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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과학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라 과학교육 실제가 어떠한지에 대한
질적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부산시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과학교수 효능감 점수
를 기준으로 상․하 5%를 선정한 후 다시 기초변인들을 유사하게 고려하여 선정된 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과학교수 효능감은 교사들의 과학관
련 경험이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이러한 과학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라 과학교
육 실제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과학교육 실제에서 유아들의 과학 활동 참여도
가 교사들의 과학교수 효능감과 높은 연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과학교
수 효능감 수준을 높여 유치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유아 과학교육 실제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유아의 과학 활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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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은 전 세계가 정보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과학은 각 국가의 경쟁력인 동
시에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다. 더 이상 과학은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것이거나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교육부(1999)는 과
학을 중심으로 신지식인을 강조하고 변화하는 새 시대에 적합한 인간상을 목표로 교육과
정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생활 속에서 학습을 배우는 유아에게 있어서는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호흡하는 모든 활동이 과학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뿐 아니
라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교육활동에서 과학은 타 영역보다도 회피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유아 과학 교육이 침체되어 온 원인은 유치원 현장의 여건 미흡과 정책적 지원 부족 및
유치원 재원 부족, 그리고 유치원 교사의 과학에 대한 인식 부족과 과학적 지식 부족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많은 요인 중에서 유아에게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교
사 변인으로 교사들의 과학에 대한 지식의 양적 측면보다도 과학 교육에 대한 태도가 가
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McDeritt, et al., 1993).
교사의 과학 교육에 대한 태도는 Bandura(1977)의 자아 효능감(self-efficacy) 이론을 교
사들에게 적용한 교사 효능감(teachers' sense of efficacy)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교수 효율
성에 있어서 교사들의 개인차를 나타내는 교사 효능감은 교수와 학습 관계 향상을 위한
중요 요소가 된다(Gibson & Dembo, 1984). 교사 효능감 중에서도 최근 과학을 교수하는
교사의 효능감인 과학교수 효능감(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의 과학교육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학교수 효능감은 교사의
과학교수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고 과학교수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효과적 교수의 기반
이 되는데 특히 유치원 교사에 있어 중요한 연구가 된다.
과학교수 효능감과 교사의 과학교육 활동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최근 유아 과학교육에 있어서 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유치원 교
사의 과학교수 효능감에 따른 과학관련 경험 및 태도에 관한 연구(서소영, 1997)와 유치
원 교사의 과학교수 효능감과 과학교수 활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김미숙, 1999) 등 점
차 과학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들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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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있어 교육실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교사들의
과학교수 효능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유아의 과학 수행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질
적인 고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2001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로써 유아교사의 과학교수
효능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과학관련 태도와 과학관련 경험 그리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나타나는 과학교육 실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교사로 하
여금 과학에 대해 더욱 흥미를 갖게 함과 동시에 과학교육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변인을 제시함으로써 교사의 과학교육 실제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유아의
과학 활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둔다.

Ⅱ. 이론적 배경
1. 과학교수 효능감
과학교수 효능감에 기초가 되는 Bandura(1977)의 자아 효능감(self-efficacy)이론은 한
개인이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능력이나 주어진 활동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의미한다. 그는 인간의 행동변화를 위해서 행동수행에
대한 교정적 학습경험이 필요하고, 행동변화의 절차는 ‘결과에 대한 기대(outcome
expectancy)’와 ‘자기효능에 대한 기대(self-efficacy expectancy)’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는
개인적 효능에 대한 기대를 변경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조형숙(1998)은 이들 하위 요인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실제 행동에 대해 독립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자
아 효능감은 성취에 대한 자신의 직접 경험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신념
이다.
자아 효능감을 교사들에게 적용한 것이 교사 효능감(teachers' sense of efficacy)으로 심
리학적 전통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은 Amor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이다.
Amor와 그의 동료들(1976)의 연구에서 교사 효능감과 학생들의 표준화된 읽기 검사에서
획득된 점수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었고, 또한 계획한 목표의 획득률, 교사의 변화정
도, 학생의 성적 향상도, 프로젝트의 방법과 자료의 계속성 등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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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man, et al., 1977). 그리고 Asthton과 Webb(1986)는 교사의 효능성에 대한 신념이
학생의 동기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교사의
효능감과 학생의 학업성취도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Ashton, Webb &
Doda, 1983; Brookover, et al., 1978; Tracz & Gibson, 1986).
또한, 교사 효능감은 교사들의 내․외적 통제 성향과도 관련된다(Brophy & Evertson,
1976). 내적 통제 성향의 교사들은 변명이나 포기를 하기보다 다루기 힘든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수업활동을 개선시킴으로써 훨씬 관심을 주고 수업시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킴으
로써 학습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 자신의 책임을 느낀다. 반면, 외적 통제를 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낮은 성취에 대해서 문화적 환경, 빈약한 학부모의 지원등과 같은 외
적 요인들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교사 효능감 중에서도 과학교육에 있어서의 과학교수 효능감(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교수 효능감이란 교사가 갖는
자신의 효과적인 과학교수 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와 자신이 계획하고, 수행한 과학교수가
유아들의 과학적 태도와 개념 학습 등에 효과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지에 대해 갖는
기대의 정도를 의미한다(조형숙, 1998). 과학교수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유치원 및 초등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Enochs와 Riggs(1990)의 과학교수 효능감의 신념 척도를 중
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교사의 과학교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가운데 교사의 자기 효능감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였다. Bandura의 자아 효능감 이
론에 근거한 과학교수 효능감은 교사의 과학 지도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고, 과학교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효과적인 교수 행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아
교사의 경우 모든 영역을 똑같이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과학교수 효능
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과학교수 효능감에 따른 유아교사의 과학교육 실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과학교육 실제는 과학교육의 바탕이 되는 과학관련 경험 및 과학
관련 태도와 교사의 과학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이다.
먼저, 과학관련 경험 정도에 따른 과학교수 효능감의 차이는 Rakow(1986)의 ‘두 교사
이야기’에서 제시되어지는데 과학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어린 시절에 다양한 과학 경
험과 흥미를 나타내었고, 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과학 시간에 개구리 해부에서 느꼈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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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과학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27명의 K-6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한 Ramey-Gassert(1993)의 연구에서도 과학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과학
과 관련한 긍정적인 경험이 긍정적 과학 태도를 형성, 과학 지도 흥미 유발, 현직 교육 기
회 참여 등의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효능감이 높은 교사가 반드시 긍정적인 경험만
을 했던 것은 아님이 나타났는데, 부정적 경험으로 인하여 부정적 과학 태도를 지닌 낮은
효능감의 교사와는 달리,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여 긍정적으로 전
환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다음으로 과학관련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과학관련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에 대
해서 Moore(1973), Moore와 Sutman(197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교사의 과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Science : ATS)와 과학교육에 대한 태도(Science Teaching
Scales : STS)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등교사의 과학과 과학교육에 대
한 태도 조사 연구에서 김신복 등(1991)은 과학에 대한 태도를 과학과 사회와의 관계, 과
학과 사회의 문제, 과학과 인간 생활, 과학자의 업적에 대한 비판의 범주로 나누었다. 그
리고 과학교육에 대한 태도에는 과학교과에 대한 중요도와 선호도의 인식, 과학 지도에
대한 의욕 정도, 흥미도, 중요도, 자신감 같은 태도, 과학적 생활의 태도, 과학 행사 및
과학관련 정보에 대한 태도로 나누었다.
Riggs와 Enochs(1990)는 과학관련 태도는 신념에서 비롯되어진다고 하였다. 신념은 어
떤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정보이며 태도는 이에 대한 느낌을 의미하므로 태도는 신념에
근거하여 형성되고 신념과 태도는 모두 행동과 관련된다(Koballa & Crawley, 1985). 무엇
보다도 학생의 행동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사들이 갖는 학생의 학습능력에 대한
태도와 신념이다(Brophy, 1983; Gibson & Dembo, 1984). 효과적인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믿고, 교실에서의 행동을 통해 이 믿음을 의사소통한다. 물론 이러한 교사의
태도는 미묘한 것이지만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행동, 그리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교사 자신들의 행동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한다(Brophy & Good, 1986).
특히, 과학관련 경험 및 태도와 과학교수 효능감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바탕으로 유아기
과학 활동의 중요성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변인을 고려할 때 유아 과학교수 효능감
에 대한 활발한 연구의 당위성을 생각할 수 있다. 박지애(1997)의 유치원 과학교육 실태
에 관한 양적연구의 결과로써 유아 과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교사들의 94.3%
가 유아의 과학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또한 유아 과학교육에는 흥미를 가지고 있
는데 반해 교사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빈약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의 수가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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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앞으로 교사들의 자질향상과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과
학영역은 설치되어 있으나 유아의 과학영역 참여도가 낮은 유치원에 대해 그 이유를 물은
결과에서 적합하지 않은 자료경험 제공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높았다.
유치원 교사의 과학교수 효능감과 과학교수 활동 간의 관계를 양적으로 연구한 김미숙
(1999)의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과학교수 활동은 4년제를 졸업한 유치원 교사가 2년
제를 졸업한 교사보다 더욱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유치원에
서 과학교수 활동이 활발하였고, 교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과학교수활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교수 활동은 유치반, 혼합반, 유아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과학교수
활동과 과학교수 효능감은 모든 영역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최근 유아 교사의 과학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
분이 양적인 연구에 치우친 실정이다. 그러나 과학교육에 진정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질적 조사를 통한 좀더 효용성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면접과 질문
지 그리고 비디오 촬영 등의 방법을 활용한 비참여관찰을 통하여 유아교사의 과학교수 효능
감 수준에 따른 과학교육 실제에 관한 보다 심도 깊은 질적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무선 표집하여 280부의
과학교수 효능감에 관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후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응답이 완결
된 240부를 연구자료로 채택하여 과학교수 효능감 질문지로부터 나온 총점을 빈도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상․하 5% 교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교사 중에서 기초변인들을 유사하
게 고려하여 각각 2명씩을 재선정하여 총 4명의 교사가 면접 및 비참여관찰 대상으로 선
정되었다. 연구대상 교사는 익명으로 하되, 사례번호 A, B, C, D로 표기하였다. 대상으
로 선정된 교사별 특성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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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면접 선정 교사 현황
기초변인

구
과학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

분
과학 교수 효능감이 낮은 교사

교사 연령

26세

27세

23세

24세

경력

2.6년

5년

2년

1.6년

자격증종류
학력

유치원정교사1급 유치원정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대학원졸

초대졸

대졸

대졸

근무기관 형태

공립

사립

사립

사립

담당 학급 유형

혼합반

유치반

유치반

유치반

담당 유아 수

30

37

28

34

보조교사 유무

×

×

×

○

과학과련 과목이수 여부

×

2

2

1

자연계

인문계

자연계

인문계

과학관련 취미활동 유무

×

×

×

×

과학관련 행사 참여여부

○

×

○

×

과학관련 도서 구입여부

○

×

×

×

사례번호

A

B

C

D

고등학교 계열

2. 측정도구 및 절차
먼저, 과학교수 효능감 측정을 위해 Riggs와 Enochs(1990)가 개발한 STEBI(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를 우리나라 유아교육 상황에 맞게 번안, 수정한 후
타당화 검사를 거쳐 사용한 조형숙(1998)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유아들이 나타내는 과학
활동의 결과에 대해 교사가 갖는 신념으로 ‘결과에 대한 기대’ 8문항과 교사 자신이 유아들
과의 과학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갖는 ‘교수능력에 대한 신념’ 12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검사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의 α계수가 .81로 나타났다.
과학교육 실제에 있어서는 과학교수 효능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관련 경험과
과학관련 태도, 또한 이러한 변인들에 의한 과학교육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과학관
련 경험은 Ramey-Gassert(1993)의 연구에 근거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동안에 경
험하는 과학을 기관에 제한하기보다는 학교 외에서 경험한 과학관련 경험을 추가하여 구
성하였다. 둘째, 과학관련 태도에 관련된 도구는 조형숙(1999)의 연구에서 예비교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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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탐구중심 과학 교육 수업의 효과 탐색에 대해 사용한 과학태도 검사도구와 김신복 외
(1991)의 과학교육 실태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과학 활동에서의 직접적 조작, 총체적인 활동으로의 과학 활동에 대한 질문 등 좀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질문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교육 활동에 대한 면접
내용은 김미숙(1999)의 양적 연구에서 사용한 과학교수 활동 체크리스트와 박지애(1997)
의 과학교육 실태 연구의 질문지 내용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과학교육 실제에 대한 연구절차를 살펴보면, 본 면접에 앞서 유아교육 시간강사 1인과
유아교육전공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 2인으로부터 예비 면접을 실시하여 면접 내용의
적절성 혹은 첨가할 부분 등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면접 내용을 완성하였다. 본 면
접은 연구대상교사와 2000년 10월 1주에서 4주 사이에 교사 1명당 2회 내지 3회에 걸쳐 실
시하였다. Lincoln과 Guba(1985)의 관점에 근거하여 면접 종료 시기는 사례들로부터 반복
된 진술이나 새로운 범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될 때 결정하였다. 교사의 심리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사례자의 담당 교실을 면접장소로 채택하고 교사가 원하는 시간에
실시하되 소요시간은 2시간 내외로 하였다. 면접 시 모든 내용은 연구자에 의해 녹음되고
교실 관찰을 통해 교실의 물리적 환경을 기록하였다.
비참여관찰은 면접이 이루어지는 동일한 시기에 선정된 4명의 교사가 근무하는 유아기
관의 자유놀이시간을 통해 실시하였고 본 연구자가 과학영역에 참여하는 유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기록지에 서술형으로 기록하였다.

3. 자료 분석
면접 내용 분석은 사례간 분석(cross-case analysis)을 위하여 4단계를 따랐다. 첫째, 연
구자가 면접 시 녹음한 테이프를 통해 면접 직후 전사(transcription)하고 내용을 분석한
후, 얻어진 잠정적 가설과 발견된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 면접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둘
째, 전사된 면접 내용을 읽고 협의를 통해 <표2>와 같은 분석기준에 따라 내용을 분류하였다.
셋째,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사례별로 분류하고 Denzin(1970)의 이론
을 근거로 자료 삼각 측정법(data triangulation)을 사용하여 결과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비디오로 녹화된 비참여관찰 내용의 분석과정은 면담 내용 분석 과정과 마찬가지로 사례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디오 녹화 내용을 서술형으로 기록지에 기록하고 기록한 내용을 토대
로 해석한 후. 서술하였다. 또한 실내 과학영역 배치, 실내 과학영역 환경 및 실외 환경, 실
내 과학영역에 준비된 과학교육 내용 그리고 상호작용 실제로 구분하여 유목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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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면접 내용 분석 기준
면접 내용 준거

면접 내용 분석 기준

․대학 이전 경험(학령기 이전
과
및 초․중․고등학교 경험)
학
관 ․직전 교육 경험
련
․교직 경험
경
험
․과학에 대한 태도
과
학
관 ․과학교육에 대한 태도
련
태
도

․과학교육 목적 및 계획

과 ․과학교육 내용
학
․과학교육 방법
교
육
활
동 ․과학교육을 위한 환경
구성 및 과학 교재, 교구
․유아 과학 교육 평가

성장환경에서의 경험,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경험
학교 외 환경에서의 과학관련 경험
과학교육 내용, 교사교육자의 특성, 과학교육 수업방식
과학교육지도 경험 및 장학지도 경험
과학교육 연수의 내용 및 애로점
과학교육 내용의 현재 효용도
과학의 가치에 대한 이해, 과학의 방법에 대한 이해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 과학과 사회와의 관계 이해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관련 모임에의 참석의사
과학내용의 가치에 대한 이해, 과학적 지식 요구 및 이해도
과학교육에 대한 흥미 및 부담감
직접적 조작에 의한 과학 활동의 친숙도
과학교육의 편안함, 자연에 대한 친화감
과학교육과 발달적 적합성에 관련한 태도
과학교육 목적의 인지도, 과학교육의 계획 작성자 및 방법
과학교육 계획 시 태도, 과학교육 계획 내용 구성 형태
영역별 과학교육 내용, 과학교육 시 지도하기 어려운 영역
과학교육 시간, 과학영역의 타 영역과의 통합 정도
과학지도 방법, 아동의 질문에 대한 해결방법
과학교육 시 아동참여 정도, 견학
실내․외 비중, 과학영역 설치정도
과학영역 변화 주기, 과학교재․교구
아동에 대한 반응 평가, 과학 교육과정 운영상의 평가

Ⅳ. 결과 및 해석
1. 면접 분석 결과
1) 유아교사의 과학과 관련된 경험
첫째, 학령기 이전의 성장환경 경험에서 과학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의 경우, 시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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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라지는 않았지만 자연과 접할 기회가 많았고, 형제와 자연에서 함께한 경험과 부모
님의 허용적인 태도가 현재 과학교육 지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진술하였다.
어릴 때 다른 형제와는 달리 유달리 기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들
께서 딸을 기르면서도 위험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버지께
서도 무엇을 만드시거나 또는 기계를 고치는 것을 잘 하셨고, 그런 것을 제가 많
이 보아 왔어요(B).

반면, 낮은 효능감을 지닌 교사의 경우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그러한 경험을 과학과 관
련짓기보다는 정서발달과 연관지어 진술하였다.
학령기 제도에서의 경험은 연구대상 교사들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자연과 접할 기
회가 많았고, 직접 실험을 했던 경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과학교수 효능감이 높은 한 명의 교사를
제외하고는 시험위주의 암기식 수업 경험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러나 부정적 경험에 대해서도 과학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실제 과학교육에 적용하는
태도 면에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임을 나타냈다.
아이들이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을 물을 때, 아이들은 일정 분야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몸’이란 주제로 과학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깊은 곳까지
전개되었거든요. 고등학교 과학과목을 배울 때 느낌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
과서나 그 외에 다른 책이나 잡지를 통해 다양하고 많은 지식을 습득했던 것 같
은데요…….(A).

학교제도에서의 과학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교사의 경우는 중학교 때 직접
경험 할 수 있는 실험 위주의 교육을 받았는데 사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의문을 갖도
록 교육한 과학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제도 외의 과학과 관련한 기억에 대해서 과학교수 효능감이 높은 한 명의 교
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른 교사들은 관련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반응하였다.
우리 집은 오빠 한 명과 동생 한 명이 있는데요. 가족이랑 어릴 적 함께 시골
에 가서 소도 보고…….별자리 보는 곳이 있거든요. 그 때의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또 외가댁에서 밤하늘을 보며 별똥별을 세던 기억도 나는군요(A).

둘째, 직전 교육 경험에서의 과학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유아 과학교육에 관련
된 수업을 받지 못했다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교양 선택 과목에서 과학에 관련된 수업을
들었거나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지적하였고 그러한 경
험이 현재 과학지도 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반응하였다. 과학교수 효능감이 낮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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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유아 과학교육을 이수했음에도 교사교육자의 과학에 대한 태도나 수업방식, 실제와
동떨어진 이론위주의 수업 전개 경험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주입식이었죠. 완전 주입식보다는 사실 이
론을 조금하고 대부분 수업은 항상 주제를 정해서 교구를 제작해 오는 것으로 이
루어졌어요. 발표하고 평가하고…….수업시간에 배운 이론과 실제 간에는 차이
가 많잖아요. 도움은 조금 되었지만 부담이 컸어요. 힘들었고…….그것으로 평가
가 되니까…….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D).

셋째, 교직 경험에서 과학 교육지도 혹은 장학지도 경험에 대해서는 과학교수 효능감에
상관없이 모든 교사가 경험이 없다고 반응하였으나 교사간의 과학적 정보 교환이 전혀 이
루어지지 않는다고 반응한 낮은 효능감의 교사와 달리 효능감이 높은 교사의 경우는 공개
적인 장학은 아니지만 교사들끼리 정보를 제공하고 교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 같은 시설내의 현장에서 실시한 경험을 공유하는 경우라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였
다. 또한 과학교육과 관련한 교사 연수의 참여정도에 대해서는 모든 교사가 연수경험이
적었다고 반응하였다. 효능감이 높은 교사의 경우는 연수에서 과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석하였다.
과학만 따로 한 연수보다는 다른 영역 중에 한 코너 정도로 실시되는 그런 연
수에는 참여한 적이 있죠. 과학은 보통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도 과학과 관련된다 싶으면 당장 달려갔죠. 과학을 위주로 하는 연수가 꼭 있어
야 하는데…….(A)

과학교수 효능감이 낮은 교사 중 한 명은 최근 들어 원장님의 강요로 과학 소모임에 참
석하게 되었음을 진술하였다. 처음에는 싫었지만, 실제와 이론이 함께 이루어지는 모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과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진술
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의 효용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이 연수의 형태에 관계없이 자신의 환경을 능동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연수에
참여한 사항을 현장에 활용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2) 유아교사의 과학과 관련된 태도
첫째, 과학에 대한 태도에서 과학 효능감 점수와는 상관없이 모든 교사들이 과학을 생
활, 경험과 연관시켜 인식하고 있었으나,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일상에서 과학을 찾고
유아들에게 과학을 생활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달리 낮은 효능감을 지닌 교사들은 어
려운 부분으로 인식하고 꺼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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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인 것 같아요…….그런데 그 범주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날씨 변화도
과학이고 그죠? 계절도…….모든 자연 환경이 과학이잖아요. 근데 유아들과 과
학을 하기에는 제가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어려운 영역이니까요(C).

과학과 관련한 정보를 대할 때의 자세와 느낌에 대해서 과학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
은 아이들의 흥미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자세를 취하였으며 실제로 응용
할 때도 유아들의 흥미에 맞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효능감이 낮은 교사들은 과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다른 영역에 비해 큰 흥미
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들에게 미치는 중요도나 흥미도 보다는 손쉽게
준비할 수 있고 비교적 간단한 것에 치중해서 정보를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학교육에 대한 태도에서 과학교육에 대한 가치에 대해 과학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특별히 과학영역에 흥미를 갖고 선호하고 과학영역 뿐 아니
라 모든 영역에서 과학적 요소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과학지도 시 느낌
에 대해서 초임 때는 과학을 중요하고 재밌어 했으나 과학적으로 좋은 결과를 성취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어렵게 느꼈다고 진술했지만 현재는 의도한 활동으로 유아들이 전개하
지 않더라도 재미있게 활동하는 자체에 만족하고 있었다.
저는 일단 아이들의 반응을 보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재밌어하고 흥미로워 하
죠. 그런 것을 보면 저도 어렵다거나 힘들다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무척 재밌어
요. 제가 계획한 활동에 대한 결과보다는 아이들이 즐기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과
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B).

반면, 효능감이 낮은 교사의 경우는 과학교육보다는 편파적으로 조형영역에 관심을 갖
고 수업하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냈다. 유아들은 재미있어 하지만 과학지도는 손이 많이
가고 유아 대 교사 비율이 높아서 더욱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직전 교육에서 과학은 반
드시 교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교구를 만드는 데 부담감이 느끼므
로 더욱 꺼리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교사가 습득해야 할 과학적 지식, 이해도 정도에 대해서 과학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
의 경우는 유아들에게 과학적 개념을 주입하기보다는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과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지식은 경력이 쌓이고 유
아와 직접 경험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낮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교사의 경우는 지식의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자신들이 그런 부분에서 부족
하기 때문에 유아들과의 수업 시 어려움을 갖고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과학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교구를 통한 실험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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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활동이라면 산책을 통해서나 자연물을 관찰하고 놀이를 통해
서도 좋다고 반응했다. 이러한 과학 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생
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 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
학교수 효능감이 낮은 교사의 경우는 산책을 나가지만 그것은 정서적인 면과 관련이 있고
과학을 실험활동에 국한 시켜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두렵고 어렵게 느끼게 된다고
반응하였다. 또한 과학은 하나의 경험에 불가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길러주지는 않는다
고 하였다.
또한, 유아기에 과학교육을 할 때 발달적으로 적합한 과학교육 방법과 내용을 전개하는
데 대해서 효능감에 관계없이 유아의 비율, 보조교사 부재, 유아의 개별성에 대해 어렵게
느끼고 있었으나, 높은 효능감을 지닌 교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였다.
혼합연령인데…….잘하는 아이들은 잘하고…….능력의 차이를 많이 보여서 개
별적인 실험을 해야 하는 활동 시에는 좀 어려움이 많아요. 하지만 오히려 잘 수
행하는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죠. 개별지도에서 특별히 어
려움은 잘 모르겠어요(A).
어려운 점은 많죠. 유치원내 사정상 장비도 부족하고 또 원내에서 강조하는 프
로그램이 있으니까 좀 힘들죠. 그래도 가능한 실외에서, 자연 속에서 실생활과
연결해서 활동하도록 계획을 많이 하니까 더 좋은 점이 많을 수도 있죠(B).

3) 유아교사의 과학교육 활동
첫째, 과학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의 경우 유치원 내에서 과학교육만을 위한 목적과
목표를 특별히 설정하지는 않지만 유아의 흥미나 요구에 맞게 교육부 지침을 활용하고 동
시에 유아들이 직접적 경험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과학교육 계획 시에도 유아들의 흥
미, 반응, 시간, 집단 구성 등을 고려하였다. 과학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 수집 방법에 있
어서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과학자체가 아이들의 흥미와 반응이 우선이죠. 결과에 대해서 아이들이 의도
적으로 알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는 것이 중요
한 것이죠. 과학 활동의 결과가 지식화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있는데
일단 모든 아이들이 과학놀이가 재미있었다고 느끼도록 계획하려고 하죠(A).

반면, 낮은 효능감을 지닌 교사의 경우는 과학교육의 계획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 계획 시에도 뒤처리가 용이한 것을 선호하였다. 이들은 유아들이 사물을 변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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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는 것에 대한 활동은 과학에서 의도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둘째, 과학교육 내용에 대해서 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아이들이 가져오는 식물이나 곤충
에 한해서 관찰한다고 한 반면, 높은 효능감의 교사들은 주제, 환경, 계절에 따라 설정한
다고 대답하였고 유아의 흥미를 바탕으로 주제에 맞는 컴퓨터 활용과 주제와 관련하지 않
고도 요리활동을 즐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과학지도 시 물리․환경적인 어려움
이나 활동 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다룰 때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실물을 구하기가 어렵죠…….화학 약품 등 유아의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물
질을 구하기가 힘들고…….과학영역이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게 실험기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죠. 비커 경우는 초등학생용은 유
리제품이라 깨어지기 쉽죠. 유아용으로 교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지도하기 힘
들 때는 가끔 있죠. 하지만 생활용품을 활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A).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힘들죠. 다른 것은 아이들이 쉽게 가져와서 볼 수 있
고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특히 공기의 경우는 눈으로 볼 수 없으니
까 참 모호해요. 아이들이 그것을 바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우주도 마
찬가지고……(B).

낮은 효능감을 지닌 교사들은 과학지도 시 발문법, 개방적 수업전개 등의 개인의 자질
적인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진술했다.
저도 모르게 지시적이게 되요. ‘이것을 해야 해!’라고요.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주제에 따라 다른데 아이들에게 적합한
것을 찾기가…….다 어려워요. 체계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어려워요(D).

셋째, 과학교육 방법 면에 있어서 효능감 수준과 관계없이 교사에 의해 유아들의 흥미
정도에 차이가 난다고 대답하였으나, 효능감이 낮은 교사들은 그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
제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잘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 교사들 모
두 과학실험 방법에서 주로 대그룹을 통해 소개하고 난 뒤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개별적으
로 해 볼 수 있도록 한다고 반응하였지만, 높은 효능감을 지닌 교사의 경우는 소그룹을
통해서 교사와 유아들이 직접 실험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조작을 체험하게 하
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실험을 좋아해서 가능한 실험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일단 기자재 자체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아 좀 그런데요. 욕심만큼은 잘 못하죠. 대그룹으로 할 때가
많지만 가능한 소그룹으로 해 보려고 노력해요. 먼저 제시하는 경우, 아이들에게
“이런 실험이 있는데 한 번 해 볼까?”하고 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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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반드시 아이들이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과학영역
에 준비해 두죠(A).
글쎄요.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그룹으로 소개하고 선택활동에 두죠. 소그룹
으로 한 활동은 없었어요. 부끄럽게도 과학 활동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C).

또한 과학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곤충이나 동물을 만지는 데 어려움이 없어서 유
아들과 함께 산책을 통해서 채집하고 함께 관찰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아들의
어려운 과학적 원리나 현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변 인적 환경을 활용하거나 함께
책에서 찾아보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유아들의 과학적 흥미도가 성별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유아들 자체가 과학에 대해 모두 흥미 있어 한다고 반응하였다.
질문에 관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는 양호선생님이나 체육선생님께 데려가
서 직접 듣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땀은 왜 나나요? 근육은 무엇으로 되어 있
어요? 뼈는 왜 흰색이죠? 고추 속에 왜 공이 들어 있어요?” 등의 질문인데요.
주변의 인적자원을 많이 활용하죠. 잘 모르거나 당황해서 답을 못한 경우는 없어
요. 제가 과학을 좋아해서 인지 아이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 해 준 것 같
아요. 남들 보기에 곤란한 질문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태도를 해서인지 아이들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A).

반면, 낮은 효능감의 교사들은 자신이 유아의 과학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
지만 유아들의 어려운 과학적 원리나 현상에 대한 질문에 추측으로 대답하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마다 발달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성인도 음악에 관심이 있거나…….다
르잖아요. 개인적 기질과 환경적인 부분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그리고 교사에 따라서도 그런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과학적인 요소를 많이 제공
하는 교사인 경우는 아이들도 관심을 많이 자질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기
질적 영향이 더 큰 것 같군요(D).
화산폭발도 그랬고……. “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TV에 보니까 마그마란 것
이 빨갛게 나오던데요…….왜 그렇게 올라와요?”라고 물었어요. 아이들도 모르
고 제가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추측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죠(C).

또한, 견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높은 효능감의 교사들인 경우는 자신들의 경험에 비
추어 과학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나타냈으나 낮은 효능감의 교사들은 견학을 자주 가
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과학과의 연관성에서는 낮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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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견학은 많은 연관이 있죠. 볼거리가 많잖아요. 소풍을 가는 길에 하늘
의 구름을 관찰하는 것, 낙엽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왜 변할까?’하고 생각해 보
고…….필요에 따라 자주 갈수록 좋은데 여건상 그렇게 자주 가지는 못하고 주제
에 맞게 실시해요(B).
자주 가는 편이죠. 11월에도 방송국, 소방서 견학이 잡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가죠. 주로 교사들끼리 정해서 하고 아이들에게는 가기 전
에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이야기 해 주죠. 과학과의 연관성은…….아무래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니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D).

넷째, 과학교육을 위한 환경구성에서 과학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의 경우는 실내와 외
적 환경 모두에 비중을 두어 활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과학영역을 먼저 고려해 조용하고
햇빛이 들고 물과 가까이 있는 곳에 배치하였으며, 변화 주기도 주제에 맞추되 거의 1주
일에 한 번 정도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사실, 원 배치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한 곳이 과학영역이었어요. 교구장이 둘
인데 하나는 주제에 맞게 준비해 두고 자주 변화를 주죠. 기본적으로 과학에 관
련된 교구들을 준비해 두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꺼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해 둔 곳이죠. 욕심은 많은데 막상 준비하려고 주변을 보면 활용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A).

또한 이들은 과학 활동에 필요한 교재나 교구에 대해서 갖추어진 실험기자재가 있으면
좋으나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생활주변에서 찾거나 산책을 통해서 관찰물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반응하였다. 유아들이 사물을 변별하고 분류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특별히 제공
하지 않아도 과학 자체에서 유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실험도구가 구비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활동을 많이 전개하죠. 산책을 하고 나면 아이들과 관찰할 식물이나 곤충
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A).

그러나 효능감이 낮은 교사들의 경우 원의 환경이 넓지만 타 영역보다 과학 활동을 위
한 공간을 좁게 설치하고 변화 주기는 거의 한 달,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한명의 교사는 특정한 과학영역 배치를 하기보다는 활동 종류에 따라서 이동하고
과학 활동이 없을 때는 과학영역을 폐쇄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교사는 산책을 나가는 경
우도 많았으나, 그러한 경험을 과학과 연관시키지는 않았다.
또한, 유아의 과학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교사들 모두 교사 자신의
준비자세, 흥미 등을 지적하였다. 교사들은 자신의 역할에 따라 유아들의 학습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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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단순히 자
료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은 수업의 효과성에 있어 큰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들 모두 유아교육 활동 후 유아들의 활동 기록지 혹은 개별적으로 대화
했을 때의 반응, 가정에서의 부모의 통신문과 무엇보다 유아들 스스로의 흥미도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낮은 효능감을 지닌 교사의 경우는 특별히 과학영역에 대해서 다
른 언어나 미술 영역처럼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반응한 반면 높은 효능감을 지닌 교사의
경우는 반드시 과학영역에 대한 체크를 해 보고 다음 수업에 이용하고 있었다.

2. 비참여관찰을 통한 교사-아동 상호작용 분석
비참여관찰은 면접이 이루어지는 2000년 10월 1주에서 4주에 걸쳐 2회에 걸쳐 실시되었
다. 비디오 촬영을 의뢰했을 때 과학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의 경우는 유치원 상황에
관계없이 과학영역을 공개하였으나, 낮은 효능감을 지닌 교사들의 경우에는 비참여관찰에
부담감을 많이 나타냈다. 또한 요리활동시간과 과학과의 연관에 대해서 높은 효능감을 지
닌 교사의 경우는 관찰자에게 먼저 그러한 활동 또한 과학 활동이기 때문에 관찰할 것을
권했으나, 낮은 효능감을 지닌 교사의 경우는 요리와 과학 활동을 별개로 여기고 있었고
관찰자가 비참여관찰을 의뢰하였을 때 큰 부담감을 표시하였다.
다음에서는 과학교수 효능감의 상․하 집단에 따라 관찰기록과 비디오 촬영 내용을 전
사한 결과에 대해서 면접 분석 기준 중 과학교육 활동에 근거하여 과학영역 배치, 실내
과학영역 환경 및 실외 환경, 실내 과학영역에 준비된 과학교육 내용 그리고 상호작용 실
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다.
1) 과학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A, B)
먼저, 두 교사 모두 실내 과학영역 배치에 있어서는 과학영역을 제일 먼저 고려하여 창
문이 있는 환하고 조용하며 물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고 원내
환경이 넓은 A교사의 경우에는 3개의 교구장을 두고 유아들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B교사는 시설 규모가 협소하여 수와 과학을 함께 배치하고 있었지
만 실내에서 부족한 부분은 실외환경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둘째, 실내 과학영역 환경 및 실외환경에 있어서 많은 유아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였다. 특히 A교사의 경우에는 3개의 테이블을 연결하여 8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B교사의 경우는 교실 자체가 협소하였지만 실외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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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조별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였다. 조별 활동 내에서 개별적 활동이 이루
어지도록 고려하여 과학교육을 실시하고 피드백 하였다.
셋째, 준비된 과학교육 내용에 있어서 A교사의 경우는 주제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접
근할 수 있는 과학 활동 10가지를 준비 해 둔 교구장, 월 생활 주제에 맞게 8가지 활동을
준비해 둔 교구장, 그리고 과학기자재를 넣어둔 교구장으로 과학영역을 구성하였다. B교
사의 경우는 다양한 교구를 통해서 과학을 이루기보다는 자연과 함께 생각하고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식물 기르기 활동을 실외에 배치하여 유아들과 적극적인 활
동을 전개하였다. 유아들과 함께 직접 농원에서 구입한 식물을 심어보고 등원과 동시에
약 30분간 식물의 성장을 관찰하는 것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갔다.
넷째,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자유선택활동 중의 과학영역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관찰한
결과는 교사들의 과학에 임하는 자세와 흥미가 매우 높았고 그에 관련하여 다수의 유아들
이 과학 활동을 선택하여 활동하였다. 다음은 A교사의 실내 과학영역에 준비되었던 ‘색깔
물놀이’ 활동을 하는 유아들과 교사의 상호작용 예이다(T;교사, C; 유아).
C1 : 노란 물을 넣자
C2 : 얼마큼?
C1 : 몰라
T : (가까이 다가가며) 노란 물을 얼마나 넣고 싶니?
C2: (작은 비커를 들고 눈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만큼
T :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만큼 넣을 거구나.
C1 : (파란 피트 병을 잡고) 이거로 하자.
T : 얼마나 넣으면 될까?
C1 : 비커예요?
T : 노란 물과 똑같이 넣을 거니? 비커에 넣을 거야?
C2 : 아뇨. 그냥 부을래요.
T : 그래 부어보렴
C2가 노란 물이 든 비커에 파란색 페트병을 들고 붓는다.
C1 : (스포이트로 물감을 저어 섞으며) 연두색이야?
T : 점점 연두색이 되는 것 같아?
C3 : (옆에서 보고 있다가) 빨강을 더 부으면 되는데…….
T : 빨강을 더 넣으면 연두색이 될 것 같니?
C1 : (작은 비커에 노랑을 더 부으며) 이거 더 넣어야 되요.
T : 여기다 빨강을 더 부으면 어떻게 될까?
C1,2 : 몰라요
T : 몰라요?
C1 : 부어볼래?
T : C2가 부어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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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가 빨강 페트병 물감을 들고 연두색으로 섞인 물이 담긴 큰 비커에 붓는다.
두 유아는 다른 작은 비커에 파랑과 빨강을 눈금을 맞춰 새 비커에 붓고 섞는다.
T : (섞인 비커를 손으로 가리키며)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무슨 색이 되었
니?
C1 : 보라요
T : (처음에 만들었던 색이 든 비커를 가리키며) 그럼 이건 무슨 색이지?
C1 : 모르겠어요.
유아들 모두 비커를 바라보며 “이상한 색”이라고 한다.
T : 이상한 색? 많이 본 색깔 같은데? 무슨 색이지?
C3 : 구정물 같다.
C2 : 더러운 물 같아요. 하수도 물.
T : 아! 하수도 물처럼 더러운 물 같구나.

유아의 과학 활동에 대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서 A교사는 가능한 유아들이 다양하게
탐색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지시적인 설명을 해 주기보다는 관찰
이나 실험 활동에서 유아들이 제시된 자료를 스스로 탐색해 보도록 하였다. 또한 계속적
인 개방형 질문과 유아들이 하는 말을 반복해 줌으로써 유아들의 활동을 촉진시켰다.
다음은 실외에서 씨앗심기를 하는 B교사반의 상호작용 예이다(T;교사, C; 유아).
C : 어떻게 씨앗을 심어요?
T : 혹시 씨앗을 심는 방법을 알고 있니?
C : 흙을 담고 구멍을 내어서 씨앗을 심고 물을 줘요.
T : 잘 알고 있구나. 그럼, 야채 씨앗이 잘 자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C : 물이랑, 흙이요.
C : 햇빛
C : 바람
C : 영양분, 거름
T : 그래. 그런데 바람은 왜 필요할까?
C :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T : 아, 그럼 공기를 말하는 구나. 그래 식물에게도 공기가 필요하다고 하더구나.
C : 선생님 사람에게도 필요하잖아요.
T : 그래 꼭 필요한 거지. 우리가 코와 입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해 보자.
교사와 유아들이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참는다.
C :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C : 그런데 우리는 코나 입으로 숨을 쉬는데 식물이나 야채는 어떻게 쉬죠?
T : 어떻게 쉴까?
C : 뿌리로 쉬죠.
C : 줄기하고 잎이에요.
T : 그래. 우리 몸이 서로 하는 일이 다르듯이 뿌리는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힘
이 되어 받쳐주고 또 물을 주면 물을 뿌리가 빨아먹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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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그럼 줄기로 물이 올라가요?
T : 그래. 그 물이 줄기에서 잎까지 올라가지. 그리고 숨쉬는 건 잎사귀가 하는
일이래. 이런 잎사귀에 만약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C : 숨을 못 쉬고 죽어요.
T : 그렇구나.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되는 구나. 그럼, 이제 씨앗을 심어보자.
C : (흙을 만지며) 선생님 부드러워요.
C : 어! 지렁이요.
T : 왜 이 흙에는 지렁이가 있을까?
C : 몰라요…….
T : 지렁이는 흙 속의 영양분을 먹고 산다는데 이 흙 속에는 영양분이 많은가
보다.
C : 그럼 좋은 흙이잖아요.
C : 야채도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T : 그렇지. 그럼 이 흙은 야채에게도 필요한 영양분을 주겠구나. 선생님이 종
묘가게 아저씨에게 씨앗 심는 방법에 대해 들었단다. 들어보겠니?
유아들이 궁금한 듯 고개를 들고 교사를 쳐다본다.
T : 먼저, 흙을 담고 물을 충분하게 뿌리고, 물이 빠지면 씨를 솔솔 뿌리고
…….씨가 덮일 만큼의 흙을 그 위에 솔솔 뿌리면 된다고 하셨단다.

과학교수 효능감이 높은 B교사의 경우에는 효능감이 낮은 D교사와 유사한 활동을 전개
함으로써 두 교사의 비교가 가능했다. 위 활동 이후 B교사는 각 유아가 자신들이 심은 씨
앗이 싹이 돋고 잎이 2장, 4장이 되어 가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도록 하였다. 또 유아들이
도구를 사용하여 싹의 길이를 재어보고 활동지에 나타내 봄으로서 교사가 특별히 지시적,
주입식의 이야기를 해 주지 않더라도 유아들 스스로 30분 이상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했다.
B교사는 식물의 변화를 직접 묘사해 주기보다는 유아들이 직접 찾아낼 수 있도록 질문
을 제공하였다. 굳이 과학적인 지식에 국한한 한 가지 활동을 전개하기보다는 주변 환경
이 변화되는 순간을 잘 포착하여 유아들과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 예로 유아들이 씨앗
을 심은 화분 속에 네잎클로버가 나 있는 것을 보고 토론하는 것을 보며 ‘그것은 네잎클
로버란다’식의 주입식 대화로 단절하지 않고 모든 유아와 함께 유치원 마당에 흩어져서 같
은 식물이 있는지 찾아보고 함께 그 식물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활
동으로 전개하였다. 유아들은 흥미를 갖고 뛰어다니며 네잎클로버를 찾았고 유아 중 한
명이 땅에 많이 자라있는 네잎클로버를 보고 ‘네잎클로버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다른 유아
들이 집에서 네잎클로버에 대해서 조사해 오자는 제안과 함께 다음날의 활동으로 연결시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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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교수 효능감이 낮은 교사(C, D)
첫째, 과학교수 효능감이 낮은 두 교사는 모두 교실 규모가 컸으나 실내 과학영역 배치
에 있어서 과학영역보다 조형이나 언어영역에 편중하여 배치하였다. C교사의 경우는 활
동전개 시 필요한 경우에만 임시적으로 과학영역을 배치한다고 진술하였다. D교사는 싱
크대와 식기대가 있는 아주 협소하고 비활동적인 위치에 과학영역을 배치하였고 과학영역
테이블 위에서 식기정리를 하였다.
둘째, 실내 과학영역 환경 및 실외 환경 경우, 두 교사 모두 유아의 참여를 고려하여 과
학영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C교사의 경우는 넓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유아가 앉을 수 있는 사각 테이블에서만 과학 활동을 할 수 있게 배치하였다. 최근
에 가을이 되면서 과학영역을 준비한 D교사의 경우에는 참여공간으로 6명이 앉을 수 있도
록 배치하였지만, 뒤편에 배치된 조형영역 테이블과 의자가 부딪혀 실질적으로 2명의 유
아가 참여할 수 있었고 활동 선택 판에도 2명이 참여하도록 준비하였다.
셋째, 과학영역의 과학 활동 내용에 있어서 효능감이 낮은 두 교사 모두 지나간 활동도
제시해 둔다고 반응하였지만 유아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교사들은 과학 활동 계
획 시, 한 달이나 혹은 두 달에 한번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C교사 교실에서의
비참여관찰 동한 C교사의 과학영역에는 가을에 볼 수 있는 곡식관찰 활동, 사이다에 넣은
치아의 변화 관찰, 그리고 자석으로 철가루가 든 상자 위에서 활동하기가 준비되어 있었
으며, 두 번째 비참여관찰 시에도 활동내용은 변화하지 않았다.
D교사의 유치원 과학영역 경우에도 가을에 볼 수 있는 밤, 감을 관찰하도록 바구니에
담아 두었지만 거의 전시용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좁은 테이블 위에 여러 활동을 배치하
여 유아들이 움직이는 데 여유 공간이 없어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활동내용에 있어서
국화 줄기를 타고 물감이 올라가는 변화를 관찰하는 활동, 마분지에 둥근 셀로판지를 붙
여 만들어 놓은 ‘색깔상자’ 교구를 제시해 두었다. 그러나 유아들과 교사의 상호작용은 거
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유아들은 지나가다 한 번 만져 보는 정도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넷째, 과학영역 실제에 있어서 C, D교사 모두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과학영역에
머물러 유아들과 상호작용하기 보다는 각각 다른 일들에 집중하고 있었다. 유아들의 경우
에도 몇몇 한정된 유아들이 잠시 들러 활동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갔다가 잠시 와서 머물렀
다. C교사가 담당하는 교실의 경우 유아들은 자석놀이를 위한 철가루 상자에서 철가루가
잘 움직이지 않자 상자를 들고 자석으로 계속 상자 위를 치는 활동을 많이 실시하였다.
유아들의 잘 되지 않는다는 말에 C교사는 큰 반응 없이 다음에 고쳐 놓겠다고만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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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D교사 경우에는 주제에 따른 활동으로 국화꽃 관찰을 실시하였는데, 그 경우에는 유아
들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한번씩 바라보고 갔지만 큰 변화가 없었고, 그
다음 활동 전개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지나쳤다. 교사는 그러한 반응에도 별로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영역에 머물러 있었고 유아가 활동을 몰라 교사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
지만 언어적으로만 몇 마디 해 주었을 뿐 조형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다. D교사 반의 보조
교사는 더욱 유아들의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 유아가 색깔상자에서 빨강과 파랑을
꺼내 교사 앞에서 눈에 대며 ‘보라예요’라고 했지만 교사는 선 자세에서 그냥 쳐다볼 뿐이
었다. 유아가 손을 들어 교사의 눈에 갖다대었을 때도 교사는 여전히 선 자세로 ‘보라색이
구나!’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B교사와 같은 씨앗심기 활동을 한 D교사의 경우, 유아와 교
사가 식물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관찰하거나 서로 의견을 나누는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조형영역이나 기타영역에 편중하여 활동하였고, 교사는 몇 번의 유아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유아의 눈을 맞추며 상호작용을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유아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교사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곳을 바라보며 단답형의 대답을 하였다. 그
러나 C, D교사 모두 과학연수나 대학에서의 과학수업 형태에 변화가 주어져서 이론과 실제
가 병행한 수업을 실시하고 그를 통해 과학에 대해서 쉽게 느끼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Ⅴ. 논의 및 제언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에서 유아들의 과학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 교사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를 더욱 높이
고 과학교육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켜서 과학교육 실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사의 과학교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교사의 과학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교사의 과학에 대한 태도는 과학과 관련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과학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의 과학과 관련된 경험은 자연과 친밀하게 지냈던 성장
환경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큰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령기 제도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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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해 보고 사고해 볼 수 있는 과학교수 방식을 제공한 교사와의 경험이 현재 과학교육
지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학령기 교육상의 과학교육 제도의 변화를 암시하
지만, 현 시점에서 교육제도를 변경시키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생각할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러나 직전경험인 대학에서의 교사교육자의 수업방식과 내용이 변화한다면 예비유아교
사의 과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유아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
이다. 직전교육 시 과학교육을 받은 유무보다도 질적인 부분에서 교사교육자의 태도와 양
상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났으므로 직전교육 시 과학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과학에 관련된 지식의 양적 측면보다 과학교육 방법에 대한 질적 개선을
위한 활동을 통해 교사가 자신의 과학교육에 대한 느낌과 태도 그리고 경험을 직접 써 봄
으로써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과학에 대한 개념과 자신의 과거 경험이 과학에 대한 태도
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저
널 쓰기, 자서전 쓰기, 자신의 삶의 이정표 만들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등을 통해서
과학교육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쌓아 가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직 교사들은 과학에 관련된 것보다는 다른 영역에 편중되어 실시하는 교사 연수
의 현 제도에서 변화를 꾀하여 과학을 중요시하고 좀더 실제와 이론이 병행한 과학연수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 과학 활동에서 과학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의 유아들인 경우에는 과학영역에서
자유롭게 탐색하고 교사가 제시한 방법 외에도 창의적인 교구를 활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사의 유아들은 적극적으로 과학 활동을 실시하였고 교실 환경, 과학영역 변화 등에 민
감하고 높은 흥미를 나타냈다. 그러나 낮은 효능감을 지닌 교사의 유아들은 교사가 제시
한 방법에 국한된 활동을 하였고 준비된 교구로 과학 활동이 아닌 활동(자석으로 철가루
상자 치기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학영역의 변화에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는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해 교사가 지니는 속성들과 학교수준 및 교사 효능감 간의 관계
에 대한 Hall과 그의 동료들(1992)의 연구에서 교사의 효능감에 따라 얻어진 학생의 학습
에 미치는 영향의 상관결과와 일치한다.
결국 과학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의 경우, 과학 활동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였
고 그러한 교사가 담당하는 유아들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과학 활동에 참여함을 볼 때
과학교육 실제는 교사의 과학에 대한 효능감에 의해서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치원
교사의 과학교육 활동은 교사의 근무변인이 좋아야만 과학교육활동을 잘 하는 것이 아니
라 교사의 신념, 의욕, 경험, 태도가 과학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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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학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과학에 관련된 태도를 긍정적으로 향성시킴으로써
과학교육 활동의 긍정적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과학교수 효능감을 측정하는 좀 더 체계적인 도
구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전교육에서 예비교사의 과학교수 효능감을 높여 줄 수 있
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현직교육에서의 과학교육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태도 향상을 위
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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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Science Education Practices Based upon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Levels of Kindergarten Teachers

Joo-Young Kwon

This study was researched to perform a qualitative analysis on the science education
practices based upon teacher's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Among 240 kindergarten
teachers in Pusan, upper and lower 5% teachers by the standard of scores of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were chosen and again, after considering basic variables, two
high-efficacy belief teachers and two low-efficacy belief teachers were chosen in order to
perform a qualitative research for 4 weeks of time period.
The results of research in quality are summarized as following four aspects. First,
teachers of high-efficacy belief in science-related experience could have easily accessed to
nature and have tried to complete a science-concerning course in their last academic
career. Besides, by the effect of their educator who was very concerned about science,
these teachers also came to be concerned about science and such an experience made a
second positive effect on teaching science in kindergarten. Second, in their attitude
toward science, all teachers, regardless of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think that
science is very related to human life. Third, teachers of high-efficacy belief prepare
weekly science education schedule based upon children's interest and desire and provide
various science-related activities, with focus on the direct experience of children. They
were utilizing outdoors environment as well as indoors for better science teaching Forth,
in the science activity of children, those of high-efficacy belief teachers pref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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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others and they participated actively in science activity playing with science materials
in many ways. In addition, those children showed an active interaction with teachers.
In conclusion, it is needed to make a program which is helpful to increase the efficacy
belief of teachers in their academic career and teaching experience and also, there should
be a change in the way of educating kindergarten teachers in order to change the
educator's attitude toward science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