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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d the change in pre-service physics teachers’ beliefs on teaching and learning
physics before and after reflective practice activities. For this, the authors applied reflective practice
activities to pre-service physics teachers who were scheduled for a practicum in the teacher education
program and then investigated the changes in each construct of cognitive belief on learning physics
and self-efficacy belief on teaching physics. As a result, reflective practice activities had more
affect on self-efficacy belief than on cognitive belief, and this was more apparent with female than
male teachers. Also, the relevance construct of cognitive belief came to have correlations with
all constructs of self-efficacy after reflective practice activities. This study shows the role of preservice physics teachers’ beliefs in the physics teacher education program through reflective practice
activities and suggest the application of reflective practice as a practical approach to improve the
education of physics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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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적 실천 활동을 통한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변화
임성민∗
대구대학교 물리교육과, 경산 38453, 대한민국
(2018년 11월 26일 받음, 2018년 12월 13일 수정본 받음, 2018년 12월 13일 게재 확정)

이 연구는 반성적 실천 활동을 적용하기 전후에 예비 물리교사들이 가진 물리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실습을 앞둔 예비 물리교사들을 대상으로
반성적 실천 활동을 적용하고, 이들의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과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념의
하위 구인별 변화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반성적 실천 활동은 예비 물리교사들에게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보다는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념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변화가
남성 예비교사보다 여성 예비교사에게 보다 잘 나타났다. 또 반성적 실천 활동을 적용한 이후에 인지적
신념 중 관련성 구인이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 구인과 상관관계를 갖는 방향으로 변했다. 이 연구는
반성적 실천 활동을 통한 물리 교사교육에 있어서 예비 물리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물리 교사교육의 실천적인 개선 방안으로서 반성적 실천 활동이 포함되어야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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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통적인 교사교육 접근에서는 전문 분야에 대한 가능한
대로 많은 양의 이론적 배경을 가르친다. 단지 실천적 기술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과 같은 교육
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론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교사교육에서 이러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 (예를 들어, 대학 교수) 의 역할이 중요하
다. 그러나 대부분 교사교육에서 전문가들의 역할은 예비
교사들에게 전문 지식을 가르치거나 현장 실습 때 이러한
지식을 적용하도록 안내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관점에 대
해 일부 연구자들은 교사교육이 아니라 교사 훈련 (teacher
training) 이라고 비판하였고 [1], Schön은 기능적 합리주의
(technical rationality) 모형이라고 불렀다 [2]. 이 모형에
따르면 이론은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교사는
이론을 통해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따라서
교사 교육자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어떤 이론을
가르쳐야할지를 결정해야한다 [3].
교사교육에서 지식을 강조하는 이러한 전통적 접근이
지배적이라서 좀처럼 변하지 않지만,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접근이 이론과 실천의 간격 (theory-practice gap) 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교사교육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
는 것이다. Zeichner & Tabachnick는 교사교육 때 배운
이론들이 현장 실습을 통하여 씻겨져 버린다 (washed out)
고 표현하고 있고 [4], Korthagen & Kessels는 교사들이
발령 첫 해에 대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학교 현장의 실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태도 변화를 보인다는 ‘이행 충격
(transfer shock)’ 을 겪는다고 소개하고 있다 [5].
이와 같은 이론-실천 간격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교사교육
뿐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서 등장하는 근본적인 인식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 중에서 최근 교사교육에
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반성적 실천 (reflective practice) 을
적용한 교사교육이다 [6,7]. 반성적 실천은 반성 (reflection)
에 기반한 교사교육의 최근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듀이
(J. Dewey) 가 교사의 전문성으로서 ‘자신의 신념이나 실천
행위에 대해 그 원인이나 결과를 적극적이면서 끈기 있고
주의 깊게 고려하는’ 반성 (reflection) 능력의 중요성을 역설
한 이래 [8], 반성은 교사교육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왔다.
그동안 반성과 관련된 교사교육 연구 동향은 크게 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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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하고 평가하는 연구, 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 반성 능력과 교수 실천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9].
반성에 대한 강조는 주로 반성적 사고 (reflective thinking) 에 집중되었다. 예를 들어 박미화 등 [10]은 기존의
교사교육에서 반성에 대한 정의와 연구를 과학 교수학습
맥락에서 종합하여 ‘자신의 기존 지식과 신념 및 교수 경
험으로서의 실천이 과학수업 상황에서 갈등과 딜레마를
겪는 것을 인식하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고려하는 사고과정’ 으로서 반성적 사고를 정의하면서 교수
상황에서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고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유사하게 과학교사교육에서 다수의 반성 관련 연구들은
과학 교수실천 맥락에서 교사 또는 예비교사들의 반성적
사고를 분석하거나 증진시키는 연구가 많았다 [11–13].
이처럼 그동안 반성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전문가로서의
사고 능력 측면을 강조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실천
맥락에서의 실천 능력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 또한 반성은
‘자신의 행동과 주변 환경을 되돌아보아 타당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경험, 문제 또는 현존하는 지식과 통찰을
구조화하는 정신적 과정’ 과 같이 이론과 실천을 연계하는
맥락에서 다양한 개념화가 가능하다 [14,15]. 특히 Schön
은 전문가로서 교사의 의미를 반성적 전문가 또는 반성적
실천가 (reflective practitioner) 로 제안하면서 사고와 실천
의 통합을 강조하였다 [16]. 반성적 실천이란 반성적 사고
(reflective thinking) 를 포함하지만 단지 사고의 한 형태는
아니다. 반성적 실천이란 구체적인 실천 맥락에서 자신의
사고와 실천을 통합하고 조절하는 능력 또는 이것이 실천되
는 활동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단지 반성적 사고만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실천을 통합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강조하면서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려는 반성적 실천
기반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 [9,17].
한편, 학생들이 물리에 대해 갖고 있는 선개념이 물리
교수-학습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과학교육
연구를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물리
학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념 (belief) 역시 물리 선개념
못지 않게 강력한 물리 학습에 대한 결정자이자 예측자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대학의 물리교육연구집
단에서는 물리학습의 과정과 물리 지식의 구조에 대한 학
생들의 신념을 기대 (expectation) 라고 개념화하면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 ‘메릴랜드 물리 기대 검사 (Maryland
Physics Expectation Survey)’ 를 개발하였는데 [18], 이후
학생들의 물리에 대한 기대는 ‘인지적 기대’ 또는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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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의미가 정교화되면서 신념과 물리학습과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19,20]. 물리 학습에 대한
신념 연구들에 따르면, 학생이 물리 학습 이전에 가지고 있
는 신념은 다양한 수준의 물리 학습 수행에 있어서 강력한
예언자라고 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 혹은 물리학습 성취가
높은 사람들에 비해 보통 학생들의 평균적인 물리 학습에 대
한 신념은 매우 낮다. 특히 우리나라 초중고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횡단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물리
학습에 대한 신념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21]. 임성민은 물리학 지식의 본성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게
물리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믿음을 통칭하여
인지적 신념 (cognitive belief) 이라고 개념화하고, 이것이
동기 신념과 더불어 학생들의 물리 개념학습과 물리 탐구
학습에 영향을 주는 인식론적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22,23].
이는 물리를 배우는 학습 상황에서만 아니라 과학 교사교
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교사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교사들도 교수-학습에 대한 선개념 또는 신념을 갖고
있고 오랜 학습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예비 교사들의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24]. ‘배운 대로 가르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를
과학교육 맥락에서 확인한 연구가 있다.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 개념 교수에 대한 이해는 그들이 그 과학 개념을 배운
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25]. 물리
교사들의 과학 교수학습에 대한 이해를 조사한 연구에 따
르면, 예비 교사 뿐 아니라 현직 교사들도 그들이 선호하는
교수 방식이 그들이 예전에 받은 학습 방식에 영향을 받는
다 [26]. 교사들이 보이는 이론-실천 간격의 문제는 결국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교사들이 교수-학습에 대해 갖는 신념 중에서 학
생의 성취에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이다 [27].
Bandura가 제안한 자기효능감 개념은 일반적인 기대 신념
을 보다 구체적인 과제 수행 상황에서 정교화한 개념으로서,
기대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 과정을 조직
하거나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된다
[28].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보다 영역 특정
적이고, 보다 개인의 동기, 사고 과정, 정서적 상태와 행동
또는 변화하는 환경에 민감하다. 자기효능감은 일반적인
심리적 구인으로서 측정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과제 수행
맥락 안에서 미시적으로만 측정 가능하다. 따라서 물리 학
습이나 물리 교수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 맥락에서 정의되고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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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특정
영역에 대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은 특정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능력과 사전지식 수준 등 인지적 측면에서의 개인
차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흥미 또는 동기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특정 과
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증진된 자기효능감은 다른
상황 및 과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직 과학교사나 예비 과학교사
를 대상으로 과학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면서 과학 교사교육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29,3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론과 실천을 연계하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반성적 실천 활동을 예비 물리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예비 물리교사들이 물리 교수-학습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 즉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과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념이 반성적 실천 활동 전후
에 어떻게 분포하고 변화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이 반성적
실천 맥락에서 갖는 의미를 탐색하고 물리 교사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성적 실천 활동 전후에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즉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과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념의 분포는 어떠한가?
둘째, 반성적 실천 활동 전후에 예비 물리교사들의 신념
변화는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반성적 실천 활동 전후에 예비 물리교사들의 인지적
신념과 자기효능감 신념 사이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과 맥락
이 연구는 경북 소재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 물리교사들 중 4학년 전공 과목인 ‘물리교재연구및
지도법’ 과목의 수강생 33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이
수업에서 연구의 주요 변인인 반성적 실천 활동을 적용한
기간은 총 10주이며, 반성적 실천 활동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각각 예비 물리교사들의 신념을 측정하였다. 대응 표
본 차이 검증을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 중 일부를 응답하지
않은 수강생은 제외하여 최종적으로는 총 28명 (남성 18명,
여성 10명) 의 응답 결과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의 맥락이 된 ‘물리교재연구및지도법’ 과목은 교사
자격기준에서 명시한 교과교육학 필수 과목으로서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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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 취득을 원하는 모든 예비 물리교사들이 수강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의 교수요목은 교원양성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주로 물리교재 분석과 물리 수업지도안 작성, 물리
수업 시연과 분석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물리교육론’ 을
비롯한 교과교육 이론 과목을 이수한 이후인 3, 4학년에
편성되어 시기적으로 현장 교육실습과 연계되기도 있다.
따라서 이 과목은 다른 물리교육학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리 교수에 대한 실습 비중이 중요하게 차지한다.
이 연구에서는 ‘물리교재연구및지도법’ 과목에 네델란
드의 위트레흐트대학 (Utrecht University) 에서 제안한 이
론과 실천을 연계하는 ‘현실적 교사교육 (realistic teacher
education)’ 프로그램의 ALACT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반

Fig. 1. ALACT model [17].

성적 실천 활동을 수업의 주요 내용이자 활동으로 포함하
였다 [17]. 즉, 강좌의 첫 4주 동안은 물리교육과정 및 교재
분석, 주요 과학 교수학습 모형, 과학 교수학습 방법 등을
포함하여 물리 교수 실천과 관련된 이론을 학습하지만, 나
머지 10주 동안의 수업은 반성적 실천 활동을 하도록 구성
되었다. 여기서 반성적 실천 활동은 2주 동안의 마이크로
티칭 (micro-teaching) 과 반성, 이후 3주 동안의 수업 시연
(rehearsal) 과 반성, 이후 4주 동안의 학교 현장 교육실습과
반성, 현장 실습을 마치고 한 이후 마지막 1주는 종합 토론과
반성으로 구성되었다 [9].
마이크로티칭이란 수업 내용, 학생, 수업 시간 등을 소
규모로 축소하여 관찰자 (수업분석자) 가 교사 (교수자) 의
수업 내용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교사의 수업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맥락이 된 강좌에서
는 기초정보 (교과목, 대상, 단원 등), 학습목표, 수업내용,
수업활동을 포함한 1쪽 짜리 수업계획을 작성한 이후 강의,
판서, 그림, ICT, 시범 등 최적의 교수 (teaching) 활동을
동원하여 핵심 개념 또는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10분짜리
수업을 시연하도록 하였다. 마이크로티칭과 그에 대한 반
성을 실시한 이후에는 수업 시연을 하도록 하였다. 수업
시연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중고등학교 물리 교과 중 1개 단
원 (약 14∼20차시 분량) 에 대한 ‘단원계획안’ 을 작성하고,
단원계획안에 포함된 차시 중 1차시 (50분) 분량의 ‘교수
학습과정안 (수업지도안)’ 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20분
이내로 압축하여 모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어지는
4주간의 학교 현장실습 기간 동안의 실천 활동은 각 예비
교사별로 배정된 학교의 현장 교사 지도 아래 개별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수강생인 예비교사들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수업 계획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교수와 멘토교사가 온라인 멘토링을 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강좌와 현장의 실천을 연계하여 진행하
였다.

2. 반성적 실천 활동
이 연구에서 적용한 반성적 실천 활동에서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반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4가지 원칙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하고 적용하였다.
첫째, 구체적인 교수 실천 맥락을 제공한다. 모든 반성
은 실천을 전제로 한다. 실천 이후 지난 경험에 대한 반성
(reflection-on-action) 이든 실천 중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
고 수정하는 반성 (reflection-in-action) 이든 구체적인 실천
경험이 있을 때 반성이라는 행위가 의미를 갖는다. 예비
물리교사에게 중요한 구체적 실천 경험은 무엇보다 학생들
에게 물리를 가르치는 수업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물리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수강생들의 10
분짜리 마이크로 티칭과 20분짜리 수업 시연을 포함하였다.
둘째, 체계적 반성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Korthagen이
제안한 ALACT 모형을 적용하였다 [17]. ALACT 모형이
란 이론과 실천을 연계하는 현실적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구
성 원리로서 Fig. 1과 같이 ‘실천하기 (Action)’, ‘회상하기
(Looking back)’, ‘본질적 양상의 인식 (Awareness of essential aspects)’, ‘대안 제안하기 (Creating alternatives)’,
‘다시 실천하기 (Trial/Action)’ 의 5단계가 순환하는 모형
이다. 이 모형에서는 예비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 실천에
대한 반성 및 반성에 기초한 실천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연
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ALACT 모형에 따라 Table 1과 같이 모
형의 각 단계에 해당하는 반성 질문을 제공하고, 모든 수업
실천 장면마다 반성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예비 교사들의
반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였다. 또, 1회의 물리 수업 실천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그치지 않고 2회 이상의 실천 경험
(마이크로 티칭 및 수업 시연, 교육실습 경험 등) 에 연속적
으로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
셋째, 공동 활동 및 집단 반성을 활성화한다. 학습이란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과정이다. 이는 초중등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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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uide questions for reflective practice [9].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Question
did I what to achieve?
did I want to pay particular attention to?
did I want to try out?
were the concrete events?
is the connection between the answers to the previous questions?
is the influence of the context as a whole?
does that mean for me?
is the problem (or the positive discovery)?
alternatives do I see (or ways to make use of my discovery)?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do I resolve to do next time?

생들의 학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교수 학습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물리 교사교육
에서도 개인의 사고와 활동 뿐 아니라 공동체의 활동 역시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강좌에서 진행되는 활동의 기본
단위를 2∼4 명의 동료 수강생들로 구성되는 소집단으로
하여, 수업 계획과 수업 시연 및 반성에서 집단 활동을 강
조하였다. 수업을 계획하는 것은 소집단 내에서 협력하여
공동으로 구성하고 수업 시연은 공동 또는 개별로 하도록
하였으나, 마이크로 티칭 또는 수업 시연 이후의 반성은
수업 시연자의 개인 반성과 더불어 수업을 함께 계획한 소
집단의 반성, 교수자와 동료 예비교사를 포한한 전체 집단의
반성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실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관점 뿐 아니라 타인의 관점을 반성에 포함하도록
유도하였다.
넷째, 현장 교사를 반성 멘토로 활용한다. 이미 교원 양
성 기관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론-실천 간격 (theorypractice gap) 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서 현장 교사를 활용하
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경우 교육실습 이전에 대규모 집단
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형태로서 구체적인 교과 교수에 대한
내용보다는 학교 현장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가 되기 쉽다.
이 연구에서는 이미 중고등학교 현직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현장 교사 일부를 교육실습 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수업
멘토로 활용하였다. 예비 물리교사들에게는 교육실습 경험
에 대한 개인적 반성을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도록 하였고
수업 멘토 교사들에게는 예비 물리교사들의 반성에 대하여
피드백을 해주도록 요청하였다.

Phase
Action
Action
Action
Looking back
Awareness
Awareness
Awareness
Awareness
Creating alternatives
Creating alternatives
Creating alternatives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을 조
사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물리 학습에 대한 신념을 조사
한 선행 연구를 활용하였다 [22, 23]. 선행 연구에 따르면
물리 학습에 대한 신념은 학생들의 물리 개념학습과 물리
탐구학습에 영향을 주는 인식론적 자원으로서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과 동기적 신념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
서는 물리 학습에 대한 동기적 신념이 자기효능감 신념과
의미가 중복되어 인지적 신념만 측정하였다.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은 지식 (knowledge), 학습 (learning), 관
련 (relevance) 의 3가지 하위 구인을 갖는다. 첫째로 지식
구인이란 물리학 지식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믿음으로서,
물리학 지식을 단편적인 정보의 집합으로 보는가 또는 사실
과 개념과 법칙 등이 서로 정합적인 하나의 체계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학습 구인이란 물리 학습 또는 이해에
필요한 활동에 대한 믿음으로서, 물리 학습의 과정을 정보와
지식에 대한 수동적인 수용으로 보는가 또는 원리를 이해하
고 적용하는 능동적인 재구성으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 관련 구인이란 물리학과 실제 세계와의 관련성에 대한
믿음으로서, 물리학을 교실 밖 경험과 무관하다고 보는가
또는 물리학과 실제 세계를 연관시키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도구에서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이 높다는 것은 각각의 하위 구인에서 물리에
대해 갖는 신념이 물리학자들의 신념과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인지적 신념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물리학
지식을 사실과 개념과 법칙이 서로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고, 물리를 배운다는 것은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

3. 조사 도구 및 분석 방법

동적인 재구성 과정이며, 물리학은 자신의 삶이나 사회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학습에

이 연구에서는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
적 신념 및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념을 조사하고
반성적 실천 활동 전과 후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대한 인지적 신념 측정 도구는 3개 하위 구인별로 각각 7
문항, 8문항, 6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21문항을 갖는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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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ructure of survey tool.
Belief
Cognitive
belief
Self-efficacy
belief

Construct (abbrev.)
Belief on knowledge (KB)
Belief on learning (LB)
Belief on relevance (RB)
Learning efficacy (LE)
Teaching efficacy (TE)
Outcome expectancy (OE)

Meaning
Belief about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physics knowledge
Belief about learning physics or activities and work necessary
to make sense of physics
Belief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physics and reality
Belief on one’s ability to learn physics
Belief on one’s ability to teach physics
Expectancy on outcomes of one’s physics teaching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과학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활용
능력에 대한 개인 신념(science teaching personal efficacy),
한 기대 신념 (science teaching outcome expectancy), 즉
교수 활동이 학생들의 학습 성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과

8
6
8
8
8

Table 3. Pre-service physics teachers’ cognitive belief on
learning physics.

하였다. Riggs와 Enochs는 과학 교사의 자기효능감을 교수
즉 자기 자신의 교수 능력에 믿음과 더불어 교수 성과에 대

Items
7

KB
LB
RB
Total

Pre
(S.D.)
2.93 (.32)
3.21 (.44)
3.86 (.66)
3.33 (.36)

Post
(S.D.)
2.88 (.33)
3.09 (.46)
3.86 (.60)
3.28 (.30)

Post-pre
difference
-.045
-.115
-.008
-.056

t-value

p-value

-.659
-1.486
-.054
-.845

.516
.150
.958
.406

학 교수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으로 구분하였다 [30]. 한편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념에는
물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한 믿음
과 더불어, 물리를 배우는 학습자로서 자신의 물리 학업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예비 교사들의 과학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학습 효능감
(learning efficacy), 교수 효능감 (teaching efficacy), 결과
기대감 (outcome expectancy) 의 3가지 하위 구인으로 설정
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31], 과학 교수 맥락을 물리 교수

이 연구에서 적용한 예비 물리교사들의 신념 측정 도구의
구성을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기술 통계를 적용하여 각 신념
하위 구인의 분포를 파악하였으며, 사전-사후 응답 결과
차이를 비교하는 대응 표본 t-검증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증을 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에는 MS-Excel과 SPSS를 활용하였다.

맥락으로만 변형하여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31]. 첫째 구인인 학습 효능감은
물리를 가르치기 위해 물리를 배우고 있는 예비교사로서
자신의 물리 학습 능력에 대한 개인 신념, 즉 자신이 얼마
나 물리를 잘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III. 결과 및 논의
1. 반성적 실천 활동 전후의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변화

둘째 구인인 교수 효능감은 앞으로 물리를 가르치게 될 예
비교사로서 자신의 물리 교수에 대한 개인 신념, 즉 자신이

1)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

얼마나 물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
다. 셋째 구인인 결과 기대감은 자신의 물리 교수 결과에
따른 중등학생들의 물리 학습 성과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신념, 즉 자신이 물리를 가르친 결과로 학생들이 얼마나
물리를 잘 학습하게 되는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즉,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의
물리 학업 수행 능력과 물리 교수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다고 믿고, 자신의 물리 교수의 결과로 학생이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나타낸다.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념 측정 도구의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하위 구인별로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된다.

반성적 실천 활동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예비 물리교
사들의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을 하위 구인별로
정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반성적 실천 활동을
적용하기 전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은 지식 구인 (belief on knowledge, KB) 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 기준에서 2.93 점으로 중간값보다 근소하게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학습 구인 (belief on learning, LB)
은 3.21점을 보였으며, 관련성 구인 (belief on relevance,
RB) 은 3.86점을 나타내어 3가지 하위 구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즉, 반성적 실천 활동을 적용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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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service physics teachers’ self-efficacy belief
on teaching physics.

LE
TE
OE
Total

Pre
(S.D.)
3.46 (.57)
3.47 (.65)
3.58 (.42)
3.50 (.47)

Post
(S.D.)
3.63 (.67)
3.69 (.53)
3.43 (.46)
3.58 (.60)

Post-pre
difference
.170
.220
-.150
.080

t-value

p-value

1.671
2.325*
-1.607
1.042

.108
.029*
.121
.308

*p < .05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은 물리학
지식이나 물리 학습에 대해서는 물리학자들의 신념에 비해
다소 차이가 있는 중간 정도의 신념을 보이나, 물리학이
실제 세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물리학자와 다소
유사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성적 실천 활동을 적용한 이후의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은 지식 구인, 학습 구인, 관
련성 구인이 각각 2.88점, 3.09점, 3.86점으로서 적용하기
이전의 인지적 신념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성적 실천 활동을 적용한 이후의 신념이 적용
전 신념보다 근소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은 반성적 실천 활동 전후에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반성적 실천 활동 적용 전후에 지식 구인과
학습 구인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념
반성적 실천 활동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예비 물리교사
들의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념을 하위 구인별로
정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반성적 실천 활동을
적용하기 전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
능감 신념은 학습 효능감 구인 (learning efficacy, LE), 교
수 효능감 구인 (teaching efficacy, TE), 성과 기대감 구인
(outcome expectancy, OE) 이 5점 리커트 척도를 기준으로
각각 3.46점, 3.47점, 3.58점을 나타내어 3가지 하위 구인
모두 중간값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즉, 반성적 실천 활동
을 적용하기 전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
효능감 신념은 자신의 물리 학습 능력과 물리 교수 능력 및
물리 교수의 성과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2. (Color online) Pre-service physics teachers’ belief
on learning and teaching physics: (a) Difference of results
between before(pre) and after(post) reflective practice
(b) Distribution of belief set.
한편 반성적 실천 활동을 적용한 이후의 예비 물리교사
들의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념을 살펴보면 학습
효능감 구인과 교수 효능감 구인의 점수는 각각 3.63 점,
3.69점으로 적용하기 전보다 증가했고, 성과 기대감 구인은
3.43점으로 적용하기 전보다 오히려 다소 감소했다. 대응
표본 t-검증을 통해 사전-사후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
과, 교수 효능감 구인에서만 유의 수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변화, 즉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 학습 효능감이나
성과 기대감 구인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
효능감 신념은 반성적 실천 활동 전후에 교수 기대감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반성적 실천 활동 적용 전후에
학습 효능감은 다소 증가했으나 성과 기대감은 다소 하락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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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의 하위 구인별 분포
반성적 실천 활동 전후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교수-학
습에 대한 신념의 변화가 인지적 신념과 자기효능감 신념의
각 하위 구인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분포하는지를 비교하
기 위해 총 6개 하위 구인을 함께 비교하여 나타낸 결과는
Fig. 2와 같다.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은 관련성
구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구인에 비해 다소 낮으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에 비해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념의 하위 구인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며 특히, 학습
효능감과 교수 효능감 구인에서는 반성적 실천 활동 전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반성적 실천 활동은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보다는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념에 더욱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애초에 중간
값이거나 다소 낮은 신념 구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신념 구인인 경우에 반성적 실천 활동 전후의 변화가 보다
긍정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초점을 둔 반성적 실천 활동의 맥락이 물리 학습에 대한
실천이 아니라 물리 교수에 대한 실천이었다는 점과 연관
된다.
한편,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념의 3개 하위 구
인 중 학습 효능감과 교수 효능감은 반성적 실천 활동 이후
증가했으나 성과 기대감은 감소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즉, 반성적 실천 활동을 통해
예비 물리교사들은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해서는 더욱 자신
감을 갖게 되지만 자신의 교수 성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오히려 상실한다. 반성적 실천 활동 속에 현장 교육실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제공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비 교사들이 체감
하는 교사교육과 학교 현장의 괴리, 그리고 초임교사들이
발령 첫해 겪는 이행 충격으로 인해 보이는 태도의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4,5].
이 연구에서 드러난 자기효능감 중 성과 기대감 구인의 감
소가 이러한 이행 충격과 관련된 태도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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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post-pre difference of belief set
by gender.
Construct
Male
Female
M-F
t-value p-value
(Post-pre) (N = 18) (N = 10) difference
Diff_KB
-.0789
.0414
-.1203
-1.052
.304
Diff_LB
-.1050
-.1414
.0364
.207
.838
Diff_RB
-.1306
.3070
-.4377
-1.343
.192
Diff_LE
.0128
.5757
-.5629 -2.814* .010*
Diff_TE
.1717
.3443
-.1762
-.813
.424
Diff_OE
-.2528
.1129
-.3656
-1.839
.079
*p < .05

학업성취도 평가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학생들의 과학
성취도는 2000년 초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최근 (2015년) 결과로는 여학생의 성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학의 즐거움과 흥미 같은 정의적 성취는
남학생이 높고 과학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있다 [33].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예비 물리교사들에게도 성별이 물리 교수학습에 대한 반
성적 실천 활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반성적 실천 활동 전후의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변화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
였다 (Table 5). 남성 (N = 18) 의 경우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념 중 학습 효능감과 교수 효능감 등 2개 하위
구인에서만 약간의 증가를 보인 반면, 여성 (N = 10) 의
경우는 총 6개의 하위 구인 중에서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의 학습 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하위 구인에서 증가
했음을 알 수 있다. 신념의 하위 구인별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자기효능감 신념의
하위 구인인 학습 효능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성
예비교사의 변화 폭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 반성적 실천 활동이 예비 물리교
사들의 물리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예비 교사들의 반성적 사고 능력에 성별 차이

2. 반성적 실천 활동 전후 물리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변화의 성별 차이

가 없다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나 [34], 예비 교사가
아닌 초중등 학생의 경우는 과학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에서
여학생이 다소 높다는 결과와는 연결될 수도 있다 [33]. 하

과학 학습에서의 성차 (gender difference) 는 과학교육연
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왔으며 최근에는 성차를
확인하는 연구를 넘어서 평등한 과학교육 접근으로 그 주
제가 확장되고 있다 [32]. 예를 들어, 최근에 실시된 국제

지만 반성적 실천 활동이 어떤 점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국제 비교 연구에서 여학생의
과학 학습 성취가 남학생보다 높은 원인으로 여학생의 읽기

66

New Physics: Sae Mulli, Vol. 69, No. 1, January 2019

Table 6.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belief and selfefficacy belief.
Cognitive
belief
LB
RB
LB

Pre

Post

RB

Self-efficacy
belief
TE
OE
TE
LE
TE
OE

Correlation
coefficient (r)
.502*
.553**
.540**
.531**
.398*
.407*

*p < .05, **p < .01

능력이 남학생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였
는데, 이와 같이 반성적 실천 활동의 어떤 요소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5].

3. 반성적 실천 활동 전후 인지적 신념과 자기효능감
신념 사이의 상관관계
이 연구에서는 반성적 실천 활동이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분석적
으로 탐색하기 위해,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의 하위
구인과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념의 하위 구인들
사이의 교차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상관관
계가 반성적 실천 활동 전후에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Table 6).
분석 결과, 반성적 실천 활동을 적용하기 전에는 인지적
신념의 학습 구인과 자기효능감 신념의 교수 효능감 구인
사이, 그리고 인지적 신념의 관련성 구인과 자기효능감 구
인의 성과 기대감 구인 사이에서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반성적 실천 활동을 적용한 후에는 적용 전
상관관계를 보이던 두 쌍의 신념 구인을 포함하여 새로운
두 쌍의 상관관계가 추가되었다. 즉, 인지적 신념의 관련성
구인과 자기효능감 신념의 학습 효능감 구인 사이, 그리고
인지적 신념의 관련성 구인과 자기효능감 신념의 교수 효
능감 구인 사이의 상관관계가 추가되었다.
상관관계를 해석하자면, 반성적 실천 활동의 적용과 무관
하게 물리 학습에 대해 보다 바람직한 인지적 신념을 가질수
록 교수 효능감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이 높고, 물리학과 실제
세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보다 바람직한 인지적 신념을
가질수록 성과 기대감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이 높다. 반성적
실천 활동의 적용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물리 학습과 관련성
에 대해서 보다 바람직한 또는 물리학자적인 신념을 가진

예비 물리교사들이 보다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갖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에서 더 주목할 만한 결과는 반성적
실천 활동 적용 후에 인지적 신념과 자기효능감 신념 사이의
상관관계가 추가되었다는 점, 특히 인지적 신념의 관련성
구인이 자기효능감 신념의 3가지 하위 구인과 모두 상관관
계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반성적 실천 활동 적용 이후에
상관관계가 추가된 부분만 고려한다면, 반성적 실천 활동이
예비 물리교사들의 자기효능감 신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물리학이 자신의 삶이나 사회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믿는
예비 물리교사들에게 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반성적 실천 활동을 적용하기 전후에 예비
물리교사들이 가진 물리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교육
실습을 앞둔 예비 물리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교육
강좌에 10주에 걸쳐서 반성적 실천 활동을 적용하고,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교수-학습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 즉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과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
능감 신념의 하위 구인별 변화를 알아보았다. 또한, 반성적
실천 활동 적용 전후의 신념 변화가 예비 교사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 인지적 신념과 자기효능감
신념의 상관관계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은 반성적 실천 활동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념은 교수 기
대감 구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했음을 확인했다.
전체적으로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은 관련성 구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념 구인들에 비해 다소 낮으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념의 하위
구인들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며 특히, 학습 효능감과
교수 효능감 구인에서는 반성적 실천 활동 전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예비 물리교사의 성별에 따른
신념 변화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학습 효능감
구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학생의 변화 폭이 남학생
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남학생에 비
해 여학생의 경우에서 반성적 실천 활동 전후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신념 변화가 더 컸다. 또 인지적 신념과 자기
효능감 신념의 하위 구인 간 상관관계 변화를 살펴본 결과,
반성적 실천 활동을 적용하기 전에는 인지적 신념의 학습
구인과 자기효능감 신념의 교수 효능감 구인 사이, 그리고
인지적 신념의 관련성 구인과 자기효능감 구인의 성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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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구인 사이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반성적
실천 활동을 적용한 후에는 적용 전에 보이던 상관관계과
더불어 인지적 신념의 관련성 구인이 자기효능감 신념의
학습 효능감 구인 및 교수 효능감 구인과 갖는 상관관계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반성적 실천 활동은 예비 물리교사들
에게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보다는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 신념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변화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보다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학습에 대한 인지적 신념이
반성적 실천 활동을 통하여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식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인지적 신념이
동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자기효능감 신념에 비하여
단기간의 교수-학습 활동을 통하여 쉽게 변하지 않는 심리적
구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적 실천 활동을 적용한 이후에 인지적 신념 중
관련성 구인이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 구인과 상관관계를
갖는 방향으로 변했다는 결과는 물리학과 실생활과의 관련
성에 대한 믿음이 반성적 실천 활동과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구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물리학을 보다 자신의 삶이나 실생활과 깊게 연관지어
생각하는 예비 물리교사들에게 반성적 실천 활동이 보다
의미있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물리 교사교육에서 예비 물리교사들에게 물리학과 실생활
의 관련성에 대한 강조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애초에 이 연구는 물리 교사교육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서 시도되었다. 예비 교사들이
교사교육을 통해 학습하는 교수 이론이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에 의미있게 공헌하고, 교육실습 등의 실제 수업 경험이
대학에서 배우는 물리교육의 이론적 토대에 실천적 지식
을 보강해주는 방향으로 선순환하기를 기대하면서, 현장
교육실습을 앞둔 예비 물리교사들을 대상으로 물리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연계하는 매개로 반성 활동을 연구의 주요
맥락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 연구만으로 반성적 실천 활동
이 의도대로 물리 교사교육에서 이론과 실천을 연계하여
바람직한 물리 교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는 확언할 수
없다. 다만 반성적 실천 활동이 예비 물리교사들의 물리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반성적 실천 활동에 있어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고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반성적 실천 활동을 통한 물리 교사교
육에 있어서 예비 물리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제안함으로서, 물리 교사교육의 실천적인
개선 방안으로서 반성적 실천 활동이 포함되어야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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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다. 반성적 실천 활동은 예비 교사들의 교육실습
경험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재 우
리나라의 교사교육 여건에서 현장의 실습 경험을 이론과
연계하여 실제 현장의 경험이 주는 효과를 극대화하게 하는
교사교육 지도방안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는 교원 양성 기관마다 서로 다른 여건과
배경으로 인해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주장하기에 근본적
인 한계가 있다. 또한 실제 교사교육에 개입하는 다양하고
중요한 다른 변인들, 예를 들어 예비 교사들의 반성적 사고
능력, 일반적인 교과 학업 수행 능력, 교직에 대한 흥미와
동기 등 개인적인 변인과 더불어 수강생 수와 교육과정
편제, 교육실습 현장의 환경과 대학의 지원 등 사회문화적
변인을 모두 고려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보다
일반화하고 한편으로 현장에 보다 의미있게 공헌할 수 있는
결과를 찾아내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반성적 실천 활동 이후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성과
기대감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보다 분석적으로 고
찰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 이 연구에서는
반성적 실천 활동을 구성하면서 집단 반성 및 집단 활동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집단 활동의
영향을 연구 문제나 결과 해석에 고려하지 않았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예비 교사들은 동료 예비교사들과 더불어 서로
관찰하고 모방하고 협력하면서 교수 지식을 배울 뿐 아니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다 [36]. 따라서
집단 반성이나 공동 교수 등의 집단적 과정이 반성적 실천
활동의 작용을 어떻게 매개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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