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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ncreases rapidly in Korean, schooling for the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ecomes an important issue in science education. One of the problems is their low academic achievement due to educational inequality, so providing diverse learning
opportunities can be an approach to solving this problem.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science
toy-making lesson based on basic physics concepts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explored how this lesson might affect the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and their science learning experience. As a result of a quantitative analysis, no significant change
in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was noted after the lesson. A phenomenological analysis shows
that the science toy worked as a mediating artifact to induce students’ active engagement in science learning and allowed them agencies. Students experienced successes and failures during the
design and the making processes, and such experiences gave them both difficulty and confidence in
learning. However, cultural and linguistic differences had no effect on the science learning of the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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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이 다문화 초등학생의 과학 학습에 미치는 영향
박흥상 · 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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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교 교육도 과학교육에서 점차 중요한 논제가
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중 하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기인한
낮은 학업 성취도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의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초 물리 개념을 주제로 하여 다문화 학생을 위한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수업이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과학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탐색
하였다. 연구 결과, 수업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현상학적
분석 결과 과학 완구는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하였으며, 직접 과학
완구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습의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주체성을 부여하고 실패와 성공
경험을 겪으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문화적 및 언어적 이질성은 이들의
과학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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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역사적으로 단일민족 국가를 이루어 왔던 한국도 근래
들어 빠르게 농촌 지역의 국제결혼, 도시 지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입 등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다민족 국가가 되고 있다. 다문화 가
족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에만 해도 외국인 주민 현황 조
사에서 나타난 다문화 가구 수는 14만여 명이었으나, 2017
년에는 33만 명으로 집계되어 지난 십여 년 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재 통계청이 집계하고 있는 전국의 다문화
가구 수는 약 32만 가구로 전체 가구원 수는 96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1]. 다문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학령기 자녀도 마찬가지로 증가하였다. 2007년 4만 4천명
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2017년 기준으로 21만 2천명으로
확인된다. 10년 동안 4.8배나 증가한 것으로 결혼 이민자나
귀화자의 증가 속도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
다문화 가정의 학령기 자녀 (이하 ‘다문화 학생’) 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학교 교육 또한 최근 들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인종 ·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
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숙달하지 못함에 따라서
의사소통 문제, 특히 교육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는 심각한
학습결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 간에는 학교 성적으로 표현된 학업 성취에서 일관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 국어, 사회, 수학, 과
학, 영어 등 5개 교과목에서 모두 다문화 학생의 성취수준이
일반 학생보다 낮았다. 비록 초등 수준에서 학업성취도가
눈에 띄게 큰 격차를 보이지 않지만 주요 과목들에서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의 수가 많다는 점은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들과 일반 학생들과의 학습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3]. 이와 같이 다문화 학생들은 학교
교육 상황에서 주류 집단이나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교육 기회 측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소외계
층이라 할 수 있다. 행정적으로는 법정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북한 탈북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등과
더불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자로 분류된다 [4].
다문화 학생들의 낮은 학습 성취에는 학습 태도, 심리적
특성 등과 같은 학생 요인이나 수업, 교사, 학교 활동 등과
같은 학교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 [2]. 교과 흥미, 학생 및
부모의 기대 학력, 수업 태도, 사교육 시간 등의 변인들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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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학력 부진의 상당 부분이 학교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도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교육에 대한
결손은 직업의 선택이나 삶의 질에 있어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과학학습은 읽기, 쓰기, 수학적 능력, 논리
적 사고력을 키우는 도구 교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소외 계층 학생 교육에서 과학교육
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5]. 이러한 점에서 모든 이에게
평등한 과학교육의 기회 제공은 최근 들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 학생들의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신동희 등 [6]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과학교육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한국어 숙달 문제를 들면서 이를 고려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과학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다문화 학생들은 가정으로부터
과학 학습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체계적이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권보경
등 [7]은 다문화 초등학생들이 일반 초등학생에 비해 과학
탐구능력이 낮음을 보고하면서, 그 요인으로 다문화 학생들
이 과학 학습 시 과학 용어의 뜻과 실험 기구와 시약의 용도,
사용 방법에 대해 생소함을 느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
편, 과학에 대한 태도에서는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과학적 태도와 과학에 대한 흥미에서는
오히려 다문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보다 높았다. 이 결과
로 미루어볼 때 다문화 학생들의 과학 학습 특히 과학탐구
에서의 낮은 성취는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이나 인지적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과학 학습의 체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학생을 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교과에 비해서 연구나 실천이 저조한 편이다. 그나마 일부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단순경험과 문화체험 위주의
일회적인 프로그램이다 [8]. 따라서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특성을 고려하는 과학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이 필요
하다. 과학 완구를 활용하는 수업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과학교육의 접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권난주와 복선영
[9]에 따르면 과학 완구 만들기 활동은 일반 초등학생들에
게 과학에 대한 흥미 및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에서
적극적인 태도와 의욕을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과학 개념
이해에 있어서도 통제집단에 비해 높은 성취를 보였다고
보고한다. 과학 완구 만들기는 완구라는 속성 상 놀이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허귀희 등 [10]에 따르면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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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인 교과서의 실험 대신 과학 놀이 활동을 통한 프로그램을
적용시 학생들의 과학 탐구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1. 연구의 대상

한편, 과학 완구 만들기 활동에서 ‘만들기’는 메이커 운
동 (Maker Movement) 에서 파생된 메이커 교육의 기본 활
동 요소로서도 의미가 있다. 메이커 운동이란 메이커들이
일상에서 창의적 만들기를 실천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
을 공유하려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의미한다 [11]. 메이커
교육은 메이커 운동의 기본 정신을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고, 만드는 과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이를 통해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연구의 배경이 된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에 참여한 학생
은 경상북도 G 도시에 소재한 다문화센터의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들로서, 중국인 어머니를 둔 학생 5명, 베트남인
어머니를 둔 학생 2명, 필리핀인 어머니를 둔 학생 1명 등
총 8명이다. 이중 4주간의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에 모두
참여하고 수업 전후의 조사나 면담까지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6명이다. 연구에 참여한 6명의 학생들의 기초 배경 및
학업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달리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제품을 만
들면서 지식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 교육 이론에
잘 부합하는 교육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 메이커 교육은

2.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 개발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능동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1) 수업 설계의 접근 방향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과 같
은 핵심 역량 함양과도 관련된다 [12]. 미국 뉴욕에 소재한
과학탐구관인 뉴욕 홀 오브 사이언스 (New York Hall of
Science) 에서는 메이커 교육과 놀이를 연계하여 ‘설계-제
작-놀이(Design-Make-Play)’라 이름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재료와 도구들을 활용해 물건을 만들거나 놀
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다양한 가능성
을 탐색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한다 [13]. 이와 유사
하게, 이영은과 이효녕 [14]은 문제 이해-설계-제작-평가로
이어지는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중학생들에게 적용한 결과,
이러한 활동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상승하게 하고 과학에
대한 즐거움과 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또한 학생들이 설계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
는 동안 설계-제작-재설계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설계 기반의 성공 경험이 증가됨으로
인해 자기효능감이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하여 과학 완구
만들기를 기본 활동으로 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적용함으로서, 이러한 활동이 다문화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이 수업은 다문화 학생들의 과학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수업으로서 다문화 학생의 학업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준거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
였다.
첫째, 과학 완구를 핵심 소재로 활용한다. 완구는 학생
들의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친근하게 여기는
소재이다. 이 수업에서는 과학 주제와 관련된 완구, 즉 과학
완구를 선정하되 기성 제품으로서의 완구와 더불어 학생들
이 직접 제작하는 완구를 동시에 활용하였다.
둘째, 설계-제작-놀이 활동을 수업과 연계한다. 과학 완
구를 단지 가지고 놀거나, 또는 과학 완구를 만들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완구를 설계하고, 제작
하고, 완성된 완구를 가지고 놀이하는 활동까지 연계하여
수업을 구성하였다.
셋째, 학생들의 한국어 문해력 (literacy) 을 충분히 고려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쉽고 단순한 어휘를 사용하며
그림, 사진, 영상, 몸짓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접근으로 단순한 어휘와
핵심 단어 등이 포함된 학생용 활동지를 개발하여 수업에
활용하였다.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수업 모형의 개발

첫째,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은 다문화 초등학생들의 과
학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둘째,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은 다문화 초등학생들의 과학 학습
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 연구에서 개발하는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은 단순
창작이나 공작 활동이 아니라 학교 과학수업을 지원하는
과학교육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 완구를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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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ckground of research participants.
ID
A
B
C
D
E
F

Grade
3
6
5
5
3
4

Gender
girl
boy
boy
boy
boy
boy

Mother’s nationality
China
China
Vietnam
Philippines
China
China

로 하여 관련된 기초 과학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과학 교수학습 과정이 되어야한다. 이때 과학개념에 대한
교수학습 활동이 교사 주도의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
의 능동적인 탐구 기반의 수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참여
(engagement), 탐색 (exploration), 설명 (explanation), 정
교화(elaboration), 평가(evaluation)의 단계를 갖는 5E 수
업모형을 적용하였다. 5E 수업모형은 학생 스스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개념을 획득하고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탐구 지향적 학습 모형으로서 [15], 초등학생들의
탐구 능력 향상 뿐 아니라 인지 수준의 발달과 과학적 태도
의 함양에 있어 전통적인 수업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1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 완구에 대한 설계-제작-놀이
활동을 5E 수업모형의 정교화 및 평가 단계와 연계하여 참
여 (engagement), 탐색 (exploration), 설명 (explanation),
설계 (design), 제작 (making), 발표 (play) 의 6단계로 구성
되는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 모형을 제안하였다 (Table 2).

Academic characteristics
Interested in making activity, but not in science.
Interested in science and making. Confident and gentle.
Interested in science and making. Shy but active in lesson.
Much interested in science. Actively engaged in all activities.
Not confident in science, but active in making activity.
Interested in science and making. Shy but active in lesson.

Fig. 1. (Color online) Students’ activities in science toy
making lesson: (a) Students explore the basic scientific
concept using toys, (b) Students design and make their
own DIY toys with given everyday materials.
그 앞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친숙하고 호기심을 끌어낼만
한 기성품 완구를 도입하여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기초 과학개념을 탐색하도록 하였다 (Fig. 1(a)).
이어지는 뒤 차시에서는 앞서 탐색한 과학 개념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구하기 쉬운 친숙한 재료들을 활용하여 과학
완구를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형태로 수업을
적용하였다 (Fig. 1(b)). 수업 후반부에는 학생들이 만든
완구를 가지고 놀다가 수업 종료 이후에는 집으로 가져가도
록 하였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의 언어적 및

3) 주제 선정 및 수업 내용 개발

문화적 차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쉬운 어휘와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 활동지 (Fig. 2) 를 활용하였다.

수업의 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수업의 내용을 개발
하기 위하여 먼저 연구 대상인 초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과학 교과를 기본으로 물리
관련 개념들을 추출하였다 [17]. 이 연구에서는 무게, 속력,
자석, 전기회로 등 4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각 주제별
2차시, 총 8차시의 수업으로 개발하였다. 수업의 주제와
차시별 주요 내용은 Table 3와 같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1) 정량적 자료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수업 적용 전과 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아영과 박인

3. 과학 완구 만들기 활동 수업 적용

영 [18]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평가도구를 과학 교과
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 평가도구는 과학학습에

과학 완구 만들기 활동 수업은 앞서 설정한 수업 모형에
따라 다문화 초등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학생 스스로 능동
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총 4가지의
주제에 대하여 각 주제별 45분씩 2차시로 구성하였는데,

대한 과제난이도 선호 (preference for challenge), 자기조절
효능감 (self-regulatory efficacy), 자신감 (self-confidence)
등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6점 리커트 척도로서 총
2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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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structional model for science toy making lesson.
Phase
Engage

Explore

Explain

Design

Make

Play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y
·The teacher accesses the learners’ prior knowledge and helps them become engaged in a new concept through
showing science today and short activities that promote curiosity.
·The activity should make connections between past and present learning experiences, expose prior conceptions.
·Student explores the basic principle or scientific concepts related to science toys while they are manipulating
or playing with them.
·Exploration experiences provide students with a common base of activities within
which current concepts, processes, and skills are identified and conceptual change is facilitated.
·This phase provides opportunities for teachers to directly introduce a concept, process, or skill.
·Learners explain thei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An explanation from the teacher or the curriculum
may guide them toward a deeper understanding.
·Teachers challenge and extend students’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skills.
·Learners design their own science toy based on what they learned in the previous phase.
·Learners make their own science toy using everyday materials familiar to them.
·This phase enhances learners’ confidence and creativity through failure and success during
active participation.
·Learners present the toys made by themselves, and play with each other using the toys.
·This phase encourages students to assess their understanding and abilities and provides opportunities
for teachers to evaluate student progress toward achieving the educational objectives.

Table 3. Topics and physics concepts of science toy making lesson plan.
Topic

Key concepts

Balancing toy

weight, balancing (Grade 3 4)

Moving fast

speed, energy (Grade 5 6)

Spinning magnets

magnetic force, properties of magnet (Grade 3 4)

The way of electricity

electric circuit (Grade 5 6)

Activities
-explore about weight and
center of mass using
balancing toy
-design and make DIY
balancing toy with everyday
materials
-explore the concept of
speed and movement using
toy cars
-design and make DIY
moving toy with rubber band
-explore the properties of
magnets using compass and
spinning magnet toy
-design and make DIY
magnet toy using kit
-decompose the battery
operated toy and explore the
electric circuit
-design and make DIY
electric circuit using
electric conductive clay

Example of toys

이 연구에서는 참여한 학생들의 과학학습에 대한 학업적

기 전과 후에 각각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자기효능감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4주 프로그램이 시작하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문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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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ructure of survey tool to investigate the academic self-efficacy.
Factor
Preference for challenge

Self-regulatory efficacy

Self-confidence

Meaning
Tendency to select a
challengeable and concrete task
even beyond one’s capacity
Ability to control one’s
behaviour according to the task
set by oneself
Belief or confidence on one’s
academic performance

Example
I’m interested in challenging a
complex and difficult science
question.
I usually plan ahead,
and study according
to the plan
I’m anxious if a teacher may call me to
solve a problem in science classroom.

Item number
10

10

8

의해 진행되었으며, 면담하는 전 과정은 동의 하에 녹화하여
전체 면담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면담 자료의 분석은 Giorgi [20]의 기술현상학적 분석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과정을 따라서 ‘연
구참여자로부터 경험에 대한 기술’, ‘현상학적 환원의 수행’,
‘본질적인 심리학적 의미 도출’의 3단계를 따라 의미를 해
석하였다. 해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부분적인 이해를
전체와 비교하여 되먹임 하는 해석학적 순환 과정을 기본으
로 하였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복수의 연구자가 독립
적으로 해석한 뒤 공동 검토 (peer-debriefing) 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또한 해석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
업 녹취록, 수업 영상, 교사의 현장노트, 지도교사와의 면담
자료 등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Fig. 2. (Color online) An example of worksheet to assist
student’s language proficiency.
등학생의 과학학습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사전과 사
후에 의미있게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III. 연구 결과
1. 과학 완구 만들기 활동 수업을 통한 과학 학습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변화

t-검정을 실시하였다.
1) 정량적 분석
2) 정성적 자료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면담을
통하여 정량적 자료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심층 면담에 적
용된 방법은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김은하와 권혁순 [19]의
연구에서 과학전람회 참여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계한 질문 내용을 이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이 면담 단계는 생애사적 이해 (개인 배경),
상세한 이해(경험 기술), 의미와 반성(경험 반성) 3가지 단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애사적 이해 5문항, 상세한 이해 4
문항, 의미와 반성 8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5). 면담은 실제 수업을 진행한 연구자 중 한 명에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에 참여한 다문화 초등학생의 과학
학습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알아보고 수업
전과 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전과 사후 각각 독립
적으로 설문지를 투입하였으며, 응답 결과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 결과 Table 6의 결과를 얻었다. 결과를 보면 과제
난이도 선호와 자신감 요인에서는 하락하고 자기조절 효
능감에서는 증가한 수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수치는 아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자체가 다문화 가정 학생
으로 한정하였기에 전체 대상 학생이 8명이었고 그중에서
4주간의 수업을 모두 참여하고 사전과 사후 검사에 모두
응답한 학생수는 6명으로 더 줄었다. 따라서 표본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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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age of interview and interview questionnaire.
Stage
Understanding
of life history
(personal background)

Detailed
understanding
(description of
experience)
Meaning and
reflection
(reflection on
experience)

Question
1) Are you interested in science?
2) Are you confident in learning science?
3) Have you participated in science activity out of school?
4) What is your preferred learning style?
5) Would you describe your everyday school life? (relationship with peers and
teachers, any problem in communication, etc.)
1) Describe the meaningful experiences for you in science toy making lesson.
2) How was teacher’s guide or explanation in science toy making lesson?
3) How did you utilized the worksheet in science toy making lesson?
4) How was the science toys in science toy making lesson?
1) What was difficult for you in science toy making lesson? And why?
2) What was good for you in science toy making lesson? And why?
3) What was unsatisfied for you in science toy making lesson? And why?
4) What was the salient event for you in science toy making lesson? And why?
5) What was difference between science toy making lesson and other lessons?
6) Is there any change for you after the science toy making lesson?
7) Did the science toy making lesson effect on your normal life?
8) What do you want to tell your friends about the science toy making lesson?

Table 6. Paired t-test for the change of academic selfefficacy.

통한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

Mean
Diff
t
p
Pre Post
Preference for challenge 3.95 3.30
0.65
0.995 0.366
Self-regulatory efficacy 3.40 3.83 -0.4333 -0.891 0.414
Self-confidence
4.92 4.25 0.6667 1.387 0.224

단기간에 적용된 프로그램에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

Factor

N=6, p<.05

지만,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의 샘플 수가 작았다는 점과
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응답 대상 학생이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28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응답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Table 7. Wilcoxon single ranked test for the change of
academic self-efficacy.
Factor
Preference for
challenge
Self-regulatory
efficacy
Self-confidence

rank
negative ranks 4.00
positive ranks 4.00
negative ranks 4.00
positive ranks 4.00
negative ranks 3.40
positive ranks 4.00

Z

p

-1.014

.310

2) 정성적 분석
연구자들은 정량적 분석에서 확인할 수 없없던 학업적 자
기효능감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심층 면담 자료를 정성적으

-1.014

.310

-1.367

.170

의 요소인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등의

N=6, p<.05

요소를 추가하였다. 즉, 어려운 과제에 대한 도전감, 스스로

로 분석하였다. 이에 심층 면담 질문에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학학습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과학학습에
매우 적어서 t-검증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비모수
통계방법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 방법을 동원하여 t-검증
결과를 다시 확인하여 Table 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결
과적으로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 전후의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량적인 방법으로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을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면담 질문에 추가하여 학
생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만 보면, 과학 완구 만들기 수
업에 참여한 다문화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고 난 이후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싶고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해결해
나가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수업에 참여 후 학생
들은 학교에서 모르는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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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답하였고 발표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답하

위의 사례에서 이 학생은 완구를 가지고 노는 활동을 수업

였다. 학생들은 설계-제작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자체라고 인식하지 않고 수업의 집중을 유도하는 활동 또는

재도전을 하여 실패한 경험을 성공의 경험으로 바꾸며 더

학습의 보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많

높은 자신감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다문화 센터에 근

은 학생들은 수업의 도구로서 완구를 낯설어할 뿐, 완구를

무하는 지도교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확인할

가지고 노는 데에는 적극적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이

수 있었다, 다만,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

수업 전체를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완구를 가지고

인 후속 연구를 통한 정량적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놀았던 경험을 언급하고 있었다.
면담자: 그러면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 다문화 초등학생들의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 경험
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뭐였어?
학생 B: 저는 제일 첫 번째
면담자: 첫 번째가 왜?

이 연구에서는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 경험이 참여 학생
에게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학생들과의 면담 결과 해석은 앞 절에

학생 B: 첫 번째부터 장난감을 주니까
면담자: 그게 어땠는데?

서 언급한 Giorgi [20]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과 절차를 따라

학생 B: 보통 학교에서 방과 후 하면 그런 거

수행하였다. 연구자들은 면담 전사자료와 수업 동영상을

안주고 ... 그런데 이거는 들고 가서도 할 수

바탕으로 각자 독립적으로 현상학적 순환을 적용하여 의미

있잖아요?

를 추출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연구자의 해석을 함께 공유
하며 비판하면서 공통점과 모순점을 찾았다. 면담 자료를

이 사례에서 학생은 완구를 가장 기억에 남는 요소로 꼽

해석함에 있어서 수업 녹취록, 수업 영상, 교사의 현장노트,

으면서 그 이유를 수업 후에도 집에 가지고 가서 놀 수 있기

지도교사와의 면담 자료 등의 정성적 자료를 추가로 활용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집에 가져갈 수 있다는

하여 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매력을 느낀 학생들이 많은데, 이는 완구가 본인이

과정을 반복하여 연구자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본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교구와 근본적으로

질적 의미를 추출하였다.

다르다는 점과 연관된다. 대부분의 과학 수업 시간에 활용
하는 재료들은 실험을 위한 자료나 기자재로서 학생이 소유
하고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완구, 특히 자신이

1) 교구가 아닌 놀이감으로서 과학 완구가 갖는 행위

직접 설계하고 만든 완구의 경우에는 더욱 온전히 본인의
작품으로서 학생이 온전히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다. 과학

성

완구를 학습 교구가 아니라 놀이감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과학 완구는 공부를 위한 도구나 대상이 아니라 재미를

과학 수업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위한 놀이감으로서 학생들에게 더 큰 의미를 갖는다. 학생

행위성 (agency) 을 부여하여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들에게 탐구를 위하여 과학 완구가 주어졌을 때 학생들은

수업 이후에도 그 행위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완구를 탐구의 대상으로서 여기기보다는 놀이감으로 인식

수 있음을 시사한다 [21].

하였다. 학생들이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을 놀 수 있는 시
간이라 언급하였는데 그 이유가 완구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라고 판단된다.

2) 능동적 참여 활동이 주는 어려움과 성취감

면담자: 선생님이 그때 만드는 거 말고 처음에

과학 완구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장난감으로 다 줬잖아. 그때 선생님이 준 장난

‘어려움’의 경험과 ‘성취’의 경험을 동시에 제공한다. 연구

감은 어땠어?

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은 만들기 활동

학생 A: 장난감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주니까

을 좋아했다. 여학생의 경우도 과학 자체는 싫어하더라도

뭔가 좀 안 하는 것 같고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만들기를 싫어하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면담을 통하여

것 같았어요. 마지막에 주면 조금 더 집중할 수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의 만들기 활동이 재미있었으나 어려

있지 않았을까요...

웠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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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s of students’ design for balancing toy:
(a) considering least scientific principle but not elaborate
(b) focusing on appearance without engineering design.
면담자: (중략) 어려운 점은 없었어?
학생 B: 자동차 만들기 때 (완성 못해서) 아쉬
워요.

이 사례에서 학생은 가장 기억에 남은 일로 ‘망한’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학생들이 기억하는 ‘망한’ 활동은 공작의 어
려움 때문에 완구 만들기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거나 힘들게
완성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때도 어려움의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아쉬움의 감정 또는 성취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면담 장면과 수업 영상을 통해서도 일부 학생들은 만
들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완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정
적인 반응보다는 성취감의 반응을 더 잘 찾을 수 있었다.
제작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작에 성공하였을 지도 모르지만,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자유도가 높은
열린 제작 과정이었기에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제작하고 자
신감을 얻고 성공하였을 때 보다 큰 성취감을 느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학생들의 제작 과정을 보니 시간이 좀 더
길었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면담자 : (중략) 그 때 자동차 만들어야할 때
비행기 만들었지?
3) 문화적·언어적 변인보다는 사회적 · 심리적 변인이

학생 B: 네, 그러다 망했어요 (웃음)
중요
학생들이 공작 활동을 좋아하는 것과 그것을 쉽게 여기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좋아하지만 실제로 수행하기
에는 어려울 수 있다. 공작하는 활동이 초등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비록
교사가 도움을 주기도 하였으나) 학생들이 완구를 직접 설
계해보고 만들어야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실제로 학생들은 설계 과정에서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설계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설계는 대부분 정교하지
않았으며 일부 학생은 아예 설계를 하지 못했다(Fig.3 (a)).
또 설계를 한 학생도 공학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겉모양을
꾸미는 데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아(Fig.3 (b)) 다문화 초등
학생들에게 직접 설계를 하도록 하는 활동은 어려워 보인다.
제작의 경우도 학생들이 어려웠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
는데, 어려움의 원인은 너무 광범위한 자유도였다고 판단
된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도 덕분에 학생들은 재미를 느끼
고 도전을 하였으며 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여 성취한
경험이 학생들에게는 더욱 기억에 남는 장면이 되었다.
면담자 : 수업하다가 가장 자세하게 기억나는
거 있어?
학생 B: 마지막에 하다가 망한 거 생각나요.
면담자: 그래도 그때 성공하지 않았니?
학생 B: 네 결국 성공하긴 했어요.
학생 A: 저는 마지막에 반죽으로 했다가 망할
뻔 했는데 된 거요.

다문화 초등학생들의 문화적 및 언어적 차이는 과학 완
구 만들기 수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학생들과 면담이나
다문화센터 선생님과의 면담을 살펴본 결과 학생들의 한국
어 능력은 또래 한국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학생들의 한국어 문해력을 고려하여 쉬운 어휘와 핵심어를
강조한 활동지는 기대와 달리 활용도가 낮았다. 그러나 이
는 참여 학생들의 한국어 문해력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 위주로 구성된 수업 구조의 특성상
학생들이 강제로 활동지를 작성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생
기는 현상으로 파악했다. 또한 한글 문해력 향상을 고려한
접근들(쓰기를 강조한 활동지, 단순하고 쉬운 교사의 설명)
이 학생의 문해력에 영향을 주었다기 보다 일반적인 활동
안내에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면담을 통해 한글
사용을 강조한 활동지의 활용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도 활동지는
별로 인상 깊지 않았고 의미 있게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면담의 첫 단계로 개인적인 생애사를 살펴본 결과를
보더라도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생활도 즐겁고 교우
관계도 원만한 걸로 반응하고 있다. 즉, 다문화 가정이라는
배경으로 인한 언어적 및 문화적 차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나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어 구사로 인한 문제점은 찾을 수 없었다. 다문화 센
터에 근무하는 담당 교사들의 조언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들에게 문화적이거나 언어적인 차이로 인한 어려움보다는
이들이 5 – 6학년이 될 즘 한국 부모 학생들과 다름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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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아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신감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계
학생처럼 겉으로 차이가 거의 없는 학생들은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지만 필리핀이나 베트남계처럼 겉으로 차이가
나는 학생은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연구에서 애초에 의도한 언어적 지원을 통한 접근은 유효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언어나 문화적인 접근 못지않게
학생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성숙에 따른 자아정체성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면서 수업의 주체가 교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인식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과학 완구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수
학습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작용하였다. 교사가 주도하지 않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과학 완구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의 요인이 되기도 했으나, 실패의 경험이나
성공의 경험 모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얻는 경험이라는 점
에서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을 인상깊게 기억하고 의미있게
여기고 있었다.
셋째,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에서 다문화 초등학생들의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하여 과학 완구 만들기를
기본 활동으로 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적용함으
로서, 이러한 활동이 다문화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에 참여한 다문화 초등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러한 수업
경험이 다문화 초등학생들의 과학 학습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인 자
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얻은 결론과 이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 전후에 다문화 초등학생들
의 과학학습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러한 수업의 참여 경험은 학생들에
게 도전감과 성취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 이후에 진행한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은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에서 완구를 직접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
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을 표현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억에 남은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오히려 학생들은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
활동을 하고 난 이후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싶어하며,
학교 과학수업에서도 이전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
였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도전하여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경험을 통하여 더 높은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둘째, 과학 완구 만들기 수업은 다문화 초등학생들에게
능동적인 주체자로서 행위성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
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 초등학생들에게 과학 완구는 교
사가 주도하는 학습을 위한 교구가 아니라 학생이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놀이감으로 인식되었다. 학생들은 스스로
완구를 만들고 자신이 만든 완구를 가지고 노는 활동을 하

문화적 및 언어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국어 문해
력을 강조하는 활동지 쓰기와 비언어적 설명 등과 같은 문
화적 · 언어적 고려는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에서 중요한
변인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 참여한 다
문화 가정 초등학생들이 또래 한국 부모 학생들과 문화적 ·
언어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서 모든
다문화 학생의 과학 학습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오래 생활한 다문화 학생이라면 이
연구에서와 같이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인 면이 별로 중요한
요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문화나 언어에 의한
어려움은 없을지라도 초등학교 고학년을 넘어서 부모님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자아정체성에서 혼
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이들의 과학 교수학습에서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문화 초등학생을 위한 능동적인 과학 학습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 완구를 활용하고 능동적 탐구학
습의 형태로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지만, 실제 수업을
적용하며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를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스스로 완구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것은 초등
학생들에게 아직 어려워 보였다. 따라서 처음 의도와 달리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나타났다. 둘째, 주어진
재료와 학습한 개념을 활용하여 스스로 완구를 설계하는
부분에서 학생들은 예상보다 많은 어려움을 보였다. 학생
들에게 완구를 설계하는 시간을 주었지만, 많은 학생들은
자신만의 설계를 하기 보단 교사의 예시를 기반으로 외적
인 디자인을 주로 하였다. 셋째, 제작 활동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학생들에게는 시간이 촉박하였다.
사실 당초 수업을 기획할 때에도 제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주도록 구상하였으나, 이는 설계를 제대로 했다고 가정하고
부여한 시간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설계를 올바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작 활동을 하게 될 때 자주 실패를 겪게
되고, 설계와 제작을 반복하며 완구를 제작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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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과학 교수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예시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수업 참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자가 계획한 수업에 대해서 실제로
다문화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경험하는지를 기술했다
는 점에서 앞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과학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과학교육과정과 연관된 다
양한 과학 완구들을 발굴하고, 완구에 대한 지도안 개발과
교수학습에 적용한 경험이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면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과학교육에
보다 의미있게 공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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