어 뜻을 알아봐요.
S8: 앞 문장이랑 뒤 문장이랑 계속 같이 읽어보고 중간에 있는 문장 뜻을 알아보
기도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본의 결핍, 낮은 사회경제적 자본에도 불구하고 다문
화가정 학생들은 높은 과학 관련 활동에 관한 흥미와 과학적 태도를 보였다. 이를 통
해 볼 때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과학교육은 일반가정 학생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과학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 결론 및 제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과학탐구능력과 과학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고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이 과학학습에 대해 가지는 생각을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전체 과학탐구능력은 일반가정 초등학생보다 낮았다.
이는 과학탐구능력을 하위 영역인 기초탐구능력과 통합탐구능력으로 나누어서 분석
하였을 때도 과학탐구능력 전체 비교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들의 과학탐구능력의 부진은 특히 기초탐구능력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관찰능력의 부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학탐구활동에서도 특히 언어
이해와 언어적 표현이 필수적인 자료해석, 가설설정 요소에서 일반가정 학생보다 낮
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면담을 통해 볼 때 다문화가정 초등학
생들이 과학용어와 실험기구를 어렵게 느끼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
정 초등학생들은 자신들이 과학학습에서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교사와
학교,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교사가 과학용
어에 대한 설명 시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거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
는 것, 용어를 설명해 주는 부교재 개발 및 제시와 실험기구와 시약의 용도, 사용방
법에 대해 시범을 보이는 것 등이 그 내용이었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개인적인 제안
들은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들이 그 효과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둘째, 과학에 대한 태도에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은 일반가정 초등학생과 차이가
없었다. 과학과 관련된 흥미와 과학적 태도의 하위 요소인 자진성, 비판성, 끈기성에
서는 오히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일반가정 초등학생보다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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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이 과학에 관련된 정의적 영역에서는 일반
가정 초등학생들과 차이가 없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면이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실시한 면담에서 나타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이 과학시간에 접하는 실험활
동을 특히 즐거워한다는 결과와 실험활동의 유용성을 나타낸 선행연구는 실험활동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과학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과학 체험 학습이 부족하며 과학 체험 학습 기회가 더 많아지
기를 바라는 한편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이 과학적 태도의 하위 요소 중 하나인 자진성이
높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의
높은 과학적 태도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위한 과학교육이 국가적인 역량을 키우
는데도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은 전국에 고루 분
포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유형 또한 다양하여 연구대상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이 있어, 연구대상 선정 시 임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이 외국인
가정 자녀 비율이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은 도시형 다문화가정으로 선정되었다. 그래
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전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도시형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이 일반가정 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지만 그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만큼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이
를 통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위한 과학교육은 바로 그들이 가진 높은 과학과 관
련된 흥미와 과학적 태도를 활용하여 과학탐구능력과 학업성취도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함을 밝혔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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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ies on the Science Process Skills, the Attitude toward
Science, and the Attitude about Science Learning of
Multicultural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Bokyung Kwon(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ang Sun Kang(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aesun Chun(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iculties that multicultural students
face in science studies to support them. For this purpose, the tests of the science
process skills and attitudes toward science tests were conducted to 75 multicultural
students and 144 general students who were in the fifth and sixth grades at two
elementary schools in Gyeonggi province. In addition,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arried out to 10 multicultural students to find out their ideas about science learning.
The study resul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using an independent t-test while the
interviews were transcribed to be identified and analyzed in the ideas of science
learning. According to the study, the science process skills of multicultural students
were found to be lower than those of general students(p<.05). This result were from
that they are not familiar with the scientific terminology, laboratory equipment and use
of chemical agents.
Whole attitudes toward science of multicultural students we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general students(p<.05). Multicultural students, however, were shown to have
higher scores than general students in scientific attitude, the sub-category of the
attitudes toward science(p<.05). And interests in science related activities, voluntary,
criticism, patience of multicultural students were was found to be higher than those of
general students(p<.05), and other sub-elements of the attitudes toward science we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general students(p<.05). The interview results show that
multicultural students quite enjoy science experiments and activity. And it is needed to
invigorate diverse science activities in public schools as multicultural students have few
opportunities for science activities at home.
Key words: multicultural students, science education, science process
skill, attitude toward science, ideas about scienc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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