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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변화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과 노력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을까? 변화에 대한 스스

로의 고민과 노력 없이 우리의 과학 수업을 개선하고, 과학 교육에 

대한 안목과 교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아마도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Fullan(1993)은 교사가 변화를 주도하고 

스스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여러 교육개혁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학교 안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부의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변화를 위한 교사 

자신의 고민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사는 반성적 

실천가로서 자신의 교수 실행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비판적 반성을 

수행함으로써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Chin & Ham, 2009; Schön, 1987; Sparks-Langer & Colton, 1991). 

‘적응적 전문가(adaptive expert)’로서의 교사에 주목함으로써 교사의 

변화대처역량을 강조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Bransford, 

Brown, & Cocking, 2000). 즉,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익숙한 

문제의 해결 능력만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선도하

는 적응적(adaptive) 전문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Anthony, 

Hunter, & Hunter, 2015; Joung & Kim, 2006). 아울러, 교사의 전문성 

및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끊임없이 자신의 교수 행위와 교수 장면에 대해 성찰하고 이

를 토대로 수정과 갱신을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Uhm, 2012a). 즉, 성공적인 교육 개혁과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서는 교사의 신념, 지식, 교수 실행을 변화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orko et al., 1997; Guskey, 2002).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우리 자신의 과학 수업과 전문성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교사의 ‘변화역량

(change capacity)’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변화역량1)이란 “교사 스스로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어나가려는 목

표를 토대로 실제 변화를 일궈내기까지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교사의 

능력”(Uhm, 2012a, p. 193)을 말한다. 즉, 현장의 상황을 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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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면서 해당 문제나 상황을 긴밀히 포착하여, 이를 토대로 교사 

본인에게 필요한 변화의 내용 및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때 교사는 변화의 주체로 인식되며 스스로의 자발성과 능동성이 

중요한 특징으로 강조된다. 다시 말해서, 교사는 자발적이며 적극적

으로 해당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자이며, 교사의 맥락은 교사 

본인이 잘 알고 있기에 교사 스스로 변화능력을 키워야 진정한 교육

활동 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Uhm, 2012a).1)

이러한 변화역량의 요소로 Fullan(1993)은 개인적 비전 설정

(personal vision-building), 탐구(inquiry), 숙달(mastery), 협력

(collaboration)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적 비전의 설정은 우리가 왜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관련된다. 개인적 비전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가 왜 가르치고 있는지를 반복해서 검토하게 된다. 그러

면서 우리는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를 위해 특정한 입장을 선택하게 

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과 그 조직의 운영 방식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Block, 1987). 개인적 비전은 조직이나 단체와는 독립적으로 개

인 내부에서부터 설정되지만, 일단 설정되고 나면 조직이나 단체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적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조직이

나 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적절한 개선의 방향을 생각하기 어려우며, 

외적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쉽게 무시해버리게 되기 때

문이다. 둘째, 탐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지속적인 학습을 위

해 규범과 습관, 기술 등을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탐구는 개인

적 비전과 목적을 형성하고 개혁해나가는 데에 필수적이다. 즉, 탐

구는 활력(vitality)과 자기 갱생(self-renewal)의 엔진이다(Pascale, 

1990). 셋째, 숙달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넘어 그것들

이 어디에 적합한지 알고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

다. 숙달은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좀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넷째, 협력은 말 그대로 소규모이

건 대규모이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어떤 일을 수행함을 뜻한다. 

우리가 스스로의 독단적인 활동만 고수한다면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Fullan & Hargreaves, 1991). 

한 개인의 힘은 효과적인 협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들 

4가지 변화역량의 요소들은 학교 제도와 수업 상황에서 각각 ‘공유

된 비전 설정’(shared vision-building), ‘조직의 구조, 규범, 그리고 

탐구의 실행’(organizational structures, norms, and practices of 

inquiry), ‘조직 구성원 간의 기술과 노하우의 확장된 목록 개발’(the 

development of increased repertoires of skills and know-how among 

organizational members), 그리고 ‘협업 문화’(collaborative work 

cultures) 등에 대응한다(Fullan, 1993). 한편, Uhm(2012b)은 변화역

량을 개인적 성장과 자율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고, 진정한 

의미의 관계 맺기와 협력적 관계를 통한 발전을 만들고, 인식하는 

정도를 넘어 실제로 실천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변화역량이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의 특성을 범주화

하여 비전, 성찰, 숙달, 관계, 인식, 실천, 성격특성 등의 7개 범주로 

변화역량의 요인을 제안하였다.

1) 변화역랑은 학자에 따라 ‘change capacity’(e.g., Fullan, 1993)을 쓰기도 하고 
‘change capability’(e.g., Uhm, 2012a)를 쓰기도 한다. 이중에서 Uhm(2012a)
은 ‘change capability’를 ‘변화능력’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Uhm(2012a)의 연구 역시 Fullan(1993)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음에 주목하여 change capacity와 change capability를 
모두 ‘변화역량’으로 기술하였다.

그동안 교사들은 잘 변화하지 않으려 하거나 변화하더라도 그 변화

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수

업, 교재 연구, 학급 경영, 생활 지도, 그 밖의 학교 업무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나름의 적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Jung & Yang, 2016), 이러한 경험에서 형성된 습관적 교수 관행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Attard, 2007). 반복된 실행 패턴은 

매일의 일들이 어렵지 않게 수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지 부담만을 

요구할 뿐, 심도 깊은 반성적 과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Grant, 

2001). 교사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자발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일회성 연수 중심의 교사교육으로는 일시적인 변화만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Lee, 2006). 그런 점에서, 현장의 실행 주체인 교사 

스스로의 문제 인식과 자발적 의지가 뒷받침된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Fullan, 1993; Kwon & Kim, 2011). 습관적인 교수 관행을 벗어나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실행주체인 나와 나를 둘러싼 맥락

에 대한 성찰 및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변화역량은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하는 행동과 판단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길 바라는지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Holland et al., 1998).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이해’는 앞서 언급한 변화역량의 한 요소인 개인적 비전 설정에 

토대가 되며, 나의 수준을 파악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변화

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Uhm 

(2012b)은 교사가 비전과 목표가 있을 때, 현 수준 및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을 때, 그리고 관계적 소통과 몰입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자발적인 변화를 시도함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즉, 나의 비전

과 목표, 그리고 나의 현 수준에 대한 자기이해가 있을 때 교사는 

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이

해는 진로정체성 등 직업 선택과 적절한 직업행위 및 이를 위한 노력

과도 관련되어 있어(Chartrand et al., 1990; Lee & Oh, 2013; Watson, 

2006), 근래 교사교육 연구에서 전문성 발달 과정의 핵심으로 주요하

게 다루어지고 있기도 하다(Beijaard, Meijer, & Verloop, 2004).

자기이해에 바탕을 둔 변화역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된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과학교육과 직접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기존 교사교

육에서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 교사와 예비교

사들의 반성적 사고와 실천이 강조되어 왔다(Cruickshank, 1985; 

Dewey, 1910; Lee, 2005; Schön, 1987; Sparks-Langer & Colton, 

1991). 국내에서도 예비과학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반성적 사

고와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Chung et al., 2007; Lee, 

2010; Park et al., 2007; Yoon, 2013). 반성적 사고와 성찰은 자기이해

와 변화역량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Fullan, 1996; Uhm, 

2012b). 이러한 점에서 기존에도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사 전문성 계발 프로그

램들이 현장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교사 개인 내

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점

(Park, 2003), 자발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일회성의 교사교육에 그쳤다

는 점(Lee, 2006), 그리고 전문성 계발에서 변화의 유지에 대해 소홀

했다는 점(Guskey, 2002; Loucks-Horsley et al., 1987 & 1998) 등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과학교육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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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예비과학교사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기대되는 예비과학교사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 등에 대해 분석하

고 이를 교사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 실행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학교육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변화역량과 관련된 인식조사

나 이를 위한 조사 도구조차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등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과학교육 

관련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초등예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이해와 자신의 변화역

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예비교사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교사교육 프

로그램과 교수 실행 전략에 반영하는 데에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도구의 개발과 적용은 Table 1과 같이 충청 지역의 

1개 교육대학교 초등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회수된 총 

설문 부수는 160부였고, 이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응답자 7명을 

제외한 총 153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은 초등교사로서 자신

에 대한 고민의 경험이 있는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임용

고시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

서 설문의 대상은 주로 4학년 예비교사들이었으나, 임용고시 특강에 

참여한 2학년 2명과 3학년 8명이 포함되었다. 이중 남학생은 34명

(22.2%), 여학생은 119명(77.8%)이었다.

2. 조사 도구의 개발 과정

초등예비교사들의 과학교육 관련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한 인

식 조사 도구는 Kelchtermans(2009)이 제안한 자기이해의 5가지 요

인, 자기이해와 관련하여 Campbell et al.(1996)이 개발한 12개의 척

도, Chartrand et al.(1990)가 개발한 진로 요인 목록에서 자기 지식의 

필요성과 관련된 4개 문항, Fullan(1993)의 변화역량에 대한 4개 변화

역량 요인, Uhm(2012b)의 변화역량에 대한 정의 및 7개 변화역량 

요인과 변화역량이 우수한 교사의 특징으로 서술된 총 71개의 문장, 

목표의식 등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Jang & Kim(2009)의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45개 문항 등을 참고하여, 과학교육 전공 

교수 4인이 참여하는 10여 차례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기존 요인과 

문항들의 검토와 수정, 삭제, 추가 등을 통해 개발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크게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문항 세트와 변화역량

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문항 세트를 1차 개발하였다. 그런데 초등교사

는 초등학교 교과를 모두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등예비

교사로서의 인식과 초등 과학 예비교사로서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자기이해는 ‘초등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에 대한 인

식’과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로 나누었고, 

변화역량은 ‘일반적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과 ‘초등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하위 문항 세트를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각 문항

별로 제시된 내용에 대해 ‘강한 긍정’에서 ‘강한 부정’에 이르는 5단

계 Likert 척도 형태로 표시하도록 개발하였다.

1차 개발된 조사 도구의 타당성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당

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본적합도(Kaiser-Meyer-Olkin: KMO) 

측정을 한 후,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요인

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인간의 상관이 많은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방법(Kieffer, 1998)을 사용하

였다. 이때, ‘자기이해’와 ‘변화역량’ 문항 세트는 다시 각각의 하위 

문항 세트별로 요인분석을 하되, 요인분석 결과를 반영해 수정 보완

할 때는 동일한 내용 특성의 문항들이 각각의 하위 문항에 모두 포함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하위 문항 세트들이 모여 하나의 문항세트

를 이루고 있는 본 조사 도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하위 문항 세트 사이

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예를 들어, 자기이해 문항 세트는 

‘초등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과 ‘초등 과학 예비교사

로서의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의 2가지 하위 문항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가지 하위 문항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은 그 내용은 

유지하되 상황만 변경하여 다른 하위 문항 세트에 포함되어 있다(예

를 들어, 첫 번째 하위 문항 세트의 “초등교사는 내가 원하는 진로이

다.”라는 문항은 두 번째 하위 문항 세트에도 “초등 과학 교사는 내가 

원하는 진로이다.”라는 문항과 대응된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요인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문항을 삭제하거나 문항 구성을 수정 보완

할 때 각 하위 문항 세트에 대응되는 문항이 존재하도록 수행하였다. 

한편,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계수 산출을 통해 수행하였다. 이

후, 1차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도구 문항의 

요인과 문항 구성을 수정 보완하여 2차로 인식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

다. 2차로 개발한 인식 조사 도구에 대해 다시 타당도과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초등예비교사들의 과학

교육 관련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를 제작하였다.

3. 조사 도구의 적용 및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초등예비교사 153명의 자기

이해와 자신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

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Likert 5점 척도인 각 문항별 평균과 각 요인별 

평균을 분석하고, 일반적 상황과 초등예비교사로서의 상황, 초등과학

예비교사로서의 상황에 따라 요인별 응답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를 

회수된

설문부수

분석한

설문부수

성별 학과계열 고교계열

남 여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체능 문과 이과

160 153 34명 119명 65명 58명 30명 136명 17명

Table 1. Participant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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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초점을 두어 각 요

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초등예비교사

의 변화역량 증진을 위한 전략 개발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 도구의 개발 및 수정

가. 조사 도구의 1차 문항 개발

초등예비교사들의 과학교육 관련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한 인

식 조사 도구는 크게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과 ‘변화역량에 대한 인

식’의 2개 문항 세트로 개발하였다.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 문항 세트

는 Kelchtermans(2009)이 제안한 자기이해의 5가지 요인, 즉, 자기이

미지(self-image), 자아존중감(self-esteem), 직업동기(job motivation), 

과제인식(task perception), 미래 지향(future perspective)과 Campbell 

et al.(1996)에서 논의한 자기 명료성을 바탕으로 요인을 구성하였다. 

이후 4인의 과학교육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요인의 단순화

를 위해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요인들을 좀 더 

상위의 범주로 묶고, 초등예비교사로서 해야 할 일과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포함하여 총 3개의 요인, 

즉, 자기개념 명료성, 진로정체성, 자기효능감으로 구성하였다. 각 요

인별 구체적인 문항의 작성에 있어서는 Kelchtermans(2009)에서 언

급된 각 요인별 문항의 예시들(예를 들어, “적합한 교사로서 나는 무

엇을 해야만 하는가?”, “나는 미래의 교사로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등)과 자기이해와 관련하여 

Campbell et al.(1996)이 개발한 12개의 척도(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다.”, “내가 원한다고 하더

라도 나는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기 힘들

다.” 등), Chartrand et al.(1990)가 개발한 진로 요인 목록에서 자기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과 관련된 4개 문항(예를 들어, “직업 선택을 하기 

전에 나의 개인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등” 등을 참고하

여 1차 개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선 총 3개의 요인으로 구성

된 기본 문항 세트, 즉 ‘자기개념명료성’(3개 문항), ‘진로정체성’(5개 

문항), ‘자기효능감’(7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모든 문항은 각 문항별

로 제시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강한 긍정’, ‘긍정’, ‘보통’, 

‘부정’, ‘강한 부정’의 5단계 Likert 척도 형태로 표시하도록 개발하였

다. 이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예비교사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 문항의 문구를 변형하여 각각 (a-1) 초등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

해에 대한 인식, (b-1)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

의 하위 문항 세트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이렇게 1차 개발된 초등예비

교사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조사는 총 3개 요인의 30개 문항으로 

그 구성은 Table 2의 상단부와 같다.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문항 세트는 Fullan(1993)의 제시한 변화

역량에 대한 4개 변화역량 요인, 즉, 개인적 비전 설정, 탐구(inquiry), 

숙달(mastery), 협력(collaboration)을 기본적인 요인으로 설정하되, 

Uhm(2012b)에서 보고한 7개 변화역량 요인, 즉, 비전, 성찰, 숙달, 

관계, 인식, 실천, 성격특성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다. 이후, 4인의 

과학교육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변화의 필요성 인식과 변화

의 결과 인지 요인을 추가하였다. 각 요인별 구체적인 문항의 작성에 

있어서는 Uhm(2012b)에서 변화역량이 우수한 교사의 특징으로 서술

된 총 71개의 문장(예를 들어, “변화에 민감하고 감수성이 높다.”, 

“교육적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 등)과 Jang & Kim(2009)이 

개발한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45개 문항(예를 들어, “나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한다.”, “나는 동료들과 문제를 함

께 해결해 나간다.” 등)을 참고하되, 4인의 과학교육 전문가들의 상호 

검토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문항은 통합하여 서술하고, 초등예비교사

의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선 총 8개의 요인, 즉 ‘변화감수성’(5개 문항), ‘비전’(4개 문항), 

‘숙고’(5개 문항), ‘협력’(4개 문항), ‘성찰’(6개 문항), ‘숙달’(4개 문

항), ‘실천’(4개 문항), ‘변화결과 인지’(4개 문항) 요인의 총 36개 문항

으로 구성된 변화역량 인식 조사를 위한 기본 문항 세트를 개발하였

다. 모든 문항은 각 문항별로 제시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역시 ‘강한 긍정’에서 ‘강한 부정’에 이르는 5단계 Likert 척도 형태로 

표시하도록 개발하였다. 이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예비교사

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 문항의 문구를 변형하여 각각 (c-1) 일반

적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d-1) 초등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e-1)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의 하위 

문항 세트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이렇게 1차 개발된 초등예비교사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조사 문항은 총 8개 요인의 138개로 Table 

2의 하단분에 상술하였다.

나.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 문항세트에 대한 통계적 검증 및 

요인 수정

각각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a-1) 초등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

에 대한 인식과 (b-1)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 

1차 하위 문항 세트(Table 2 참조)에 대해 각각 주성분 분석과 사각회

전 방법으로 1차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a-1) 하위 문항 세트의 

경우(표본 적합도 Kaiser-Meyer-Olkin (KMO) = .934, Bartlett의 구형 

검정 결과 χ2=3600.320 (df=153, p<.000)),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

고, (b-1) 하위 문항 세트의 경우(표본 적합도 Kaiser-Meyer-Olkin 

(KMO) = .934, Bartlett의 구형 검정 결과 χ2=3600.320 (df=153, 

p<.000))에는 총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1차 요인 분석 결

과, 몇몇 문항들의 경우는 특정 요인으로 분류되긴 했어도 본래 의도

했던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고, (a-1)과 (b-1) 하위 

문항 세트의 대응 문항들이 서로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인 근거에 따른 의도

와 다르게 분류된 문항들은 삭제하거나 새로운 요인으로 묶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a-1) 하위 문항 세트의 경우 3개의 

문항을 삭제하고, 1개 문항을 다른 요인으로 이동시킴으로서 총 12개 

문항의 (a-2) 초등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 2차 하위 문

항 세트를 구성하였다. (b-1) 하위 문항 세트 역시 (a-1)에서 삭제하고 

이동시킨 동일한 문항에 대응하는 문항을 삭제하고 이동시켜 총 12개 

문항의 (b-2)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 2차 하

위 문항 세트를 구성하였다.

1차 요인 분석 후 수정 보완한 각각 12개 문항의 (a-2) 초등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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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서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과 (b-2)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 자기이

해에 대한 인식 2차 하위 문항 세트에 대해 역시 주성분 분석과 사각

회전 방법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우선 표본 적합도(KMO)를 측정한 결과는 (a-2) 

하위 문항 세트가 .889, (b-2) 하위 문항 세트가  .928로서 높은 표본 

적합도를 보였고, Bartlett의 구형 검정 결과 역시 각각 χ2=994.502 

(df=66, p<.000), χ2=1386.915 (df=66, p<.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 요인 적재 값이 모두 .477 이상이었으며, 

스크리 도표(scree table)를 통해 고유 값의 안정화 지점을 검토한 결

과 역시 3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 가정한 3개의 초기요인, 즉, 자기개

념명료성, 진로정체성, 자기효능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다만, 

10번 문항(“나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 흥미가 있다.” / “나는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데에 흥미가 있다.”)은 초기에 자기

효능감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개발하였으나, 요인 분석 결과 진

로정체성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과 함께 묶였다. 이는 처음 연구자

들의 예상과 달리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이나 다른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에 흥미가 있고 없고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나 자신감보다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판단이나 만족도와 더욱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된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 2차 문항세

트의 신뢰도를 각 하위 문항 세트별로 분석한 결과, Table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요인별 측정 문항들의 Cronbach’s α 계수가 

.843~.912로 나타나 좋은 신뢰도(George & Mallery, 2003)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고, (a-2) 하위 문항 세트 전체, (b-2) 하위 문항 

세트 전체,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 문항 세트 전체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 역시 각각 .906와 .944, 그리고 .942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개발된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 최종 문항세트

를 [부록 1]에 수록하였다.

문항세트 하위 문항 세트 초기요인 문항 수 내용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

(a-1) 초등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

자기개념명료성 3 초등예비교사로서 자기개념의 명료성

진로정체성 5 초등예비교사로서의 진로정체성

자기효능감 7 초등예비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

(b-1)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

자기개념명료성 3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 자기개념의 명료성

진로정체성 5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진로정체성

자기효능감 7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효능감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c-1) 일반적인 변화역량

변화감수성 5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화 및 변화의 필요성 인식

비전 4 일반적인 측면의 개인적 목표와 비전

숙고 5 일반적인 상황에서 몰입하고 숙고하는 능력

협력 4 일반적인 상황에서 관계 맺기와 협업 능력

성찰 6 일반적인 상황에서 성찰하는 능력

숙달 4 일반적인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숙달된 정도

실천 4 일반적인 상황에서 도전과 실천하는 능력

변화결과 인지 4 일반적인 측면의 변화결과 인지 능력

(d-1) 초등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

변화감수성 5 초등교육 관련 상황에서 변화 및 변화의 필요성 인식

비전 4 초등교육 관련  개인적 목표와 비전

숙고 5 초등교육 관련 상황에서 몰입하고 숙고하는 능력

협력 4 초등교육 관련 상황에서 관계 맺기와 협업 능력

성찰 6 초등교육 관련 황에서 성찰하는 능력

숙달 4 초등교육 관련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숙달된 정도

실천 4 초등교육 관련 상황에서 도전과 실천하는 능력

변화결과 인지 4 초등교육 관련 측면의 변화결과 인지 능력

(e-1)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

변화감수성 5 초등과학교육 관련 상황에서 변화 및 변화의 필요성 인식

비전 4 초등과학교육 관련  개인적 목표와 비전

숙고 5 초등과학교육 관련 상황에서 몰입하고 숙고하는 능력

협력 4 초등과학교육 관련 상황에서 관계 맺기와 협업 능력

성찰 6 초등과학교육관련 황에서 성찰하는 능력

숙달 4 초등과학교육 관련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숙달된 정도

실천 4 초등과학교육 관련 상황에서 도전과 실천하는 능력

변화결과 인지 4 초등과학교육 관련 측면의 변화결과 인지 능력

Table 2. The structure of questionnaire in the instrument (Vers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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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문항 세트 문항 번호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요인

초기 요인 수정 요인
1 2 3

(a-2) 초등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

[6] .884 .426 .388 진로정체성

진로정체성
[4] .861 .306 .410 진로정체성

[10] .835 .515 .477 자기효능감

[5] .797 .604 .415 진로정체성

[9] .251 .828 .310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11] .417 .806 .433 자기효능감

[15] .430 .790 .459 자기효능감

[14] .563 .760 .460 자기효능감

[12] .437 .697 .269 자기효능감

[2] .368 .443 .926 자기명료성

자기개념명료성[1] .381 .484 .881 자기명료성

[3] .519 .274 .828 자기명료성

(b-2)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

[6] .899 .516 -.747 진로정체성

진로정체성
[4] .897 .412 -.616 진로정체성

[10] .882 .554 -.650 자기효능감

[5] .859 .530 -.646 진로정체성

[9] .473 .923 -.558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11] .485 .876 -.629 자기효능감

[15] .570 .845 -.490 자기효능감

[14] .592 .535 -.867 자기효능감

[12] .587 .477 -.867 자기효능감

[2] .717 .486 -.857 자기명료성

자기개념명료성[1] .669 .516 -.842 자기명료성

[3] .626 .626 -.794 자기명료성

Table 3. The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Version 2 of the questionnaire about ‘self-understanding’)

하위 문항 세트 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a-1) 초등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

자기개념명료성 3 .853

진로정체성 4 .871

자기효능감 5 .843

소계 12 .906

(b-1)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

자기개념명료성 3 .865

진로정체성 4 .912

자기효능감 5 .901

소계 12 .944

총계 24 .942

Table 4. The structure of questionnaire about ‘self-understanding’ (Version 2) and the results of Cronbach’s alpha

다.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문항세트에 대한 통계적 검증 및 

요인 수정 

각각 36개 문항으로 구성된 (c-1) 일반적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d-1) 초등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e-1) 초등과학예비

교사로서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1차 하위 문항 세트(Table 2 참조)

에 대해 각각 주성분 분석과 사각회전 방법으로 1차 요인 분석을 실시

한 결과 (c-1) 하위 문항 세트의 경우(표본 적합도 Kaiser-Meyer-Olkin 

(KMO) = .873, Bartlett의 구형 검정 결과 χ2=2716.068 (df=630, 

p<.000)), 총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d-1) 하위 문항 세트의 경우

(표본 적합도 Kaiser-Meyer-Olkin (KMO) = .900, Bartlett의 구형 검

정 결과 χ2=3030.664 (df=630, p<.000))에도 총 7개의 요인이, 그리고 

(e-1) 하위 문항 세트의 경우(표본 적합도 Kaiser-Meyer-Olkin (KMO) 

= .929, Bartlett의 구형 검정 결과 χ2=4082.571 (df=630, p<.000))에는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c-1), (d-1) 하위 문항 세트의 경우는 

처음 이론적으로 제안한 요인 수와 동일하게 7개 요인으로 묶였으나, 

(e-1) 하위 문항 세트의 경우는 4개 요인으로 묶였고, 몇몇 문항들은 

본래 의도했던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고, 각 하위 

문항 세트의 대응 문항들이 서로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항들은 삭제하거나 새로운 

요인으로 묶는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3개

의 하위 문항 세트 사이에 대응 문항들이 동일하게 존재하도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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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문항 세트 문항 번호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요인

초기 요인 수정 요인
1 2 3 4 5

(c-2) 일반적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7] .823 .231 -.405 .308 -.283 비전

목표의식

[11] .812 .447 -.240 .403 -.400 숙고

[10] .781 .414 -.367 .518 -.370 숙고

[6] .759 .267 -.325 .514 -.338 비전

[12] .756 .408 -.414 .370 -.373 숙고

[20] .172 .832 -.115 .219 -.419 성찰

성찰[21] .372 .794 -.382 .184 -.218 성찰

[22] .433 .760 -.234 .291 -.401 성찰

[26] .416 .276 -.894 .293 -.301 숙달
숙달

[27] .388 .289 -.893 .238 -.375 숙달

[3] .384 .245 -.338 .850 -.276 변화감수성

변화감수성[2] .280 .215 .025 .729 -.191 변화감수성

[4] .414 .081 -.445 .701 -.247 변화감수성

[15] .419 .292 -.226 .170 -.854 협력

협력
[16] .374 .403 -.471 .417 -.848 협력

[18] .220 .594 -.294 .428 -.719 협력

[17] .076 .549 -.585 .387 -.703 협력

(d-2) 
초등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6] .852 .200 -.481 .315 -.245 비전

목표의식

[11] .827 .163 -.463 .413 -.485 숙고

[10] .781 .234 -.456 .484 -.544 숙고

[7] .758 .292 -.323 .355 -.286 비전

[12] .693 -.114 -.454 .384 -.531 숙고

[27] .455 .837 -.371 .413 -.381 숙달
숙달

[26] .374 .825 -.391 .348 -.440 숙달

[17] .407 .243 -.882 .345 -.455 협력

협력
[16] .381 .146 -.857 .372 -.388 협력

[18] .503 .266 -.816 .421 -.308 협력

[15] .503 -.136 -.706 .241 -.483 협력

[3] .248 .234 -.268 .885 -.388 변화감수성

변화감수성[2] .515 .318 -.370 .806 -.393 변화감수성

[4] .458 .074 -.484 .780 -.275 변화감수성

[21] .404 .133 -.464 .377 -.889 성찰

성찰[20] .393 .345 -.416 .364 -.854 성찰

[22] .482 .301 -.459 .542 -.834 성찰

(e-2) 
초등과학예비교사로

서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10] .887 -.429 .466 .366 .557 숙고

목표의식

[7] .858 -.515 .542 .327 .500 비전

[11] .855 -.513 .558 .464 .602 숙고

[12] .819 -.568 .505 .434 .652 숙고

[6] .765 -.503 .610 .388 .630 비전

[17] .481 -.916 .322 .590 .531 협력

협력
[16] .466 -.872 .305 .542 .547 협력

[15] .456 -.870 .339 .398 .447 협력

[18] .482 -.867 .279 .611 .489 협력

[26] .540 -.367 .937 .316 .416 숙달
숙달

[27] .663 -.440 .899 .258 .457 숙달

[21] .511 -.647 .382 .918 .596 성찰

성찰[20] .480 -.617 .461 .868 .607 성찰

[22] .574 -.650 .233 .861 .514 성찰

[4] .490 -.509 .246 .523 .881 변화감수성

변화감수성[3] .635 -.580 .477 .428 .868 변화감수성

[2] .715 -.524 .590 .391 .842 변화감수성

Table 5. The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Version 2 of the questionnaire about ‘chang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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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에 대한 인식 관련 2차 하위 문항 세트를 구성하였다.

1차 요인 분석 후 수정 보완한 각각 17개 문항의 (c-2) 일반적 변화

역량에 대한 인식, (d-2) 초등예비교사로서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e-2)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2차 하위 문항 세

트에 대해 역시 주성분 분석과 사각회전 방법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

한 결과, Table 5와 같이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우선 표본 

적합도(KMO)를 측정한 결과는 (c-2) 하위 문항 세트가 .856, (d-2) 

하위 문항 세트가  .895, (e-2) 하위 문항 세트가 .922로서 높은 표본 

적합도를 보였고, Bartlett의 구형 검정 결과 역시 각각 χ2=1058.317 

(df=136, p<.000), χ2=1107.534 (df=136, p<.000), χ2=1563.572 

(df=136, p<.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 

요인 적재 값이 모두 .693 이상이었으며, 스크리 도표를 통해 고유값

의 안정화 지점을 검토한 결과 역시 5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 가정한 8개의 초기요인(변화감수

성, 비전, 숙고, 협력, 성찰, 숙달, 실천, 변화결과 인지)이 총 5개의 

요인(변화감수성, 목표의식, 협력, 성찰, 숙달)으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에 가정한 요인들이 서로 공통적인 요소를 포함하

고 있거나, 문항 자체가 다소 모호한 상태로 기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초기 요인 중 ‘비전’과 ‘숙고’는 인생의 목표 

혹은 초등(과학)교사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와 그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지를 묻는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고, 반면 변

화의 필요성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지를 묻는 문항은 다른 요인으로 

묶였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숙고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요인 설정이 초기 요인에 비해 좀 더 적절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

하여, 이들 문항들을 ‘목표의식’이라는 요인으로 새로이 범주화하였

다. 한편, 초기 요인 중 ‘실천’과 ‘변화결과 인지’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요인 분석 결과 다른 요인으로 묶이거나 3개의 하위 문항 세트, 즉, 

일반적인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초등교사로서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초등 과학교사로서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문항 세트 사이에 

대응 문항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개의 요인은 문항에서 삭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 분석 결과가 삭제된 요인 2개, 즉, ‘실천’

과 ‘변화결과 인지’ 요인이 변화역량과 관련하지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실천은 Uhm(2012b)

에서 변화역량의 한 가지 요인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반성적 실천

(Schön, 1987)이나 변화를 위한 실천의 우선성(Guskey, 2002)을 강조

한 주장들에서도 그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변화결과 인지’ 역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은 요인이지만, 연구자들이 판단

하기에는 스스로의 변화를 반성하고 새로운 변화를 준비한다는 점에

서 변화역량과 무관하지 않은 요인으로 판단된다. 즉, ‘실천’과 ‘변화

결과 인지’ 요인이 요인 분석에 따라 삭제하게 된 까닭은 본 연구의 

도구 개발과정에서 작성된 문항들이 2개 요인의 특성을 충실하면서

도 배타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된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2차 

문항세트의 신뢰도를 각 하위 문항 세트별로 분석한 결과, Table 6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요인별 측정 문항들의 Cronbach’s 

α 계수가 .669~.908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여주었

다. (c-2) 하위 문항 세트 전체, (d-2) 하위 문항 세트 전체, (e-2) 하위 

문항 세트 전체,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문항 세트 전체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 역시 각각 .909, .923, .951, .966으로 나타나 상당

히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개발된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 최종 문항세트

는 [부록 2]에 수록하였다.

2. 초등예비교사들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가. 초등예비교사들의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 문항에 대한 초등예비

하위 문항 세트 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c-2) 일반적인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변화감수성 3 .669

목표의식 5 .881

협력 4 .840

성찰 3 .774

숙달 2 .843

소계 17 .909

(d-2) 초등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변화감수성 3 .777

목표의식 5 .856

협력 4 .836

성찰 3 .855

숙달 2 .826

소계 17 .923

(e-2) 초등 과학 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변화감수성 3 .852

목표의식 5 .906

협력 4 .902

성찰 3 .908

숙달 2 .860

소계 17 .951

총계 51 .966

Table 6. The structure of questionnaire about ‘change capacity’ (Version 2) and the results of Cronbach’s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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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53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예비교사들은 

Likert 척도 5점 만점에 ‘자기개념명료성’은 3.79, ‘진로정체성’은 

3.86, ‘자기효능감’은 3.72로 응답하여, 대체로 자기이해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요인

은 ‘진로정체성’(3.86)이었다. 특히, 초등예비교사로서 자기이해 문항 

세트 중 “[10] 나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 흥미가 있다.”(4.24)

와 “[4] 초등교사는 내가 원하는 진로이다.”(4.14), “[6] 초등교사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다.”(4.14), “[초등교사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다.”(4.09) 문항의 평균 점수는 모두 4.0을 넘어, 초등교사가 

될 예비교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상당히 확고히 가지고 있었으며, 

초등교사라고 하는 진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진로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초등교원 양성 특수목적

대학이라는 교육대학교의 특성상 초등예비교사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 입학하고, 4년간의 대학 생활 속에서

도 초등교원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2015년~2018년 초등임용시험의 경쟁률이 평균 1.39에 지

나지 않아(Ahn, 2018) 다른 진로를 크게 고민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등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초등예비교사로서 자기이해 문항 세트의 

다른 요인들에서도 나타나는데, 응답자들은 “[3] 초등예비교사로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

다.”(4.04)를 포함하는 ‘자기개념명료성’ 요인과 관련해서도 평균 

4.01로 응답하였다. 또, “나는 초등교사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

다.”(4.05)나 “[12] 나는 초등학교 수업 중 학생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3.99), “나는 초등학생들을 잘 가르칠 자신이 있

다.”(3.94)를 포함하는 ‘자기효능감’ 요인과 관련해서도 평균 3.92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초등예비교사들이 적어도 초등예비

교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대체로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진로

정체성과 자기효능감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이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

쳐야 하는 상황과 결부되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Table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등과학예비교사로의 자기이해 

문항 세트에 대한 응답에서는 ‘자기개념명료성’에 대해 3.58, ‘진로정

체성’에 대해 3.56, ‘자기효능감’에 대해 3.53으로 응답하고 있어, 초

등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 문항 세트에 대한 응답에 비해 0.4~.0.5

정도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모두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Table 7 참조). 이러한 차이는 고등학

교 때 문과 계열로 분류할 수 있는 학생이 전제 재학생의 7~80%를 

차지하는 교육대학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Table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등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에 

대한 응답은 응답자의 고등학교 때 문․이과 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초등 과학 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에 대한 응답은 

응답자의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물론, 평

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는 하나 모두 3.5를 넘고 있어 여전히 

요인

(M/SD)

초등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

문과 이과 일원배치분산분석 문과 이과 일원배치분산분석

M SD M SD F p M SD M SD F p

자기개념명료성 4.02 .66 3.92 .53 .332 .565 3.52 .71 4.10 .61 10.541** .001

진로정체성 4.14 .66 4.28 .56 .718 .398 3.48 .81 4.21 .44 13.061** .000

자기효능감 3.90 .60 4.06 .57 1.055 .306 3.46 .73 4.08 .50 11.886** .001

** p < .01 

Table 8. Analysis of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of ‘self-understanding’ in terms of factors according to high school major

요인

(M/SD)
문항

번호

초등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
일원배치분산분석

문항별 요인별 소계 문항별 요인별 소계

M SD M SD M SD M SD F p

자기개념명료성

(3.79/.71)

[1] 3.98 .73

4.01 .64

3.60 .82

3.58 .72 29.534** .000[2] 4.01 .68 3.57 .80

[3] 4.04 .79 3.57 .81

진로정체성

(3.86/.79)

[4] 4.14 .83

4.15 .65

3.43 .93

3.56 .81 49.381** .000
[5] 4.09 .81 3.41 .93

[6] 4.14 .74 3.65 .89

[10] 4.24 .67 3.76 .88

자기효능감

(3.72/.70)

[9] 3.84 .80

3.92 .60

3.53 .93

3.53 .73 26.364** .000

[11] 3.79 .78 3.43 .86

[12] 3.99 .75 3.51 .87

[14] 3.94 .76 3.52 .87

[15] 4.05 .72 3.63 .78

** p < .01 

Table 7. Analysis of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of ‘self-understanding’ in terms of factors and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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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상 

초등예비교사들은 장차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과학을 포함한 초등학

교 10개 교과를 모두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등예비교사

로서의 자기이해에 비해 초등예비과학교사로서의 자기이해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과는 초등예비교사들이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게 될 자신에 대한 명료한 이해나 진로정체성, 그리고 자기효

능감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

고 실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 초등예비교사들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9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예비교사들은 

변화역량의 각 요인들과 관련하여 Likert 척도 5점 만점에 ‘변화감수

성’은 평균 3.62, ‘목표의식’은 3.96, ‘협력’은 4.01, ‘성찰’은 3.99, ‘숙

달’은 3.65로 응답하였다. 이중에서 ‘목표의식’(3.96), ‘협력’(4.01), 

‘성찰’(3.99)에 대해서는 초등예비교사들이 4.0 내외로 응답하여 상당

히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일반적인 변화역량 문항 세트

의 “[22] 나는 나의 생각이 올바른지 되짚어 생각한다.”와 “[20] 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고나면 그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생각한다.”

를 포함하는 ‘성찰’ 요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균 4.21로 응답하여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성찰’은 초등예비교사로서의 변

화역량 문항 세트에서도 평균 4.07의 높은 평균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초등예비교사들이 일반적인 상황이나 초등교육과 관련된 상황

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행동과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되짚

어 본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찰이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중요한 요소임(Uhm, 2012b)을 감안할 때, 변화역량 

측면에서 다분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초등예비교사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성찰’뿐만 아니라 ‘협

력’과 ‘목표의식’에서도 나타난다. 즉, ‘협력’의 경우, 일반적 변화역

량 문항 세트에서 평균 4.10, 초등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 문항 세트

에서 4.14로 응답하고 있어, 초등예비교사들이 일반적인 상황과 초등

교육과 관련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목표의식’과 관련해서도 

일반적 변화역량 문항 세트에서 4.17, 초등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 

문항 세트에서 4.11로 응답하고 있어, 초등예비교사들이 스스로에 대

해 자신의 목표에 대해 고민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전을 포함하는 목표의식과 협력 역시 변화역량의 

중요한 요소임(Fullan, 1993; Uhm, 2012b)을 감안할 때, 초등예비교

사들이 스스로에 대해 변화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변화감수성’(3.62)과 ‘숙달’(3.65)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즉, 일반적인 변화역량 문항 세트와 초등예비교사로

서의 변화역량 문항세트에 대해서도 ‘변화감수성’은 각각 3.62, 3.79

에 그쳤고, 초등과학예비교사로의 변화역량 문항 세트에서는 3.46에 

그쳤다. ‘숙달’ 역시 일반적인 변화역량 문항 세트와 초등예비교사로

서의 변화역량 문항세트, 초등과학예비교사로의 변화역량 문항 세트

에서 각각 3.76, 3.70, 3.48에 그쳤다. 물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일 

뿐 모두 3.46 이상을 기록하여 대체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추후 초등예비교사의 변화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때, 변화에 민감하면서 변화

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가 필요한 적절한 시기를 찾는 ‘변화감수성’

과 잘 가르치기 위한 지식과 교수․ 학습방법을 익히는 ‘숙달’의 증진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요인

(M/SD)
문항

번호

일반적 변화역량 초등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
일원배치분산분석

문항별 요인별 소계 문항별 요인별 소계 문항별 요인별 소계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F p

변화감수성

(3.62/.69)

[2] 3.73 .84

3.62 .69

3.86 .69

3.79 .62

3.50 .87

3.46 .72 6.995** .001[3] 3.55 .83 3.64 .75 3.34 .77

[4] 3.64 .91 3.88 .78 3.65 .88

목표의식

(3.96/.70)

[6] 4.13 .77

4.17 .63

4.15 .75

4.11 .56

3.54 .90

3.61 .75 33.962** .000

[7] 4.21 .73 4.19 .64 3.69 .89

[10] 4.06 .81 4.02 .68 3.59 .88

[11] 4.18 .76 4.07 .67 3.64 .81

[12] 4.26 .76 4.14 .79 3.60 .89

협력

(4.01/.63)

[15] 4.16 .68

4.10 .57

4.22 .65

4.14 .57

3.86 .79

3.79 .70 14.517** .000
[16] 4.05 .75 4.09 .72 3.70 .82

[17] 4.07 .72 4.08 .74 3.82 .78

[18] 4.13 .61 4.16 .67 3.79 .80

성찰

(3.99/.74)

[20] 4.23 .70

4.21 .59

4.07 .84

4.07 .69

3.69 .92

3.67 .81 24.485** .000[21] 4.17 .76 4.05 .77 3.67 .90

[22] 4.25 .67 4.08 .73 3.66 .84

숙달

(3.65/.79)

[26] 3.76 .79
3.76 .746

3.67 .85
3.70 .77

3.44 .94
3.48 .85 5.202* .006

[27] 3.76 .82 3.73 .81 3.53 .87

* p < .05   ** p < .01 

Table 9. Analysis of the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of ‘change capacity’ in terms of factors and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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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등예비교사들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역시 상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변화역량 문항 세

트와 초등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 문항 세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반면, 초등과학예비교사로의 변화역량 문

항 세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변화감수성’, ‘목표의식’, ‘협력’, ‘성찰’, ‘숙달’ 등 5개 요인에

서 모두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able 9 참조). 이러한 결과는 초등예비교사들이 초등학교에

서 과학을 가르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변화역량 측면에서도 상대적으

로 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문과 계열의 학생이 7~80%를 차지한다는 교육대학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

하고 초등예비교사들은 장차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칠 수밖에 없

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초등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

해서는 초등학교 과학교육 상황과 결부된 변화역량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에 좀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 초등예비교사들의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사이의 상관 분석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예비교사들은 초등예비

교사로서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하

고 있었다. 반면,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

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는 초등교사

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과학교육 상황과 결부된 

변화역량의 증진 방안 모색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과학교육 상황과 결부된 변화역량 증진 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우선 변화역량의 각 요인들이 어떠한 요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논문의 서론에서 논의

하였듯이, 변화역량이 자기이해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것임을 예상

케 하는 주장들이 있어 왔다(e.g., Chartrand et al., 1990; Holland et 
al., 1998; Lee & Oh, 2013; Watson, 2006).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초등예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와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사이에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여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 증진을 

위한 전략 개발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예비교사들의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

기이해’에 대한 인식과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의 각 요소 간 Pearson 적률상관계수는 Table 10과 같다.

우선,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의 내적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10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과학 예비교사

로서 자기개념 명료성과 진로정체성의 상관계수는 .622, 자기개념 명

료성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계수는 .677, 진로정체성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계수는 .794였다. 일반적으로 .600 이상의 상관계수를 가질 때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해석함을 감안할 때, 이는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

의 자기이해 요인들 간의 내적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준다.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의 내적 상관관계 역

시 전반적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

데, 예를 들어, 변화감수성과 협력, 성찰의 상관계수는 각각 .637과 

.678이었고, 협력과 성찰의 상관계수는 .733으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

고 있었다. 특히 목표의식의 경우는 변화감수성과 .772, 협력과 .665, 

성찰과 .696, 숙달과 .721의 상관계수를 가져 변화역량의 다른 요인들

과 모두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을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 특히 ‘목표의식’을 자극하

고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방안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과 변화역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10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

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자기이해의 ‘자기효능감’과 변화역량의 ‘목표의식’ 사이의 상관계수

는 .653, ‘자기효능감’과 변화역량의 ‘숙달’ 사이의 상관계수는 .723으

로 이들 사이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내적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 종합해 볼 때, 자기개념 명료

성과 진로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이해의 ‘자기효능감’ 요인과, 변

화역량 내 요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목표의식’ 

요인이 ‘숙달’과 함께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 

사이의 연결 고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추후 초등과

학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 개발에서 자기효

능감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이해를 변화역량의 ‘목표의식’과 연결 짓

는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Table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변화역량 내의 요인간 상관계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만큼 변화역량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성찰’이나 ‘협력’ 

등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여 구조방정식 분석 등의 추가적인 연구를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

자기개념명료성 진로정체성 자기효능감 변화감수성 목표의식 협력 성찰 숙달

초등과학예

비교사로서

의 자기이해

자기개념명료성 1.000

진로정체성 .622** 1.000

자기효능감 .677** .794** 1.000

초등과학예

비교사로서

의 변화역량

변화감수성 .569** .487** .513** 1.000

목표의식 .541** .579** .653** .772** 1.000

협력 .536** .461** .522** .637** .665** 1.000

성찰 .533** .406** .500** .678** .696** .733** 1.000

숙달 .481** .571** .723** .564** .721** .487** .547** 1.000

** p < .01 

Table 10. Correlations among factors of ‘self-understanding’ and ‘change capacity’ as a pre-service elementary science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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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응답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으로, 실제로 요인간 어떠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추후 좀 더 큰 규모의 인식 조사연구나, 

혹은 변화역량 증진 전략의 실행 과정에서 자기이해와 변화역량 측정

과 분석 연구를 통해 좀 더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과학교육 관련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초등예

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이해와 자신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초등예비교사들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 

개발 결과, 첫째, 자기이해와 관련하여 ‘자기개념명료성’, ‘진로정체

성’, ‘자기효능감’을 요인으로 하는 ‘초등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

해’(12개 문항)와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12개 문항)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Cronbach’s α = .942)를 개발하였다([부록 1] 

참조). 둘째, 변화역량과 관련하여 ‘변화감수성’, ‘목표의식’, ‘협력’, 

‘성찰’, ‘숙달’을 요인으로 하는 ‘일반적인 변화역량’(17개 문항)과 

‘초등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17개 문항),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

의 변화역량’(17개 문항)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Cronbach’s α = .966)

를 개발하였다([부록 2] 참조).

개발된 조사 도구를 사용해 초등예비교사들의 자기이해와 변화역

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첫째, 자기이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예비교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자기

개념명료성’ 3.79, ‘진로정체성’ 3.86, ‘자기효능감’ 3.72). 특히 초등

예비교사로서의 진로정체성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4.15점의 높은 

평균을 기록하여 초등교사가 될 예비교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상당히 확고히 가지고 있었다. 둘째, 초등예비교사들은 변화역량과 

관련하여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변화감수성’ 

3.62, ‘목표의식’ 3.96, ‘협력’ 4.01, ‘성찰’ 3.99, ‘숙달’ 3.65). 다만, 

‘변화감수성’과 ‘숙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셋째, 초등예비교사들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한 인

식은 상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초등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비해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해서는 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도 유의미한 차이였다. 이는 고등학교 문과계열의 학생 수가 7~80%

에 이르는 교육대학교의 실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넷째, 

초등과학예비교사로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 요인들 사이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이해와 변화역량 요인들 간의 내적 상관은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변화역량 요인 중에서는 ‘목표의식’이 

변화역량의 다른 요인들과 상관이 높았다. 또, 초등과학교사로서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 사이에서는 자기이해의 ‘자기효능감’과 변화역

량의 ‘목표의식’, ‘숙달’의 상관계수가 각각 .653과 .723으로 상당히 

높은 상관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초등예비교사들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둘째, 초등예비교사

들은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 요인들은 대체로 유의

미한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자기이해의 ‘자기효능감’과 변화

역량의 ‘목표의식’, ‘숙달’이 높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초등예비교사들이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

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

과 결부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응답 평균이 낮아진다는 본 연구

의 결과는 추후 자기이해와 변화여량 증진 방안의 모색에서 초등학교 

과학교육과 관련된 방안의 모색에 좀 더 주목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

다. 초등예비교사들은 장차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과학을 포함한 초

등학교 10개 교과를 모두 가르쳐야 한다. 이는 고등학교 문과계열 

학생이 많다는 교육대학교 신입생 분포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

게 될 자신에 대한 명료한 이해와 진로정체성,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목표의식과 이와 관련된 변화감수성, 협력, 성찰, 

숙달 등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

고 실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의 모색과 실천이 뒷받침 

될 때, 초등예비교사들은 초등과학과 관련해서도 자신에 대한 이해와 

반성적 사고 및 실천을 바탕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스스로

를 개선해나가는 초등교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과 변화역량 

사이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며, 특히, 자기이해의 ‘자기

효능감’과 변화역량의 ‘목표의식’, ‘숙달’ 사이에 상당히 높은 상관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 그리고 ‘목표의식’이 변화역량 내의 다른 요

인들과 모두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초등

과학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을 ‘목표의식’을 연결고리로 하여 연결 

짓는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

교에서 과학을 가르쳐야 하는 자신에 대한 명료하고 올바른 이해와 

이를 잘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 등을 나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지에 대한 고민과 뚜렷한 인생 목표의 설정,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할 지에 대한 고민과 연결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면, 인생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찰과 협력을 바탕으로 변화의 필요성

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숙달을 위해 스스로를 개선하고 노력하는 초등

교사로 성장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

다. 그리고 이렇게 증진된 변화역량은 다시 자신에 대한 명료한 이해

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진로정체성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안은, 앞서 논의하였듯이,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이

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초등예비교사들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정량적 도구로서, 정량적 도

구가 갖는 한계 상, 좀 더 온전한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행위에 대한 관찰이나 면담 등을 활용한 방안들 보완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는 초등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추후 초중등학교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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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식조사나 중등 과학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그 결과

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을 바탕으로 

자발성과 전문성을 갖춘 과학 교사의 양성과 지원 방안 마련에 좀 

더 풍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을 바탕으로 한 여러 추후 연구들에 기초적인 

도구와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끊임없이 스스로

와 교육 실행의 개선에 노력하는 ‘변화’하는 과학 교사의 양성에 작은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초등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과학교육 관련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초등예

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이해와 자신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 검토와 토론 등을 

거쳐 초등예비교사들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

를 제작하였다. 설문지의 전반부는 자기이해와 관련되는데 ‘자기개념

명료성’, ‘진로정체성’, ‘자기효능감’을 요인으로 하여, ‘초등예비교사

로서의 자기이해’(12개 문항)와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

해’(12개 문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후반부는 ‘변

화감수성’, ‘목표의식’, ‘협력’, ‘성찰’, ‘숙달’을 요인으로 하는 변화역

량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적인 변화역량’(17개 문항)과 ‘초등예비교

사로서의 변화역량’(17개 문항),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

량’(17개 문항)에 대하여 각각 인식 조사 문항을 작성하였다. 이 조사 

도구를 사용하여 153명의 초등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자기이해와 변

화역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예비교

사들은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와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은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이었다. 둘째,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

이해와 변화역량 요인들은 대체로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자기이해의 ‘자기효능감’과 변화역량의 ‘목표의식’, ‘숙달’ 사이

에 높은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이해와 변화역

량 관련 과학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자기이해, 변화역량, 초등예비교사, 과학교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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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문항

번호

원

번호
문항

강한 

긍정
긍정 보통 부정

강한 

부정

1 1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초등예비교사로서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2 초등예비교사로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3 초등예비교사로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4 초등교사는 내가 원하는 진로이다. ⑤ ④ ③ ② ①
5 5 초등교사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⑤ ④ ③ ② ①
6 6 초등교사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다. ⑤ ④ ③ ② ①
7 10 나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 흥미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8 9 나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9 11 나는 초등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알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10 12 나는 초등학교 수업 중 학생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11 14 나는 초등학생들을 잘 가르칠 자신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12 15 나는 초등교사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초등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

문항

번호

원

번호
문항

강한 

긍정
긍정 보통 부정

강한 

부정

1 1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초등 과학 예비교사로서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2 2 초등 과학 예비교사로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3 초등 과학 예비교사로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4 4 초등 과학 교사는 내가 원하는 진로이다. ⑤ ④ ③ ② ①
5 5 초등 과학 교사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⑤ ④ ③ ② ①
6 6 초등 과학 교사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다. ⑤ ④ ③ ② ①
7 10 나는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데에 흥미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8 9 나는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9 11 나는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알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10 12 나는 초등학교 과학 수업 중 학생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⑤ ④ ③ ② ①
11 14 나는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을 잘 가르칠 자신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12 15 나는 초등 과학 교사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자기이해에 대한 인식>



Jo, Joung, Choi, & Kim

916

[부록2]

문항

번호

원

번호
문항

강한 

긍정
긍정 보통 부정

강한 

부정

1 2 나는 나의 변화에 민감하다. ⑤ ④ ③ ② ①
2 3 나는 나에게 변화가 필요한 적절한 시기를 잘 찾곤 한다. ⑤ ④ ③ ② ①
3 4 나는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나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⑤ ④ ③ ② ①
4 6 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5 7 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10 나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게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7 11 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깊게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8 12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깊게 고민한다. ⑤ ④ ③ ② ①
9 16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⑤ ④ ③ ② ①
10 16 나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한다. ⑤ ④ ③ ② ①
11 17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다. ⑤ ④ ③ ② ①
12 18 나는 나의 모습과 그 변화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한다. ⑤ ④ ③ ② ①
13 20 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고나면 그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14 21 나는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15 22 나는 나의 생각이 올바른지 되짚어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16 26 나는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 필요한 지식이 풍부하다. ⑤ ④ ③ ② ①
17 27 나는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 필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일반적인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문항

번호

원

번호
문항

강한 

긍정
긍정 보통 부정

강한 

부정

1 2 나는 초등예비교사로서의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민감하다. ⑤ ④ ③ ② ①
2 3 나는 초등예비교사로서 나에게 변화가 필요한 적절한 시기를 잘 찾곤 한다. ⑤ ④ ③ ② ①
3 4 나는 좋은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나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⑤ ④ ③ ② ①
4 6 나는 초등교사로서 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5 7 나는 초등교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10 나는 초등교사로서의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게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7 11 나는 초등교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깊게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8 12 나는 좋은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깊게 고민한다. ⑤ ④ ③ ② ①
9 16 나는 초등교육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⑤ ④ ③ ② ①
10 16 나는 초등교육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한다. ⑤ ④ ③ ② ①
11 17 나는 초등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다. ⑤ ④ ③ ② ①
12 18 나는 초등예비교사로서의 나의 모습과 그 변화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한다. ⑤ ④ ③ ② ①
13 20 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고나면 그것이 초등예비교사로서 적절한 것이었는지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14 21 나는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초등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15 22 나는 나의 생각이 초등예비교사로서 올바른지 되짚어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16 26 나는 초등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풍부하다. ⑤ ④ ③ ② ①
17 27 나는 초등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교수‧학습방법을 알고 있고 적용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초등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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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원

번호
문항

강한 

긍정
긍정 보통 부정

강한 

부정

1 2 나는 초등 과학 예비교사로서의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민감하다. ⑤ ④ ③ ② ①
2 3 나는 초등 과학 예비교사로서 나에게 변화가 필요한 적절한 시기를 잘 찾곤 한다. ⑤ ④ ③ ② ①
3 4 나는 좋은 초등 과학교사가 되기 위해 나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⑤ ④ ③ ② ①
4 6 나는 초등 과학교사로서 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5 7 나는 초등 과학교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6 10 나는 초등 과학교사로서의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게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7 11 나는 초등 과학교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깊게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8 12 나는 좋은 초등 과학교사가 되기 위해 깊게 고민한다. ⑤ ④ ③ ② ①
9 16 나는 초등과학교육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⑤ ④ ③ ② ①
10 16 나는 초등과학교육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한다. ⑤ ④ ③ ② ①
11 17 나는 초등과학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다. ⑤ ④ ③ ② ①
12 18 나는 초등 과학 예비교사로서의 나의 모습과 그 변화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한다. ⑤ ④ ③ ② ①
13 20 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고나면 그것이 초등 과학 예비교사로서 적절한 것이었는지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14 21 나는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초등과학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15 22 나는 나의 생각이 초등 과학 예비교사로서 올바른지 되짚어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16 26 나는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을 잘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풍부하다. ⑤ ④ ③ ② ①
17 27

나는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을 잘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교수‧학습방법을 알고 있고 적용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초등과학예비교사로서의 변화역량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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