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박사 학 논문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사회  구성주의 근의 

효과

TheEffectofSocialConstructivistApproach

inaSocialStudiesClassUsingDigital

Textbooks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 공

이  경  윤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사회  구성주의 근의 

효과

지도교수  모  경  환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 공

이  경  윤

이경윤의 박사 학 논문을 인 함

2015년  7월

원 장 (인)

부 원장 (인)

원 (인)

원 (인)

원 (인)



-i-

국문 록

본 연구는 사회과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 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이러한 문제의

답은 먼 사회과에서 테크놀로지를 어떤 목 으로,어떻게 받아

들일 것인지에 한 이론 토 를 확립할 때 얻을 수 있다.왜냐

하면 사회과의 목 과 특성에 부합하는 일 된 기 이 있을 때,

교사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고 그러한 기 에 따라 테크놀로지를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이론 토 로

서 사회 구성주의를 채택하 다. 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에서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과 교사 주도 수업을 받은 집단

의 학습 효과를 비교하여 두 집단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히

고자 하 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형성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과 교사 주도 수업은 학습 효과의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학업성취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자기주도학습 능력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학습태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수업만족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5)수업참여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 혼합 연구 방법 내재 설

계를 사용하 다.주 연구 방법은 양 연구 방법으로,사회과 디



-ii-

지털교과서 수업에서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과 교사 주도

수업의 학습 효과를 통계 결과 분석을 통해 비교하 다.부 연구

방법은 질 연구 방법으로,양 연구 결과를 보다 깊이 있게 이

해하기 해 처치 집단 학생들 10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

시하 다.

연구 상은 서울의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인 G 등학교와 D

등학교의 4학년 학생들로,처치 집단은 사회 구성주의 근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받았다.본 연구자는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사회 구성주의 근의 특징을 세 가지로 도출하 다.첫째

실제 맥락의 형성,둘째 탐구의 진,셋째 사회 상호작용의

장려이다.

이에 따른 구체 인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처치 집단 학생

들은 제주도 학생들과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여 교류하 다.이러

한 과정에서 그들은 실제 맥락에서 어 의 생활과 문제 에

해 할 수 있었다. 한 처치 집단 학생들은 제주도 학생들이 이

야기한 락의 문제 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분석하

여 모둠별로 해결방안을 도출하 다.

비교 집단 학생들은 교사 주도 수업에 참여하 다.본 연구에

서 교사 주도 수업이란 교사가 심이 되어 수업을 이끌어 가며,

학생들의 활동이 디지털교과서에서 제공하는 개인 과제 해결에 지

나지 않는 수업을 의미한다.비교 집단 학생들은 학습 내용에

한 교사의 설명을 듣고 디지털교과서에 을 쓰고 장하는 등의

개인 활동을 하 다.

연구문제에 한 검증을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 이해도 측정 문항의 학업성취도에는 사 지식

변인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의 학업성취도에는 사 지식 변인과 집단 변인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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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은 교사 주도 수업과 비교하 을 때,이해도 측정의

학업성취도에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문제해결력 측정

의 학업성취도에서는 더 효과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왜 나타났는지 이해하기 해 심층면담을 실시

하 다.처치 집단 학생들은 면담에서 해결방안의 실 가능성

타당성 등의 기 을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을 비 으로 검토하

다고 이야기하 다. 한 그들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해 인터

넷,교과서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고,토론을 거쳐 결

론을 도출하 다고 보고하 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처치 집단 학

생들의 비 사고력과 탐구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제주도 학생들이 카페에 올린 내용은 비구조화된 지식으로,

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해 선행지식을 극 으로

활용하여 사고하 다고 이야기하 다.이처럼 학습 내용에 한

심층 이고 복합 인 사고 고차사고력의 향상은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에서 더 높은 수를 얻게 해 주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사회 구성주의 근이 장기간의 학습 효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해 실험 종료 2개월 후에 2차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 다.그 결과 이해도 측정 문항의 학업성취도에는

집단 변인이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하지만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의 학업성취도에는 집단 변인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은 교

사 주도 수업과 비교하 을 때 단순 사실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

는가의 문제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지만,학습 내용을 체계 으로

오랫동안 기억하는 데는 더 효과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에도 집단 변인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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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데 있어서 교사 주도 수업보다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

이 더 효과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처치 집단 학생들은 방과

후에 카페 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도 참고서,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하여 자발 으로 공부하 다고 이야기하 다. 한 카페에서

제주도 친구들이 말한 내용 설명이 부족한 것들을 이해하기

해 스스로 자료를 찾고 탐구하 다고 진술하 다.즉,카페에서 학

생들이 한 비구조화된 지식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향상에도

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학습태도의 향상 측면에서도 집단 변인만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즉,학습태도를 향상시키는데 교사 주도 수업

보다 사회 구성주의 근의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 이다.처치 집단 학생들은 면담에서 제주도 학생들이 들

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실제 맥락에서 학습 내용을 했기 때문에

수업 내용에 더욱 흥미를 느 다고 진술하 다.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회과에 한 태도 역시 변하 다.학생들은 실험 수업

이 에 사회과를 ‘암기하는 과목’으로 여겼지만 제주도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과를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로 인식하게 되

었다.즉,사회과에 한 학습 태도가 정 으로 변한 것이다.

수업만족도에서도 역시 집단 변인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즉,교사 주도 수업에 비해 사회 구성주의 근

의 수업이 높은 수업만족도를 얻는데 더 효과 이다.면담에서 처

치 집단의 학생들은 제주도 학생들과 댓 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고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 다.이를 통

해 학생들의 사회 실재감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사회

실재감은 제주도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에 한 정 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고,이는 곧 높은 수업만족도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행동 역에서 수업참여도를 살펴보았다. 측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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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 집단 변인만 수업참여도의 향상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면담에서 제주도 학생들

이 이야기해 문제 에 공감하 고,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자

신의 환경과 제주도의 환경을 비교한 후 그 내용을 카페에 자발

으로 기술하 다고 이야기하 다.이를 통해 공감을 통한 문화의

비교는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증진시켜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이론 토 로서 사회

구성주의를 채택하 다.그리고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

서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과 교사 주도 수업의 학습 효과를

비교하 다.그 결과 사회과의 목 과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 구

성주의를 토 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했을 때 더 높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발 시켜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뿐만 아니

라 일반 서책형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때에도

사회 구성주의 근이 효과가 있는지,사회 구성주의를 실

하기 한 디지털교과서 설계 방안은 무엇인지에 한 추후 연구

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사회 구성주의 근,교사 주도 수업,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혼합 연구 방법

학 번 :2011-3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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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목 필요성

테크놀로지의 속한 발달은 사회과 수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교

사들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수업 비를 보다 효율 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수업에서 느끼는 문제 과 개선 방안을 공

유할 수 있게 되었다.학생들 역시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수

업에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고,자료 수집 분석,결론

도출 등의 탐구 활동에 직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이는 사회과 수업

이 통 인 지식 달 주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 으로 바 게 되었다

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

최근 교육 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디지털교과서이다.

2007년 정부가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방안을 수립,발표한 이후부터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교과서에 한 심이 증 되었다.디지털교과서는 학생

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멀티미디어,다양한 학습도구 등을 제공해 주

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교

과서이다.

그 동안 많은 테크놀로지가 교육 장에 도입되었지만 특히 디지털교

과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교과서’라는 학습 자료가 가

지는 특성 때문이다.교과서는 수업에서 사용되는 가장 핵심 이고 보편

인 학습 자료이다. 한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여타의 테크놀

로지와는 달리,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이 이

것을 수업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에서 디지털교과서는 이

의 테크놀로지들이 사회과 수업에 미친 향보다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이와 같은 디지털교과서가 가진 의미와 요성 때문에 많은 교

사와 연구자들은 디지털교과서에 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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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디지털교과서와 련된 선행 연구들은 효과성 검증이 부분

을 차지한다.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과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했을

때 서책형교과서를 사용했을 때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변호승 외,

2010;송윤희,2011),자기주도학습능력(변호승 외,2010;송윤희,2011),

학습만족도(문용승,2010;손미․김소 ,2013)등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요한 것은 같은 테크놀로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

하는가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진다는 이다.김진(2015)의 연구는 디

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업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 다.이 연구에 따르면 과학 수업에서 교사가 디지털교과서를 사용

하여 일방 으로 설명하는 수업 방식보다 학생들이 자료를 검색하고,그

내용을 입력하는 등 디지털교과서를 직 만들어가는 수업 방식을 용

할 때,학생들은 더 높은 학업성취도와 수업에의 흥미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교사가 한 교수법을

용했을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해 다.

그 다면 사회과 수업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 때 더 높

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먼

사회과에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지에 한 이론

토 를 확립해야 한다.사회과 교사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등장할

때마다 그것의 특성에 맞춰서 수업을 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하

지만 곧 다른 테크놀로지가 도입되면 다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속성에

맞게 수업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반복되어 왔다.이러한 상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도구로써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테

크놀로지를 사용하기 해 수업 방식을 바꾸는,테크놀로지와 수업의 주

객 도 상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본 연구자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학

교 수업에서의 ICT활용은 교육 요구와 교과의 교수법에 의해서가 아

니라 단지 테크놀로지 그 자체의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Jimoyianniset

al.,2013,p.250)는 Jimoyiannis등(2013)의 견해와 일치한다.

같은 맥락에서 Postman(2000)과 Cuban(2001)은 교육에서 테크놀로지

를 받아들일 때 교육의 목 과 이상을 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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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ostman(2000)은 테크놀로지가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 것은 사실

이지만 교육자들에게 더 요한 것은 교육의 목 에 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즉,교육에서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해 수 있는

내러티 와 비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는 테크놀로지 자체가 교육의

목 이 될 수 없으며,교육의 목 에 한 사회 합의가 이루어지면 학

교에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한 답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 다(Postman,2000,pp.584-586).Cuban(2001)역시 민주주의 사

회에서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한 명확한 비 이 없이 학

교에서 테크놀로지를 무조건 으로 받아들이는 행태를 비 하 다.특히

그는 과도한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교육의 목 과 이상을 왜곡할 수 있다

고 경고하 다(Cuban,2001,p.197).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수업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은 그 목

과 방향성에 한 일 된 이론 토 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과 교육자들이 테크놀로지 활용의 목 에 한 일 된 입장을 가지

고 있다면 교사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도입되더라도 혼란을 느끼지 않

고,이러한 기 에 따라 수업에 합한 테크놀로지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즉,“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integration)에 한 철학 이고

이론 인 토 는 사회과의 목 달성을 해 어떤 테크놀로지를 왜,어

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는 하면 안 되는지에 한 근거를 제공해

다”(Doolitle& Hicks,2003,p.76).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이론 토 를

바탕으로 디지털교과서를 받아들일 때,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한 해답 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재의 디지털교과서는 그것의 도입 목 과 방향성에 한 논

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활용되고 있다.송연옥(2012)에 따르면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교사들은 디지털교과서의 목 에 한 고민이나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필요한 충분한 비의 시간이 없이,학기 에 갑

자기 디지털교과서 담당 학 을 맡게 되면서 많은 혼란을 느낀다. 한

그녀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할 만한 여건

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학교 교육청의 체계 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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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교사들의 디지털교과서에 한 불신이 크다고 주장하 다(송연옥,

2012,pp.151-156).송연옥(2012)의 연구는 교사가 테크놀로지의 목 과

방향성에 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 을 때 어려움

을 겪을 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의 장 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다는 것을 보여 다.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을 한 이론 토 는 사회과의 목 과 특성

과 부합하는 이론이어야 한다.사회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각 교과마다 학문 문화, 통,교육학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내용 역에서 같은 테크놀로지를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

지 않기”(Bull,Hammond,& Ferster,2008,p.281)때문이다.이에 따라

사회과의 목 과 특성에 맞는 이론 토 를 바탕으로 테크놀로지를 활

용하면 더 높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이론

토 로 사회 구성주의를 채택하 다.사회 구성주의를 채택한 이유

는 다음과 같다.첫째,사회 구성주의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인식하는

지식 이 일치하기 때문이다.미국사회과교육학회(NationalCouncilfor

theSocialStudies:NCSS)는 사회과 지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의미하는 지식이란 학생들이 학교 안

에서 하는 자신의 경험에 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구성해 나

가는 해석이다.지식은 단순히 학생들이 기억해야 하고,학생

들에게 달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교사들은 학생들이

단순히 교육과정 내용을 하게 하는 것을 넘어,내용 지식

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NCSS,1994,p.160).

사회 구성주의자들 역시 지식이란 개인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형성하는 것

이라 주장하 다(Bakhtin,1984,p.110).즉,사회 구성주의와 사회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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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으로 지식이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구성해 가는 것이

라 본다.

둘째,사회과에서 강조해 온 교수·학습 방법은 사회 구성주의에서

의미하는 지식 형성 과정과 일치하기 때문이다.사회과에서 기르고자 하

는 시민의 자질인 참여 능력, 화와 토론의 기능 등은 다른 사람과의

극 인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사회과에서는

동학습,토론학습 등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 과정을

요시해 왔다.토론,설득, 력 등은 사회 구성주의자들이 교육에서 강

조한 지식 형성 과정이기도 하다.사회 구성주의자들은 교육에서 화

와 토론의 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성

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셋째,테크놀로지는 사회 구성주의 의 학습 환경을 형성해 주기

때문이다.많은 연구자들은 테크놀로지가 지식의 사회 구성을 진시

킨다고 주장하 다(Heafner& Friedman,2008;Jimoyiannisetal.,2013;

Milman& Heinecke,2000;Rose& Nelson,2008).학생들은 테크놀로

지를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을 월하여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력하여 공동의 지식 생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이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사회과에서는 정보에 근거한 합리 인

단 다양한 의 채택(perspectivetaking)을 요시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는 학생들로 하여 하나의 상에 해 다

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각 의 비교를 통해 상

을 보다 비 으로 악할 수 있게 해 다.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학

생들이 바람직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데 사회과의 특성을 반 한 테크놀로지 활용의 이론 토 를 명

확히 했다 하더라도,경험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때 사회과

수업에 한 보다 유의미한 시사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과 교사 주도 수업을 받은 집단의

학습 효과를 비교하여 두 집단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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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문제 연구내용

본 연구는 사회과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높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이론 토 로서 사회 구성주의

를 채택하 다.그리고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사회 구성

주의 근의 수업과 교사 주도 수업을 비교하여 학습 효과가 어떻게 다

른지 확인해 보고자 하 다.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학습 효과는 사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활용 효과에 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지식․

기능,가치․태도,행동 역으로 분류하 다.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과 교사 주도 수업은 학습 효과의 측면에서 어떠한 차

이가 있는가?

1)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과

교사 주도 수업은 학습 효과의 지식․기능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자기주도학습 능력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과

교사 주도 수업은 학습 효과의 가치․태도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사회과 학습태도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수업만족도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과

교사 주도 수업은 학습 효과의 행동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수업참여도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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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혼합 연구 방법 내재 설계를 사용하 다.주 연구 방법

은 양 연구 방법으로 실험 연구를 실시하 다.부 연구 방법은 질

연구 방법으로 실험 참가자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통계 분석 결과

를 해석하 다.이러한 혼합 연구 방법은 양 연구 방법과 질 연구

방법의 장 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해 다.

제 3 연구의 의의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는 사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의 목 과 방향의

이론 토 확립을 한 논의의 기 를 제공해 다.많은 연구자들이

테크놀로지 활용의 의의와 효과를 밝혔지만 사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도입의 근본 인 목 과 방향성에 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본 연구

는 사회과 테크놀로지와 련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테크놀로지 활

용의 이론 ,철학 토 로서 사회 구성주의를 채택하 다.사회 구

성주의가 사회과 테크놀로지 통합의 이론 토 로서 한가에 해서

는 연구자 간 의견이 나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테크

놀로지 활용의 이론 토 의 필요성을 역설하 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의의 기 를 확립해 다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이러한 이론 토

는 사회과 수업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무조건 으로 수용하는 행태

를 지양하고,사회과의 목 과 본질에 맞는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고 활

용할 수 있는 기 으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본 연구는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한 구체 인 교수·학

습 략을 제시해 다.사회과 디지털교과서의 활용과 련하여 교사들

은 아직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본 연구에서는 테크놀

로지 활용에 한 이론 토 로서 사회 구성주의를 채택하고,이를

구체 인 수업으로 변환한다.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사회 구성주의를

구 할 수 있는 구체 인 수업 략을 제시한다.이러한 수업 략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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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유용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

용될 수 있다.

셋째,본 연구는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하 다.본 연구에서 활용한

혼합 연구 방법은 내재 설계이다.먼 주 연구 방법은 양 연구 방법

으로,사회 구성주의 근의 효과를 밝히기 해 실험을 통한 통계 분

석을 실시하 다.그리고 부 연구 방법은 질 연구 방법으로,통계 분석

결과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해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혼합 연구 방

법은 양 연구 방법과 질 연구 방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두 연

구 방법의 장 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혼합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한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하 을 때

보다 상에 해 깊이 있게 이해하 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연구 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완 한 무선 할당을 시행하지 못

하고 기존의 학 을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하 다.이에 따라

본 연구를 유사 실험 설계로 분류할 수 있다.그러나 실험 집단 간

동질성이 검증된다면 무선 할당과 유사한 연구 설계로 볼 수 있을 것이

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 검사 수를 바탕으로 동질성 검증을 실시

하 다.그 결과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본 연구자는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의 여섯 개의 학 처치

집단 학생들과 교류하게 되는 제주도 학교의 두 개 반 수업을 직 진행

하 다.연구자가 직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학습 효과에 향을 미치

는 교사 변인의 요소를 제거하고 연구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에서 정

인 측면이 있다.하지만 연구자가 수업을 진행함으로 인해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연구자는 처치 집

단과 비교 집단 수업의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여 사 에 사회과 교사들에

게 조언을 구한 후,최 한의 객 성을 확보하여 수업을 진행하 다.

한 담임교사 사회 담 교사의 참 아래 모든 수업을 진행하여 수업

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해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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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

제 1 사회과 수업과 테크놀로지 활용

1.사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의 효과

1990년 이후 사회과 교육에서도 테크놀로지 활용의 요성에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NCSS는 “통합 사회과 교수․학습을

해서 테크놀로지의 효과 인 사용이 필수 이다”(NCSS,1994,p.165)라

고 주장하 다.NCSS가 이 게 주장한 이유는 테크놀로지가 사회과의

목 을 달성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사회과의 목 은 “학생

들이 상호의존 인 세계에서 문화 으로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의 시

민으로서,공공선을 해 정보에 근거한 합리 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NCSS,1994,p.ⅴⅱ)이다.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 의사결정을 내리기 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에

서 이슈나 정보를 하고,이를 비 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그리

고 테크놀로지는 다양한 의 정보를 제공해 으로 이러한 목표 달성

을 용이하게 해 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테크놀로지란 인터넷,소 트웨어,디지털교과

서 등 사회과 수업에서 교사가 효과 인 교수․학습을 해 사용하는 디

지털 학습매체를 뜻한다.사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의 구체 인

장 은 다음과 같다.첫째,사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는 학생들의 학문

탐구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즉,학생들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

자들이 수행하던 탐구 방식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학문

탐구 방식이란 주어진 문제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 분석하여,

이를 토 로 자신만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이것은 단순히 학생이

문가 방식의 탐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수업의 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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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사에서 학생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왜냐하면 테크놀로지

를 활용한 탐구 심 수업에서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방법을

찾고 수행해 나가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때문이다.

Bolick(2006)은 역사 탐구의 민주화 측면에서 테크놀로지의 의의를 밝

혔다.그는 디지털아카이 1)가 생기기 에는 역사 연구가 역사학자들의

용물이었다고 주장하 다.왜냐하면 교사와 학생들은 시간,비용 등의

실 인 문제로 인해 직 역사 장이나 박물 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

료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그는 디지털 아카이

의 등장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이 교실을 떠나지 않고도 필요한 자료를

찾고,분석하는 역사 탐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 다.즉,역

사를 하는 것(dohistory)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그는 이것이 사회과 수

업에서 매우 신 인 일이라고 주장하 다(Bolick,2006,pp.122-123).

Doppen(2004)역시 사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의 의의를 역사학자들

만이 수행할 수 있었던 실제 탐구를 학생들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에서 밝혔다.그는 학생들이 인터넷 등의 사용으로 많은 자료를 하게

되면서 역사학자들이 수행하는 탐구 과정에 직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고 주장하 다. 한 그는 사회과에서 역사 탐구 과정에 한 이해를 의

미하는 역사 사고를 강조하는데,학생들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역

사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들의 역사 사고 역시 발달하게 된다고

강조하 다(Doppen,2004,pp.250-251).

둘째,교사와 학생은 테크놀로지 도입으로 인해 방 한 양의 정보에

근할 수 있게 되었다.즉,교사와 학생들은 직 도서 을 방문하지 않

아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교실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사회과 수업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다양한 에서 이슈나 문제를 하고,이로 인해 보다 합리 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조성된다는 의미가 있다.

Friedman(2006)은 테크놀로지가 민주주의 사회와 사회과 교육에 많은

향을 미쳤다고 주장하 다.그는 특히 인터넷이 사회과의 목 달성에

1)Bolick(2006)은 “디지털 아카이 란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데이터,문서,이

미지,지도,비디오 오디오 일의 모음”(Bolick,2006,p.122)이라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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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인 학습 환경을 제공해 다고 강조하 다.왜냐하면 학생들은 인

터넷을 통하여 풍부한 정보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이것이 사회과에

서 강조하는 채택(perspectivetaking)능력의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즉,Friedman(2006)은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 의

근은 정보에 근거한 합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민성을 길러내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Friedman,2006,pp.44-45).

셋째,테크놀로지는 학생들의 학습에 한 흥미 학업성취도 향상에

향을 미친다.다양한 시각 자극을 주는 동 상, 래시 등의 멀티미

디어 자료는 학생들의 수업에 한 흥미를 높여 다. 한 인터넷을 활용

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참여도가 높

아진다.수업에의 흥미 참여도의 증가는 곧 학업성취도 향상에도 향

을 미친다.

최병모와 희옥(2007)은 등학교 5학년을 상으로 한 사회과 문제

해결학습에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Technology)를 활용한

집단과 활용하지 않은 집단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하 다.그 결과 ICT를

활용한 집단이 활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더 많이 향상되

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 의 수업흥미도와 수업참여도,학습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은 ICT 활용이 학

습자의 수업 참여를 진시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도와 다는 측

면에서 구성주의 교육 에 매우 부합하는 수업방식이라 주장하 다.

Heafner와 Friedman(2008)은 장기 기억의 측면에서 테크놀로지의 유

용성을 밝혔다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 연구에서 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키를 활용해서 제2차 세계 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해

다양한 으로 설명하거나 시각 으로 표 하는 활동을 하 다.반면

비교 집단의 학생들은 교사 심의 지식 달 수업을 받았다.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단기간의 학업성취도에서는 비교 집단의 평균 수가 처치

집단의 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8개월 후에 두 집단을 면담

한 결과,처치 집단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더 많이 기억할 뿐 아니라 구

체 이고 정확하게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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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고차사고력의 향상을 기 할 수 있다는 이다.사회가 차 복

잡해지면서 수많은 정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비

사고력,여러 가지 문제를 합리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

등의 고차사고력이 필수 인 시민의 자질로 두되었다.사회과는 사회

의 변화를 반 하는 교과인 만큼 고차사고력의 함양을 강조해 왔다.이

러한 측면에서 테크놀로지는 학생들의 고차사고력을 향상시키기 한 도

구로써 활용될 수 있다.가령 학생들은 시뮬 이션을 활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합리 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며,웹기반 토

론 학습을 통해 비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다.

구체 으로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학생들의 고차사고력의 향상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에 해 살펴보기 해서는 Saye와 Brush(1999)의 연구

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들은 문제 기반(problem-based)역사 수업에

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집단과 활용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 다.그

결과 단순 사실 회상 시험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하지만 학생들의 에세이에서 고차추론능력2)을 평가한 결과,멀티미

디어 활용 집단이 더 많은 설득 주장과 변증법 추론을 한 것으로 나

타났다.이러한 결과에 해 Saye와 Brush(1999)는 “멀티미디어 환경이

실제 맥락에서 역사 정보를 제공하 기 때문에 학생들은 역사 이슈

에 해서 더 공감하고,열심히 참여하 으며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었

다”고 주장하 다(Saye& Brush,1999,p.492).

다섯째,학생들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교실을 벗어나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학생,교사, 문가 등과 소통할 수 있다.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은 상에 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다.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시간과 공간을

월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지식을 생산해 낼 수 있다.이러한

에 해 배 민(2008)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그 외 많

2)Saye와 Brush(1999)는 고차추론능력이란 설득 이고 변증법 추론이라 보았다.

여기서 설득 이라 함은 학생의 반응이 독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변

증법 추론이란 경쟁 논리나 을 탐색하는 것을 뜻한다(Saye& Brush,1999,

p.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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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가들이 함께 세계 범 의 학습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

다고 주장하 다(배 민,2008,p.72).

테크놀로지를 통한 의사소통 범 의 확장은 학생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다.Berson(2000)은 사회과 교육자들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다른

지역,국가의 동료 문가와 의견을 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

과의 력도 원활하게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 다. 한 그는 다

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은 새로운 생각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회과 교사들이 반성 실천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하 다(Berson,

2000,p.127).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교사들의 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

은 조 환․김윤강․황매향(2014)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조 환

등(2014)은 비교사를 상으로 가상세계 역할놀이를 실시하 다.구체

으로 연구자들은 비교사들로 하여 가상세계에서 성취 학생에

한 실제 인 문제를 경험할 수 있게 하 다.그 결과 비교사들은 성

취 학생에 한 이해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맞춤형 수업에 한 자기

효능감이 높아졌다.

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는 많은 교육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효과 없는 교수

법을 향상시켜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Bolick etal.,2007,

p.186)는 Bolick등(2007)의 주장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테크놀

로지 자체의 기능보다 더 요한 것은 교사가 그것을 수업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테크놀로지가 학생들의 학습

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교사가 그것을 제

로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Doolittle과 Hicks(2003)역시 테크놀로지 자체의 효과보다는 그것을 어

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더 요한 문제라고 주장하 다.그들은 테크놀로

지가 단지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을 더욱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써만 사용된다면,사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 다.가령 필기를 한 노트가 노트북으로,서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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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가 디지털교과서로 변한다고 해서 사회과 교수․학습이 신 으

로 바 지 않는다는 것이다(Doolittle& Hicks,2003,p.76).

이상의 연구자들의 주장을 통해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사가 수업에서 그것을 히 활용하지 않으면

테크놀로지의 장 을 실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에 따라

다음 에서는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에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

는지,교사의 테크놀로지 인식과 활용 방법에 따라 테크놀로지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살펴보도록 한다.

3.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

Martorella(1997)는 테크놀로지가 많은 교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사회과 교육자들이 극 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에서 테크놀로지를

“잠자는 거인”(Martorella,1997,p.511)이라 표 하 다.Martorella(1997)의

표 처럼 테크놀로지가 잠자는 거인이 되지 않으려면 테크놀로지를 수업

의 목표 달성에 맞게 사용하려는 교사 연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에서 교사가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의 활용 방식 한 달라진다고 밝힌 Zhao(2007)의 연구는 주

목해 볼 필요가 있다.<표 Ⅱ-1>은 사회과 교사들이 테크놀로지를 활용

하는 방식을 네 가지로 나 고,그에 따라 교사,학생,테크놀로지의 역

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다.

<표 Ⅱ-1>을 살펴보면 교사 심의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에서 학생

은 지식을 달받는 수동 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교사는 테크놀로지를 학생에게 지식을 효과 으로 달하기 한 수단으

로 사용한다.하지만 학생 심의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으로 갈수록 수

업의 주도권이 교사에서 차 학생으로 넘어온다.학생 심 수업에서

교사는 진자 력자의 역할을 하며,학생들은 탐구 활동의 도구로

써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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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심
구조화된

탐구

학생-교사

상
학생 심

교사

역할

강의 내용과

정보를 달

하기 해 테

크 놀 로 지 를

사용

컴퓨터를 이

용해 활동지

만들기,사

에 비한 내

용 가르치기

구체 인 조

건을 설정하

고,주제 선

정하기

진자 &

력자

학생

역할

정보 암기,활

동지 완성

정보를 얻거

나 연구를 수

행하기 하

여 테크놀로

지를 사용

교사가 제공

해 주는 자원

들을 이용해

서 다양한 정

보를 탐색

자기 주도

탐구

테크놀

로지

역할

(교사의)

리젠테이션

을 용이하게

도와

교과서 자료

를 신하거

나 보충하는

정보를 제공

내용 정보를

평가하고 조

직하며,결과

를 표 하는

도구

(학생의)

리젠테이션

탐구를

한 도구

사용

되는

테크놀

로지

워포인트

워 드 로 세

스,엑셀,웹

퀘스트,게임,

인터넷 자료

인터넷과 웹

기반의 자원,

워포인트,

타임라인

여러 가지 도

구의 혼합:

인터넷,타임

라인, 워포

인트 등

교실

운

독립

(independent)

학습

개별

(individual)

학습

개별 는

력 학습

개별 는

동 학습과 교

수

<표 Ⅱ-1>사회과 교실에서 테크놀로지 사용

자료:Zhao,2007,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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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son(2001)은 다양한 수 의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과 교수 능력을

가진 교사들이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밝히고자 했다.

그 결과 다섯 가지 결과를 도출하 다.첫째,교사가 수업에서 테크놀로

지를 사용하는 방식은 교사가 인지하는 테크놀로지 통합(integration)에

한 정의에 향을 다.즉,교사들은 자신이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테크놀로지 통합’이라 여긴다.둘째,테크놀로

지 능력과 교수 능력은 수업 계획에 향을 미친다.셋째,교사가 수업에

서 테크놀로지를 가르치거나 활용하는 방식은 그들이 가장 잘 배운 방식

을 반 한다.넷째,교사가 인지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통합에 한 정의

는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에도 향을 다.다섯째,교사의

테크놀로지에 한 활용 능력은 평가 략에 향을 다

(Pierson,2001,pp.419-424).

Pierson(2001)의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 능

력 교수 능력은 테크놀로지 통합에 한 인식과 수업 행 에 향을

다.그리고 이것은 곧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직결된다.이를 통해 테크

놀로지를 수업의 목 에 부합하도록 활용하기 해서 교사는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과 교수 능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에서 Pierson(2001)은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효과 으로 통합하는

교사는 범 한 내용 지식과 교수학 지식을 테크놀로지 지식과 결합

할 수 있는 교사”(Pierson,2001,p.427)라고 주장하 다.

이처럼 교사가 테크놀로지를 수업에서 활용할 때 필요한 내용 지식,

교수학 지식,테크놀로지 지식이 통합된 지식을 TPACK(Technological

pedagogicalcontentknowledge)이라고 한다.TPACK은 교수법 내용지

식(PedagogicalContentKnowledge,PCK)의 개념을 기반으로 테크놀로

지 지식을 통합하여 발 한 것이다.PCK란 “다양한 능력과 심을 가진

학습자들을 해 특정 주제,문제 는 이슈가 어떻게 조직되고 표상되

며 용되는지 그리고 수업을 해 어떻게 표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교수법의 혼합물”(차경수‧모경환,2008,p.130)이다.Koehler,

Mishra와 Cain(2013)은 TPACK이란 단순히 내용 지식,교육학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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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 지식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각 지식 역이 상호작용을 이

룬 상태라고 주장하 다(Koehler,Mishra,& Cain,2013,p.16). 한 그

들은 TPACK의 개념을 <그림 Ⅱ-1>과 같이 표 하 다.

맥락(contexts)

<그림 Ⅱ-1>TPACK의 개념

자료:Koehler,M.J.,Mishra,P.,& Cain,W.,2013,p.15.

<그림 Ⅱ-1>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선으로 이루어진 원이다.

Koehler등(2013)에 따르면 이 원은 ‘수업의 맥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TPACK이 구체 인 수업의 교수․학습 상황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뜻한다(Koehler,Mishra,& Cain,2013,p.16).

이러한 TPACK은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Shriner등(2010)은

테크놀로지 활용에 한 연수의 필요성에 해 강조하 다.이 연구에서

사회과 교사들을 상으로 테크놀로지 활용 연수를 실시한 결과,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수업에서 학생들의 유의미한 학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

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Zhao(2007)의 연구에서 역시 사회과 교사들은 테크놀로지 활용 연수를

통해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에 한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었다고 진술하 다.뿐만 아니

라 그들은 이러한 연수 경험이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과 수업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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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을 발 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하 다(Zhao,2007,p.327).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테크놀로지 활용 연수의 요

성을 강조하 다.

테크놀로지 사용에 있어서 교사들의 기술 문 지식과 더불

어 테크놀로지를 활용의 문 경험(professionalexperience)

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성공 인 학습 경험에

요한 향을 미친다.따라서 교사들에게 테크놀로지 활용

략을 설명하고,이러한 략을 수업에 용할 수 있는 연

수들을 제공해야 한다. 한 비 교사들 역시 이러한 교육

이 필요하다(Zhao,2007,p.330).

Zhao(2007)가 지 한 것처럼 교사 연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비교사 교육과정에 테크놀로지 활용과 련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다.왜냐하면 비교사의 테크놀로지 활용에 한 학습 경험은 그들이

실제로 교사가 되었을 때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더욱 효과 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하는 거름이 되기 때문이다.“교사가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방식은 그들이 가장 잘 배운 방식을 반 한다”(Pierson,2001,

p.421)는 Pierson(2001)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다.

그러나 재의 비 교사 교육과정은 테크놀로지 활용의 필요성만 강

조할 뿐, 비교사들이 수업에서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야 하는지

에 한 실질 인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Beisser(1999)는 비교

사 교육과정이 교사들에게 단순히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기능을 가르치

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비 하 다. 한 교수들은 비교사들에게

테크놀로지 통합을 강조만 하고 정작 자신들은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을 지 하 다.이에 따라 그는 교수들이 먼 강

의의 목 에 맞게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그

는 이러한 활동으로 인터넷 상으로 소통하기,NCSS기 에 맞춰 다양한

소 트웨어 분석해 보기,사회과 웹사이트의 특징 분석하기,웹사이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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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등을 제안하 다.이러한 수업을 실시한 결과 비교사들은 사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에 한 자기효능감이 높아졌다고 보고하

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테크놀로지의 활용 효과는 교사

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업에서 활용하는가의 문제에 달려 있다.

한 효과 인 테크놀로지 활용을 해서 교사는 테크놀로지에 한 지

식 이외에도 내용 지식과 교육학 지식을 복합 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교사는 효과 으로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용하기 해서 TPACK

을 필요로 한다.이를 해서 교사는 비교사 때부터 지속 으로 수업

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학습 경험을 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TPACK 에서도 특히 교사가 테크놀로지 활용의 방향

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왜냐하면 교사가

교과의 목표와 특성을 악하고,테크놀로지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어떤

도움을 수 있을지에 한 명확한 인식이 있을 때,테크놀로지를 수업

에 보다 더 효과 으로 통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다음

에서는 사회과 연구자들이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

고 주장하 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3.사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의 방향성

사회과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의 방향성에 한 논의에 앞서 사회과

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 방식은 다른 교과 수업에서의 그것과 달라야 하

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이러한 문제에 해 Bull등(2008)은

각 교과마다 학문의 통,문화,목 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게 테크놀

로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Bull,Hammond,& Ferster,2008,

p.281).그는 디지털비디오를 로 들어,<표 Ⅱ-2>와 같이 각 교과마다

그 목 에 맞게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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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내용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사용 목

과학 물리 디지털비디오 모호한 개념의 이해

사회 역사 디지털비디오 역사 탐구의 지원

언어 읽기 디지털비디오 시각 이미지의 강화

수학 삼각법 디지털비디오 표상의 연결

<표 Ⅱ-2>각 교과목에 따른 디지털비디오의 사용 목

자료:Bull,Hammond,&Ferster,2008,p.281

“사회과 교실에서 테크놀로지를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는 분명히 존재

했지만,사회과 역 안에서 테크놀로지의 용에 한 이론은 발 되지

않았다”(Doolittle,& Hicks,2003,p.73)는 Doolittle과 Hicks(2003)의 주

장에 비추어 볼 때,사회과에서 왜,어떤 목 으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야 하는지에 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본 에서는 연구자들이 사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Shiveley와 VanFossen(1999)은 교사가 수업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때

용할 수 있는 구체 인 지침을 제안해 다.연구자들은 학생들이 인

터넷을 통해 해로운 정보에 하는 것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

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에 해 올바른 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학생들의

비 사고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 다.이러한 주장을 바탕으

로 그들은 인터넷의 콘텐츠를 평가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기 을 제안하

다.첫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신뢰성을 단하기 한 ‘작자/정

보원’,둘째 사이트에 존재하는 조직 인 편견이 내용에 향을 미치는지

에 한 ‘객 성/편견’,셋째 독자가 자신이 읽고 있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신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콘텐츠의 타당성’,넷째 제공한 정보의 정확

한 원천과 련한 ‘참고문헌/ 퍼런스 링크의 명확성’,다섯째 제공된 정

보의 시기 성과 련한 ‘재성’,여섯째 독자의 이해를 돕기 한 ‘

의 질’이다(Shiveley& VanFossen,1999,p.42-45).그들은 이러한 여섯

가지 기 들이 무조건 정답을 찾게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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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보를 비 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다고 강조하 다(Shiveley&VanFossen,1999,p.45).

Shiveley와 VanFossen(1999)의 연구는 교사가 수업에서 실제로 참고

할 수 있는 구체 인 략을 제공해 주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하지

만 이것은 인터넷을 활용할 때만 용할 수 있는 략이다.따라서 거시

인 에서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에 한 목 과 방향성 확립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Rose와 Fernlund(1997)는 교수용 테크놀로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을 제시하 다.그들은 테크놀로지를 구체 으로 나 어 하드웨어

와 련하여 고려해야 할 문제,CAI(ComputerAssistedinstruction)와

련하여 고려해야 할 문제,멀티미디어 사용과 련하여 고려해야 할

문제,멀티미디어 만들기와 련하여 고려해야 할 문제,인터넷과 련하

여 고려해야 할 문제,사회과 목 에 련한 문제,NCSS의 10가지 주제

와 련하여 고려할 문제 등을 제안하 다.

그러나 Rose와 Fernlund(1997)의 연구가 1997년에 이루어진 것을 감

안하면, 재의 교실 상황에 용하기에 합하지 않는 략들이 많다.

가령 “어떤 유형의 테크놀로지 달 체계가 사용되는가?-단일 컴퓨터

인가,LAN(localareanetwork)인가?WAN(wideareanetwork)인가?

인터넷인가?”(Rose& Fernlund,1997,p.161)와 같은 것이다.1997년 이

후 테크놀로지 수 이 격하게 발 하 기 때문에,연구자들이 제안한

략은 재의 사회과 수업에 용하기에 하지 않다. 한 이 연구

에 제시되지 않은 다른 테크놀로지들은 어떤 기 으로 선택해야 할지에

해서도 여 히 의문이 남는다.

Rose와 Fernlund(1997)는 교사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때 효과 인

사회과 교수․학습을 해 반 으로 고려할 사항에 해서도 제안하 다.

첫째,테크놀로지가 의미 있는 사회과 학습을 진하는가?둘째,테크놀

로지가 통합 사회과를 진시키는가?셋째,테크놀로지가 가치 기반 교

수를 증진시키는가?넷째,테크놀로지가 학생들의 도 의식을 북돋울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다섯째,테크놀로지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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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극 으로 참여하게 하는 학습 활동을 설계하도록 도와주는

가?(Rose& Fernlund,1997,p.165).하지만 그들이 제안한 강력한 사회과

교수․학습을 한 테크놀로지 활용 기 은 원론 이고 당 인 지침이

다.이에 따라 교사에게 직 인 도움을 주기에는 지나치게 포 이라

는 한계가 있다.

Berson등(2000)은 사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을 한 다섯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안하 다.첫째,테크놀로지 없이는 불가능했던 학습을

해야 한다.이는 테크놀로지 자체를 하여 그것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수업보다 더 의미 있는 학습을 해서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둘째,테크놀로지를 수업의 맥락 안에서 활용해야 한

다.교사는 단순히 테크놀로지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생산 으로 통합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셋째,

학생들에게 과학,테크놀로지,사회의 계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교사는 테크놀로지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 문제 사이버

공간의 험성 등에 해 학생들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넷째,테크

놀로지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좋은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지식,기능,

참여 능력의 발 을 강화해야 한다.인터넷과 같은 테크놀로지의 도입으

로 인해 통 인 시민 교육의 개념이 변화하 다.이에 따라 교사는 테

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학생들의 시민성 함양에 도움을 수 있을

지에 해 고민해야 한다.다섯째,사회과와 테크놀로지의 연구와 평가에

기여해야 한다.사회과 교육자들은 테크놀로지가 사회과의 목 달성에

도움을 주는지 지속 으로 평가하고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학습 방법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Bersonetal.,2000,pp.107-114).Berson등(2000)

이 제안한 테크놀로지 활용의 가이드라인은 이후 NCSS의 Collegeand

UniversityFacultyAssembly(CUFA)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CUFA

테크놀로지 가이드라인이라 불리기도 하 다(Molebash,2002,p.430).

Bennett(2005)역시 사회과 교실에서 테크놀로지 사용을 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교사들이 테크놀로지 활용에 한 원리를 실행으로 옮

기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고자 하 다.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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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를 사용할 때 합법 이고 윤리 인 행동을 가르쳐야 한다.둘

째,다양한 학습자들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를

용해야 한다.셋째,다양한 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테크놀로지를 사용

해야 한다.넷째,안 하고 건강한 테크놀로지의 사용을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학생들이 테크놀로지에 평등하게 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Bennett,2005,pp.38-39).

Rose와 Fernlund(1997),Berson등(2000)과 Bennett(2005)은 공통 으로

사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고 활용할 때 기 이 되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자 하 다.하지만 그들이 제안한 지침들은 수업을 실행

하는 교사에게 직 인 도움을 주기에 지나치게 일반 이고 추상 이다.

한 연구자들은 이러한 략들을 왜 사회과 수업에서 고려해야 하는지,

사회과의 목 달성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해 밝히지 못했다.즉,이

상의 지침들은 사회과의 목 과 특성에 해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에서 사회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테크놀로지 활용의 목 을

제안한 배 민(2008)의 연구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그는 사회과 수업

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이 추구해야 할 의미 있는 학습이 무엇인가에 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러한 학습을 진시키기 해 테크놀로지가 어떤 역

할을 할 수 있는지에 해 제시하 다.그는 테크놀로지 활용을 통해 지

향해야 하는 사회과의 의미 있는 학습으로 일곱 가지를 주장하 다.첫

째,학생들은 구체 인 경험을 통하여 복잡한 사회 상을 깊이 있게 이

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교실 밖의 문제 해결에도 용할 수 있는 실

제 역량을 길러야 한다.둘째,학습 목표와 학습 과제는 사회과에서

요한 문제나 주제와 련된 큰 사상과 연결되어야 한다.셋째,교사는 학

생들에게 실제 인 학습 과제를 제공해야 한다.넷째,학생들은 문제 해

결을 하여 자료의 수집 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탐구의 과

정을 겪어야 한다.다섯째,교사는 학생들이 서로 력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학습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여섯째,학습의 과정에서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한다.일곱째,교사는 학생들의 불완 한 심리 모형을

검토하여 그들이 스스로 심리 모형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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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배 민,2008,pp.63-69).

배 민(2008)은 사회과에서 지향해야 할 의미 있는 학습이 무엇인지에

해 먼 고민하고 이를 실 하기 한 도구로써 테크놀로지의 역할3)

을 밝혔다는 에서 기타의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갖는다.즉,그는 테크

놀로지 활용의 목 을 제안할 때 사회과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하지

만 그는 테크놀로지를 통한 의미 있는 학습이 어떤 근거로부터 도출한

것인지에 해서 밝히지 못하 다.이론 근거가 없는 주장은 그 타당

성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에서 이 연구는 한계를 갖는다.

Crowe(2006)는 테크놀로지가 민주주의에 미친 세 가지 향을 바탕으

로 이것이 사회과 교육에 주는 함의를 밝히고자 하 다.그에 따르면 테

크놀로지가 민주주의에 미친 향은 ‘정보에의 근’,‘정치 과정에의

근’,‘새로운 토픽과 이슈의 탄생’이다.그는 이상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사

회과 교사들이 수업에서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해

밝혔다.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정보에의 근’의 측면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테크놀로지를 활

용하여 통계,그래 ,차트 등을 분석하는 활동 직 그래 등을 만

들어 정보를 표 하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한 올바른 웹사이트 선

정 기 에 따라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활동 시사 문제에 해 여러 신

문들의 을 비교하는 활동 등을 제시할 수 있다.이를 통해 학생들은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문

제에 해 다양한 을 형성할 수 있다.두 번째는 ‘정치 과정에의

근’의 측면이다.사회과 교사들은 학생들이 정치 과정에 심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이를 하여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치 정보를 제

공해 주는 웹사이트를 소개해 수 있다.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정치 과정의 목 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직 정부 계자와 소통할

3)그는 학생들이 이러한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테크놀로지는

인지 비계,정보 근과 탐구의 도구,학습 공동체 형성,피드백의 교환과 학습 과

정의 반성 수정,실제 문제에 기반한 생동감 있는 학습,지식의 다원 표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배 민,2008,pp.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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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세 번째는 ‘새로운 이슈와 토픽에 한 측면’이다.테크놀로지의

발달은 표 의 자유, 라이버시,평등과 같은 새로운 토픽에 한 논쟁

을 발시켰다.교사들은 웹기반 토론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

을 표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수 있다

(Crowe,2006,pp.114-119).

Crowe(2006)는 “사회과 교육자들이 테크놀로지가 시민의 삶을 변화시

키는 방식을 고려해야 하고,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활용해야 한다”(Crowe,2006,

p.119)고 주장하 다.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볼 때,그는 ‘시민성 함양’이

라는 사회과의 목 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실 시키기 한 목 으로

테크놀로지 활용법을 제안하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것은 사회과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의 목 이나 방

향성에 한 종합 인 안내라기보다 교사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 인 수

업 활동이다.이에 따라 여타의 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는 교사의 수업

실행에 도움을 수 있는 구체 인 수업 략들을 제시해 다는 의의가

있다.반면,구체 인 수업 활동을 제안하는데 을 두었기 때문에 사

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통합 ,포 인 지향 을 제안해 주지 못한다.

선행 연구 분석 결과,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방향성에 한 연구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들 역시 사회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구체 인 수업 활

동을 제안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사회과

수업에 보다 효과 으로 테크놀로지를 통합하기 해서는 사회과에서

왜,어떻게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것인지에 한 명확한 이론 토 를

바탕으로 구체 인 수업 략을 도출해야 한다.왜냐하면 테크놀로지 방

향성과 수업 략은 일 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본 연구

는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이 지향해야 할 이론 근거로 사회 구성주

의를 채택하고,이를 바탕으로 구체 인 수업 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

다.뿐만 아니라 그러한 수업 략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주장의 타당성

을 입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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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사회 구성주의와 테크놀로지

1.사회 구성주의 개념과 교육 의의

구성주의란 지식과 앎의 과정에 한 인식론이다(최신일,1998;von

Glasersfeld,1995a;vonGlasersfeld,1995b;vonGlasersfeld,1998).구성

주의는 지식의 속성 형성과정을 바라보는 에 따라 진 구성주

의,사회 구성주의,인지 구성주의,개인 구성주의 등 다양하게 나

뉜다.본 연구에서는 진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를 다루고자 한

다.왜냐하면 부분의 연구자들이 구성주의를 진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로 분류하기 때문이다(Richards,1995;강인애,19954):이종

일,1998).여기서는 진 구성주의의 의미와 특징을 악한 후,사회

구성주의와 비교해 보도록 한다.

먼 구성주의 이 의 통 인 인식론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 인 인식론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란 인간의 경험과는 상

없이 이미 외부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 그들은 인간이 외

부의 실재를 온 히 반 (mirror)하고 표상(representation)할 때 진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진 구성주의자들은 진리 는 실재가 외부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

는 통 인 인식론을 거부한다.그 다면 진 구성주의에서 지식과

앎이란 무엇인가.vonGlasersfeld(1995a)에 따르면 진 구성주의자들

은 지식이란 인간이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머릿속에서 형성하는 것이라

본다(vonGlasersfeld,1995a,p.17).이것은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경험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에 해 von

Glasersfeld(1995b)는 지식이란 인간의 경험과는 독립된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개념을 버리고,인간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만 지식으로

4)강인애는 자신의 연구에서 ‘인지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로 구분하 으나

그녀가 의미하는 ‘인지 구성주의’는 다른 학자들이 ‘진 구성주의’로 표 하는

것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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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한다. 한 그는 실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 해도 인간이 알 수 없다고 주장하 다(vonGlasersfeld,

1995b,p.24)

이러한 측면에서 진 구성주의자들은 지식을 ‘유용성(viability)’의

에서 악한다(von Glasersfeld,1995b; von Glasersfeld,1998;

Molbash,2002).유용성이란 “행동,조작(operation),개념 구조,이론은

개인이 세운 목표를 성취하는 데나 과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때 유

용하다고 간주하는 것”(vonGlasersfeld,1998,p.24)을 의미한다.이에 따

라 유용성은 이론,지식 등이 발생하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von

Glasersfeld,1995b,p.25).

통 인식론자들과 진 구성주의자들 간 인식하는 지식의 개념

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에 한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von

Glasersfeld(1998)에 따르면 통 인 인식론자들은 진리가 이미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달해야 한다고

본다.이 때 언어는 지식의 달 수단으로 사용된다.하지만 진 구성

주의자들은 지식이 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이에 따라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구성한 지식을 이해하

기 해 언어를 사용한다(vonGlasersfeld,1998,pp.26-27).

Doolittle과 Hicks(2003)는 진 구성주의자의 을 반 한 사회과

수업을 를 들어 설명하 다.수업 주제는 제2차 세계 당시 미국

마을의 생활 모습이다.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1차 자료 2차 자료

들을 제공하 다.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이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나간다. 한 그 결

과를 다양한 형태로 표 한다. 진 구성주의자들은 바로 이 과정에서

지식 구성이 일어난다고 본다.이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실과 지식을 습득했는지 평가하지 않는다. 신 교사는 학

생들이 만들어 낸 자료를 토 로 그들이 만들어 낸 지식이 자료에 근거

해서 타당한지를 평가한다(Doolittle& Hicks,2003,p.79).

진 구성주의자들은 인간 간의 상호작용보다 더 요한 것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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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 지식 구성 과정이라 보았다.이것은 “사회 상호작용이 필요 없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그것이 개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재고

할 수 있는 자극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Doolittle&Hicks,2003,p.79).

즉, 진 구성주의자들은 사회 상호작용을 개인이 지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외부 환경 하나로 인식한다.

진 구성주의는 사회 상호작용을 요시하지 않는다는 에서

많은 학자들의 비 을 받았다.이로 인해 사회 구성주의가 등장하 다.

사회 구성주의자들은 지식의 형성 과정에서 사회 상호작용이 핵심

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이에 따라 진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

의 가장 큰 차이 은 사회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이라 할 수 있다.

이종일(1998)은 사회 상호작용에 한 두 입장 간 차이가 생긴 근본

인 원인에 해 Piaget와 Vygotsky의 심리학 기반을 근거로 든다.

그에 따르면 진 구성주의자들은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을 바탕으로,

지식이란 인간이 동화와 조 을 통해 평형을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라 본다.이에 따라 진 구성주의자들은 사회,역사 향보다

개인의 인지발달에 심을 가진다.반면 사회 구성주의자들은 Vygotsky

의 인지발달이론을 바탕으로,지식이란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들

이 함께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 본다.이에 따라 그들은 사회 상호작용

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언어,역사성 등의 요성을 강조한다(이종일,

1998,pp.82-83).

Gergen(1995)에 따르면 사회 구성주의자들의 심은 언어에 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고 해져 오는 텍스트,문서 등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그는 언어란 특정 문화 안에서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 형

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 교섭과정의 요성을 강조하 다(Gergen,

1995,p.45).이처럼 사회 구성주의자들에게 지식이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으로 결정되는 것이다.즉,지식은 “개인의 머리 안에

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진실을 추구하려는 화 상호

작용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Bakhtin,1984,p.110)이다.

지식의 형성과정에 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을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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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Gergen(1995)에 따르면 사회 구성주의자들은

교육에서 력과 화가 매우 요한 과정이라 여긴다(Gergen,1995,p.46).

이에 따라 그들은 동학습을 강조한다. 동학습의 요성을 이해하기

해서는 먼 Vygotsky의 근 발달 역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 발달 역이란 잠재 발달 수 과 실제 발달 수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Vygotsky는 능력 있는 래 는 교사와의 동을 통

해 인지 발달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 다(Vygotsky,1978,p.134).

Gergen(1995)는 지식이 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가정 하에,교

육을 화의 에서 설명하고자 했다.그리고 다음과 같이 사회 구

성주의의 네 가지 교육 함의를 밝혔다(Gergen,1995,pp.53-62).첫째

는 권 의 분산이다.그에 따르면 사회 구성주의 입장에서 권 는 사

회 인 것으로,집단에서 허락한다면 구라도 가질 수 있다.이 경우 권

를 가진 사람은 객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인정하는

언어를 생산해 내는 기술을 아는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교사 역시

화의 과정에서 자신이 학생보다 더 뛰어난 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한 사회 구성주의자들은 교육을 ‘화의 과

정’으로 악한다.이러한 측면에서 만약 교사가 가르칠 내용을 정한다면

학생은 이미 정해진 화 내용 속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알

아들을 수 없다.이에 따라 사회 구성주의자들은 교과 내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화와 토론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라 본다.

두 번째는 계의 활성화이다. 통 입장에서는 교사를 객 지식

을 아는 사람으로 여기고,교사는 이러한 지식을 학생에게 달하는 역

할을 맡는다고 보았다.반면 사회 구성주의 에서는 지식이란 사회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이에 따라 교사와 학생 모두 화에 참여하

여 지식을 생산해야 하는 주체로 본다.

세 번째는 실제 인 의미의 창출이다.사회 구성주의자들은 교육이

란 화의 맥락과 공동체,국가가 추구하는 목표가 부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라 보았다.이에 따라 그들은 실제 이고 참여 인 활동의 요

성을 강조하 다.즉,사회 구성주의자들은 수학,언어와 같은 정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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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과목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로젝트 학

습을 선호한다.

넷째는 교과 역의 극복이다. 통 입장에서는 화학,역사 등과 같이

지식 분야를 구분 지었다.하지만 사회 구성주의 입장에서 보면 분

인 지식 구조는 화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회 구성주의자들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필요

한 자료를 찾고,결합하는 가운데 필요한 교과 역을 자유롭게 넘나들

것을 강조한다.

Gergen(1995)의 주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사회 구성주의는 지식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보며,교육을 화의

에서 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 다면 사회 구성주의를 반 한

사회과 수업은 어떤 모습일까.앞서 살펴보았던 Doolittle과 Hicks(2003)의

사회 구성주의 의 사회과 수업을 떠올려 보자.사회 구성주의자

들이 사회 상호작용,탐구, 상을 강조하는 만큼,이 수업에서 교사는

력 탐구 활동을 요시한다.학생들은 소집단별로 제2차 세계

과 련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분석 해석하며,토론의 과정을 통

해 문제의 답을 형성해 나간다.사회 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이 형성된다고 본다.이 때 교사는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합의

된 결론을 도출하 는지 평가한다(Doolittle& Hicks,2003,p.80).

지 까지 사회 구성주의의 개념과 교육에 미치는 함의에 해 살펴

보았다.사회 구성주의자들은 지식이란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들

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보았다.이에 따라 교육에서도 사회 상

호작용을 증진하는 동학습의 요성을 강조하 다.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 구성주의를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이론 토 로 채택하고자

한다.이를 하여 다음 에서는 사회 구성주의가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선행 연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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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반교육 구성주의

하이퍼미디어(하이퍼링크와 멀티

미디어:사용자 통제권)

학습자 심 환경(학습과정

개의 주도성)

동(공동작업, 로젝트,PBL)
동학습( 과제, 로젝트,PBL,

다양성,정보공유 교환)

상호작용(개인 개인,개인

다수,다수 다수)

상호작용(학생 학생,학생

교사: 화,의사소통, 상)

분산화/네트워크화(지역 한계성

의 극복과 다양성)

탈 심화:지식 소비자와 생산자

로서의 학습자에 권 이양과 지식

구성에 따른 힘의 분산화

정보자원(다양성,최신성,정보공

유 교환)

실제 성격의 과제:학교교육과

실세계와의 직 련성 고려

2.사회 구성주의와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

최근 웹기반교육이 두되면서 구성주의를 웹기반교육의 이론 토 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강인애(2003)는 웹기반교육의

이론 근거로 구성주의를 제안하는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는 구성주의와 웹기반교육이 많은 공통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그는 구성주의와 웹기반 교육은 같은 시 에 논의되는 이론과 기술

이기 때문에 시 특성을 반 한 공통 이 많다고 주장하 다(강인애,

2003,p.157).그가 주장한 웹기반교육과 구성주의의 공통 은 <표 Ⅱ-3>

과 같다.

<표 Ⅱ-3>웹기반교육과 구성주의의 공통

자료:강인애,2003,pp.161-162의 내용을 재구성

두 번째 이유는 웹기반수업이 기존의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질 경우

웹의 정 인 속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는 기존 수업

의 경우 교사가 학습 내용 등을 미리 정하기 때문에 웹의 하이퍼미디어

의 특성은 활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하 다.이에 따라 웹기반 수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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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기 해서 기존 수업 환경의 안으로 구성주의 교수․학습 환

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강인애,2003,pp.157-158).

구성주의는 웹기반교육에서만 강조된 것이 아니다.많은 사회과 연구

자들 역시 수업에서 구성주의 근의 필요성을 역설하 다.Doolittle,

Hicks와 Lee(2002)는 학생들이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구

성주의라고 강조하 다.여기서 의미하는 구성주의 수업이란 선행지식

목표와 련 있는 실제 상황 안에서 학생들이 사회 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수업이다.그들은 이러한 수업이 학생들의 자발 이고 자기

주도 인 학습을 강화해 다고 강조하 다(Doolittle,Hicks,& Lee,2002,

p.10;Molebash,2002,pp.435-436에서 재인용).

Rice와 Wilson(1999)역시 사회과 수업에서 구성주의 학습 모델을

용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그들은 사회가 시민들로 하여 데이터의 수

집,분석,평가 능력 문제에 한 합리 사고 능력 등을 요구하는데,

교사 심의 지식 달 방식의 수업으로는 이러한 능력을 길러낼 수 없

다고 보았다.이에 따라 그들은 학생들의 동 능력,비 정보 처리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해서 교사가 구성주의 학습 모델을 사용해야 한

다고 주장하 다(Rice& Wilson,1999,p.2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과 교육과 웹기반교육에서 구성주의

근에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이론 토 로 사회 구성주의

를 채택하도록 한다.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해서는 두 가지 근거

가 필요할 것이다.첫째,‘사회과와 사회 구성주의의 지향 이 일치하

는가?’,둘째,‘테크놀로지는 사회과 수업에서 사회 구성주의 의 학

습 환경을 형성하여 주는가?’이다.

첫 번째 문제인 사회과와 사회 구성주의의 공통 과 련하여 본

연구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밝히고자 한다.첫 번째는 지식을 바라보는

의 측면이다.NCSS(1994)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성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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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의미하는 지식이란 학생들이 학교 안

에서 하는 자신의 경험에 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구성해 나

가는 해석이다.지식은 단순히 학생들이 기억해야 하거나,학

생들에게 달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교사들은 학생들

이 단순히 교육과정 내용을 하게 하는 것을 넘어,내용 지

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사고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NCSS,1994,p.160).

NCSS(1994)가 밝힌 것처럼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지식이란 경험에

해 스스로 해석하고,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발달시

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이것은 사회 구성주의에서의 지식 과 일

치하는 것이다.사회 구성주의에서 지식은 “개인의 머리 안에서 발견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진실을 추구하려는 화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Bakhtin,1984,p.110)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이 생성된다고 보는 에서 사회과와 사회

구성주의는 지식에 해 공통 인 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이다.사회과의 목 은 바람

직한 시민성의 함양으로,시민성이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자질이다.이

에 따라 사회과는 화와 토론,참여 기능 등을 요시해 왔다.구체 으

로 사회과에서는 의견의 비 탐색을 통한 토론 학습,참여기능을

진시키기 한 모의재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역할놀

이,사회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동학습 등의 교수·학습 방법이 강조

되어 왔다.Gergen(1995)에 따르면 사회 구성주의자들 역시 교육에서

학생들의 화와 력을 요시 한다(Gergen,1995,p.46).즉,그들은 다

른 사람과의 화와 토론, 상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고 본다.뿐만 아니라 Vygotsky의 근 발달 역의 개념을 기반으로

동학습을 강조한다.

세 번째는 학습 내용의 측면이다.차경수와 모경환(2008)은 사회과교

육의 내용에 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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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교육은 인간의 사회생활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

다.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단생활을

한다.그리고 집단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

제에 부딪친다....략...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과교육은 근

본 으로 인간과 사회에 한 상,즉 정치,경제,사회

문화 인 면에서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 인 지식을 가

르치고, 재 미래에 당면할 여러 가지 문제를 성공 으

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목인 것이다.이러한

능력은 우리의 역사 ·공간 실을 제로 하는 것이기 때

문에 역사학과 지리학 등도 사회과의 요한 교과내용을 다

룬다(차경수·모경환,2008,p.17).

차경수와 모경환(2008)에 따르면 사회과 교육은 ‘사회생활’을 학습하는

교과이다.이에 따라 학생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기 해 필요한 정

치,경제,사회,문화의 내용을 학습한다.‘공동체’,‘문화’,‘역사성’을 강조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과는 사회 구성주의와 공통 이 있다.

Gergen(1995)에 따르면 사회 구성주의자들은 인간의 말과 행동은 공

동체의 문화와 습에 비추어 해석된다고 본다(Gergen,1995,pp.42-43).

즉,그들은 인간이 문화 역사의 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한 이명숙(1998)은 Vygotsky의 논의를 빌려 모든 지식은 공동체의 역

사 속에서 축 되어 온 문화 ,사회 산물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형성한다고 주장하 다(이명숙,1998,

p.55).이상의 세 가지 논의를 종합해 보면 사회과와 사회 구성주의는

지식의 개념과 형성과정 교육을 바라보는 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인 사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가 사회 구성주의

의 학습 환경을 형성해 주는가의 문제를 밝히기 해서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Rice와 Wilson(1999)은 사회과 교실에서 테크놀로

지가 어떻게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지 설명하 다.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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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목할 은 테크놀로지의 유형을 구체 으로 나 고 각각의 테크

놀로지가 구성주의 학습 환경 조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한다는

것이다.첫째,사회과 소 트웨어와 CD롬 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

시뮬 이션이나 문제 해결 활동에 직 참여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지식

을 구성할 수 있게 해 다.둘째,비디오디스크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해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지 표 물을 직 만들 수

있게 해 다.셋째,멀티미디어/하이퍼미디어는 학생들로 하여 개인

는 그룹 리젠테이션 등의 생산물을 만들 수 있을 있게 해 다.

한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정신 모델을 발달시키는 데 시각 인

도움을 다.넷째,텔 커뮤니 이션은 학생들에게 세계 사람들과 소

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식을 함께 생산할 수 있게 해

다(Rice& Wilson,1999,pp.29-30).

Rice와 Wilson(1999)의 연구는 1999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설명한 테크놀로지의 특징은 재의 테크놀로지 수 과 차이가 있다.하

지만 그들의 주장에서 공통 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은 테크놀로지가 공

동의 지식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데 도움을 다는 것이다.특히 텔 커

뮤니 이션의 경우 시간과 공간을 월하여 다양한 사람과의 의견 교류

를 통해 함께 지식을 생성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사회 구성주의를 실

시켜 다고 볼 수 있다.

Milman과 Heinecke(2000)의 연구는 수업에서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지식의 사회 구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밝혔다는 에서 주목

해 볼 필요가 있다.Milman과 Heinecke(2000)의 연구에서 비 교사들

은 모둠별로 미국 남북 쟁에 한 1차 자료들을 모으고,평가하고,검

증하고,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디지털 역사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그 결

과 테크놀로지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 다.첫째,테크놀로

지의 사용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구성주의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었

다.둘째,테크놀로지는 교수와 학생의 역할 변화에 향을 주었다.이

수업에서 교수는 학생에게 안내하고 한 자원들을 알려주는 ‘진자’

의 역할을 하 다. 한 학생은 지식을 수동 으로 받는 것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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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연구에 참여하는 극 인 지식의 구성자가 되었다.

Milman과 Heinecke(2000)의 연구에서 주목할 은 테크놀로지의 역

할이다.그들은 테크놀로지가 지식의 사회 구성을 진시켰다고 주장

하 다.왜냐하면 연구 참가자들은 테크놀로지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하는 등의 탐구의 도구로써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자신들이 학습한 것

을 서로 공유하기 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써 활용하 기 때문이다.이처

럼 학생들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이러

한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지식을 형성하 다(Milman& Heinecke,2000,

p.557-558).즉,이 연구에서 테크놀로지는 사회 구성주의 의 수업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eafner와 Friedman(2008)의 연구에서도 테크놀로지가 지식의 사회

구성을 진시키는 학습 환경을 형성해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비교 집단의 학생들은 교사 심의 수업을 받은 반면,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키를 만들었다.처치 집단 학생들은 키를 통해 제2

차 세계 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해 다양한 으로 설명하거나 시

각 으로 표 하 다.연구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키의 활용이 구성

주의를 강화시켰다고 주장하 다.왜냐하면 학생들은 1차 자료들을 분석

하고,자신이 이해한 바를 표 하기 해 콘텐츠를 조직하는데 몰두하는

등 스스로 의미 있는 지식을 생성하 기 때문이다.처치 집단과 비교 집

단을 비교한 결과,처치 집단의 학생들이 장기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학습 내용을 더욱 잘 기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Heafner와 Friedman(2008)의 연구에서 사회 구성주의 학

습 환경을 만들어 키의 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키

라는 도구는 단순히 학생이 심이 되는 수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넘어서,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지식을 형성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Heafner와 Friedman(2008)은 “ 키가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답하며 각자 만든 키에 해 의견을 공유하게 해 주는

등 력 이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Heafner

& Friedman,2008,p.296)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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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Web2.05)도구의 하나로,학생들은 Web2.0도구를 활용하여 시

간과 공간을 월하여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이러한 력 테

크놀로지가 요한 이유에 해 Rosen과 Nelson(2008)은 다음과 같이

말하 다.

Web2.0의 력 테크놀로지는 사회 상호작용을 진한다.

이것은 통 인 구성주의 교육에서 가능했던 것보다 학생들

이 수행한 과제에 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에 해

의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학생들은 력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교실 동료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

양한 사람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의견들은 토론을 발시키고 이것이 결국 학습을 강화

시켜 다(Rosen& Nelson,2008,p.221).

Jimoyiannis등(2013)역시 ‘지식의 사회 구성’의 측면에서 Web2.0

도구의 의의를 강조하 다.그들은 Web2.0도구의 활용이 학생들의 참여

와 화 반성 담론을 진한다고 주장하 다.뿐만 아니라 학생들

이 Web2.0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범 의 아이디어에 근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력 으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

하 다.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비 사고력,반성 사고력 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그들은 Web2.0도구가 강화된 학습 기회

를 제공해 다고 주장하 다(Jimoyiannisetal.,2013,pp.250-251).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과 수업에서 력 테크놀로지는

교실 내의 화와 토론을 지원해 주는 것을 넘어서,다양한 지역 세

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 한 이러한 학습 공

5)Web1.0과 Web2.0은 인터넷 사용의 발달 단계를 의미한다.Web1.0은 고정 이고

상호작용 이지 않는 웹으로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Web2.0은 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읽고 쓰는 웹을 의미한다(Rosen &

Nelson,2009,p.212).Web2.0도구는 내용 생성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력,상호작

용, 극 인 참여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으로 블로그, 키,팟캐스트,소셜네트워

크 등이 있다(Usluel&Mazman,2009,p.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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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확장은 지식의 사회 구성을 강화한다.즉, 력 테크놀로지는

사회 구성주의 의 학습 환경을 조성해 다.“테크놀로지는 지식

의 사회 구성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의미 있고 풍부한 랫폼을 제공해

주어,커뮤니 이션의 향상을 통한 학습의 신을 이룰 수 있게 한

다”(Rowe,Bozalek,& Frantz,2013,p.596)는 Rowe등(2013)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테크놀로지를 통한 사회 구성주의 의 수업 환경이 학

습에 정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 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사회과와 사회 구성주의의 지향 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는 사회 구성주의 학

습 환경을 조성하여 다.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이론 토 로서 사회 구성주의를 채택하 다.다음

에서는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사회 구성주의 에서 테크놀로지

활용 략을 도출하도록 한다.

3.사회 구성주의 기반 테크놀로지 활용 략

본 에서는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사회 구성주의 의 수업을

실행하기 한 구체 인 략들을 살펴보고,그 사회과의 특성에 부

합하는 략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Hanson과 Sinclair(2008)는 “사회

구성주의 근의 기본 원리가 교사의 안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력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하면서 더 효과 으로 배우는 것”(Hanson&

Sinclair,2008,p.170)이라고 주장하 다.그리고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력 문제 해결 활동은 다음과 같은 공통 이 있다고 보았다.

• 모든 것은 실제 인 문제에서 시작되고 귀결된다.

• 소집단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력 으로 일한다.

• 과제는 구성원 사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가

요구된다.따라서모든 구성원들이 그룹에 한 책임감이 있다.

• 공유된 이해를 한 화와 상은 이 과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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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문제를 더욱 잘 이해하기 해 무엇을 학습

해야 할지에 해 스스로 결정함에 따라 자기 리

는 자기 지시를 훈련하게 된다.

• 교사나 튜터는 처음에는 력 문제 해결의 과정을

도와주는 모델 탐구자의 역할을 하지만, 차 그룹 상

호작용에서 비 성찰을 진하는 코치의 역할로 바

다.

• 활동의 목 은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학습이다.즉

지식의 구성은 구체 인 문제를 넘어서서 일반화된다.

(Hanson& Sinclair,2008,p.170)

Willis,Stephens와 Matthew(1996)은 사회 구성주의를 교실에 통합

시키기 한 네 가지 원리에 해 제안하 다.첫째,학습과 발달은 사회

동 활동을 통해 이룰 수 있다.둘째,근 발달 역은 교육과정과 수

업 계획을 한 가이드로 사용될 수 있다.셋째,학습은 유의미한 맥락에

서 일어나야 한다.넷째,학습은 아동의 고유한 경험과 련되어야 한다

(Willis,Stephens& Matthew,1996;Rice& Wilson,1999,p.29에서 재

인용).Willis등(1996)이 제안한 원리들은 일반 수 의 지침이기 때문

에 사회과 수업에 구체 인 수업 방식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Doolittle와 Hicks(2003)는 구성주의를 이론 토 로 하여 사

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을 한 구체 인 수업 략을 제안하 다는 에

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 략은 다음과 같다.첫째,교사와 학생은 탐

구를 한 도구로써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야 한다.둘째,교사는 학생들의

탐구와 활동을 진시키는 실제성을 확보하도록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야

한다.셋째,교사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사람,이슈,사건들

에 해 다양한 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세계와 사회 상호작용

을 강화시켜야 한다.넷째,교사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선행

지식을 기반으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진시켜 주어야 한

다.다섯째,교사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시기 하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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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여 지식의 유용성을 강화해야 한다.여섯째,교

사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자발 이고 창의 이고,지 인

사고를 강화시켜주고,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문 독립성을 길러주어야

한다(Doolittle& Hicks,2003,pp.88-92).

여기서 Doolittle과 Hicks(2003)가 제안한 구성주의6)기반 테크놀로지

활용 략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그들이 제안한 여섯 가지 략

‘셋째,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사람,이슈,사건들에 해 다

양한 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세계와 사회 상호작용을 강화해

야 한다’는 주장은 엄 한 의미에서 진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왜냐하면 이 주장에는 지식이 개인 내의 인

지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보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함

께 만들어 간다는 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다섯 번째 략

에서 Doolittle과 Hicks는 교사의 피드백을 강조하고 있다.그들은 특히

교사의 지식 평가를 요시한다.교사가 학생들이 만들어낸 지식의 유용

성을 평가하고,피드백을 주면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욱 성장할 수 있다

는 것이다.이것은 Vygotsky가 말한 근 발달 역의 의미와 상통한다.

Vygotsky는 근 발달 역에서 뛰어난 동료나 교사가 도움을 주면 학생

들은 더 높은 인지 발달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이에 따라 다섯 번째

략 역시 사회 구성주의 을 바탕으로 한 략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Doolittle과 Hicks(2003)가 제안한 여섯 가지 략은

구성주의 에서도 특히 사회 구성주의 략이라 볼 수 있다.

Doolittle와 Hicks(2003)가 제안한 략들을 구체 으로 용한 수업은

Holcomb,Beal과 Robertson(2009)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들은 미

국 학생들의 효과 인 러시아 역사 학습을 해 몇 가지 로젝트를 진

행하 다.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 마지막 로젝트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수업을 실시하 다.학생들은 리커(Flickr), 키 등의 다

6)Doolittle과 Hicks(2003)는 구성주의를 인지 구성주의, 진 구성주의,사회

구성주의로 구분하 다.하지만 인지 구성주의는 진리가 외부에 있다는 실재를

인정한다는 에서 진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만을 구성주의로 인정하

다(Doolittle& Hicks,2003,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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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Web2.0도구를 사용하여 러시아의 역사 유 지를 탐방하고 이메일

을 통해 러시아 사람들과 러시아 역사에 해 화를 나 었다. 한 학

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해 1차,2차 자료를 직 분

석하고 해석하 다.즉,이 로젝트는 학생들에게 러시아 역사의 핵심

요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실제 인 맥락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 다.

그 결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수업에의 흥미가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수업의 과정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학생들은 테크놀로지를 활용

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탐구 활동을 하 으며 러시아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 맥락에서 러시아의 역사를 할 수 있었다.즉,이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는 수업의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탐구의 도구,사회

상호작용의 진 도구,실제 과제의 해결의 도구로써 활용되었다.

이러한 에서 Holcomb등(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수업은 Doolittle와

Hicks(2003)가 제안한 테크놀로지 활용 략을 구체 인 수업에 용시

킨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Doolittle와 Hicks(2003)의 연구와 Holcomb등(2009)의 연

구를 바탕으로 하여,사회 구성주의 근의 테크놀로지 활용 략을

다음의 세 가지로 채택한다.첫째,탐구의 도구로써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다.사회과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해석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탐구 과정을 요시하는 만큼,테크놀로지는 학생들이 탐구를 수행하는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다.

둘째,사회 상호작용 강화의 도구로써 테크놀로지의 활용이다.테크

놀로지의 도입은 교실을 넘어서 지역 세계와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

다.이에 따라 학생들은 시간과 공간을 월한 많은 사람들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사건이나 상에 해 보다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실제 맥락 형성의 도구로써의 테크놀로지 활용이다.지

까지 많은 학생들이 사회과를 낱개의 지식들을 기억하고 암기해야 하는

과목이라 인식하 다.왜냐하면 교사가 사회과 내용 지식을 학생들에게

달해 주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하지만 사회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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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루는 학습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장소에 한 이야기이

다.따라서 학생들은 사회과를 실과 유리된 지식을 외워야 하는 과목

이 아니라,실제 맥락에서 삶과 련된 이야기로 인식해야 한다.이를

하여 학생들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다른 지역 나라에 있는 사람

의 이야기를 나 고,가상 체험을 해 보는 등 보다 실제 인 맥락에서

학습 내용을 할 수 있다.

제 3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실태

본 연구의 목 은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이론 토 로서 사회

구성주의를 채택하고,이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 구체 으로 용

했을 때 기존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보다 더 효과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다.이를 해서는 본 에서는 재 사회과 디지털교과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진단해 보고자 한다.

정부는 2007년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방안을 수립,발표한 이후부터 디

지털교과서 개발 사업을 시범 으로 추진하 다(교육과학기술부,2011,

p.18).교육과학기술부는 스마트교육 추진 략 실행계획에서 2014년부터

3-고2까지 디지털교과서(사회․과학․ 어)를 용하고,15년부터는

타교과로 면 확 용한다고 공표하 다.하지만 2013년 교육부는 시

기상조라고 단하고 이를 축소,조정하 다(교육부,2013,p.1).이에 따

라 2014년에는 163개의 연구학교에서 등학교 3-4학년 국정 사회,과학

각 1종과 학교 검정 교과서인 사회 5종,인정 교과서인 과학 8종의 디

지털교과서가 시범 용되었다(김혜숙․이미미․안성훈,2014,p.19).

디지털교과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평가 문항,학습 도구 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한 새로운 개념의 교과서이다.교육과학기술부는 디지털교과서에 해

<그림 Ⅱ-2>와 같이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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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디지털교과서 개념도

자료:교육과학기술부,2011,p.18

한춘희(2011)는 사회과에서 디지털교과서가 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

유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첫째,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생

들의 정보의 수집 분석,활용 능력을 길러 수 있다.둘째,디지털교

과서를 통해 학생들의 효과 인 학습 리가 가능해진다.셋째,학생들은

언제,어디서든지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여 공부할 수 있다.넷째,디지

털교과서는 온라인 공동체 학습 등 학생들의 사회참여를 진한다.다섯

째, 디지털교과서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다(한춘희, 2011,

pp.82-83).

이처럼 디지털교과서가 지닌 요성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의 많은

연구자들은 디지털교과서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에만 집 하 다.이에

따라 재 디지털교과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특히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의 분석 연구는 성경

희(2012),성경희․조 달(2012),김혜숙(2013)의 연구가 부이다.비록

재까지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의 실태를 보여주는 연구가 많지는 않

았지만,이 연구들을 분석하여 재 사회과 디지털교과서가 어떻게 활용

되고 있는지에 해 검해 볼 수 있다.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모습은 형식 측면과 내용 측면으로 나

어 그 특징을 악하고자 한다.먼 형식 측면과 련하여 김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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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은 수업조직,교수학 변환,교실 리라는 세 가지 주제를 심

으로 수업을 분석하 다.이 에서 수업조직의 측면에 주목해 볼 필요

가 있다.그녀는 도입과 마무리에서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을 보고하 다.구체 으로 디지털교과서 로그램을 종료하고 원을

끈 후,개인 정리함에 기기를 넣어두는 데까지 10여분이 소요된다는 것

이다(김혜숙,2013,p.90).

성경희(2012)역시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할 때 디지털교과서를 비하

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성경희(2012)는 ‘수업 비 단계7)’란 디지

털교과서가 탑재되어 있는 태블릿PC를 켜고 인터넷 속 상태를 확인하

는 등 수업을 시작하기 한 비 단계로, 찰된 수업 반 이상의

수업에서 시종 에 수업 비 단계를 확보하 다고 보고하 다(성경희,

2012,p.70).송연옥(2012)역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 시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 의 하나로 태블릿 PC의 이동 부 등의 비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실을 지 하 다(송연옥,2012,p.153).

다음은 수업 내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김혜숙(2013)이 찰

한 수업의 개에서는 두 가지 활동이 이루어졌다.첫째는 디지털교과서

의 내용을 읽고 알마인드라는 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리하기,둘째는 인

터넷을 검색하여 환경 친화 인 삶의 사례를 찾고 워포인트로 정리하

여 발표하기로 이루어졌다.두 가지의 활동은 모두 학생들의 활동이

심이 되는 학생 주도형이다.

그녀는 자신이 직 찰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외에 추가로 6개

의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사회 수업의 수업 단계별 주요 활동을 살펴보

았다.그 결과 도입 단계에서는 7개의 지도안 모두 동기유발을 한 동

상이나 사진 자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개 단계에서는 교사의 설명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한 조사 활동이 진행되고,문서 작성을 통해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활동으로 부분 진행되었다.마무리 단계에

서는 두 개의 지도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퀴즈 형태의 형성 평가를 진행

7)성경희는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수업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①수업 비 단계,②수업시작 단계,③교수ㆍ학습 단계,④수업마감 단계가

바로 그것이다(성경희,2012,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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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김혜숙,2013,p.98).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실제 인 학생들의

주도 인 학습이 일어나는 개 단계이다. 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의 활동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 수집 정리한 내용을 보여주

기 한 문서 작성에 치우쳐 있다.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정보 검색과 문서 작성에 치 하고 있다

는 사실은 성경희(2012)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성경희(2012)는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12회 찰하고,수업 내용을 ① 체학

습+교사진행,② 체학습+퀴즈․발표,③개별ㆍ조별학습+검색(읽기)ㆍ

쓰기로 나 어 각각의 비 을 조사하 다.그 결과 그녀는 수업 진행에

있어 학생의 극 역할이 필요한 ② 체학습+퀴즈ㆍ발표,③개별ㆍ조

별학습+검색ㆍ 쓰기라는 2가지 학습활동 세트가 체 수업의 반 이

상의 비 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하 다(성경희,2012,p.104).

김혜숙(2013)과 성경희(2012)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회과 디지

털교과서 활용 수업의 공통 인 특징은 체 수업에서 학생 활동이 차지

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다.하지만 단순히 학생 활동의 양이 늘어났다

고 해서 활동 내용의 질도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두 연구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활동은 교사 주도로 질문에 한 답을 하거나,디지털교과서에

서 제시하는 과제에 한 쓰기,인터넷 검색과 내용 정리 등에 한정되

어 있다.

Tally(2007)는 인터넷 정보 검색과 워포인트 리젠테이션(Power

PointPresentation:PPT)등의 문서 작성 활동을 테크놀로지를 잘못 활

용한 수업의 라 비 하 다.그는 PPT 만들기가 단순히 교사가 알려

순서(가령 키피디아에서 정보를 검색하지 말 것,모든 슬라이드에

사진이 들어갈 것,창의 으로 만들기 등)를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고 비 하고,특히 이러한 과제들은 학생들의 지 이고 역사 인 지각이

이루어지는가에 해서는 고려하지 못한다고 주장하 다. 한 교

사가 미리 선정한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정보 찾기는 다음과 같은 단 이

있다고 하 다.첫째,학생들은 웹사이트 탐색을 통해 과제를 통해 얻고

자 하는 본질보다는 단순한 과정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만다.둘째,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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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동은 비 이고 지 인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셋째,학생들은

사회과학자로서의 질문과 탐구 방식을 배울 수 없다(Tally,2007,

pp.311-312).Tally(2007)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재의 디지털교과서 활

용 수업은 학생들에게 정보를 검색하고 정리하는 단편 인 기능만 길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김혜숙(2013)과 성경희(2012)의 연구에서의 연구 상은 등학

교 6학년이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비교 뛰어난 상태라고 할 수

있다.송연옥(2012)은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조차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을 뿐 아니라 알 벳을 제 로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강조하 다.

이에 따라 그는 어 타자를 많이 쳐야 하는 인터넷 활용 시,수업을 제

로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수업의 흐름이 끊긴다고 보고하 다.이러한

송연옥(2012)의 연구를 통해 김혜숙(2013)과 성경희(2012)의 연구에서 나

타난 인터넷 검색 PPT 작성 활동 역시 일반 인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학습 활동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교사

주도 수업’이라 정의한다.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교사 주도 수업’이란 교

사가 심이 되어 수업을 이끌어가며,학생들의 활동이 디지털교과서에

서 제공하는 개인 과제 해결에 지나지 않는 수업을 의미한다.

제 4 연구모형

디지털교과서와 련한 선행 연구들은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했을 때가

서책형교과서를 활용했을 때보다 학습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

다.하지만 “매체와 그 속성은 학습의 속도나 비용에 요한 향을 미

친 것은 사실이지만 한 교수법만이 학습에 향을 미칠 수 있

다”(Clark,1994,p.27)는 Clark(1994)의 주장을 상기해 보면 디지털교과

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상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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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효과와

련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학습 효과

지식․기능

학업성취도(Saye& Brush,1999,김근 ․마 성,2013;송

윤희,2011;변호승 외,2010),자기주도학습 능력(Holcomb

etal.,2009;정남숙,2004;송윤희,2011;변호승 외,2010)

가치․태도
학습태도(김근 ․마 성,2013;송윤희,2011;변호승

외,2010),수업만족도(문용승,2010;손미․김소 ,2013)

행동 수업참여도(김민경,2003;안정언,2012)

독립 변인

⇨

종속 변인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

VS.

교사 주도 수업

지식․기능
학업성취도

자기주도학습 능력

가치․태도
학습태도

수업만족도

행동 수업참여도

구성주의 근의 수업과 교사 주도 수업을 실행했을 때,학습 효과의 측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이를 해 먼 디지털교과

서를 비롯한 기존의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효과와 련한 선행 연구

를 분석하 다.그 결과는 <표 Ⅱ-4>와 같다.

<표 Ⅱ-4>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학습 효과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종속 변인은 지식․기

능,가치․태도,행동의 측면으로 나 다.이에 따른 본 연구의 모형은

<표 Ⅱ-5>와 같다.

<표 Ⅱ-5>연구의 모형

*통제 변인:성별,사 지식,컴퓨터 활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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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설계

제 1 연구질문

본 연구는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사회 구성주의 근

의 학습 효과를 밝히는데 그 목 이 있다.이를 하여 사회 구성주의

근의 효과를 통계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왜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심층면담을 통해 이해해 보고자 한다.이를 통해 사회 구성주의 수업

은 교사 주도 수업과 비교하여 학습 효과의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

는 밝힐 수 있다.이상의 논의를 토 로 설정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과 교사 주도 수업은 학습 효과의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학업성취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자기주도학습 능력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학습태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수업만족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5)수업참여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제 2 혼합 연구 방법

1.혼합 연구 방법의 특징

혼합 연구 방법(Mixedmethodsresearch)이란 “한 연구에서 양 연

구 질 연구의 기술,방법, 근,개념이나 언어를 혼합하는 연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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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Johnson& Onwuegbuzie,2004,p.17)을 의미한다.혼합 연구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기 해서는 그것의 기원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한 세기

가 넘는 기간 동안 실증주의/경험주의 패러다임과 구성주의/해석주의 패

러다임 간 논쟁이 지속되었다(Tashakkori& Teddlie,1998;Johnson&

Onwuegbuzie,2004).실증주의/경험주의자들은 양 연구 방법을 지지한

반면,구성주의/해석주의자들은 질 연구 방법을 선호하 다.

Greene(2007)은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패러다임의 특징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실증주의자들은 사회 실재가 인간의 앎과 계없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한 그들은 인간이 식물과 마찬가지로 외

부 환경의 여러 요인에 측 가능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한다.이에

따라 실증주의자들은 사회과학자들이 인간의 삶에 향을 주는 것이 무

엇이며,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어떤 계가 있지 밝 야 한다고 주장하

다.즉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사회과학 연구의 주된 목 을 이론 검

증과 정교화이다.반면 해석주의자들은 사회 실재가 이미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그들은 인간이 식

물과는 달리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데,이러한 의도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구성하는 의미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이에 따

라 해석주의자들은 찰자의 해석을 통해 경험에 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질 연구 방법을 선호하 다(Greene,2007,pp.49-52).

실증주의자들과 해석주의자들은 각자가 주장하는 패러다임이 뛰어나

다고 주장하 으며 두 패러다임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Tashakkori와

Teddlie(1998)는 이러한 입장을 공약 불가성 태제(incompatibilitythesis)

라 정의하 다(Tashakkori& Teddlie,1998,p.20).이처럼 양 연구 방

법과 질 연구 방법은 서로 다른 철학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

는 만큼,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다.“양 연구는 연역,확증,이론/가설

검증,설명, 측,표 화된 자료 수집,통계 분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반면 질 연구는 귀납,발견,탐색,이론/가설 생성,데이터 수집의 요

한 수단으로의 연구자,질 분석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Johnson &

Onwuegbuzie,2004,p.18).



50

그런데 두 패러다임 간 화해를 시도한 이들은 실용주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양 연구 방법과 질 연구 방법이 양립 가능하다고 주

장하 다.실용주의자들은 실증주의나 해석주의 입장 한 을 채택

하지 않고 두 입장을 포용한다.그들은 통 인 이분법 사고를 버리

고 문제를 해결하기 해 더 합한 방법을 찾는 것을 선호하는 도

입장을 취하며,지식이 인간에 의해 구성되는 속성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재에 기반하고 있다고 여긴다(Johnson &

Onwuegbuzie,2004,p.18). 한 그들은 “질 방법과 양 방법의 사용

에 한 의사결정은 제기된 연구문제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연구 사이클

의 국면에 따라 달라진다”(Tashakkori& Teddlie,1998,p.51)고 본다.

이에 따라 양 ,질 근방법의 여러 요소들을 포함시킨 혼합 연구 방

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에서 혼합 연구 방법은 “양 는 질 인 한 측면만을 선

택해야 한다는 을 넘어서서 연구문제 주제에 가장 한 연구

방법을 찾아본다는 것에 매우 부합하는 방법론”(김 천,2013,p.546)이라

할 수 있다.Johnson과 Onwuegbuzie(2004)에 따르면 혼합 연구 방법의

목 은 한 가지 연구 방법을 선택했을 때의 단 을 최소화하고 두 연구

방법의 장 을 모두 가지는 것이다(Johnson & Onwuegbuzie,2004,

p.14).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혼합 연구 방법을 제3의 연구 방법이

라 명명하 다(김 천,2013;Johnson& Onwuegbuzie,2004).혼합 연구

방법의 사용은 연구 결과에 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해

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2.혼합 연구 방법 설계의 유형

Creswell(2005)은 혼합 연구 유형을 결정하기 해서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첫째,양 자료 질 자료 수집에서

연구자는 어디에 더 우선순 나 무게를 두고 있는가?어떤 한 형태가 더

강조되는가?두 방법이 동등하게 다루어지는가?둘째,질 자료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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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의 순서(sequence)는 어떠한가?셋째,연구자는 한 분석에서

데이터를 결합하는가? 아니면 데이터를 별개로 유지하는가?(Creswell,

2005,pp.513-514).

Creswell과 Clark(2011)는 혼합 연구 방법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분류

하 다(Creswell& Clark,2011,pp.77-100).첫 번째는 수렴 동등 설

계(convergentparalleldesign)이다.이 설계는 연구자가 연구 과정의 같

은 단계에서 양 데이터와 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최종

인 해석 단계에서 두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합치는 방법이다.연구자는 양

연구 결과와 질 연구 결과를 직 으로 비교, 조하여 연구 방법

을 삼각화하길 원할 때 이 설계를 사용한다.

두 번째는 설명 순차 설계(explanatorysequentialdesign)이다.이

설계는 두 단계의 차를 필요로 한다.연구자는 먼 양 데이터를 수

집 분석한 후,질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두 번째 이루어지는

질 연구 방법은 첫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진 양 연구 결과를 보다 심

층 으로 해석하기 함이다.연구자는 양 데이터 간 계를 악하고,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 이유를 질 연구 방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할 때 이 설계를 사용한다.

세 번째는 탐색 순차 설계(exploratorysequentialdesign)이다.이

유형 역시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설명 설계와는 반 의 순서로 이루

어진다.즉,연구자는 첫 번째 단계에서 질 데이터를 먼 수집하고 분

석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 양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이러한 방

법의 목 은 질 연구 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양 연구 방법을 통해 검

증하고 일반화하기 함이다.

네 번째는 내재 설계(embeddeddesign)이다.이 설계는 연구자가

통 인 양 연구 는 질 연구 안에서 양 데이터와 질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합치는 방법이다.이 설계에는 주 연구 방법과 부 연구

방법이 존재한다.부 연구 방법의 데이터 수집 분석은 주 연구 방법

실행의 , ,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이 때 부 연구 방법은

주 연구 방법을 도와주는 부차 인 역할을 맡는다.



52

다섯 번째는 변형 설계(transformativedesign)이다.연구자가 변형

세계 과 같은 이론 토 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이 설계를

사용한다.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변형 은 연구 과정의 모든 단계

에 향을 다.이 연구 설계의 목 은 기존의 념에 변화를 일으키고,

힘의 불균형을 밝히거나 개인이나 집단에게 힘을 부여하여 사회 정의를

진보시키기 함이다.

여섯 번째는 다면 설계(multiphasedesign)이다.이 설계는 체 연

구가 진행되는 동안 순차 ,동시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

다.연구자들은 다양한 연구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실용 목 의 규모

로젝트에서 이 설계를 사용한다.가령 로그램 평가와 련한 로젝

트에서 연구자들은 요구 분석, 로그램 개발, 로그램 평가 검증의 단

계를 거치게 되는데,이 때 다면 설계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사회 구성주

의 근의 수업과 교사 주도 수업을 비교하 을 때 학습 효과의 측면에

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함이다.이를 해서는 가설을 설정

하고 이를 다수의 연구 상으로 검증한 후 결과를 나타내는 연역 연

구 방식이 타당하다.이에 따라 양 연구 방법을 주 연구 방법으로 사

용한다.양 연구 방식에서는 객 차에 따라 가설 검증이 이루어

지므로 본 연구의 목 인 수업 방식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수 있다.

하지만 양 연구 방식만으로는 사회 구성주의 근이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해 설명하지 못한다.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처치 집단 학생들에게 심층 면 을 실시하여 통계 분

석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왜냐하면 “면 을 통해 연구 인 상에

한 반응자의 사고,지각,느낌 등을 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조 남,2001,pp.314-315)때문이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혼합 연구 방법 설계 내재 설계를 사용하

다.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은 주 연구방법과 부 연구방

법이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이다.내재 설계의 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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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는 질 )설계

양 ( 는 질 )

자료 수집과 분석

양 ( 는 질 )

자료 수집과 분석

( , ,후)

해석

<그림 Ⅲ-1>내재 설계 모형

자료:Creswell& Clark,2011,p.70

주된 연구 략은 양 연구 방법으로,사회 구성주의 수업과 교사

주도 수업의 학습 효과를 비교하기 해 실험 연구 방법을 채택하 다.

그리고 양 연구 결과를 보다 심층 으로 이해하기 하여 질 연구

방법인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

제 3 양 연구 방법

1.실험설계

양 연구 방법에는 상 연구 방법,조사 연구 방법 등 다양한 방법

이 있지만,본 연구에 합한 방식은 실험 연구 방법8)이다.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수업 방식을 달리 조작하여 용하 을 때

학습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한 결과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종속

변인에 향을 주는 독립 변인의 통제를 통해 수업 방식과 학습 효과 간

인과 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실험 연구 방법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 장에서 실험을 하 기 때문에 피험자의 무선 할당

8)실험 연구 방법이란 “독립 변수를 조작하고 외생 변수를 하게 통제하면서 독

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인과 계를 밝히려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연구 방

법”(윤 채․이형래,2007,p.36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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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검사 처치 사후검사

처치 집단 O1 X1 O2

비교 집단 O1 X2 O2

이 불가능하 고 외생 변수에 한 엄 한 통제가 불가능하 다.따라서

본 연구의 설계는 유사 실험 연구(quasi-experimentresearch)로,이질

집단 사 -사후검사 설계(nonequivalentgrouppretestposttestdesign)

라고 볼 수 있다.처치에 앞서 사 검사를 실시하 으며 5차례에 걸친

처치 이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변화된 효과를 확인하 다.이상 본 연

구의 설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연구 설계

X1: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

X2:교사 주도 수업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 변인은 수업 처치 방식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 다.처치 집단은 사회 구성주의 근을 용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비교 집단은 교사 주도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받았다.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수업은 같은 내용을 5차시라는 동일한 시간 동

안 실시하되,수업 방법만 달리 용하 다.연구자는 수업 시간 이외에

학생들에게 추가의 과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방과 후 자발 학습이

일어나는 것에 해서는 통제하지 않았다.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

과 교사 주도 수업은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각각의 특성을 바탕

으로 구체화하 다.이에 해서는 독립 변인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기

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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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상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해 등학교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사회 구성주의 근이 가져오는 학습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이러

한 수업 처치 효과를 확인하기 해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의 등학교

4학년 학생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서울에 소재한 2개의 디지털교

과서 연구학교에서 2015년 4월 한 달 동안 총 5차시의 수업이 진행되었

다.2개 학교에서 총 149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 으며,이 가운데 처

치 집단으로 실험에 참가한 학생은 75명,비교 집단으로 실험에 참가한

학생은 74명이다.

G 등학교는 서울시 구로구에 치한 학교로,2008년에 처음으로 디

지털교과서 연구학교로 선정되어 지 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4학년은

총 7개 반인데 2개의 반만 실험에 참여하 다.그 이유는 7개 반 2개

의 반은 실험 반으로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고 있고,나머지 5

개 반은 비교 반으로 교사만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디지털교과서 실험반인 6반과 7반은 1인당 1 의 노트북을 활용하고 있

었으며,디지털교과서 수업을 하고 난 후 학생들이 직 반으로 노트

북을 달해 주었다. 한 6반 교사가 6,7반의 과학을,7반 교사가 6,7

반의 사회를 가르치고 있었다.G 등학교 두 개의 반 한 반은 처치

집단으로,나머지 한 반은 비교 집단으로 선정되었다.

D 등학교는 서울시 강동구에 치하 으며,2008년도에 처음으로 디

지털교과서 연구학교로 선정된 후 지 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이 학교

는 사회 담교사가 사회를 가르치며,학생들이 스마트교실로 이동해서

사회 수업을 받는다.교사와 학생은 개인 태블릿 PC를 사용한다.4학년

은 총 4개 반이며 이 2개의 반은 처치 집단으로,나머지 2개의 반은

비교 집단으로 분류되어 실험하 다.

통제 변인으로 설정된 인구통계학 특성은 사 검사로 수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교별,성별 연구 상의 특성은 <표 Ⅲ-2>와 같다.

응답 사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 이스는 연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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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집단 비교 집단
합계

남 여 남 여

G 등학교 8 12 11 9 40

D 등학교 28 24 27 24 103

소계 36 36 38 33
143

합계 72 71

략 수업 활동

실제

맥락의

창출

․ 제주도 학생들과 ‘어 의 생활’‘어 의 문제 ’에 한

이야기를 나눔

․ 학생들은 학습 내용을 실과 유리된 지식이 아닌

제주도 친구들이 겪고 있는 삶의 이야기로 인식하게 됨

<표 Ⅲ-2>연구 상 인원 구성(학교별/성별)

(단 :명)

3.연구변인

1)독립 변인

(1)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

앞서 본 연구는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에서 사회 구성주의

을 용하기 한 략으로 첫째 실제 맥락의 창출,둘째 탐구의

진,셋째 지역 세계와의 사회 상호작용 강화로 채택하 다.이상

의 세 가지 략이 본 연구의 실험에서 어떻게 구 되는지 <표 Ⅲ-3>

에 나타나 있다.

<표 Ⅲ-3>사회 구성주의 략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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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의

진

․ 모둠별로 ‘락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지사에 출마함,제주도 학생들이 투표

해서 제주도지사를 선출.

․ 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제주도 학생들이 이야기해

그 지역의 문제 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모둠별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도출함

사회

상호작용

의 강화

․ 제주도 학생들과 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자발 으로 서로

궁 한 을 묻고 교류함

수업 내용은 4학년 1학기 ‘1-(2). 락의 생활 모습’에 해당하는 2차시

와 ‘1-(4). 락의 문제와 해결’에 해당하는 3차시이다.지역화 단원을 선

정한 이유는 재의 지역화 학습이 학생들이 보다 실제 맥락에서 자신

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한 이해를 넓히는데 효과 이지

않기 때문이다(김 석,2013;박수미․남상 ,2008).따라서 본 연구자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과 직 인 교류

를 통해 그 지역에 한 이해를 도모하면,보다 효과 인 지역화 학습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하 다.

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제주시 구좌읍에 치한 S 등학교와 J 등학

교의 4학년 학생들과 ‘4학년 락의 생활’이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교류하

다.S 등학교의 4학년은 한 반으로 18명이며,J 등학교의 4학년 역

시 한 반으로 9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S 등학교와 J 등학교가

있는 세화리와 종달리는 해녀마을로 불리는 형 인 어 의 형태를 띠

지만,무농사와 당근농사를 짓는 농 의 모습도 혼재되어 나타난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부모,조부모는 부분 어업,농업, 업에 종사하고 있다.

여러 테크놀로지 에서 네이버 카페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 조사 결과,D,G 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는

‘네이버’다.하지만 D 등학교 학생들 에 네이버에 가입된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G 등학교 학생들은 작년 컴퓨터 시간에 네이버에 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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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수업 일 으로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 으로 카페 등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이러한 에 비추어 본 연

구자는 높은 수 의 인터넷 활용 능력이 요구되는 도구의 활용은 어려운

것이라 단하고,가입과 활용이 쉬운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기로 하 다.

수업 방식 이외에 다른 요소들이 연구결과에 향을 주는 것을 방지

하기 해 연구자가 직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며 수업을 진행하 다.

이에 따라 수업 시간 ,제주도 학생들과 처치 집단 학생들 간 동시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았다.댓 을 달고,피드백을 받는데 몇 시간에서

며칠의 시간이 소요되는 비동시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한 처치 집단

과 비교 집단의 학습 시간을 동일하게 하기 하여 처치 집단의 학생들

에게 ‘4학년 락의 생활’에 해 가입하는 것 이외에 수업 후 과제는 제

시하지 않았다.수업 후 카페에서 이루어진 교류 활동은 자발 인 것으

로,연구자는 수업 시간 외에 일어나는 자발 활동에 해서는 학생들

에게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구체 인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주도 학생들은 ‘1-2. 락의 생

활 모습’의 수업에서,어 과 련한 생활 모습,어 에서 볼 수 있는 시

설 등의 사진이나 동 상을 카페에 게시하 다.이에 해 처치 집단 학

생들은 피드백을 주고 궁 한 을 질문하는 등 지속 으로 제주도 학생

들과 상호작용을 하 다. 한 ‘1-(4). 락의 문제와 해결’에 해당하는 3

차시 동안 제주도 학생들은 해녀마을의 문제 에 해 지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하고,자신이 겪은 마을의 불편한 에 해 카페에 기술하 다.

처치 집단 학생들은 ‘제주도지사에 출마합니다’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해 제주도 학생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둠

별로 마련하 다.그리고 도출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처치 집단 학생들

은 선거 연설문을 만들고,선거 상을 촬 한 후,카페에 올렸다.제주

도 학생들은 이 상을 보고 처치 집단의 학생들에게 해결책에 한 장

과 단 에 해 피드백을 주었으며,투표에 참여하여 제주도지사를 선

출하 다.구체 인 수업 내용은 <표 Ⅲ-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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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주제 구체 인 수업 내용

1
어 의

생활모습

• ‘나를 소개해요’를 통해 제주도 학생들과 계 맺기

• 네이버 지도의 ‘로드맵 뷰’를 통해 종달리와 세화리의

모습 살펴보기

• 제주도 친구들이 카페에 올려 내용을 바탕으로

어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시설과 어 사람들이

하는 일 이해

• 카페에서 궁 한 질문하거나 답하기

2

어

사람들의

산업

3
락의

문제 • ‘제주도지사에 출마합니다’과제의 제시

• 제주도 친구들이 올려 락 생활의 문제 분석

• 모둠별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살기 좋은

제주도로 만들기 한 해결방안을 도출

• 제주도지사에 출마하기 한 선거연설문 작성

동 상 제작

• 제주도 친구들이 투표해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도지사 선출

4

락의

문제

해결방안

5

락의

문제해결

을 한

도시와의

교류

<표 Ⅲ-4>수업 내용 구성

(2)교사 주도 수업

교사 주도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받는 집단 역시 처치 집단과

마찬가지로 수업 내용은 4학년 1학기 ‘1-(2). 락의 생활 모습’에 해당

하는 2차시와 ‘1-(4). 락의 문제와 해결’에 해당하는 3차시,총 5차시의

수업을 받았다.즉,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은 같은 수업 내용을 5차시라

는 동일한 기간 동안,수업 방식만 달리 하여 받았다.

비교 집단의 수업은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의 형 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이를 하여 선

행 연구를 분석하 다.그 결과, 재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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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어 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을 악할 수 있다.

구분 교사 주도 수업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

도입

•어 에 가 본 경험 이야기

하기

•학습문제 확인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여 세

화리와 종달리의 자연환경

모습 확인하기

•학습문제 확인

개

•디지털교과서에 해녀의 생

활과 련한 동 상을 보고

느낀 이야기하기

•교사가 어 에서 볼 수 있

는 시설,어 사람들이 하

는 일에 해서 설명하기

•각 어 시설물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디지털교

과서에 쓰기

•제주도 친구들과 계 맺기

•네이버 카페에서 제주도 친

구들이 어 생활과 련하여

카페에 직 업로드한 사진,

동 상,소개 자료 보기

•제주도 친구들에게 어 생

활에 해 궁 한 묻고

피드백 받기

•카페에서 본 내용과 디지털

심의 활동이 많다는 특징이 있었다.하지만 이러한 학생 심의 활동

은 단순히 디지털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질문에 한 답을 쓰는 것에 지나

지 않을 뿐만 아니라,여 히 교사가 수업을 주도 으로 이끌어가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본 연구자는 이러한 형태의 수업을 교사 주도

수업이라고 상정하 다.

아무리 학생 활동이 많다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이 단순히 디지털교과

서에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등의 내용을 수용하고,디지털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질문에 한 답을 쓰는 데 지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학습내용

에 해 보다 심층 으로 사고하지 못한다.즉,이러한 수업에서 학생들

의 역할은 지식의 생산자가 아니라,지식의 수용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교사 주도 수업의 특징을 바탕으로 구성한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과 교사 주도 수업의 시나리오는 <표 Ⅲ-5>와 같다.

<표 Ⅲ-5>수업 시나리오 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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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고 싶은 어 을 떠

올리며 디지털교과서 노트

에 쓰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비

교해 보고 알게 된 이야

기하기

정리

•교사의 학습내용 정리

•디지털교과서 형성평가

•어 생활에 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친구들과 함

께 이야기하기

•디지털교과서 형성평가

학습

목표

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다양한 노력을 말할 수 있다.

락과 도시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지 말할 수 있다

구분 교사 주도 수업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

도입

•귀농 박람회에 한 뉴스

동 상 시청하기

•학습문제 확인

•제주도지사 선거 뉴스 동

상 시청하기

•학습문제 확인

개

•교사가 락의 인구를 늘리

기 한 노력, 락의 소득

을 올리기 한 노력, 락

의 편리한 생활을 한 노

력에 해 설명하기

•디지털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락의

문제 과 이를 해결하기

한노력을찾아 시다’과제해결

•디지털교과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축제 동 상 보기

•우리 지역에 어떤 축제가

있는지 이야기하기

•모둠별로 다양한 자료를 수

집,분석하여 제주도의 문제

해결 방안 도출하기

•도출한 해결방안을 바탕으

로 선거 연설문을 만들기

•제주도지사 출마 동 상 촬

하여 카페에 업로드하기

•선거동 상을 보고 각 모둠

별 해결방안의 장 과 단

이야기하기

•제주도 학생들이 선거동

상을 보고 투표한 제주도지

사 선출 결과 알리기

정리
•학습내용 정리

•형성평가

•학습내용 정리

•형성평가

9)1차시부터 5차시까지의 구체 인 수업지도안은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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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속 변인

(1)지식․기능 역

① 학업성취도

많은 연구들이 사회과 수업에서 멀티미디어 등의 테크놀로지를 활용

했을 때 학업성취도가 높아졌음을 보고하고 있다.최병모와 희옥

(2007)은 사회과 문제해결학습에서 ICT를 활용한 집단과 활용하지 않은

집단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하 다.그 결과,ICT를 활용한 집단의 학업성

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사회과 수업에서 같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한다 할지라도,수업

방식에 따라 학업성취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주 주와 김정 (2006)

은 사회과 ICT 활용 수업에서 수업 통제방식과 학습자의 인지,컴퓨

터 활용 능력에 따라 학업성취도와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 다.그 결과,수업통제방식10)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성취도에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즉,교수자 통제방식의 ICT활용수업에서 학습

자는 더 높은 성취도를 보 으며,컴퓨터 활용 능력 수 이 높은 학습자

가 성취도도 높게 나타났다.

윤나미(2002)의 연구 역시 같은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에서라도 어떤

수업 략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수업 효과가 달라짐을 보여 다.그는

ICT활용 수업 유형을 정보안내형 ICT활용 수업과 정보탐색형 ICT활

용 수업11)으로 나 고,그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하 다.그

10)ICT 활용 수업에서 교수방식은 학습 통제권에 따라 교수자 통제방식과 학습자

통제방식으로 나 수 있는데 교수자 통제방식은 교사 주도 하에 교육용 소 트

웨어를 수업시간에 일반 교실에서 사용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반면 학습자 통

제방식은 학생 1인 1PC가 구축된 환경에서 학습자가 PC를 직 조작하면서 스

스로 학습하는 수업을 의미한다(주 주․김정 ,2006,p.146).

11)정보안내형 ICT 활용 수업이란 교사가 부분의 학습활동을 주도하는 유형을

의미한다.정보탐색형 ICT 활용 수업이란 인터넷 검색 엔진을 비롯한 웹사이트,

CD-ROM 타이틀,인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탐색하거나 정보를 갖고 있

는 사람과의 직 인 정보 교환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는 유형이다(윤

나미,2002,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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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ICT활용 수업의 유형이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향을 주었음을 밝

혔다.주 주와 김정 (2006),윤나미(2002)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도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집단이라 할지라도 어떤 수업

방식을 용하느냐에 따라 학업성취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학업성취도 에서도 단순 사실의 이해도를 묻는 객 식 문항

인지,고차사고력을 측정하기 한 서술형 문항인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Saye와 Brush(1999)의 연구에서 처치 집단은 멀티미디

어를 활용한 수업을 받았고,비교 집단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지 않은

일반 인 수업을 받았다.그 결과 연구자는 사실 회상과 련하여 두 집

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 다.하지만 에세이에서의 고차

추론 능력을 측정한 결과,처치 집단의 학생들이 더 많은 설득 주장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변증법 추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단순 사실의 이해 여부를 묻는 객 식 문항과

문제해결력을 묻는 서술형 문항을 평가하 다. 한 사회 구성주의

근의 장기 인 학습 효과를 밝히기 해,실험 종료 2개월 후에 2차 학

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 다.

② 자기주도학습 능력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가 타인의 도움 여부와는 상 없이 학습의

필요성 진단부터 학습목표 설정,학습에서 필요한 인 ․물 자원의 수

집, 한 학습 략의 선택 용,학습 결과의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Knowles,1975,p.18).즉 자기주

도학습 능력은 학습자 본인이 주체가 되어 학습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라

볼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

상되었음을 보고하 다.정남숙(2004)은 학교 1학년을 상으로 사회

과 수업에서 ICT활용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보

고자 하 다.그가 8개월 동안 ICT를 활용하여 일반교육과정 수업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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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재량활동의 보충․심화형 수 별 수업을 실시한 결과,학생들의 정보

소양능력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아졌다.정남숙(2004)의

연구 외에도 디지털교과서 효과에 한 선행 연구들은 디지털교과서 활

용 집단이 서책형 교과서 활용 집단에 비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아졌

음을 밝혔다(변호승 외,2008;변호승 외,2010;송윤희,2011).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과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

했을 때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아질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

다.하지만 단순히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기주도학습 능력

이 높아질 것인가에 한 의문은 여 히 남는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수업 방식을 다르게 용하

을 때,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2)가치․태도 역

① 학습태도

강성립(2008)은 ICT 활용 수업이 자기주도학습 능력 과학 태도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이를 검증하기 해 그는 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발견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개발한 ICT 활용

수업을 실시하 다.그 결과 ICT 활용 수업을 받은 집단이 통 교사

심의 수업을 받은 집단보다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과학 태도가 향상

되었다.

곽민희와 유정문(2004)은 과학 교과에 합한 웹기반 로젝트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을 상으로 웹기반 로젝트 학습이 과학학업성취도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자 하 다.처치 집단은 웹기반 로젝트

수업을 받았으며,비교 집단은 통 인 교사 심의 수업을 받았다.그

결과 처치 집단의 학생들이 비교 집단에 비하여 과학 학업성취도와 학습

태도가 높아졌음이 밝 졌다.이러한 결과에 해 곽민희와 유정문

(2004)은 과학 교과의 특성상 일반 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소극 인 향을 보이는데,웹기반 로젝트 학습은 여학생들의 과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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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흥미를 유발하고,성차에 한 부정 인 인식을 해소하여 과학 학

습 태도 향상에 정 인 향을 주었다고 강조하 다.

사회과에서도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사회과 학습태도에 정 인 향

을 다. 순 (2004)은 기존의 로젝트 학습이 교실 수업 내의 교사

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 하 다.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

으로,가정과 지역사회로 범 를 넓히는 웹기반 로젝트 학습을 용했

을 때 사회과 학업성취도와 학습 태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밝히

고자 했다.그 결과 웹기반 로젝트 수업을 받은 집단이 통 수업을

받은 집단보다 학업성취도와 학습태도가 더 향상되었다고 보고하 다.

김근 과 마 성(2013)은 키 기반 동학습이 사회과 학습태도와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하 다.이를 하여 등학교 6

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키 기반 동학습을 실시한 처치 집단과 통

강의식 수업을 실시한 비교 집단으로 나 어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

차이를 알아보았다.그 결과 학업성취도에서는 통계 으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처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더 정 인 사

회과 학습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훈 등(2010)은 IPTV가 교육에 도입되어 교수 학습 상황에서 교수

매체로 활용될 경우 교과태도,만족도,몰입 등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했다.연구 결과 사회과와 과학과에서 IPTV를 활용한 학

생들의 교과 태도가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지만,학습몰

입도의 변화에는 정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은 공통 으로 사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했을

때 사회과 학습태도가 정 으로 향상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디지털

교과서 효과성과 련한 연구 역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 집단이 서책

형 교과서를 사용한 집단보다 사회과 학습태도가 정 으로 향상되었음

을 보여 다(송윤희,2011;변호승 외,2010).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사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했을 때,사회과 학습태도가 정 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추

론할 수 있다.다만 본 연구에서는 같은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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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 방식과 교사 주도 수업 방식을

용했을 때,학습 태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② 수업만족도

최병모와 희옥(2007)은 사회과 교육에서 ICT활용이 문제해결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자 하 다.이 연구에서 처치 집단은 ICT를 활용

한 문제해결학습,비교 집단은 ICT를 활용하지 않는 문제해결학습에 참

여하 다.처치 집단을 상으로 ICT 활용 수업에 한 만족정도를 물

은 결과,응답학생 95%가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를 선택하 다.

이에 해 최병모와 희옥(2007)은 ICT활용이 수업 흥미를 높여 뿐

만 아니라,학생들로 하여 능동 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높은 수업만족도를 가진다고 주장하 다

(최병모․ 희옥,2007,p.199).

그런데 수업만족도와 련하여 주 주와 문자 (2004)의 연구를 주목

해 볼 필요가 있다.주 주와 문자 (2004)은 ICT활용 수업 방식을 교수

자 통제방식과 학습자 통제방식12)으로 나 었다.그리고 이러한 통제 방

식에 따라 사 지식과 컴퓨터에 한 자기효능감이 학습자의 학업성취

만족도에 미치는 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 다.

그 결과 수업통제방식과 사 지식,컴퓨터에 한 자기효능감 세 변인

의 상호작용이 성취도 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러한 연구 결과는 ICT활용 수업이 무조건 효과 인 것이 아니

라 수업 방식,학습상황,학습자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 으로

고려할 때 더욱 효과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본 연구에서도 디지털교

과서 수업에서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용했을 때 학습만족도가 더 높

아지는지에 해 밝 보고자 한다.

12)이 연구에서 교수자 통제 ICT 활용수업이란 Edunet에서 제공하는 ICT 활용

S/W을 수업시간에 실시하는 것으로,컴퓨터 1 와 로젝션 TV를 연결하여 일

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한 학습자 통제 ICT 활용수업이란

ICT 활용 S/W을 수업시간에 실시하되,학생들이 컴퓨터실에서 직 컴퓨터를

조작하여 학습목표에 한 활동을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는 수업 방식을 의미한

다(주 주·문자 ,2004,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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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동 역

① 수업참여도

많은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 연구들은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학생들

의 수업참여도를 높 다고 보고하 다.앞서 살펴본 최병모와 희옥

(2007)의 연구에서 ICT 수업에 한 참여정도를 조사한 결과,73%의 학

생들이 ‘매우 그 다’와 ‘그 다’라고 응답하 다.이러한 결과에 해 최

병모와 희옥(2007)은 문제해결학습에서 ICT의 활용이 학습자의 능동

인 참여와 체험을 유도하고 지식 구성을 진하는 수업 략이라고 주

장하 다(최병모․ 희옥,2007,p.199).

박지숙(1999)은 토론학습이 비 이고 합리 인 의사소통 기능을 신

장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도덕 토론 문화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장 에도 불구하고,학교 장에서는 토론수업이 제 로 실시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 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그는 교실에서의 토론수업이 갖는 공간 ,시간 한계를 극복하게 해

주는 웹 기반 교수학습모형을 개발하 다.연구 결과,일반 인 토론수업

에서보다 웹기반 토론학습에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같은 테크놀로지를 도입한다 할지라도 수업 방식에 따라 수업

참여도에 차이가 있다고 밝힌 김민경(2003)의 연구 결과는 주목할 필요

가 있다.김민경(2003)은 사회과 웹기반 온라인 토론에서 친 감에 따른

집단 구성이 몰입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했다.종속 변인은 학습자가

느끼는 몰입감으로 학습몰입과 수업몰입으로 나 다.그 결과 친 도

에 따른 집단 구성은 학습몰입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했지만,수

업몰입에는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메시지의 질

인 면에서도 친 도가 높은 집단인 경우 타인의 의견에 극 으로 반응

을 보이며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민경(2003)은 온라인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는 교수자는 집단

을 인 으로 조직하기보다는 친 도에 따라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선택

하도록 하여 자발 인 의지를 최 한 고려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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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같은 테크놀로지를 수업에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사가 어떻

게 수업을 구성하는지에 따라 학생의 수업참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따

라서 본 연구자는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수업 방식에 따라

수업참여도가 달라질 것이라 상하 다.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과 교사 주도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의 수업참

여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3)통제 변인

(1)성별

ICT활용과 련한 연구들에서 성별은 매우 요한 요인 하나로 여

겨져 왔다.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역시 외가 아니다.류지헌

(2008)은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남녀 변인이 수업 효과에 향을

수 있는 주요 변인이라 주장하 다.이에 따라 류지헌(2008)은 성차

와 같은 학습자 변수가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고자 하 다.연구 결과,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디지털교과서의 오작

동이나 신체 피로에 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해

서 과제 수행을 하는 것에 더 높은 흥미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류지헌(2008)은 보다 효과 으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기 해서는 멀티미디어 자료나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성별에 따른

선호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류지헌(2008)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성

별이 학업성취에 별다른 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다.류지헌․변

호승․서정희(2009)는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ICT활용능력

이 디지털교과서 활용효과에 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증하고,이러한

계모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그 결과

여학생 집단에서는 ICT활용능력이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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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지만 남학생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

지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통계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차효과

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별이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의 학습 효과에 주는 향에

해서는 상반되는 이 존재한다.본 연구에서는 엄 하게 성별이 학

습 효과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

다.여자를 1,남자를 2로 부호화하 고,이를 비서열화된 범주형 변인

(nominalcategoricalvariable)으로 처리하 다.

(2)사 지식

부터 많은 연구들에서 사 지식이 학업성취도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인임을 강조해 왔다.이것은 컴퓨터 활용 수업 등의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도 외가 아니다.주 주와 문자 (2004)은 등학교 ICT 활용

수업에서 수업통제방식,사 검사,컴퓨터에 한 자기효능감이 성취도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해 밝히고자 하 다.그 결과,성취도에 가

장 큰 향을 미친 요인은 사 지식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사

지식은 수업만족도에도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것

은 사 지식과 인지부하,몰입이 학업성취도를 유의미하게 측한다고

밝힌 강명희 등(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에서도 사 지식은 학습의 성과를 좌우

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Hammond와 Manfra(2009)는 학생들의 선

행지식 수 에 따라 교사가 의도한 교육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

하고자 했다.그 결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같은 디지털 다큐멘터리 과제

를 내더라도,테크놀로지와 교과 내용에 한 학생들의 선행지식 수 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밝 졌다. 한 이종연 등(2007)은 사

회과 창의 문제해결력 신장을 한 교육 로그램을 운 한 결과,

온․오 연계 버 을 운 하 을 경우와 오 라인 버 을 운 하 을

경우 모두 사 지식인 사회과 역지식이 학업성취도에 정 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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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쳤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에서도 사 지식이 학습 결과에 향을 것으로 추론하 다.따

라서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이 학습 효과에 미치는 효과를 엄 하

게 검증하기 하여 사 지식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 사 지식은 직 성 인 3학년 2학기 사회 성 으로 측

정하 다.3학년 2학기 사회 성 은 지리,일반사회,역사,세 역별로

나뉘어져 있으며,각각 매우 잘함,잘함,보통,노력 요함의 4단계의 척도

로 수를 부여받았다.연구자는 실험 담임교사에게 부여 받은 세

역의 총 을 사 지식으로 활용하 다.

(3)컴퓨터 활용 능력

주 주와 김정 (2006)는 등학생을 상으로 ICT 활용능력,인지양

식,수업통제 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하 다.그 결과 컴

퓨터 활용 능력이 높은 집단이 ICT활용수업에서 더 높은 학업성취도와

수업만족도를 얻었음이 드러났다. 한 류지헌 등(2009)은 학생들의 컴

퓨터 활용 능력이 디지털교과서 활용 효과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이러한 계모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 다.그

결과 성별에 따라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성 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났다.여학생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남학생의 경우 컴퓨터 활

용 능력이 사후성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이에

따라 류지헌 등(2009)은 디지털교과서를 효과 으로 운 하기 해서는

학습자의 ICT 활용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류지헌․변호

승․서정희,2009,p.70).

이러한 연구 결과는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도입할 때,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수 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Rosen과

Nelson(2008,p.221)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도 컴퓨터 활용 능력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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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1차 학업성취도 2차

2.어 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생산

활동의 모습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

㉠ 산에서 버섯을 재배합니다.

㉡ 김과 미역을 땁니다.

㉢ 생선직 장에서 생선을 팝니다.

㉣ 벼농사를 합니다.

㉤ 땅 속 지하자원을 캐는 일을

합니다.

1.어 에서 볼 수 있는 생산 활동이

아닌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

① 양식장에서 생선을 기릅니다.

②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③ 얼음을 만들어 팝니다.

④ 산에서 나물이나 약 를 캡니다.

⑤ 논에서 벼농사를 합니다..

3)조사도구

본 연구의 효과 분석을 해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질문지에 구성된 내용을 통해서 통제 변인과 종속 변인에 한 자료를

수집하 다.설문은 사 설문과 사후 설문 간에 4주의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학습 효과를 배제할 수 있었다.

(1)학업성취도

먼 1,2차 학업성취도 문항은 연구자가 교육과정의 성취기 과 수업

의 학습목표를 기 으로 하여 학습내용의 이해도를 묻는 10개의 객 식

문항과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1개의 서술형 문항을 개발하 다.그리고

학업성취도 문항은 4학년 담임교사 3인에게 타당성을 검토 받았다.

2차 학업성취도 문항은 1차 학업성취도 문항의 형식을 바꿔서 출제하

다.구체 인 내용은 <표 Ⅲ-6>과 같다.

<표 Ⅲ-6>1,2차 학업성취도 문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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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

문제의

실태 악

문제 을 정확하게

악하게 구체 으

로 기술하 다.

락의 문제 을

알고 있지만 피상

으로 기술하 다.

락의 문제 에

해 잘 모르고,

구체 으로 기술

하지도 않았다.

3 2 1

문제 과

해결방안

의 연결성

타당성

문제 과 해결방

안이 타당하게 연

결되었다.

문제 과 해결방안

이 서로 연 이 있

으나 설득력 있게

표 하지 못하 다.

문제 과 해결방

안이 서로 연 성

없이 제시되었다.

3 2 1

8.다음은 락의 어떤 문제를 해

결하기 한 노력인지 고르시오.

( )

 폐교나 마을 회 등의 문화시

설을 만들어 락 사람들이 이

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락의 소득을 올리기 한 노력

②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한 노력

③ 락의 편리한 생활을 한 노력

④ 락의 인구를 늘리기 한 노력

⑤ 도시와 교류하기 한 노력

8. 락의 편리한 생활을 한 노

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지역 축제의 개최

② 농업과 어업의 기계화

③ 폐교를 문화시설로 만들기

④ 친환경 농산물 재배

⑤ 귀농․귀 박람회 개최

문제해결력을 측정한 문항의 경우 <표 Ⅲ-7>과 같이 채 기 을 마

련하 다.이 평가 기 은 연구자가 개발하여 등교사 3인에게 검토 받아

수정된 것이다.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서 연구자를 제외한 2인의

등교사가 채 기 에 따라 독립 으로 채 한 후,두 수를 합산하 다.

<표 Ⅲ-7>문제해결력 문항 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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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의

실 가능성

실 가능한 해결

방안을 구체 으

로 제시하 다.

해결방안이 실 가

능하지 않거나,해

결방안을 피상 으

로 기술하 다.

실 불가능한 해

결방안을 피상

으로 제시하 다.

3 2 1

내 상

계

95%신뢰구간 실제 값 0으로 F검정

하한값 상한값 값 df1 df2 유의확률

평균

측도
.965 .951 .975 28.406 142 142 .000

내 상

계

95%신뢰구간 실제 값 0으로 F검정

하한값 상한값 값 df1 df2 유의확률

평균

측도
.941 .918 .951 16.866 142 142 .000

두 명의 채 자간 신뢰도는 평가자간 신뢰도(Intraclasscorrelation

coefficients)검정을 통하여 측정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

<표 Ⅲ-8>은 1차 문제해결력 평가에서 평가자간 상 계수를 통한 신뢰

도를 보여 다.평균 측도의 95% 신뢰구간이 .951에서 .975로 높게 나타

났으며 유의 확률 .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로 1차 학업성취도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의 채 자간의 평가자간 신

뢰도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Ⅲ-8>1차 문제해결력 평가 평가자간 신뢰도

<표 Ⅲ-9>는 2차 문제해결력 평가에서 평가자간 상 계수를 통한 신

뢰도를 보여 다.평균 측도의 95% 신뢰구간이 .918에서 .951로 높게 나

타났으며 유의 확률 .0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단할 수

있다.이 결과로 2차 학업성취도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의 채 자간의 평

가자간 신뢰도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Ⅲ-9>2차 문제해결력 평가 평가자간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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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 문항

주인의식(효능감) 4 6,7,11,19

메타인지 5 2,3,4,14,18

정보탐색 과제해결 5 1,5,8,9,10

내재 동기 자아성찰 5 12,13,15,16,17

(2)자기주도학습 능력

본 연구에서 활용할 자기주도학습 능력 측정도구는 송윤희(2011)와 변

호승 등(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사용하도록 한다.이 도구는

박용휘(2003)가 개발한 등학생 고학년용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활용한

것이다.이 도구를 선택한 이유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기타의

도구들과는 달리 한국의 등학생 수 에 맞게 개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총 문항수는 19문항으로 하 요인은 주인의식(효능감),메타인지,정보탐

색 과제해결,내재 동기 자기성찰로 나뉜다.

<표 Ⅲ-10>자기주도학습 능력 하 요인 문항

자기주도학습 능력 설문을 포함한 모든 측정 도구들은 설문도구의 타

당도 분석을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신뢰도 분석을 해

Cronhachα 값을 구하 다.자기주도학습 능력 설문의 타당도 분석 결

과,요인1은 2,3,4,14,18번 문항으로 ‘메타인지’,요인2는 1,5,8,9,10

번 문항으로 ‘정보검색 과제해결’,요인3은 12,13,15,16,17번 문항

으로 ‘내재 동기 자아성찰’,요인4는 6,7,11,19번 문항으로 ‘주인

의식(효능감)’으로 나타났다.각 구성 개념에 해당하는 요인 재값은 모

두 0.5이상으로 나타났다. 한 고유값은 요인15.130,요인24.467,요인

31.858,요인41.233으로 모두 1.0이상,네 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변동설명력은 66.778%로 50.0%이상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 능력 측정 도구의 타당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Cronbach α 

값은 사 검사의 경우 .853이었고 사후검사의 경우 .842로 나타나 우수한

신뢰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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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 문항

사회수업 5 1,2,3,4,5

사회교과 6 6,7,8,9,10,11

(3)사회과 학습태도

사회과 학습태도 측정도구는 송윤희(2011)의 측정도구이다.송윤희

(2011)는 김명숙 등(1999)의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의 목 에

맞게 학교에서의 사회수업 5문항 사회교과에 한 정의 태도 6문항

을 발췌하여 총 11문항을 활용하 다(송윤희,2011,p.81).

본 연구의 상이 등학교 4학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문항 수가 지

나치게 많을 경우 집 력이 하되어 불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우려하 다.이에 따라 문항수가 으면서 학습태도를 가장 명확하게

물어볼 수 있는 송윤희(2011)의 도구를 선정하 다.

<표 Ⅲ-11>학습태도 하 요인 문항

사회과 학습태도 설문의 타당도 검증을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

하 다.그 결과 요인1은 1,2,3,4,5번 문항으로 ‘사회수업에 한 학습

태도’,요인2는 6,7,8,9,10,11번 문항으로 ‘사회교과에 한 학습태도’

로 나타났다.요인 재값은 모두 0.5이상,고유값은 요인1이 3.061,요인

2가 2.647로 모두 1.0이상으로 나타났다. 한 두 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변동설명력은 51.890%로 50.0%이상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설문

도구의 타당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Cronbachα 값은 사 검사의

경우 .853이었고 사후검사의 경우 .875로 우수한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수업만족도

수업만족도 검사는 문용승(2010)이 개발한 학습만족도 설문지를 사용하

다.문용승(2010)의 도구는 이종연과 심종방(2006)의 이러닝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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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 문항

학습 성과 인지도 3 1,2,3

수업방식 만족도 6 4,5,6,7,8,9

직 인 만족도 5 10,11,12,13,14

학습자 만족도를 비롯한 학습만족도와 련한 선행 연구의 다양한 문항

을 참고하여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문용승,2010,p.42).수

업만족도 설문문항은 학습 성과에 한 학습자의 만족도에 한 문항이

3개,수업방식에 한 문항이 6개,직 인 만족도를 묻는 문항 5개,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문용승(2010)의 수업만족도 검사는 손

미와 김소 (2013)가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사회과 문제해결력과 학습만

족도에 미치는 향’에서 사용한 바 있다.

이 도구를 선택한 이유는 문항이 등학생의 수 에 맞게 쉽게 서술되

었을 뿐만 아니라,학습 성과,수업방식,직 인 수업 방식에 한 만족

도로 세분화되어,보다 구체 으로 수업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Ⅲ-12>수업만족도 하 요인 문항

수업만족도 설문의 타당도 분석 결과 요인1은 10,11,12,13,14번 문

항으로 ‘직 인 만족도’,요인2는 4,5,6,7,8,9번 문항으로 ‘수업방식

만족도’,요인3은 1,2,3번 문항으로 ‘학습 성과 인지도’로 나타났다.각

구성개념에 해당하는 요인 재값은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났고,고유값

은 요인14.329,요인24.311,요인32.796으로 모두 1.0이상으로 나타났

다. 한 세 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변동설명력은 81.684%로 50.0%

이상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설문 도구의 타당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사후검사 Cronbachα 값은 .967로 우수한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수업참여도

수업참여도 측정 도구는 차민정 등(2010)이 개발한 ‘학습자의 수업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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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 문항

수업 비하기 2 1,2

수업활동하기 4 3,4,5,6

의사표 하기 4 7,8,9,10

수업확장하기 4 11,12,13,14

수업 열정 2 15,16

여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이 도구는 안정언(2012)이 디지털교과서 효

과성 측정 연구에서 사용하 다.이 측정도구를 선정한 이유는 기존의

학습참여 측정도구들이 참여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반면,차민

정 등(2010)의 도구는 참여에 한 체계 인 정의를 바탕으로 행동 ,인

지 ,정서 역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 으로 측정하기 때문이다.이

도구는 수업 비하기,수업활동하기,의사표 하기,수업확장하기,수업

열정의 다섯 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Ⅲ-13>수업참여도 하 요인 문항

수업참여도의 타당도 분석 결과 요인1은 7,8,9,10번 문항으로 ‘의사

표 하기’,요인2는 11,12,13,14번 문항으로 ‘수업확장하기’,요인3은

15,16번 문항으로 ‘수업 열정’,요인4는 1,2번 문항으로 ‘수업 비하기’,

요인5는 3,4,5,6번 문항으로 ‘수업활동하기’로 나타났다.각 구성개념에

해당하는 요인 재값은 모두 0.5 이상으로 나왔고,고유값은 요인1

3.600,요인22.692,요인32.162,요인41.806,요인51.529로 모두 1.0이

상으로 나타났다. 한 다섯 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변동설명력은

73.683%로 50.0%이상으로 나와 설문도구의 타당도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Cronbach α 값은 사 검사의 경우 .913이었고 사후검사의 경우

.913로 우수한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컴퓨터 활용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을 묻는 문항은 기존의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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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호승 외,2008;변호승 외,2010)에서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 다.

이 도구를 선정한 이유는 등학생의 수 을 고려하여 쉽게 자신의 컴퓨

터 활용 능력을 표 할 수 있도록 기술되었기 때문이다.

컴퓨터 활용 능력의 타당도 분석을 해 탐색 요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요인 재값은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났고,고유값은 3.391로 1.0이

상, 변동설명력은 67.820%로 50.0%이상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컴

퓨터 활용 능력 측정 도구의 타당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한

Cronbachα 값은 0.858로 나타나 우수한 신뢰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4.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18forWindows

로그램을 통해 통계 처리하 다.자료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

째,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의 할당이 동질 으로 잘 이루어졌는가를 확

인하기 해 사 검사 수에 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다.이러

한 분석은 학교 장 수업에 한 유사 실험이라는 본 연구의 특성상 무

선할당을 실시할 수 없다는 을 감안,집단 할당에서 편향이 존재하

는가를 확인하기 한 것이다.동질성 검증은 두 집단 간 통제 변인과

종속 변인에 해 반 으로 진행되었다.

둘째,독립 변인인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이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

자기주도학습 능력,학습태도,수업만족도,수업참여도의 향상 정도에

한 향력을 확인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 로 성별,사 지식,컴퓨터 활용 능력을 혼란을 수 있는

변수로 규정하고,독립 변인인 집단과 함께 측 변인으로 일 투입

(ENTER)방식으로 통계처리를 하 다.독립 변인과 통제 변인 가운데

범주형 변인인 ‘집단’과 ‘성별’은 더미 변인으로 처리하 다.이에 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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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a+b1X1+b2X2+b3X3+b4X4+e

Y1:학업성취도

Y2:자기주도학습 능력

Y3:학습태도

Y4:수업만족도

Y5:수업참여도

a:상수

X1:집단 (1=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에 참여한 집단,

0=교사 주도 수업에 참여한 집단),더미변인으로 처리

X2:성별 (1=여자,0=남자),더미변인으로 처리

X3:사 지식 (높을수록 좋은 성 )

X4:컴퓨터 활용 능력

e:오차

1) 측 변인 간 단순상 계 분석

2)종속 변인에 한 다 회귀분석

학업성취도(Y1),자기주도학습 능력(Y2),학습태도(Y3),수업만족도

(Y4),수업참여도(Y5)

제 4 질 연구 방법

본 연구자는 처치 집단 학생들 해당학교 교사를 상으로 심층면

담을 실시하 다.면담과 같은 질 연구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양 연

구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에 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해서이다.

즉,본 연구에서 주된 연구 방법은 양 연구 방법으로,질 연구 방법

은 부수 인 방법으로 양 연구 결과를 보완하기 하여 활용되었다.



80

1.연구 상자 선정

본 연구는 표집 선정에서 최 편차 샘 링(maximum variation

sampling)방법을 사용하 다.최 편차 샘 링은 "표집의 상 안에

최 한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상을 수집해서 연구하는 방법”(유기웅

외,2012,p.177)이다.

최 차이 샘 링은 다양한 특성에 따라 연구 상을 수집한다는

에서 유층 의도 샘 링(stratifiedrandom sampling)과 공통 이 있다.

하지만 나장함(2012)에 따르면 최 차이 샘 링이 연구 상의 다양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공통 을 찾는데 을 두는 반면,유층

의도 샘 링은 각 유형별로 나타나는 차이 을 밝히는 데 집 한다(나

장함,2012,p.83).최 차이 샘 링의 장 은 연구 상자들의 다양한

특성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 으로 존재하는 핵심 상 는 경험에

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기웅 외,2012,p.177).

본 연구는 처치 집단 학생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선정하

여 그들이 공통 으로 겪은 사회 구성주의 근 수업의 경험을 해석해

보고자 하 기 때문에 최 편차 샘 링 방식을 사용하 다.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성 ,성별,사회과 수업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특성

을 지닌 면담 상자를 선정하 다.

2.연구 상의 특징

1)연구 상 교사 특성

L교사는 26세 여교사로,교육 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G 등학교

에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다.작년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교과서 연구반

을 맡았다.6반과 7반이 디지털교과서 연구반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두

반의 교사 한 교사는 6,7반의 사회를,나머지 한 교사는 6,7반의 과

학을 가르쳐야 했다.L교사는 작년에 이어 사회를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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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교사는 몇 가지 단 이 개선된다면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학습 자료라고 여긴다.작년에는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하는데 많

은 어려움을 겪었다.하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재는 디지털교과서의 기

능을 극 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한다.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 매우

열성 이며,수업 비도 열심히 하는 편이다.

그녀의 성격은 매우 다정다감하며,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먹을 간식을

직 집에서 챙겨오는 등 아이들에 한 사랑이 깊다.아이들도 L교사를

잘 따르고,쉬는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L교사 주 를 맴돈다. 한 성실

하고 의바르며 말투 역시 다정다감하여 동료 교사들의 신뢰가 두텁다.

2)연구 상 학생 특성

심층면 의 상 학생들은 성별과 성 ,수업참여도 등의 다양한 특성

을 고려하여 선정하 다.

① 황○○(여)-황○○는 여자 회장이다.굉장히 활발하고 말이 많으

며 목소리도 크다.남학생과 여학생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잘 어울린다.

남자 회장이 우물쭈물 할 때에도 이 학생이 나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

휘한다.매사 극 인 편이라 수업 시간에도 나서서 발표하고,모둠활동

시 다른 친구들을 주도 으로 이끌어 간다.머리도 매우 좋고 과제 해결

속도도 빠른 편이라 개별 쓰기 과제를 내 주면 다른 아이들이 고민할 동안

이 학생은 교사에게 완성작을 가져 온다.이 학생이 속한 모둠은 항상

뛰어난 결과물을 보여 다.하지만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모둠활

동 시 뒤쳐진 동료들을 답답해하고,남학생들에게 잔소리가 많은 편이다.

② 지○○(남)-시끄럽고 산만하며 늘 에 지가 넘치는 유쾌한 성격

이다.평소에는 장난꾸러기이지만 치도 빨라 담임교사가 싫어하는 일

이거나 화가 나 있으면 순종 으로 변한다.성 은 권 정도이지만,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고 욕심도 있는 편이다.수업참여도도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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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발표도 자발 으로 열심히 한다.창의성의 뛰어나고 친구들을 잘

이끌기 때문에 이 학생이 속한 모둠은 결과물이 항상 다른 모둠보다 창

의 이다.남자 아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지만,여자 아이들은 가끔 이

친구가 무 시끄럽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 친

구에 해 ‘시끄럽지만 괜찮은 아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③ 은○○(여)-배려심이 뛰어나고 이해심도 깊은 편이다.교사나 친

구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 알아차려서 먼 도와 다.성실하지만

야무진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기나 숙제 같은 과제를 가끔 까먹고 못해

올 때가 있다.성격이 워낙 좋은 편이라 남자,여자 가리지 않고 모두 친

하다.모둠활동을 할 때에도 다른 친구를 윽박지르거나 무시하지 않고

못하는 친구들도 다 챙긴다.하지만 나서는 편은 아니라 수업시간에 자발

으로 발표하고 두드러지게 수업에 참여하지는 않는다.성 은 상 권이

며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편이다.

④ 이○○(여)-여자 부회장으로,욕심도 많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큰 편이다.선생님이 자신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어떤 과제를 하든지 간에 교사 피드백을 요구한다.가령 ‘선생님 이

게 하는 게 맞아요?’‘ 정도면 잘하는 거 요?’와 같이 늘 교사의 반

응을 궁 해 한다.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이 크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발표도 극 으로 한다.모둠활동을 할 때에

도 주도 으로 다른 친구들을 이끄는 편이다.성 역시 상 권이다.

⑤ 양○○(남)-수다스러우며 수업시간에도 잡담을 많이 하는 편이

다. 트가 있는 편이라 유머러스하고 친구들을 잘 웃겨 다.성 은

하 권이다.평소 이해력으로 서는 분명히 상 권이 가능한 학생이지

만,차분하지 않고 산만하여 시험에서도 늘 실수가 많다.특히 수학에서

아는 문제인데도 계산 실수를 해서 틀리거나,국어나 사회에서 ‘틀린’답

을 골라야 하는데 ‘맞는’답을 골라서 틀린다.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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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열심히 하지만,학원에서 미리 배운 과목이나 싫어하는 과목의

경우 지루해 하고 수업에 집 하지 않는다.사회 시간에도 교사가 강의

식 수업을 하면 집 하지 않고 딴 짓을 주로 하지만,모둠활동이나 자기

주도 인 탐색 활동을 시키면 매우 열성 으로 참여한다.

⑥ 고○○(여)-차분하고,얌 한 학생이다.매우 꼼꼼한 성격이어서

과제를 제출해야 할 때 씨도 쁘게 쓰고 성실하게 완성한다.내성

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자발 으로 발표를 하거나 극 으로 나서지

않는다.하지만 자기 할 일을 조용히 알아서 하는 유형이다.모둠활동 시

다른 친구들을 이끌거나 안하는 친구들을 닦달하거나 시키지 않는다.

신 다른 친구들이 안 한 것을 묵묵히 혼자 다 완성한다.이 때문에 모둠

활동 시,그 모둠에 극 이고 나서는 동료가 있을 경우 그 친구를 도

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우수한 결과물을 낸다.하지만 모둠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자신밖에 없을 때에는 친구들을 시키지 않고 혼자 다 하기

때문에 다른 모둠에 비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다.그래서 모

둠활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개인 과제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는 편이다.

성 은 상 권으로 특별히 못하는 과목이 없이 두루두루 잘하는 편이다.

⑦ 이○○(남)-남자 회장으로 매우 성실하고 모범 인 학생이다.수

업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한다.다른 친구들이 떠들

거나 딴 짓을 할 때,교사의 설명이 재미없을 때에도 교사의 말에 끝까

지 집 한다.남학생들 가장 수업 태도가 좋고 성 도 뛰어나다.매달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되고 싶은 짝꿍에 한 설문조사를 하는데,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모든 학생들이 이 친구와 짝이 되고 싶어 한다.교우

계도 좋고,선생님한테도 의바르며 배려심이 뛰어나다.하지만 다른 친

구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학 회장이지만 나서서 학생들을

통솔하지는 않는다.

⑧ 김○○(여)-반에서 제일 얌 한 편이다.선생님을 좋아해서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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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화장실을 갈 때에도 따라다닌다.3학년 때에도 선생님을 따라다녀

서 별명이 ‘껌’다.선생님을 무척 좋아하지만 교우 계가 넓지 않다.학

기 김○○ 어머니가 상담 오셨을 때,이 학생이 통통한데다가 무

소극 이라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을 정도이다.이를 배려하

여 담임교사는 일부로 활발한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

다.하지만 여 히 친구를 사귀어야겠다는 의지가 크게 없고 혼자 노

는 걸 좋아한다.모둠활동을 할 때에는 소극 이지만 성실하게 참여하는

편이다.성 은 권으로,차분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실수가 거의 없

다. 한 과제를 내 주었을 때 빠트리지 않고 성실하게 제출한다.

⑨ 박○○(여)-얌 하지만 자기 할 말은 야무지게 하는 편이다.평

소에는 조용하지만 모둠활동을 할 때 남학생들이 열심히 하지 않거나 잘

못하면 잔소리를 하고 주도 으로 이끌어 간다. 개인과제를 할 때 자

기가 다 하고 짝이 못하고 있으면 그 친구를 챙겨 다.기본 으로 차분

한 편이지만 드센 면도 있다.수업에서 나서서 참여하거나 자발 으로

발표하지는 않는 편이다.성 은 권으로,들이는 노력이 비해서 성

이 잘 나오진 않는다.교우 계가 넓은 편은 아니지만 별다른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친구들과 잘 지낸다.

⑩ 박○○(남)-성 은 최상 로,남자 에 가장 높다.머리도 좋고

이해도 빠르지만 수업 시간에 극 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발표도

극 으로 하는 편은 아니다.스스로도 하다는 사실을 알고,부모님도

계속 아들이 하다고 말 하신다.과학에 심이 많아서 과학과 련

된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사회에서는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편은 아

니지만 성 은 높다.다른 친구들과 활발하게 어울리지는 않고,친구들과

어울릴 때 어린 아이처럼 작은 것에 집착한다거나 떼를 쓰는 경우가 있

어서 싸움이 잦은 편이다.가령 축구를 할 때 잘 삐치거나 경기 규칙을

어겼는데도 떼를 쓰는 식이다.주로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과 어울리며,

드센 아이들에게는 당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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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의 수집과 분석 과정

연구 상자가 선정된 이후 자료의 수집은 2015년 4월 순 경부터 이

루어졌다.자료의 수집은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지 않는 포화시

이 나타난 2015년 5월을 기 으로 일단락되었다.그러나 분석을 검토

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2015년 7월까

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교사의 경우 한 번의 면담에서 20-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학생의

경우 집 력의 문제를 고려하여 10-20분의 시간 동안 면담을 실시하 다.

각 연구 상자 당 총 4-5회의 면담이 실시되었다.4,5월에는 면 면 면

담을 실시하 으며,6,7월에 이루어진 추가 면담은 화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한 자료 수집은 주로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사회

구성주의 근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경험을 알아보기 해 D 등

학교 처치 집단 학생 5명,G 등학교 처치 집단 학생 5명을 선정

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역시 여러 차례의 연

구자와의 수업을 통해 충분히 라포가 형성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수업

에 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편안한 분 기를 조성

하 다.

한 교사의 에서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을 어떻게 느 는

지 알아보기 해 G 등학교의 담임교사를 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 기에는 연구 상자와 라포를 형성하기 하여 일상 인 학교생

활 학교업무에 해 이야기를 나 었으며,이후 연구의 목 달성을

한 반 구조화된 면담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는 연구 상자의 동의하에 심층면담에서 수집된 자료를 녹

음하 고 사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한 찰 내용을 장 노트에

기록하고,연구 상자의 동의하에 동 상을 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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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빙성 제고 노력

본 연구는 질 연구 방법의 신빙성을 높이기 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략을 사용하 다.첫째,동료 검토(peerexamination)이다.동료

검토 혹은 보고는 양 연구에서의 평 자 간 신뢰도와 같은 의도에서

연구과정에 해 외부의 검을 가능하게 한다(Creswell,2007,p.287).

“검토자로 선정된 동료자들은 질 연구 방법,의미,해석 방법,연구목

과의 련성,제시된 연구문제를 제 로 해결하고 있는지 등에 한

허심탄회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유기웅 외,2012,p.319).

연구자는 본 연구에 해 연구 설계에서부터 자료 수집 해석에 이르

기까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단되는 동료 연구자 세

명을 선정하 다.선정된 동료 연구자는 이○○(△△ 등학교 교사,여,40

세),김○○(△△ 학원 박사과정 졸업,여,39세),이○○(△△고등학교 교사,

남,35세)이다.본 연구자는 이들로부터 연구 과정에 한 조언을 얻었다.

두 번째는 참여자 확인(membercheck)이다.“이 근은 참여자들에게

되돌아가 자료를 구하고,분석하고,해석하고,결론을 내림으로써 그들의

이야기의 정확성(accuracy)과 신빙성(credibility)을 단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Creswell,2007,p.288).본 연구자는 면담 내용을 사하고

분석한 후,면담 상자에게 연구자가 의견을 왜곡하지 않고 제 로 해

석하 는지 확인해 것을 요청하 다.

제 4장 연구 결과 논의

본 장에서는 사회 구성주의 근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의 효과

를 확인하기 해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 다.먼

독립 변인으로 구성된 두 집단 간 실험 이 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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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χ2=.178

df=1

p=.674

남자 여자 계

집단

처치 집단 36 36 72

비교 집단 38 33 71

계 74 69 143

항목
평균 ±표 편차

평균차 t
유의

확률처치 집단 비교 집단

사 지식 10.79±1.087 10.79±1.206 .003 .015 .988

컴퓨터활용능력 16.07±3.092 15.592±3.778 .478 .828 .409

해서 사 검사 수에 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다음으로 사회

구성주의 근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성별,사 지식,컴퓨터 활용

능력을 일 투입하여 각각의 종속변수에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심층면담의 결과를 서술하여 통계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자 하 다.

제 1 집단 간 동질성 분석

1.통제 변인 사 검사 분석

먼 통제 변인들의 사 검사 수가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다.검증 상인 통제 변인은 성별,사 성 ,컴퓨터

활용 능력이다.이 가운데 성별을 제외한 2개 변인은 연속 변인으로 독

립표본 t-test로 분석하 다.성별 변인은 우선순 를 매길 수 없는 비

서열 범주화 변인에 해당하므로 χ2 검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각각의 분석 결과는 <표 Ⅳ-1>과 <표 Ⅳ-2>에 나타나 있다.

<표 Ⅳ-1>집단별 통제 변인 사 검사(성별 변인 제외)

<표 Ⅳ-2>집단별 통제 변인 사 검사(성별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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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 ±표 편차

평균차 t
유의

확률처치 집단 비교 집단

자기주도

학습능력
55.35±9.342 57.42±10.499 -2.075 -1.249 .214

학습태도 32.90±4.830 32.56±6.592 .339 .351 .726

수업참여도 47.46±8.819 47.55±9.138 -.091 -.061 .952

<표 Ⅳ-1>을 살펴보면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 사이의 평균 차이(처

치 집단의 검사 수에서 비교 집단의 검사 수를 뺀 값)는 사 지식

변인이 .003 (p=.988),컴퓨터 활용 능력이 .478 (p=.409)으로 나타났다.즉,

두 집단 간 평균차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 변인은 처치 집단의 경우 남자

36명,여자 36명으로 총 72명이었으며 비교 집단의 경우 남자 38명,여자

33명으로 총 71명이었다.집단 간 성별 할당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를 χ2검증을 실시하여 확인해 본 결과 유의확률이 .674로 나타났다.다

른 통제 변인과 마찬가지로 성별 변인 역시 두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실험 수업 이 에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 간

에는 통제 변인에 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통제

변인과 련하여 무선할당과 유사한 할당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이를

연구 결과에 활용할 수 있다.

2.종속 변인 사 검사 분석

두 번째로 각각의 종속 변인에 하여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그 값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검증 상인 종속 변인은 자기

주도학습 능력,학습태도,수업참여도이다.세 변인은 모두 연속 변인으로

이에 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다.그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표 Ⅳ-3>집단별 종속 변인 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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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별 사 지식 컴퓨터활용능력

집단 1 .035 .001 .070

성별 1 .092 .014

사 지식 1 .077

컴퓨터활용능력 1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 사이의 평균차는 자기주도학습 능력 변인이

-2.075 (p=.214),사회과 학습태도 변인이 .339 (p=.726),수업참여도 변

인이 -.091 (p=.952)으로 나타났다.즉,두 집단 간 평균차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실험 처치 에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 간 세 가지 종

속 변인에 한 통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따라

서 종속 변인에 해서는 무선할당과 유사한 할당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으며,이를 연구 결과에 용할 수 있다. 한 세 가지 통제

변인 역시 두 군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따라서 무선할

당을 실시하지 못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이 비교 동질 으로 할

당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 하에 각 집단별 수업 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제 2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 효과 분석

회귀분석 결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

제를 악하 다.이를 해 우선 측 변인 간 단순상 계를 분석하

다.그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측 변인 간 단순상 계

분석 결과 상 계수가 모두 .3이내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섯 가지 종속 변인에 해 각각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측 변인별 설명력을 악하 다.종속 변인은 각 변인들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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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표

오차
β t

유의

확률
VIF

상수 4.750 1.159 4.097 .000

집단 .340 .221 .126 1.537 .127 1.006

성별 .223 .218 .083 1.005 .317 1.010

사 지식 .254 .097 .215 2.610 .010 1.015

컴퓨터

활용 능력
.018 .032 .045 .547 .585 1.011

수이며 지식․기능 역의 학업성취도,자기주도학습 능력,가치․태도

역의 학습태도,수업만족도,행동 역의 수업참여도의 순서로 분석을

실시하 다.

일 투입된 측 변인들은 독립 변인과 통제 변인들이다.독립 변인

은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을 받은 집단인지,교사 주도 수업을 받

은 집단인지의 여부이다.성별,사 지식,컴퓨터 활용 능력의 3개의 통

제 변인들도 측 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여 그 설명력을 검증하 다.

1.1차 학업성취도

1)1차 학업성취도– 이해도 측정 문항

먼 다 공선성의 가능성을 보는 통계량인 분산팽창인자(VIF)를 살

펴 본 결과 모두 1.006-1.015범 사이의 수치가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이후 분석한 네 가지 종속 변인에서도 다

공선성을 배제할 수 있는 분산팽창인자를 도출하 다.

첫 번째 종속 변인인 학업성취도 이해도 측정 문항에 한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표 Ⅳ-5>1차 이해도 측정 문항 -회귀분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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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278 .077 .050 1.31788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20.055 4 5.014 2.887 .025*

잔차 239.679 138 1.737

합계 259.734 142

(*:p<.05,**:p<.01,***:p<.001)

<표 Ⅳ-5>를 살펴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측 변인들이 이해도 측

정 문항의 학업성취도를 5.0%(R2 =.050)의 수 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이 모형의 합도는 .05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p=.025).

구체 으로 통계치를 살펴보면 집단 변인(Beta=.126,p=.127)은 이해도

측정 문항의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이해도 측정 문항의 학업성취도에서는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반면 사 지식 변인(Beta=.215p=.010)은 이해도

측정 문항의 성취도에 미치는 향은 .05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이것은 사 지식이 높은 학생일수록 이해도 측정 문항의 학업성취

도 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나머지 성별 변인(Beta=.083p=.317)과

컴퓨터 활용 능력 변인(Beta=.045p=.585)은 이해도 측정 문항의 학업성

취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2)1차 학업성취도–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

학업성취도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에 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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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466 .217 .194 4.38510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73.661 4 183.665 9.551 .000***

잔차 265.619 138 19.229

합계 3388.280 142

B
표

오차
β t

유의

확률
VIF

상수 6.539 3.857 1.695 .092

집단 4.219 .736 .433 5.734 .000 1.006

성별 .459 .738 .047 .622 .535 1.010

사 지식 .683 .324 .160 2.106 .037 1.015

컴퓨터

활용 능력
-.050 .107 -.035 -.464 .643 1.011

<표 Ⅳ-6>1차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 -회귀분석 모델

(*:p<.05,**:p<.01,***:p<.001)

<표 Ⅳ-6>을 살펴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측 변인들이 문제해결

력 측정 문항의 학업성취도를 19.4%(R2=.194)의 수 에서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이 모형의 합도는 .001수 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p=.000).

구체 인 통계치를 살펴보면 집단 변인(Beta=.433p=.000)은 문제해결

력 측정 문항의 학업성취도에 .001수 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는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교사

주도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 비하여 4.219 가량 더 높은 수를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사 지식 변인(Beta=.160,p=.037)역시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이 .05수 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외에 성별 변인(Beta=.047,p=.535),컴퓨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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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변인(Beta=-.035,p=.643)은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의 학업성취도에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1차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통계 분석 결과

이해도 측정 문항의 학업성취도에서는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하지만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의 경우 높은 수

의 학업성취도를 달성하는데 있어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이 더

욱 효과 이라는 사실을 보여 다.

이것은 Saye와 Brush(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그들은

문제 기반(problem-based)역사 수업에서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을 받은

집단과 교사 심 달 수업을 받은 집단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하 다.

그 결과 단순 사실 회상을 묻는 시험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하지만 에세이 시험에서 처치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

해 더 많은 설득 주장과 변증법 추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

한 결과에 하여 연구자들은 “역사 정보를 하는데 더 실제 맥락

을 제공한 멀티미디어 환경이 학생들로 하여 역사 이슈에 더 공감하

고,열심히 참여하게 하 으며,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었

다”(Saye& Brush,1999,p.492)고 설명하 다.

본 연구에서도 단순히 학습 내용의 기억 여부를 묻는 이해도 측정 문

항에서는 통계 으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하

지만 락의 문제 과 해결 방안의 기술을 요구하는 문제해결력 측정 문

항을 제시하 을 때,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락의 문제 에 해 구체

으로 기술하고 그 문제 에 해당하는 해결방안을 타당하게 서술하

다13).그에 비해 비교 집단의 학생들은 문제 과 긴 하게 연결되지 않

는 해결방안을 기술하 기 때문에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에서 낮은 수

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가 왜 발생하 는지는 ‘락의 문제 과 해결방안’수업에

서 학생들이 수행하 던 활동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연구자는 처치

집단의 학생들에게 ‘제주도지사에 출마합니다’라는 과제를 부여하 다.

13)채 기 은 p.4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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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제를 해결하기 해 처치 집단 학생들은 제주도 학생들이 카페에

기술한 문제 을 분석하고,모둠 활동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 다.

황○○: 희는 순조롭게 진행 어요.○○이가 타자를 치고

서로 서로 의견을...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말을 만

들어서 잘 이 게 하고,친구들이 의견을 낸 걸 △△이

가 좋게 만들어서 합성시켜서 썼어요.

연구자:서로 역할을 나 거구나?

황○○:네 서로 잘하는 걸 역할을 나눠서 했어요.

연구자:해결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의견 충돌은 없었어?

황○○:우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해 그물이 있으면

곳곳에 쓰 기통을 설치해서 버리게 한다 그런 해결

책을 냈는데 그거랑 다르게 의견을 낸 친구가 있었

는데요,그게 타당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서로 이야

기를 나눴어요.

연구자:그 의견은 뭐 어?

황○○:그 의견이 뭐 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

진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의견이었던 것 같긴 해요.

어 든 다른 친구들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그 친구

한테 이야기해줘서 원래 의견 로 고 나갔어요.

(2015.5.20G학교 면담일지#89)

연구자:활동으로 ‘제주도지사에 출마합니다’를 했잖아.해결

책을 마련하면서 친구들이랑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어?

지○○:의견이 다 같진 않았는데 한 명 정도가 달라도 다

같이 설득해서,설득이 다 되고 그래가지고 의견을

맞추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어떤 걸 설득했어?

지○○:(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해)다른 친구는 버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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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늘리자고 했는데 그거는 좀...버스를 늘리려면

기계 인 도구도 필요하고 사람도 더 섭외해야 해

서,시간도 더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안 된다고

했었어요.그 신 제가 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해

서 이미 있는 택시를 밤에도 다니게 하는 해결책을

냈어요.그건 다른 친구들이 모두 동의했어요.

(2015.5.20G학교 면담일지#132)

황○○과 지○○의 진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치 집단 학생들은 스

스로 해결 방안의 실 가능성 등과 같은 기 을 세우고,이를 근거로

서로의 의견을 비 으로 검토하 다.이를 통해 토론의 과정에서 처치

집단 학생들의 비 사고력이 향상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비 사고란 “주어진 기 을 사용하여 어떤 상에 한 진술이나

주장,논의 추론,행 차 등을 평가하는 일련의 지 과정 는 가

치 단 과정”(한면희,2000,p.41)을 의미한다.박길자(2006)는 이러한 비

사고력이 요한 이유에 해 정보화 사회에서 학생들은 수많은 정

보를 하게 되는데,이 때 객 인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 인 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박길자,2006,p.188).

연구자:제주도 문제 해결 방안 어떻게 냈는지 그 과정을 얘

기해 수 있어?

은○○:제주도 친구들이 설문조사에서 제일 심각하다는 문

제부터 해결하려고 했어요.우리는 그게 교통문제라

고 결론 내렸어요.왜냐면 댓 이나 카페 을 보니

까 제주도 친구들이 제일 많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얘기했거든요.우리 모둠 친구들이랑 어떤 해결 방

법이 있을지 서로 이야기하고,잘 모르겠으면 인터

넷으로 찾아보고,교과서에서도 힌트를 얻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엄청 길어지긴 했는데...어 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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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이용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2015.5.20G학교 면담일지#189)

은○○의 진술을 통해 처치 집단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하기 해 인

터넷,교과서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토론을 거쳐 결론을 함

께 도출하 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과정에서 처치 집단 학생들의 탐구

력이 향상되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탐구력이란 “문제가 무엇인

지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한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해

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사고력(차경수·모경환,2008,p.272)”이다.탐

구력은 학생들로 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학습 과정을 주체 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탐구력 향상 이외에 은○○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처치

집단 학생들이 력 학습 경험(Collaborativelearningexperience)을 하

다는 것이다. 력 학습 경험이란 “참가자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고

지식을 만들어나가는 과정”(Damon,1984,p.334)을 의미한다. 력 학

습 경험은 사회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설계한 수업에서 공통 으로 나

타난다.Maor(2003)는 사회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설계된 원격교육에서

물리 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학습자들이 친 한 계를 맺고 극 으

로 화를 나 면서 공동의 지식을 만들어 간다고 주장하 다(Maor,

2003,p.204).

Jang(2007)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력 지식 구성 과정을 통해 개

념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는 과학 수

업의 력 학습 집단에서 이루어진 화와 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어떻게 개념을 구성해 나가는지 밝히고자 하 다.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그룹 토론에서 다른 학생의 비 에 해 자신의 의견을 방어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해 논리 으로 주장하

다.Jang(2007)은 이처럼 학생들이 자신이 이해한 개념을 스스로 검하

고,설명하고, 는 과정을 통해 개념을 더욱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되었

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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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2007)의 연구에 비추어 보았을 때,본 연구의 처치 집단 학생들

역시 서로의 의견을 비 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의견에 한 타당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학습 내용에 해 보다 체계 으로 이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이러한 과정이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의 학업성취도에

서 높은 성 을 얻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처치 집단 학생들의 고차사고력의 향상을 진한 것은 락의 문제해

결 방안과 련한 학습 활동 뿐만이 아니다.학생들이 카페에서 한 내

용 역시 학생들의 깊이 있는 사고를 진하 다.

황○○:이번 수업에선 궁 한 것도 더 많이 생기고 해서 질

문을 많이 했어요.디지털교과서로만 했으면 별로

궁 한 게 없었어요.책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만

딱딱하게 읽고,이유까지 나와 있어서 재미없었는데

카페에서 활동하면서는 이유를 직 찾아내니까 재

미있었어요.

연구자:이유를 찾아낸다고? 를 들어 수 있어?

황○○: 를 들면 교과서에서는 해녀가 왜 그것을...그거 그

거 바구니를 들고 다니냐고 하면 조개 뭐 그냥 따서

넣기 해서다...라고 있는데 카페에서는 친구

들이 실제로 조개 담아있는 사진을 어 올려주니까

아 조개를 넣기 해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구나 하

고 생각을 했어요.

(2015.4.20G학교 면담일지#58)

황○○의 진술을 통해 처치 집단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학습 내용을

할 때보다 친구들이 카페에 올려주는 내용을 할 때,훨씬 더 극

으로 사고하 음을 알 수 있다.이것은 제주도 학생들이 카페에 올려

지식의 비구조화에 기인한다.비구조화된 문제란 “문제 자체가 애매모호

하거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명확한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문제”



98

( 윤식 외,2003,p.222)를 의미한다. 윤식 등(2003)이 말한 ‘비구조화

된 문제’의 속성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독자가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

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지식을 ‘비구조화된 지식’이라 정의하도록 한

다.처치 집단 학생들이 카페에서 한 지식은 그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에서 ‘비구조화된

지식’이라 할 수 있다.교과서의 내용은 체계 인 차와 계획에 따라

문가가 작성한 것인 반면,카페에서 하는 내용은 학생들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비구조화된 지식이 많다.

양유정(2013)은 “비구조화 복잡과제14)의 학습은 고차 사고과정을 통

해 지식의 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를 지니지만,학습과

제의 특성상 높은 복잡성과 요소 상호작용성을 동반하므로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에게 높은 인지부담을 부과한다”(양유정,2013,p.913)고 주장하

다.본 연구에서 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카페에서 비구조화된 지식을

하고,내용을 이해하는데 불충분한 정보들을 보충하기 해 선행지식을

활용하여 극 으로 사고하 다.즉,높은 인지처리 과정을 요구하는 비

구조화된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고차사고능력이 향상되었

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해 학생들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비 사고력,탐구력 등

의 고차사고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뿐만 아니라 그들은 카페에

나타난 비구조화된 지식을 이해하기 해 선행지식을 극 으로 활용하

여 학습 내용에 해 보다 깊이 있게 사고하 다.이러한 고차사고력의

진 과정은 학업성취도의 문제해결력 측정 평가에서 높은 수를 얻는

데 정 인 향을 미쳤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4)양유정(2013)은 학습과제를 복잡성에 따라 단순과제와 복잡과제로 나 고 복잡

과제는 구조화의 정도에 따라 구조화 복잡과제와 비구조화 복잡과제로 분류하 다.

"비구조화 복잡과제는 문제 상황에 따라 개념,규칙,원리들이 동일하게 용되지

않는 불규칙성과 비정형성을 특징으로 한다"(양유정,2013,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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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표

오차
β t

유의

확률
VIF

상수 7.659 1.527 5.015 .000

집단 .412 .291 .118 1.415 .159 1.006

성별 .471 .292 .135 1.612 .109 1.010

사 지식 .117 .128 .077 .914 .362 1.015

컴퓨터

활용 능력
-.023 .043 -.045 -.541 .589 1.011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205 .042 .014 1.73610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18.271 4 4.568 1.515 .201

잔차 415.9.9 138 3.014

합계 434.210 142

2.2차 학업성취도

1)2차 학업성취도– 이해도 측정 문항

본 연구는 학습내용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실험 종료 2달 후 2차 학업성취도를 실시하 다.2차 학업성취도 이

해도 측정 문항에 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표 Ⅳ-7>2차 이해도 측정 문항 -회귀분석 모델

(*:p<.05,**:p<.01,***:p<.001)

<표 Ⅳ-7>을 살펴보면 회귀 모형의 유의확률이 .201로 나타나,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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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표

오차
β t

유의

확률
VIF

상수 4.974 4.559 1.091 .277

집단 2.399 .870 .225 2.759 .007 1.006

성별 1.482 .872 .139 1.700 .091 1.010

사

지식
.579 .383 .124 1.511 .133 1.015

컴퓨터

활용 능력
-.033 .127 -.021 -.256 .798 1.011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366.268 4 91.567 3.409 .011*

잔차 3706.669 138 26.860

합계 4072.937 142

모형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즉,이해도 측정 문

항의 학업성취도에는 투입된 측 변인들이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

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은 교사 주도 수업

과 비교하여 학생들이 단순 사실을 얼마나 오래 기억하고 있는가의 문제

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2)2차 학업성취도–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

2차 학업성취도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에 한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표 Ⅳ-8>2차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 -회귀분석 모델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300 .090 .064 5.18266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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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를 살펴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측 변인들이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의 2차 학업성취도를 6.4%(R2=.064)수 에서 설명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 이 모형의 합도는 .05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p=.011).

구체 인 통계치를 살펴보면 집단 변인(Beta=.225,p=.007)이 2차 문제

해결력 측정 문항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은 .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회귀계수가 2.399으로,처치 집단 학생들이 비교

집단 학생들에 비해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의 학업성취도가 2.399 정도

높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 외에 성별(Beta=.139,

p=.091),사 지식(Beta=.124,p=.133),컴퓨터 활용 능력(Beta=-.021,

p=.798)변인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 졌다.이를

종합하면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에서 높은 수 의 학업성취도를 달성하는

데 있어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이 교사 주도 수업에 비해 더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L교사:선생님(연구자)께서 수업하신 다음에 제가 도시의 문

제 ,도시의 해결방안 수업을 했잖아요.그 때 애들

이 락의 문제 에서 해결방안을 이끄는 그걸 굉장

히 많이 이용했어요.

연구자: 를 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L교사:거의 한달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한 내용을

까먹을 가능성이 크잖아요,근데도 도시 문제 해결 방

안을 하는데 락과 조해서 뭘 한다, 로그램을

한다 그런 식?도시에 사람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

결을 할까? 도 다른 교수님이랑 조 수업을 하게

돼서 로젝트 수업을 했어요.근데 애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 의 하나가 락의 인구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귀농 귀 박람회를 열어서 락에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도시 사람들을 락으로 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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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라든지.아니면 락의 환경문제 해결 방안에서

폐그물 수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그런 거에 착안해서

진짜 뜬 없이 강에 가서 그물을 수거한다고 한다든지.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애들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2015.6.30L교사 화 면담일지#157)

L교사의 진술에 따르면 처치 집단 학생들은 실험 수업의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있었다.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도 실험 수업에서 배운 내

용을 용하는 등 학습 내용의 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Heafner와 Friedman(2008)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Heafner와 Friedman(2008)의 연구에서 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키를 활

용하여 제2차 세계 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해 다양한 으로 설

명하거나 시각 으로 표 하는 수업 활동에 참여하 다.반면 통제 집단

의 학생들은 교사 심의 수업을 받았다.그 결과 단기간의 학업성취도

에서는 통제 집단의 평균 수가 처치 집단의 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연구자들이 8개월 후에 다시 학생들을 인터뷰하 을

때,처치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더 많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더 구체

이고 정확한 답을 하 다.이러한 결과에 해 연구자들은 키 기반

학습에서 학생들이 교사가 시험에 비하여 주입시키는 내용을 학습한

것이 아니라,자신의 흥미에 따라 제2차 세계 을 학습했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하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Heafner&

Friedman,2008,p.300).

본 연구의 처치 집단 학생들 역시 교사가 달해주는 지식을 수용

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동료들과의 력을 통해 스스로 지식

을 형성하 다.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더욱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 기 때문에 학습 내용에 해 보다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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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277 .077 .050 10.75712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1328.916 4 332.229 2.871 .025*

잔차 15968.748 138 115.716

합계 17297.664 142

B
표

오차
β t

유의

확률
VIF

상수 14.991 9.463 1.584 .115

집단 5.561 1.805 .253 3.082 .002 1.006

성별 .020 1.809 .001 .011 .991 1.010

사 지식 -.428 .795 -.044 -.538 .591 1.015

컴퓨터

활용능력
-.384 .263 -.120 -1.456 .148 1.011

3.자기주도학습 능력

두 번째 종속 변인인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향상 정도에 한 다 회

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표 Ⅳ-9>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 정도 회귀분석 모델

(*:p<.05,**:p<.01,***:p<.001)

<표 Ⅳ-9>를 살펴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측 변인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향상 정도를 5.0(R2=.050)수 에서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이 모형의 합도는 .05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25).구체 으로 통계치를 살펴보면 집단 변인(Beta=.253,p=.002)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향상에 미치는 향은 .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회귀계수가 5.561으로,처치 집단 학생들이 비교 집단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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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 비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5.561 정도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나머지 성별 변인(Beta=.001,p=.991),사 지식

변인(Beta=-.044p=.591),컴퓨터 활용능력 변인(Beta=-.120,p=.148)은

모두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종합하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교

사 주도 수업보다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이 더욱 효과 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은 실험 수업과 직 인 련이 없는 일반

인 상황에서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묻는 것이었다.처치 집단 학생들

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자발 으로 사회 공부를 했다면,이러한 과정

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단할 수 있을

것이다.이에 따라 연구자는 처치 집단 학생들에게 실험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자발 으로 사회를 공부하 는지 물어보았다.

황○○: 는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집에 돌아가서도 컴퓨터

들어가서 친구들이 올려 보고 문제집 참고해서

이해하고 그랬어요.

연구자:좀 더 구체 으로 이야기해 래?

황○○:친구들이 이야기한 것 에 어 에 뭐가 있는지,부

두 같은 거,등고선.아니 등고선이 아니라 등 .그

런 게 진짜 책에도 나오는지 보고,문제집에서도 참

고해서 모르는 거 이해하고 그랬어요.

(2015.4.28G학교 면담일지#93)

연구자:수업 끝나고도 사회 공부를 따로 하거나 그런 있어?

이○○(여):집에 가서 디지털교과서로 공부 따로 했어요.

연구자:왜?

이○○(여):디지털교과서에는 사진이랑 동 상도 많이 있으니까.

연구자:평소에도 집에 가서 디지털교과서로 복습하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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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원래는 많이 안했어요.그런데 친구들이랑 이야

기해보니까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궁

해서요.다른 어 ,산지 도 궁 하고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2015.4.28G학교 면담일지#112)

양○○:선생님 수업 듣고 복습은 꼭 했어요.궁 한 게 많이

생겼거든요.

연구자: 를 들어 수 있어?

양○○:우도나 그런 거는 책에도 안 나오는데 친구들이 얘

기해 주니까 궁 해서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2015.4.21D학교 면담일지#37)

황○○,이○○(여),양○○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방과 후에 카페

활동을 하는 것 이외에도 자발 으로 참고서,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하

여 사회공부를 하 다.그런데 학생들이 자발 으로 사회를 공부한 이유

는 앞서 말한 비구조화된 지식의 특성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주도 학생들이 들려 이야기 설명이 불충분한 정

보들을 이해하기 해 자발 으로 학습하 기 때문이다.이 게 궁 증

을 해결하기 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찾고,해석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L교사 역시 실험 수

업이 끝난 후 학생들의 탐구력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이

야기하 다.

L교사:원래 우리 반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한다거나 자발

으로 알아서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그 게 알

아서 막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아닌데 선생님과 수업

한 후로 애들이 한 차례 성장했다고 느 어요.

연구자:어떤 이 성장했다고 느끼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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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교사:학기 에는 아이들이 어리고 컴퓨터 능력도 낮아서

제가 뭐 자료 검색 같은 활동을 안 시켰거든요.그런데

선생님과 수업하고 나서부터 시키니까 해 오더라구요.

주도 으로 참여해야 하는 활동에서 능력이 높아진

애들이 에 띄게 여러 명 딱 보이더라구요.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자기들이 궁 한 거,필요한 자료

찾아서 다른 친구한테도 알려주고...그런 이 많았어요.

(2015.7.7L교사 화 면담일지#160)

임정훈과 김상홍(2013)의 연구는 학생들이 통 인 ICT활용 수업보다

스마트러닝 기반 개별학습과 력학습에 참여했을 때 자기주도학습 능력

이 더 향상된다는 사실을 밝혔다.이러한 연구 결과에 해 그들은 스마

트 기반 학습에서 학습자들이 학습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정보를 수집,

해석하며 평가하는 등의 활동을 주도 으로 하기 때문이라 보았다.특히

여기에 력 학습 활동이 추가될 경우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안 학습동기가 부여되고 극 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았다.이 같은 능동 인 개별 , 력

활동들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임정훈 & 김상

홍,2013,p.15-16).

본 연구에서도 임정훈과 김상홍(2013)의 연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치

집단 학생들은 제주도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궁 한 것을 알아내기 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하 다.즉,학생들은 스스

로의 계획에 따라 체계 인 문제해결 차를 수행한 것이다.이러한 과

정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4.학습태도

세 번째 종속 변인인 학습태도 향상 정도에 한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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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표

오차
β t

유의

확률
VIF

상수 10.846 5.450 1.990 .049

집단 4.051 1.039 .314 3.897 .000 1.006

성별 .216 1.042 .017 .207 .836 1.010

사 지식 -.416 .458 -.073 -.908 .366 1.015

컴퓨터

활용능력
-.207 .152 -.110 -1.362 .175 1.011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336 .113 .087 6.19535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672.052 4 160.013 4.377 .002**

잔차 5296.774 138 38.382

합계 5968.825 142

<표 Ⅳ-10>학습태도 향상 정도 회귀분석 모델

(*:p<.05,**:p<.01,***:p<.001)

<표 Ⅳ-10>을 살펴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측 변인들이 학습태도

의 향상 정도를 8.7%(R2=.087)의 수 에서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이 모형의 합도는 .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2).구체 으로 통계치를 살펴보면 집단 변인(Beta=.314,p=.000)이

학습태도의 향상에 미치는 향은 .0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계수가 4.051로,처치 집단 학생들이 비교 집단 학생들에 비해 학

습태도가 4.051 정도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

외 성별 변인(Beta=.017,p=.836),사 지식 변인(Beta=-.073,p=.366),컴

퓨터 활용 능력 변인(Beta=-.110,p=.175)은 모두 학습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유의하지 않은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학

습태도를 향상시키는데 교사 주도 수업보다 사회 구성주의 근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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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교과서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계 분석 결과만으로는 처치 집단 학생들의 사회과 학습태도

가 향상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구체 으로 사회과에 한 태도

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없다.이를 알아보기 해 연구자는 처치

집단 학생들에게 실험 수업을 통해 사회과에 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

지 질문하 다.

황○○(여): 에는 사회가 지루했었는데 카페를 통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배우니까 사회가 진짜

재미있어졌어요.

(2015.4.20G학교 면담일지#47)

박○○(여): 에는 사회를 외우는 과목이라 생각했는데,

지 은 재미있고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과목이라 생각해요

(2015.4.20G학교 면담일지#98)

양○○:사회 공부할 때 옛날에는 그냥 책보고 읽고 외우고,

암기과목이라 생각했는데,외워서 별로 흥미가 없었

는데 직 얘기해보니 무 재미있었고 좋았어요.

(2015.4.20G학교 면담일지#66)

고○○:옛날에는 사회가 그냥 시험 칠 때 외워야 하는 과목

이라 별로 안 좋아했는데,(제주도)친구들이랑 이야

기해보니까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냥 친구들이 사는 얘기라는 게 신기해요.

(2015.4.21D학교 면담일지#125)

이○○(남):사회가 원래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 같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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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해보니까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고 그런

거 처음해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랑

통신할 수 있는 게 재미있었어요.

(2015.4.21D학교 면담일지#79)

이상 다섯 명 학생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 수업 이 에

처치 집단 학생들은 사회를 ‘암기하는 과목’ 는 ‘지루한 과목’이라고 생

각했다.하지만 제주도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과를 ‘재미있는 과

목’,‘소통하는 과목’,‘친구들의 이야기’로 인식하게 되었다.즉,사회과에

한 태도가 정 으로 변한 것이다.그 다면 학생들은 어떤 과정에서

사회과에 한 태도가 변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 가 이 수업을 통해서 사회가 더 재미있어졌다고

했잖아,왜 그 게 생각이 변한 것 같아?

황○○:디지털교과서는 그냥 책을 보고 책에 나오는 내용

읽고 그림으로만 봤는데,카페에서는 친구들 모습도

실제로 보고 친구들이 올려 바다 같은 자연 환경

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특히 ○○이

가 자기 할머니 해녀 사진 올려 거...집에 해녀복

이랑 테왁 같은 게 있다니까 무 신기했어요.

연구자:책에도 해녀 사진이 있는데 그거랑 달라?

황○○:책에서는 그림이나 사진으로만 나오는데 친구들이

실제로 자기 할머니 사진 어 올려 거는 어떤 모

습으로 해녀들이 사는지,진짜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2015.4.20G학교 면담일지#48)

황○○이 진술한 것처럼 제주도 학생들이 카페에 기술한 내용은 그들

의 실제 생활을 반 하는 것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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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제주도 학생들이 카페에 올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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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녀 할머니들은 잘 때 숨을 푸우

푸우 쉬기 때문에 같이 자면 시끄럽다는 것’,‘말이 새끼를 낳을 때는

민하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로 지켜 야 한다는 것’등은 실제 생활에서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이처럼 보통의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실제 인 맥락의 이야기는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지○○:디지털교과서로만 수업했을 때는 별로 궁 한 게 없

었어요.그런데 제주도 친구들이 직 얘기해 주니

까 실감나고 더 재미있었어요. 구 지?○○이었

나?그 친구가 자기 집에 할머니 해녀복 사진 올려

거 진짜 신기했어요.집에 진짜 해녀복이 있으니

까요.재미있으니까 궁 한 것도 더 많이 생기고 해

서 질문도 친구들한테 많이 했어요.

(2015.4.20G학교 면담일지#72)

은○○:선생님 그런데 신기한 이 있는데 제주도 놀러가

본 있는데 그 게까지 깊이는 안 들어가 봤거든요.

카페 활동하기 에는 는 제주도에 가봤으니까 뭐

그냥 내가 가 본 곳이랑 같겠지 생각했는데 많이

달랐어요.제가 가본 제주도는 아 트 형마트도

있고 차도 완 많이 다니고 사람도 엄청 많고 그랬

거든요.그랬는데 친구들이 알려 제주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완 시골이니까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2015.4.20G학교 면담일지#61)

박○○(남):재미있었어요.디지털교과서는 그냥 책에만 내용만

받았는데,카페에서는 다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어 에 해 더 사실 으로 배울수 있었어요.

(2015.4.21D학교 면담일지#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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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세 명 학생들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처치 집단 학생들은 실

제 맥락에서 학습 내용을 했기 때문에 더욱 흥미를 느 다.종합해

보면 처치 집단 학생들은 평소 교과서에서 하는 학습 내용을 실과

유리된,암기해야 하는 지식이라 여긴 반면 제주도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 지식은 사실 인 맥락에서 친구들의 이야기로 인식하 다.이

러한 과정에서 사회과에 한 학습태도 역시 정 으로 변하 음을 추

론할 수 있다.L교사 역시 학생들이 실제 맥락에서 학습 내용을 했

기 때문에 더욱 수업의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 다.

L교사:애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애들이 그런 제주도 아이

들과 어울릴 일은 없잖아요.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본

다 인터넷 공간에서,그런 건 처음이었잖아요.그래서

선생님(연구자)안 계실 때도 제주도 얘기 많이 하고,

선생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그래서 애들이

흥미로워 했고 극 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에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연구자:선생님이 보시기에 아이들이 왜 재미있게 느끼고 참

여하려는 의지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세요?

L교사:일단 기존 교과서에서 탈피된 거잖아요.교과서에 어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수업이긴 하지만 교과서에

는 이런 시설이 있고 이런 자연환경이 있고 뭐 산업이

발달하고 이게 끝이잖아요. 도 물론 농 ,산지

수업을 했지만 거기에 해서 아무리 흥미를 이끌어

내봤자 뭐 삼시세끼 같은 로그램에 나왔던 모습이

라든가 무한도 농 편,이런 거?그런 능 로그

램 멀티미디어 자료가 거의 다거든요. 희 애들은

철 하게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농 ,산

지 ,어 에 한 직 인 경험이 거의 없고,할머

니 집에 잠깐 갔다 왔다,그 정도 경험이 다에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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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애들이 거기에 해서 생소한 주제에 해서 지

식 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아이들과 소

통을 하면서 배우니까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내가 달

달달 암기해야 하고,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받아

어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네 동네에서는 어

떤 일을 해?그 게 되다 보니까 학습 참여도가 높아

지지 않았나 싶어요.

(2015.7.7L교사 화 면담일지#172)

강명희와 김나리(1999)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실제 학습 내용을 제공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강명희․김나리,1999,p.27).그들은 구성주의 근으로 설계,개

발된 원격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1학년을 상으로 설문한 결과

학습과제에 한 학습자의 실제성 인식 수 이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

았다고 보고하 다.강명희와 김나리(1999)의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

의 처치 집단 학생들은 실제 맥락에서 학습 내용을 함에 따라 학습

동기가 향상되고,이것이 사회과에 한 학습태도가 정 으로 바 게

도와주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사회과 교사는 학생들을 민주주의 사회에 극 으로 참여하는 시민

으로 양성하기 해서 먼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이러한 에서 학생들이 실제 맥락에

서 학습 내용을 하고,이를 통해 사회 교과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한 이야기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민성 함양을 한 출발 이라

할 수 있다.

5.수업만족도

네 번째 종속 변인인 수업만족도에 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표 Ⅳ-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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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표

오차
β t

유의

확률
VIF

상수 51.660 9.981 5.176 .000

집단 10.152 1.904 .412 5.333 .000 1.006

성별 .880 1.909 .036 .461 .645 1.010

사 지식 .989 .839 .091 1.179 .240 1.015

컴퓨터

활용능력
.058 .278 .016 .210 .834 1.011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427 .182 .159 11.34699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3961.828 4 990.457 7.693 .000***

잔차 17768.088 138 128.754

합계 21729.916 142

<표 Ⅳ-11>수업만족도 회귀분석 모델

(*:p<.05,**:p<.01,***:p<.001)

<표 Ⅳ-11>을 살펴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측 변인들이 수업만족도

를 15.9%(R2=.159)의 수 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이 모형

의 합도는 .0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구체 으로 통

계치를 살펴보면 집단 변인(Beta=.412,p=.000)이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향

은 .0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회귀계수가 10.152로,처치

집단 학생들이 비교 집단 학생들에 비해 수업만족도가 10.152 정도 향

상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 외 성별 변인(Beta=.036,

p=.645),사 지식 변인(Beta=.091,p=.240) 컴퓨터 활용 능력 변인

(Beta=.016,p=.834)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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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리하면 교사 주도 수업에 비해 사회 구성주의 근의 디지털교

과서 활용 수업이 수업만족도를 높이는데 더욱 효과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L교사 역시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이야기하 다.

L교사:애들 만족이 굉장히 높았어요.아이들이 굉장히 아쉬

워 했어요.선생님(연구자)가시고 나서.며칠 에도

가 그 카페 이야기를 했어요.여자아이 던 것 같

은데 뜬 없이 카페하면서 사회 공부 하고 싶다고 얘

기하더라고요.

연구자:선생님이 보시기에 왜 만족도가 높았다고 생각하세요?

L교사: 등수업에서는 그 게 크게 지식을 주입하고 달하고

이게 핵심은 아니잖아요.그것보다는 아이들이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체험해 볼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간

으로라도 체험하면서 그 소재 자체에 흥미를 가지면

아이들이 웬만큼 다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재미없다 이 게 느껴버리면 심리 으로 딱 선을 그어서

공부를 안 하게 되잖아요. 등에서는 애들이 흥미가

많이 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 좋았어요.

(2015.6.30L교사 화 면담일지#152)

L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 기 때문에 수업만족도 역시 높

아졌다고 이야기하 다.그 다면 학생들은 수업의 어떤 부분에서 흥미

를 느낀 것일까.

은○○:교과서는 그냥 읽기만 했는데,카페에서는 제가 물어

보면 친구들이 댓 을 달아줘서 더 재미있었어요.

가 어떤 댓 을 달아 지 기 도 고요.

(2015.4.20G학교 면담일지#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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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평소)디지털교과서 수업에는 그냥 수업해서 선

생님이 디지털교과서에 뭐 으라고 하면 는

건데,이번 수업은 친구들이랑 댓 도 달아주면

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소개한 내 사

진에 제주도 친구들이 댓 달고,친구들이랑 이

야기 하는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제주도 친구가

도시에는 뭐가 있냐고 물어 서 제가 우리 동네

사진을 어서 올려줬어요.

(2015.4.20G학교 면담일지#92)

이○○(남):사회가 재미없었는데 이번에 락의 생활 카페

에서 재미있었어요.댓 을 다는 게 재미있었어요.

내 에 많이 댓 을 달아주니까 기 되고 즐거웠어요.

(2015.4.28D학교 면담일지#28)

박○○(여):같이 인사하고 댓 도 달고,서울에는 이런 게

있다고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제주도 친구들이

고맙다고 하고...그런 게 재미있었어요.

(2015.4.21D학교 면담일지#15)

박○○(남):(평소)디지털교과서 수업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 수 없고 교과서에 써 있는 거 밖

에 못 서 별로에요.카페에서는 다른 친구들

과 교류해서 좋았어요.디지털교과서로 공부할

때는 그냥 선생님이 시키면 그냥 개인으로 하

고,물어볼 친구도 없고 그냥 혼자서 해서 쫌

어렵고,그랬는데 카페하니까 많이 제주도에

해서 물어볼 수 있어서 더 재미있었어요.

(2015.4.21D학교 면담일지#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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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른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그냥 우리 반에 있는 친구처럼..가깝게 느

껴졌어요.그래서 도 우리 G 사진도 올려줬어요.

제주도 친구들이 올려 사진을 보면 S 나 J 는 2

층밖에 없는데 우리학교는 학생이 많아서 5층까지 있

잖아요.우리학교 보면 제주도 친구들이 신기해 할

것 같아서......우리학교 소식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2015.4.20G학교 면담일지#95)

이상 여섯 학생의 진술을 통해 처치 집단 학생들은 댓 을 주고받는

과정에 흥미를 느끼고 자발 으로 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특히 양○

○는 제주도 학생들에 해 ‘우리 반에 있는 친구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고 표 하 다.이를 통해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의 ‘사회 실재감’이 형

성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Picciano(2002)는 실재감을 ‘학생이 과정에 소속해 있고 존재한다는 느

낌과 물리 인 이 불가능하지만 교수자와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Picciano,2002,p.22)으로 정의하 다.강명희와 김민정

(2006)에 따르면 사회 실재감은 상 방이 존재한다는 단순한 느낌 이

상으로 그와 친 한 유 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될 때 형성된다(강명

희․김민정,2006,p.4).

Gunawardena와 Zittle(1997)의 연구와 강명희와 김민정(2006)의 연구

는 사회 실재감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보여 다.먼

Gunawardena와 Zittle(1997)에 따르면 사회 실재감이란 개인이 매개

커뮤니 이션에서 다른 사람과의 계를 실제(real)라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사회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친 감(intimacy) 직

성(immediacy)과 련이 있다(Gunawardena& Zittle,1997,p.9).그들은

학생들을 상으로 컴퓨터 가상 회의를 실시한 결과,컴퓨터 매개 커

뮤니 이션 환경에서 사회 실재감이 학습만족도를 측하는 주요 변인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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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희와 김민정(2006)은 e-learning환경에서 사회 실재감과 성취

도,만족도 사이에 어떤 계가 있는지 밝히고자 했다.그들은 사회 실

재감을 의견 교환의 활발성,시스템 사용의 능숙도, 원에 한 신뢰성,

감정교류의 원활성으로 나 고 각 하 요소와 학습만족도와의 계를

밝히고자 했다.연구 결과 사회 실재감의 하 요소 ,의사교환의 활

발성이 만족도를 측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그들은

학습만족도 증진을 해 학습자의 인지 ,상호작용 ,사회 상호작용

을 진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도 처치 집단 학생들은 제주도 학생들과 활발하게 교류하

면서 그들과 주고받는 댓 에서 흥미 소속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

다.그리고 이러한 활발한 상호작용은 높은 학습만족도로 이어졌다.이는

Gunawardena와 Zittle(1997)의 연구,강명희와 김민정(2006)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지○○:디지털교과서는 혼자 해서 별로 재미없는데 제주도

친구들이랑은 이야기를 나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일 재미있었던 건 ‘나를 소개해요 했던 거’.사진도

올려주고,서로 취미도 얘기하니까 진짜 재미있었어요.

제주도 친구들이랑 알게 돼서 반가웠어요.계속 이

게 수업했으면 좋겠어요.

(2015.4.20G학교 면담일지#111)

이○○(남):‘나를 소개해요’에서 여러 친구들과 인사하는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특히 000이라는 남자친구랑

친구하고 싶어요.00이네 집이 말목장한다니까

무 궁 해요 00이는 잘생했어요. 우도

에서 펜션한다는 00이...우도에 놀러가고 싶어요.

(2015.4.21D학교 면담일지#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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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이○○(남)은 특히 카페 활동 ‘나를 소개해요’가 가장 재

미있었다고 이야기하 다.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락의 생활’에 해

학습하기에 앞서 카페에서 먼 자기소개를 하며 제주도 학생들과 계

를 맺었다.이러한 활동의 목 은 학생들로 하여 서로 친근함을 느끼

게 하고,그들의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함이었다.카페의 ‘나를 소개해

요’메뉴에서 학생들은 자신에 한 소개뿐만 아니라,취미를 공유하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올리는 등 자유롭게 교류하 다.

이처럼 수업 내용과 직 인 련이 없는 비형식 인 교류의 요성

은 Maor(2003)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Maor(2003)는 원격교육 수

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해 연구자가 먼 자

신에 해서 편안하게 소개하고,자신의 컴퓨터 매개 커뮤니 이션의 경

험을 이야기하 다.그 후 학생들도 편안하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서로

자유롭게 교류하 다.Maor(2003)는 이러한 비형식 화를 통해 학생

들이 어색함과 긴장을 없애고 수업 과정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한 이러한 활동들이 실제 수업 활동에서 활발한 토론활동

을 가능하게 해 주는 편안한 분 기를 조성해 주었다고 강조하 다

(Maor,2003,p.206).

본 연구의 처치 집단 역시 ‘나를 소개해요’에서 자유로운 화를 통해

흥미를 느끼고 제주도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에 해 정 으로 인식하

을 뿐만 아니라 학습동기 역시 증진되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

들의 수업만족도가 높아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6.수업참여도

다섯 번째 종속 변인인 수업참여도의 향상 정도에 한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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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표

오차
β t

유의

확률
VIF

상수 9.245 8.589 1.076 .284

집단 6.205 1.638 .307 3.788 .000 1.006

성별 .033 1.642 .002 .020 .984 1.010

사 지식 .021 .722 .002 .029 .977 1.015

컴퓨터

활용능력
-.263 .239 -.089 -1.098 .274 1.011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314 .098 .072 9.76422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1437.353 4 359.338 3.769 .006**

잔차 13156.927 138 95.340

합계 14594.280 142

<표 Ⅳ-12>수업참여도 향상 정도 회귀분석 모델

(*:p<.05,**:p<.01,***:p<.001)

<표 Ⅳ-12>를 살펴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측 변인들이 수업참여

도의 향상 정도를 7.2%(R2=.072)의 수 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이 모형의 합도는 .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6).구체 으로 통계치를 살펴보면 집단 변인(Beta=.307,p=.000)이

수업참여도를 향상시키는데 미치는 향은 .0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회귀계수가 6.205로,처치 집단 학생들이 비교 집단 학생

들에 비해 수업참여도가 6.205 정도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그 외 성별 변인(Beta=.002,p=.984),사 지식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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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002,p=.977),컴퓨터 활용능력 변인(Beta=-.089,p=.274)은 모두

수업참여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인인 것으

로 나타났다.이를 정리하면 수업참여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교사 주

도 수업보다 사회 구성주의 근의 디지털교과서 수업이 더욱 효과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다면 학생들은 어떤 과정으로 인해 수업에 보다 극 으로 참여하

게 되었는지 면담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학습에 한 동기가 높을

수록 컴퓨터 매개 통신의 참여가 활발하다고 말할 수 있다”(정재삼․임규

연,2000,p.114)는 정재삼과 임규연(2000)의 주장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

에서도 학생들이 카페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게 된 학습동기가 무엇인

지 알아야 한다.

연구자: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생각해?

이○○(여):네. 진짜 열심히 했어요.특히 카페 활동이요.

연구자:카페에서 뭘 했는지 이야기해 수 있어?

이○○(여): 는 우리 동네 롯데마트가 큰데 그 안에 토이

러스나 서 이나 이런 게 있다고 알려줬어요.

연구자:왜 알려주고 싶었어?

이○○(여):거기에는 큰 마트가 없어서 불편할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이런 게 있다고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2015.4.20G학교 면담일지#53)

고○○:제주도 친구들은 마트에 갈려면 한참 걸려서 오일장에

간다고 했잖아요. 무 불편할 것 같은데...우리 동

네에는 롯데마트가 있잖아요.우리는 바로 코앞에

마트가 있으니까 2분도 안 걸린다고 카페에서 얘기

해줬어요.

(2015.4.21D학교 면담일지#101)



122

박○○(남): 는 우리학교 사진도 올려줬어요.제주도 친구들

이 올려 사진을 보면 00 나 00 는 2층밖에

없는데 우리학교는 학생이 많아서 5층까지 있잖

아요.우리학교 보면 제주도 친구들이 신기해

할 것 같아서....우리학교 소식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2015.4.21D학교 면담일지#91)

이상 세 명의 진술에서 나타나듯이 학생들이 카페에 참여하게 된 가

장 큰 원동력은 ‘공감’이었다.즉,‘제주도 친구들이 궁 해 할 것 같아서’

‘그곳의 생활이 불편할 것 같아서’카페에 을 자발 으로 게시하 다는

것이다.그 다면 학생들은 수업 참여의 원동력이 된 공감을 어떤 과정

에서 느낀 것일까.

황○○:이 수업은 좀 더...뭐라고 해야 하지?색달랐어요.

연구자:뭐가 색달랐어?

황○○:애들이랑 막 이야기하고 그냥 교과서로 책 읽는 것

보다 좀 더..내가 경험을 하면서 하는 것처럼...내가

경험을 직 하는 것 같았어요.

(2015.4.20G학교 면담일지67)

양○○: 화 갈 때 한 시간이나 걸린다는 게 정말 말도

안 어요.친구들이 좀 안 다고 해야 하나.

연구자:책에도 그 게 있잖아. 락에는 문화시설이 없

다고.교과서에서 읽는 거랑 뭐가 달라?

양○○:책은 감정이 없다고 해야 하나?책은 감정이 없죠.

이거는 근데 제주도 친구의 감정이 느껴지고 감정이

입이 되니까 더 확 와 닿았어요.

(2015.4.20G학교 면담일지#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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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양○○의 진술에 나타나듯이,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제주도

친구들이 이야기해 것에 해 본인이 경험한 것처럼 느 다.즉,간

경험을 통해 제주도 학생들에게 감정이입한 것이다.특히 카페에서 제주

도 학생들이 락의 문제 에 해 자신이 겪은 경험담을 들려주었을

때,처치 집단 학생들은 <그림 Ⅳ-2>와 같이 공감하는 표 의 댓 을

쓰거나 이모티콘을 사용하 다.

<그림 Ⅳ-2>카페 활동에서 나타난 공감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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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미(2012)는 사회과 수업에서 타인에 한 공감의 경험이 요한

이유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타자에 하여 정서 으로 공감하고 그들의 상황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을 이해하기 해

주어진 정보마 도 학습자가 지닌 경험,가치,문화

안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타인에 한 공감의 경

험은 이질 인 개인과 집단에 한 정보를 제 로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며 자신이 견지해 온 가치와 태도를 반

성하고 변화시키도록 해 다(허수미,2012,p.104).

허수미(2012)는 타인에 한 공감의 경험은 이질 인 개인과 집단에

한 정보를 해석할 수 있게 도와 다고 강조하 다.하지만 본 연구에

서 주목해야 할 은 학생들이 단순히 학습 내용에 공감하 다는 것이

아니다.그것보다 더 요한 것은 학생들이 공감을 바탕으로 자신이 겪

고 있는 문제와 제주도의 문제를 비교를 하고,자발 으로 카페 활동에

참여하 다는 이다.NCSS(1994)역시 “학생들이 다른 주(州)나 국가에

있는 동료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개인 으로 문화 교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문화의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NCSS,1994,p.165)고 주장하여 테크놀로지를 통한

문화 비교의 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감을 통한 문화 비교 학습활동의 자발 참여 외에도 앞서 살펴

본 사회 실재감 역시 수업참여도에 향을 주었다.수업만족도에서 살

펴보았던 양○○의 진술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양○○:다른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

서 좋았어요.그냥 우리 반에 있는 친구처럼..가깝게 느껴졌

어요.그래서 도 우리 G 사진도 올려줬어요.제주도 친

구들이 올려 사진을 보면 S 나 J 는 2층밖에 없는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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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교는 학생이 많아서 5층까지 있잖아요.우리학교 보면

제주도 친구들이 신기해 할 것 같아서......우리학교 소식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2015.4.20G학교 면담일지#95)

양○○의 진술을 통해 사회 실재감은 카페 활동에 자발 으로 참여

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교류를 통해 제주도 학생들과

가까운 사이로 느끼고,이로 인해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

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은미와 한안나(2010)의 연구와 일치한다.그들은 온

라인 학습공동체에서 사회 실재감이 학습몰입과 학습 효과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하 다.이를 하여 사이버 학에서 개설된 강좌를 수

강한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한 결과,사회 실재감은 학습자의 성취도,

참여도,만족도를 유의하게 측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조은

미와 한안나(2010)의 연구는 그 상이 성인이었다는 에서 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본 연구와 차이 이 있다.하지만 온라인 학습에서 사회

실재감이 수업참여도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다는

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 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제주도

학생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환경과 제

주도의 환경을 극 으로 비교하 다.그리고 그 내용을 제주도 학생들

과 교류하기 해 카페에 자발 으로 기술하 다. 한 사회 실재감

역시 학생들이 카페 활동에 참여하게 해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즉,공감

과 사회 실재감은 학생들의 수업참여도의 향상에 기여하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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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언

제 1 요약

본 연구는 사회과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 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이러한 문제의 답은 먼 사

회과의 목 과 특성에 맞게 일 된 이론 토 를 확립했을 때 얻을 수

있다.왜냐하면 사회과의 목 과 특성에 부합하는 일 된 기 으로 테크

놀로지를 활용할 때,더 높은 수업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이론 토 로서 사

회 구성주의를 채택하고 사회 구성주의를 구체 으로 용한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형성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과 교사 주도 수업은 학습 효과의 측면에서 어떠한 차

이가 있는가?

(1)학업성취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자기주도학습 능력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학습 태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수업만족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5)수업참여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는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하 다.본 연구에서 활용한 혼합 연구

방법 설계는 내재 설계이다.주 연구 방법은 양 연구 방법으로,통계

결과 분석을 통해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과 교사 주도 수업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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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비교하 다.부 연구 방법은 질 연구 방법으로,통계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해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

연구 상은 서울의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인 G 등학교와 D 등학교

의 4학년 학생들로,연구자는 이 학생들을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으로

나 어 실험을 실시하 다.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사회 구성주의 근

의 수업을,비교 집단 학생들은 교사 주도 수업을 받았다.

사회 구성주의 근의 특성은 선행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략으로 도출되었다.첫째,자발 탐구의 진,둘째,시간과

공간을 월하는 지역 세계와의 사회 상호작용 강화,셋째,실제

과제의 제시이다.이에 따른 구체 인 수업 내용은 처치 집단 학생들은

제주도 학생들과 네이버 카페를 통해 교류하 다.그들은 제주도 학생들

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제 맥락에서 어 의 생활과 문제 에 해

하 다. 한 제주도 학생들이 이야기한 락의 문제 을 바탕으로 모둠

활동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 다.

비교 집단 학생들은 ‘교사 주도 수업’을 받았다.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교사 주도 수업’이란 교사가 심 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며,학생들의

활동이 디지털교과서에서 제공하는 개인 과제 해결에 지나지 않는 수업

을 의미한다.

연구문제에 한 검증을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실험 종료 후 바로 실시한 1차 학업성취도에서 이해도 측정 문

항과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이해도 측정

문항의 학업성취도에는 사 지식 변인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의 학업성취도에서는 집단 변인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사 지식 변인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문제해결력 측정 문항

의 학업성취도에서 높은 수를 얻는데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이

교사 주도 수업에 비해 더 효과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해하기 해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처치 집단 학생들은 면담에서 락의 문제 에 한 해결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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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가능성 타당성 등의 기 을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을 비 으로

검토하 다고 이야기하 다. 한 그들은 락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해 인터넷,교과서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 다고 보고하 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처치 집단

학생들의 비 사고력과 탐구력이 향상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 제주도 학생들이 카페에 올린 내용은 비구조화된 지식으로,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이러한 비구조화된 지식을 이해하기 해 선행지식을

극 으로 활용하여 사고하 다.이처럼 학습 내용에 한 심층 이고

복합 인 사고는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에서 더 높은 수를 얻게 해 주

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실험 종료 2개월 후에 실시한 2차 학업성취도 역시 이해도 측정 문항

과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투입된 측 변인

들은 이해도 측정 문항의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반면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의 학업성취도에서는 집단 변인

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향상에도 집단 변인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처치 집단 학생들은 방과 후에 카페 활동을 하는 것 이

외에도 참고서,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하여 자발 으로 공부하 다고

이야기하 다.그들은 카페에서 제주도 친구들이 말한 내용 설명이

부족한 것들을 이해하기 해 스스로 자료를 찾고 탐구하 다고 이야기

하 다.즉,비구조화된 지식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향상에도

향을 주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학습태도의 향상에도 집단 변인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처치 집단 학생들은 면담에서 제주도 학생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실제 맥락에서 학습 내용을 했기 때문에 더욱 흥미를 느 다고

진술하 다.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회과에 한 태도 역시 변하

다.학생들은 실험 수업 이 에 사회과를 ‘암기하는 과목’으로 여겼지만

제주도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과를 ‘소통하는 과목’‘친구들이 살아

가는 이야기’로 인식하게 되었다.즉,사회과에 한 학습 태도가 정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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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한 것이다.

수업만족도에도 집단 변인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에서 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제주도 학생들과 댓 을 주고받는 과정

에서 흥미를 느끼고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 다.이를 통해

학생들의 소속감 사회 실재감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사회

실재감은 제주도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에 한 정 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고,이는 곧 높은 수업만족도와 직결되었다.

마지막으로 행동 역에서 수업참여도를 살펴보았다. 측 변인들

집단 변인만 수업참여도의 향상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면담에서 제주도 학생들이 이야기해 문제

에 깊이 공감하 고,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환경과 제주도의

환경을 극 으로 비교하 다고 이야기하 다.그리고 그 내용을 카페

에 자발 으로 기술하 다.즉,공감을 통한 문화의 비교는 학생들의 수

업참여도를 증진시켜 주었음을 알 수 있다.뿐만 아니라 사회 실재감

역시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를 높여주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이 교사 주도 수업에 비해 지식․기능,가

치․태도,행동 측면에서 학습 효과가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제 2 결론

본 연구는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이론 토 로서 사회 구성주

의를 채택하고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교사 주도 수업과 비교하여

학습 효과의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 냈다.선행 연구 분석

결과 사회 구성주의 근의 특징은 실제 맥락의 창출,탐구의 진,

사회 상호작용의 장려로 도출되었다.사회 구성주의를 수업에서 구

한 결과,학생들은 공감,사회 실재감,흥미를 느끼고 탐구력,비

사고력 등의 고차사고력이 향상되었으며 수업참여도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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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사회 구성주의 근의 특징은 실제

학습(authenticlearning)과 상통한다.Rule(2006)은 실제 학습과 련

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실제 학습의 네 가지 공통 을 밝 냈다.첫

째,실제 학습은 실제 세계에 기반으로 한 문제를 다룬다.둘째,실제

학습은 탐구와 사고 기능을 진한다.셋째,실제 학습은 학습자 커

뮤니티의 담론과 사회 학습을 통해 일어난다.넷째,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을 주도할 수 있는 선택과 권한이 부여된다(Rule,2006,pp.2-6).

Rule(2006)의 논의를 정리하면 실제 학습은 실제 세계의 문제,탐구,

담론과 사회 학습,학습자 주도로 특징지어진다.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은 실제 학습을 가능하게 해 주었고

결국 학습 효과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과의 목 은 합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극 이고 참여 인

시민의 양성이다. 실과 한 실제 맥락에서 학습 내용을 하고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해 나가는 실제 학습은 바람직한

시민성 함양에 필수 이라 볼 수 있다.이에 따라 사회과에서도 실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을 추구해야 한다.

향후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

업이 지속되기 해서 디지털교과서의 설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

하다.첫째,디지털교과서에 교사와 학생들을 한 력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재 디지털교과서는 두랑이라는 학습커뮤니티를 제공

하고 있지만 기본 으로 학 내 교류만 지원한다.새로 클래스를 만들

어서 다른 학 과 함께 가입하여 교류한다 하더라도 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도 타임라인 형식으로 개재되어,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하기 불

편한 것이 사실이다.시간과 공간을 월하여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제공한다면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이를 통해 지역화 학습 내용을 보다 심층 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 역시 력 소통 공간을 필요로 한다.송연옥(2012)에 따르면

교사들은 디지털교과서 사용에서 발생하는 문제 들의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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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교수․학습 방법을 공유하기 한 커뮤니티 활동의 필요성을

느낀다.하지만 이러한 지원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송연옥,2012,pp.158-159).디지털교과서에 교사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다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공유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더욱 효과 으로 지역화 학습을 실행할

수 있다.

효과 인 지역화 학습을 해 교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연구자의 주장은 김경모(2005)의

주장을 실 으로 실 시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그는

효과 인 지역화 학습을 해서 여러 집단이 력하고 소통하여 지역화

교육을 실천하는 연구자로서의 교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김경

모,2005,p.119).

둘째,사회과 디지털교과서는 디지털 아카이 로 설계되고 활용될 필

요가 있다. 재의 지역화 수업은 지역에 한 교사 문성 부족 지

역 교과서에 수록된 정보의 불충분함 등의 이유로 인해 제 로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는 비 이 많았다(김 석,2013;박수미․남상 ,2008;박순

경,2010).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경윤(2014)은 디지털교과서에

서 클라우드 컴퓨 학습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이를

통해 학생,교사,학교,교육청 등 다양한 집단이 지역과 련한 사진,동

상 자료 등을 업로드하여 실제 인 지역화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다(이경윤,2014,pp.182-183).

디지털교과서에 학생,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 자료를 업로드하

고 이것이 장 축 된다면 디지털교과서는 훌륭한 지역화 자료의 보

고로 활용될 수 있다.뿐만 아니라 학생들 역시 지역에 한 자료를 수

집함으로 인해 지역에 심을 가지고 사회과 수업에 보다 많은 흥미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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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시사

1.이론 차원

본 연구에서 채택한 사회 구성주의 근의 테크놀로지 활용 효과에

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시사 을 가진다.

첫째,본 연구는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이론 토 를 마련하기

한 논의의 기 를 제공해 다.지 까지 사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를 어떤 목 에서,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한 이론 논의는 활발하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그 이유는 연구자들이 각각의 테크놀로지 활용

략에 해 주장할 뿐,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 ,철학 배경을 제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사회과 특성에 부합하는 이론 토 를 바탕으로

테크놀로지 활용 략을 제안했을 때,그 략은 보다 더 타당성을 확보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과의 특성과 부합하는 사회 구성주의를 테크놀로지

활용의 이론 토 로 채택하 다.사회 구성주의가 사회과 테크놀로

지 활용의 이론 토 로서 합한가에 해서는 연구자 간 의견이 나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기존의 사회과 테

크놀로지 련 연구들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테크놀로지 활용의 이론

토 확립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이다.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추

후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이론 토 확립을 한 논의의 토 를

마련하 다.

둘째,본 연구는 매체 자체가 학습 효과를 결정짓는가와 련된 오래

된 논쟁에 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다.Clark(1983)가 매체 자체

는 교수 내용을 달해 주는 단순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

면(Clark,1983,p.445),Kozma(1991)은 특정 매체가 학습 효과를 향상시

킬 수 있다고 주장하 다(Kozma,1991,p.205).

기존의 사회과 테크놀로지 련 연구들은 테크놀로지를 수업에서 활

용했을 때 더 높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고하 다(Heaf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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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dman,2008;Saye& Brush,1999;Milman& Heinecke,2000;김근

․마 성,2013). 한 사회과 디지털교과서와 련한 연구들 역시 디

지털교과서의 학습 효과를 밝히는 것에 치우쳐 있었다(변호승 외,2008;

손미․김소 ,2013;송윤희,2011).이상의 연구들은 교수매체가 학습 효

과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라는 Kozma(1991)의 주장에 보다 부

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매체 자체가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Kozma(1991)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같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사회과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수법을 용했을 때,더 높은 학

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단하 다.이를 검증하기 해 사회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을 받은 집단

과 교사 주도 수업을 받은 집단의 학습 효과를 비교하 다.그 결과,사

회 구성주의 근을 용한 수업을 받은 집단이 더 높은 학습 효과를

얻었음을 밝 냈다.즉,디지털교과서라는 같은 테크놀로지라 할지라도

교사가 어떻게 수업에서 활용하는가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테크놀로지 자체가 사회과 교수의 신을 이룰 수 있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 주의 깊은 교수 설계도 함께 뒷

받침되어야 한다”(Shaver,1999,p.20)는 Shaver(1999)의 주장과 일치하

는 것이다. 한 매체 자체가 학습 효과를 결정할 수 있는가의 논쟁에서

테크놀로지는 단순히 속도나 비용의 효율을 높여 수 있을 뿐,학습 효

과를 결정하는 것은 한 교수법의 사용이라고 강조한 Clark(1994,

p.27)의 주장에 힘을 실어 다.

2.실천 차원

첫째,본 연구는 사회과의 특성을 반 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수․학

습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많은 연구자들이 사회과의 특성을 반 한 디

지털교과서 활용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 지만(최미

애,2011;이경윤,2014),지 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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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과의 특성에 부합하는 테크놀로지 활용의 이론 토

로서 사회 구성주의를 채택하고,이를 바탕으로 수업에 용할 수 있

는 구체 인 세 가지 략을 제시하 다.그리고 이 세 가지 략을

용한 수업 분석 결과,학생들이 높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이 드

러났다.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업 략은 추후 사회과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사회과의 특성을 반 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본 연구는 사회과 디지털교과서의 설계 방향에 한 시사 을

제공해 다.많은 연구자들이 사회과의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교과서 설

계 원리에 해 주장하 지만(박기범,2007;안종욱․문 주․김명정,

2013;한춘희,2011),지 까지 개발된 디지털교과서는 사회과의 특성을

반 하여 설계되지 않았다.사회과는 타 교과와는 달리 탐구 학습,조사

학습 등 학습자들의 능동 인 활동과 고차사고력을 강조한다.그 다면

이러한 사회과의 특성을 반 하기 해서 디지털교과서는 어떻게 설계되

어야 할까.

본 연구에서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면 이 문제에 한 답을 얻을 수 있다.먼 비교 집

단 학생들은 디지털교과서를 주 학습교재로 사용하 다.교사의 안내에

따라 디지털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이해하고,디지털교과서가 제공하는

노트에 필기를 하 으며 평가 문제를 풀어 학습 내용을 확인하 다.즉,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은 디지털교과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반면 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디지털교과서를 탐구를 한 보조 인 학

습 자료로 활용하 다.처치 집단 학생들은 ‘제주도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해 여러 자료를 이용하 다.그들은 가장 먼 제주도 학생들이

카페에 게시한 을 통해 문제 을 악하 다.그리고 해결방안을 찾기

해 인터넷,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 다.즉,처치 집단

학생들은 디지털교과서를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필요한 여러 자료

의 하나로 활용한 것이다.이러한 모습은 비교 집단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수업에서 가장 핵심 이고 주된 자료로 사용한 것과 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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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가 ‘주된 학습 자료’가 아니라 ‘보충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Heafner와 Friedman(2008)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들의 연구에서

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여러 자료를 분석한 후 키를 만들어 제2차 세계

에 해 다양한 으로 설명하거나 시각 으로 표 하 다.이 과

정에서 학생들은 역사 교과서를 제2차 세계 에 해 이해를 돕기

한 하나의 보충 자료로 사용하 다(Heafner& Friedman,2008,p.292).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과 디지털교과서에 한 설계 방향도 바

뀔 필요가 있다.지 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디지털교과서를 수업을 이끌

어가는 가장 핵심 인 학습 자료로 인식하여 왔다.물론 교과서는 수업

의 가장 기본 인 학습 자료라는 에서 디지털교과서가 가진 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하지만 사회과에서 강조하는 고차사고력의 함양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 탐구를 하는 과정은 필수 이다.이

를 하여 사회과 디지털교과서는 수업을 이끌어가는 주된 수업 자료가

아니라 탐구를 한 도구로써 활용되어야 한다.따라서 디지털교과서는

보다 풍부한 학습 자료의 보고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셋째,본 연구는 구성주의 수업 환경에서의 한 평가 방식이 무

엇인지에 한 논의를 제공한다.본 연구에서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을 받은 집단이 교사 주도 수업을 받은 집단에 비하여 문제해결력

측정 문항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해도 측정

문항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에

해 사회 구성주의 근은 학생들의 능동 인 사고 스스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을 요시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의 기억 여부를 묻는 이

해도 측정 문항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에서 학생 주도의 탐구가 핵심 활동이 되는 테크놀로지 활

용 수업에서 객 식 평가가 과연 학생의 성장을 제 로 측정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기존의 단답형 는 객 식 문항의 평

가로는 학생들이 학습 내용에 해 얼마나 깊이 사고하고 이해하 는지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교육에서 목표와 내용,평가는 일 되고 유기

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아무리 좋은 수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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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라 할지라도 학습 효과를 증명해 낼 수 없으면 교육 장에서 그 방

식의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따라서 구성주의 방식으로 수

업을 실행하 을 때,그 특성에 맞는 평가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에 해 강명희와 김나리(1999)는 구성주의 패러다임 기반의

학습 과제 성취도를 평가할 때,구성주의 평가 거에 의해 성취도를

평가하여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 다(강명희․김나리,

1999,p.39).이는 사회과 수업에서 구성주의 근의 수업을 하 을 때,

통 인 평가 방식(사실 기억,다지선다형 문항)으로는 학생들의 질 인

성장을 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Heafner와

Friedman(2008)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Heafner&Friedman,2008,p.297).

본 연구는 사회 구성주의 의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을 했을 때,

자료를 수집,분석,해석하는 능력,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견

을 모아가는 과정 등 보다 과정 심 이고 질 인 평가 방식을 연구해

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다.이에 따라 사회 구성주의 의 테크놀

로지 활용 수업에서 학생들의 성취를 밝힐 수 있는 한 평가방식이

무엇인지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3.연구 방법론 차원

첫째,본 연구는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상에 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본 연구가 사용한 혼합 연구 방법은

내재 설계이다.내재 설계의 사용으로 인해 본 연구는 사회 구성주의

근의 효과뿐만 아니라 왜 이러한 수업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한 메커

니즘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다.즉,양 연구와 질 연구를 동시에

사용하 기 때문에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이라는 상에 해 보

다 심층 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교육 연구에서는 단순히 효과의 유무와 같은 결과에 치 하기보다 어

떤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단기간의 효과를 밝히는 것을 넘어 어떤 과정에서 학생들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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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 는지에 해 보다 심층 으로 이해할 때,장기 인 안목에서 교육

의 비 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은 추후 교육 분야에서 효과성과 련한 연구들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이론 연구와 실천 연구가 병행되었다.기존

의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에 한 선행 연구들은 테크놀로지 활용의 지

침과 같은 이론 연구나 테크놀로지의 효과성 검증과 같은 실천 연구

한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지 까지 이루어진 테크놀로지 활용 지침에 한 이론 연구들은

실의 맥락과 동떨어진 당 략들이 부분이었다.이에 따라 교사들

이 테크놀로지를 선택하고 활용할 때,실제 인 도움을 주지 못하 다.

가령 Berson등(2000)이 제안한 사회과 교사를 비시키기 한 테크놀

로지 활용의 가이드라인은 NCSS의 Collegeand University Faculty

Assembly(CUFA)의 승인을 받는 등 이론 타당성을 인정받았다.하지

만 ‘테크놀로지 없이는 불가능했던 학습을 해야 한다’등의 략은 교사

들이 사회과 수업에 용하기에 지나치게 추상 이다.

테크놀로지 활용의 효과성 검증에 한 실천 연구들은 그 연구에서

사용한 테크놀로지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보여 다.

가령 Saye와 Brush(1999)의 연구는 멀티미디어의 활용 효과를,Heafner

와 Friedman(2008)는 키의 활용 효과를 보여 다.이 게 특정 매체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은 다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에서

그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해서는 알려주지 못한다.

개별 테크놀로지 활용법 는 효과보다 더 요한 것은 사회과수업에서

테크놀로지를 어떤 기 에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지 일반화시키는

것이다.이러한 에서 기존의 테크놀로지 효과성 검증 연구들은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이론 문헌 분석을 통해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이론

토 로서 사회 구성주의를 채택하고,사회 구성주의 의 수업

략을 도출하 다.그리고 구체 인 사회과 수업에 용하여 그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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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 냈다.이와 같이 문헌에 기 한 이론 연구와 실험에 기 한 실증연

구가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론을 기반으로 한 학문 엄 성과 실천

성을 동시에 갖추었다. 한 본 연구는 수업에 용 가능한 구체 인

략을 제공해 주었다.이러한 략들은 추후 다른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

용 수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제 4 제언

본 연구는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의 이론 토 로서 사회 구성주

의를 채택하고 이를 용한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 다.본 연구를 더욱

발달시켜 추후의 이론 ,실천 보완 연구를 기 할 수 있다.필요한 후

속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사회 구성주의를 용한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에서 연

령의 차이를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본 연구의 상은 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었다.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낮은 수 의 컴퓨터 활용 능

력을 가지고 있었다.컴퓨터 활용 능력에 따라 자료 수집 분석 등 탐

구의 수행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을 감안하면,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에서 연령에 따라 사회 구성주의 근의 효과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뿐만 아니라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사

회과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활용 시,연령 별로 효과 인 탐구의 유형

조건을 악해서 수업에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일반 학교의 사회과 테크놀로지 활용수업에서 사회 구성주의

근의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본 연구는 사회 구성주의를 반

한 수업 략을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이라는 수업 환경에 용하여

그 효과를 밝 냈다.그런데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의 학생들은 컴퓨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학습에 익숙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따라서 수업에서 디지

털 기기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 일반 학교의 학생들 역시 사회 구성주

의 근의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을 했을 때 더 높은 학습 효과를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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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검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본 연구가 사회과 디지털교과서의 설계에 한 추후 연구에 도

움을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구체 인 설계 방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교과서에 력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토론의 장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각 지역의 자료

들을 모아 디지털 아카이 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이처럼 사회과의 목 달성을 해 디지털교과서가 어떻게 설계되

어야 되어야 하는지에 한 지속 인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사회 구성주의 기반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본 연구의 처치 집단 학생들이 카페에 게시하여

교류하는 자료들이 반드시 교사의 의도 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가령

연구자는 ‘우리 마을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카페 메뉴에 어 에서 볼

수 있는 시설이나 사람들이 하는 일 등의 내용이 서술되기를 바랐지만,

제주도 학생들은 복죽,보말죽 등 먹을거리를 으로 서술하 다.

한 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어 의 생활에 한 이야기보다 제주도 학생

들의 취미나 그린 그림 등에 더 심을 보이기도 했다.이에 따라 교사

가 수업에서 어떻게 교육과정 목 에 맞게 다른 지역 학생들과의 상호작

용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해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사가 유의해야 할 다른 은 동료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의 습득으로 인해 학생들이 오개념을 가질 험성이 있다는 이다.

가령 본 연구에서 처치 집단 학생들과 교류한 지역인 제주도는 어 마

을이었지만 여러 락의 모습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었다.실제로 한

학생은 부모가 운 하는 목장에 한 이야기를 카페에 게시하 다.이

경우 처치 집단의 학생들은 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목장에서 일하는

것’이라는 오개념을 가질 수 있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자발 인 참여가

핵심이 되는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오개념을 어떻게 인지하고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한 고민도 필요하다.

구성주의 수업에 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단순히 교사가 ‘진자’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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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무엇을 진하고 안내해야 하는지에 한 논의가 없다면 구

성주의 수업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교사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이

에 따라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 과 교사의 행동에 한 보다 구체 이고 체계 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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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1.나는 컴퓨터를 잘 다룰 안다. 1 2 3 4

2.나는 컴퓨터를 가지고 학습과제를

잘 한다.
1 2 3 4

3.나는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를

잘 찾는다.
1 2 3 4

부록 1-사 검사 설문지

IDNo.

사 검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 를 담당하고 는 경  생님 니다. 

  본 연  적  여러  어 게 수업하   미 고 하

게 사 과 털 과  수업  할 수 에 해 히기 한 

연 니다.  문 는 학  적과 전  상  없 , 검사 결

과가 학 생 기 에 전  되  않기 문에 학생 여러  문

제를 고, 편안하게 본  경험하시는  검사에 해주시  됩니다.

검사 결과는 철저하게 비공개 처리되 , 순수한 연  적 에 다

른 어   사 되  않  약 드립니다. 

2015년 4월 경  드림

1.성별은 무엇입니까? ( )

①남자 ②여자

2.ICT활용 능력을 묻기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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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1.나는 사회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가

르치는 내용을 집 하여 듣는다.
1 2 3 4

2.나는 사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을 자주 한다.
1 2 3 4

3.나는 사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극 으로 답을 한다.
1 2 3 4

4.나는 사회 수업 내용을 습한다. 1 2 3 4

5.나는 사회 수업 내용을 복습한다. 1 2 3 4

6.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사회 공

부를 잘한다.
1 2 3 4

7.나는 사회 공부가 재미있다. 1 2 3 4

8.사회를 배우면 미래에 여러 직업

에서 쓸모 있을 것이다.
1 2 3 4

9.나는 우리나라의 지리,역사,사회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10.나는 사회과와 련된 책이나 신

문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11.사회 공부는 다른 교과를 공부하

는데 필요하다.
1 2 3 4

4.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즐겁고 흥미

로운 일이다.
1 2 3 4

5.나는 컴퓨터에 해 좀 더 많이

배우고 싶다.
1 2 3 4

3.사회과 학습태도를 묻기 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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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1.수업 에 수업목표와 수업내용을

확인한다.
1 2 3 4

2.수업 에 수업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읽는다.
1 2 3 4

3.선생님 는 동료 학생이 발언할

때 을 맞추고 듣는다.
1 2 3 4

4.선생님이 질문에 해 답할 것을

지목하면 답변한다.
1 2 3 4

5.주어진 학습활동을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1 2 3 4

6.모둠 활동을 할 때에는 맡은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한다.
1 2 3 4

7.모르는 내용이나 궁 한 이 있

으면 질문한다.
1 2 3 4

8.토론에 극 으로 발언한다. 1 2 3 4

9.발표할 기회가 주어지면 자원한다. 1 2 3 4

10. 체를 상으로 제시된 질문에

해 자원하여 답변한다.
1 2 3 4

11.웹사이트 게시 에 자신의 의견

이나 질문을 게시한다.
1 2 3 4

12.수업 후 수업 내용과 련된 자

료를 더 참고한다.
1 2 3 4

13.수업 후 수업 내용에 해 동료

학생들과 의견을 나 다.
1 2 3 4

14.수업 후에 수업을 개선하기 해

의견을 선생님께 제안한다.
1 2 3 4

15.수업 내용에 해 흥미를 느낀다. 1 2 3 4

16.수업에 열 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4.사회 수업참여도를 묻기 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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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1.나는 항상 극 으로 과제를 해

결한다.
1 2 3 4

2.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생

각하며 공부한다.
1 2 3 4

3.나는 내 스스로 학습주제 는 문

제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낸다.
1 2 3 4

4.나는 학습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1 2 3 4

5.나는 학습한 후 학습내용을 정리

한다.
1 2 3 4

6.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잘

해낼 자신이 없다.
1 2 3 4

7.나는 내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

는 능력이 있다.
1 2 3 4

8.나는 과제를 해결하기 해서 여

러 가지 방법을 찾아본다.
1 2 3 4

9.나는 과제를 해결하기 해서 정

보를 찾고,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

1 2 3 4

10.나는 과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1 2 3 4

11.나는 복잡한 과제를 만났을 때,

깊게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1 2 3 4

12.나는 과제를 해결할 때,이 과제가

나에게 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다음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측정하기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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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나는 평소 나의 행동에 잘못이

있는지,고쳐야 할 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1 2 3 4

14.나는 공부나 어떤 일을 할 때 마

음을 한 곳에 모아서 집 한다.
1 2 3 4

15.나는 내가 얼마나 보다 나아졌

는지를 스스로 평가한다.
1 2 3 4

16.나는 공부하면서 새로운 것을 하

나씩 알게 되는 이 그 재미

있고 즐겁다.

1 2 3 4

17.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

어 하는 이유는 공부한 보람을

느끼고 즐겁기 때문이다.

1 2 3 4

18.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스스로

계획하고 검하고 평가한다.
1 2 3 4

19.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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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1.나는 사회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가

르치는 내용을 집 하여 듣는다.
1 2 3 4

부록 2-사후검사 설문지

IDNo.

사후검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연 를 담당하고 는 경  생님 니다. 

  본 연  적  여러  어 게 수업하   미 고 하게 사

과 털 과  수업  할 수 에 해 히기 한 연 니다. 

여러  게 되는 검사 는 수업  여러 가  학습 과를 묻기 한 

것 니다.  평가는 학  적과 전  상  없 , 검사 결과가 학

생 기 에 전  되  않기 문에 학생 여러  문제를 고, 편안

하게 본  경험하시는  검사에 해주시  됩니다. 만약 답  

하기 싫  마  들 , 언제든  답  거 하실 수 습니다. 

검사 결과는 철저하게 비공개 처리되 , 순수한 연  적 에 다른 어  

 사 되  않  약 드립니다. 

다시 한  연 에 심  가져주시고, 한 시간  내어 주신 것에 깊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15년 4월 경  림

1.사회과 학습태도를 묻기 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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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는 사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을 자주 한다.
1 2 3 4

3.나는 사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극 으로 답을 한다.
1 2 3 4

4.나는 사회 수업 내용을 습한다. 1 2 3 4

5.나는 사회 수업 내용을 복습한다. 1 2 3 4

6.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사회 공

부를 잘한다.
1 2 3 4

7.나는 사회 공부가 재미있다. 1 2 3 4

8.사회를 배우면 미래에 여러 직업

에서 쓸모 있을 것이다.
1 2 3 4

9.나는 우리나라의 지리,역사,사회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10.나는 사회과와 련된 책이나 신

문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11.사회 공부는 다른 교과를 공부하

는데 필요하다.
1 2 3 4

내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1.수업 에 수업목표와 수업내용을

확인한다.
1 2 3 4

2.수업 에 수업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읽는다.
1 2 3 4

3.선생님 는 동료 학생이 발언할

때 을 맞추고 듣는다.
1 2 3 4

2.사회 수업참여도를 묻기 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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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생님이 질문에 해 답할 것을

지목하면 답변한다.
1 2 3 4

5.주어진 학습활동을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1 2 3 4

6.모둠 활동을 할 때에는 맡은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한다.
1 2 3 4

7.모르는 내용이나 궁 한 이 있

으면 질문한다.
1 2 3 4

8.토론에 극 으로 발언한다. 1 2 3 4

9.발표할 기회가 주어지면 자원한다. 1 2 3 4

10. 체를 상으로 제시된 질문에

해 자원하여 답변한다.
1 2 3 4

11.웹사이트 게시 에 자신의 의견

이나 질문을 게시한다.
1 2 3 4

12.수업 후 수업 내용과 련된 자

료를 더 참고한다.
1 2 3 4

13.수업 후 수업 내용에 해 동료

학생들과 의견을 나 다.
1 2 3 4

14.수업 후에 수업을 개선하기 해

의견을 선생님께 제안한다.
1 2 3 4

15.수업 내용에 해 흥미를 느낀다. 1 2 3 4

16.수업에 열 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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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다

매우

그 다

1.나는 항상 극 으로 과제를 해

결한다.
1 2 3 4

2.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생

각하며 공부한다.
1 2 3 4

3.나는 내 스스로 학습주제 는 문

제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낸다.
1 2 3 4

4.나는 학습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1 2 3 4

5.나는 학습한 후 학습내용을 정리

한다.
1 2 3 4

6.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잘

해낼 자신이 없다.
1 2 3 4

7.나는 내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

는 능력이 있다.
1 2 3 4

8.나는 과제를 해결하기 해서 여

러 가지 방법을 찾아본다.
1 2 3 4

9.나는 과제를 해결하기 해서 정

보를 찾고,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

1 2 3 4

10.나는 과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1 2 3 4

11.나는 복잡한 과제를 만났을 때,

깊게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1 2 3 4

12.나는 과제를 해결할 때,이 과제가

나에게 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3.다음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측정하기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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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그 다
그 다

매우

그 다

1.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나의 사

회과 지식이 증가했다고 생각했다.
1 2 3 4 5

2.이 수업은 내가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1 2 3 4 5

3.이 수업은 문제가 주어질 때

한 해결방안을 생각해내는 능

력을 향상시켰다.

1 2 3 4 5

13.나는 평소 나의 행동에 잘못이

있는지,고쳐야 할 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1 2 3 4

14.나는 공부나 어떤 일을 할 때 마

음을 한 곳에 모아서 집 한다.
1 2 3 4

15.나는 내가 얼마나 보다 나아졌

는지를 스스로 평가한다.
1 2 3 4

16.나는 공부하면서 새로운 것을 하

나씩 알게 되는 이 그 재미

있고 즐겁다.

1 2 3 4

17.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

어 하는 이유는 공부한 보람을

느끼고 즐겁기 때문이다.

1 2 3 4

18.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스스로

계획하고 검하고 평가한다.
1 2 3 4

19.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1 2 3 4

4.수업만족도를 묻기 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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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 으로 나는 이 수업에

극 으로 참여했다.
1 2 3 4 5

5.나는 이 수업 진행방식이 매우

흥미로웠다.
1 2 3 4 5

6.수업 에 내 의견과 생각을 활

발히 표 했다.
1 2 3 4 5

7.모둠 토론 시 친구들과 의견교

환이 잘 이루어졌다.
1 2 3 4 5

8.수업시간에 혼자서 는 모둠이

해야 할 활동들을 제 시간에 끝

낼 수 있었다.

1 2 3 4 5

9.수업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쉽게 알 수 있었다.
1 2 3 4 5

10.나는 이 수업에 반 으로 만

족한다.
1 2 3 4 5

11.나는 이 수업이 끝난 후 사회과

공부에 흥미와 심이 생겼다.
1 2 3 4 5

12.나는 이 수업을 친구에게 추천

하고 싶다.
1 2 3 4 5

13.나는 이 수업을 듣고 싶다. 1 2 3 4 5

14.나는 다른 수업도 이런 방식으

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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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차 학업성취도 검사지

IDNo.

1차 학업성취도 검사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연 를 담당하고 는 경  생님 니다. 

  본 연  적  여러  어 게 수업하   미 고 하게 

사 과 털 과  수업  할 수 에 해 히기 한 연

니다. 여러  게 되는 여러 검사 들   검사 는 1단원 촌락

 과 주민생   ‘2.촌락  생 습’  내  여러  얼마나 

 기억하는  알아보기 한 것 니다.  평가는 10~20  정  

되는 것 , 학  적과 전  상  없 , 검사 결과가 학 생

기 에 전  되  않기 문에 학생 여러  문제를 고, 편

안하게 문제에 해주시  됩니다. 만약 답  하기 싫  마  

들 , 언제든  답  거 하실 수 습니다. 

검사 결과는 철저하게 비공개 처리되 , 순수한 연  적 에 다른 

어   사 되  않  약 드립니다. 

다시 한  연 에 심  가져주시고, 한 시간  내어 주신 것에 

깊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15년 4월 경  림

1.다음은 어떤 락에 한 설명인지 쓰시오. ( )

⦁생선직 장,수산물 장창고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양식장에서 생선을 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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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 정미소 ㉡ 풍력발 소 ㉢ 방 제 ㉣ 건조장

2.어 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생산 활동의 모습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 산에서 버섯을 재배합니다. ㉡ 김과 미역을 땁니다.

㉢ 생선직 장에서 생선을 팝니다. ㉣ 벼농사를 합니다.

㉤ 땅 속 지하자원을 캐는 일을 합니다.

( )

3.다음 어 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을 고르시오.( )

① 횟집을 하는 아 씨 ② 복을 따는 해녀 할머니

③ 고기잡이를 하는 아 씨 ④ 나물이나 약 를 캐는 할머니

⑤ 얼음을 만들어 는 아 씨

4.어 에서 볼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고기를 건조하는 시설 ② 배를 묶어 두기 한 시설

③ 수산물을 장하기 한 냉동 창고 ④ 버섯을 재배하기 한 버섯

⑤ 고장 난 기구나 배를 수리하는 시설 재배장

5. 락과 도시가 서로 교류했을 때 락에게 좋은 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축제를 통해 특산물을 알릴 수 있다.

② 락의 노인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③ 직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다.

④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싸게 살 수 있다.

⑤ 주말농장을 통해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다.

6.다음 <보기> 어 에서 볼 수 있는 시설의 기호를 모두 쓰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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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음은 뉴스 기자가 락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 습니다.할아버지와

의 인터뷰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기자:안녕하십니까?박○○ 기자입니다.이곳에서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할아버지:7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기자: 락에서 생활할 때 힘드신 은 무엇인가요?

할아버지:

① 나이가 들어 농사일이 힘들어요.

② 병원이 없어 치료 받기가 어려워요.

③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아 불편해요.

④ 가족과 떨어져서 참 외롭고 쓸쓸해요.

⑤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들어와서 편리해요.

8.다음은 락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인지 고르시오.( )

 폐교나 마을 회 등의 문화시설을 만들어 락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락의 소득을 올리기 한 노력

②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한 노력

③ 락의 편리한 생활을 한 노력

④ 락의 인구를 늘리기 한 노력

⑤ 도시와 교류하기 한 노력

9. 락을 돕기 한 도시 사람들의 노력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

① 무료진료 ② 일손 돕기 ③ 문화공연활동

④ 화 이용하기 ⑤ 직거래 장터 이용

10.다음 그래 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아래의 그래 와 같은 상이

계속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이 무엇인지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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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락:

*그 락의 재 문제 과 살기 좋은 락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락의 문제 살기 좋은 락으로 만들기 한 방법

1.

2.

<유의사항>

1.문제 과 해결방안은 서로 긴 하게 연결하세요.

2.문제 과 해결방안은 최 한 구체 으로 서술하세요.

3.해결방안은 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으세요.

최근 40년 간 농 의 인구가 어드는 모습을

나타낸 그래 ( 작권의 문제로 삭제)

11.여러분이 나 에 어른이 되어 살고 싶은 락을 정하여 시다.그리

고 락의 문제 을 해결하여 살기 좋은 락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을 써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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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2차 학업성취도 검사지

IDNo.

2차 학업성취도 검사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연 를 담당하고 는 경  생님 니다. 

  본 연  적  여러  어 게 수업하   미 고 하게 

사 과 털 과  수업  할 수 에 해 히기 한 연

니다.  검사 는 1단원 촌락  과 주민생   ‘2.촌락  생

습’  내  여러  랜 시간  난 에   기억하는  알

아보기 한 것 니다.  평가는 10~20  정  되는 것 , 학

 적과 전  상  없 , 검사 결과가 학 생 기 에 전  

되  않기 문에 학생 여러  문제를 고, 편안하게 문제에 

해주시  됩니다. 만약 답  하기 싫  마  들 , 언제든  

답  거 하실 수 습니다. 

검사 결과는 철저하게 비공개 처리되 , 순수한 연  적 에 다른 

어   사 되  않  약 드립니다. 

다시 한  연 에 심  가져주시고, 한 시간  내어 주신 것에 

깊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15년 6월 경  림

1.어 에서 볼 수 있는 생산 활동이 아닌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

① 양식장에서 생선을 기릅니다.

②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③ 얼음을 만들어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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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름 필요한 까닭

부두 배를 안 하게 묶어두기 해서

④ 산에서 나물이나 약 를 캡니다.

⑤ 논에서 벼농사를 합니다.

2.어 에서 볼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르시오.( , )

① 버섯 재배장 ② 부두 ③ 정미소

④ 목장 ⑤ 냉동 창고

3.보기와 같이 방 제가 필요한 이유를 쓰시오.

<보기>

방 제 :

4.어 사람들의 생활모습에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

니까?( )

① 김,굴 등을 양식한다.

② 일기 보에 심이 많다.

③ 마을 회 을 볼 수 있다.

④ 객을 해 펜션을 운 하는 사람도 있다.

⑤ 생산 활동을 한 공동 작업이 없어서 사람들 간에 교류가 다.

5. 락의 문제 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

① 병원이 없어서 치료받기 힘들다.

② 어린이들이 없어 폐교가 늘어난다.

③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들어와서 소득이 어든다.

④ 일손이 부족하다.

⑤ 자동차가 많아서 기오염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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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다음 그래 를 통해 알 수 있는 최근 락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최근 30년 간 락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

을 보여주는 그래 ( 작권의 문제로 삭제)

① 교통 불편 ② 고령화 상

③ 환경오염 ④ 소득 감소

⑤ 귀농․귀 상

7. 락의 소득 증가를 한 노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새로운 품종 개발

② 의료 사

③ 수입 농산물 구입

④ 귀 ,귀농 박람회 개최

⑤ 폐그물 수거

8. 락의 편리한 생활을 한 노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지역 축제의 개최

② 농업과 어업의 기계화

③ 폐교를 문화시설로 만들기

④ 친환경 농산물 재배

⑤ 귀농․귀 박람회 개최

9. 락 사람들을 한 도시 사람들의 노력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환경오염 – 직거래 장터 이용

② 의료 시설 부족 -무료 진료 사

③ 일손 부족 -문화 공연 개최

④ 교통 시설 부족-일손 돕기 사 활동

⑤ 문화 시설 부족 – 주말 농장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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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락과 도시가 서로 교류했을 때 락과 도시에게 좋은 (각각 두

가지)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 축제를 통해 특산물을 알릴 수 있다

락 ․ ․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싸게 살 수 있다.

도시 ․ ․ 주말농장을 통해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다.

․ 직거래를 통해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11.아래의 조건에 맞는 을 서술하시오.[15 ]

락의 문제 두 가지를 쓰고 각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유의사항>

1.문제 과 해결방안은 서로 긴 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2.문제 과 해결방안은 최 한 구체 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3.해결방안은 실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172

학습

목표

어 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을 악할 수 있다.

(교과서 pp.26-29)

구분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

도입

◎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여 세화리와 종달리의 자연환경

모습 확인하기

‣ 네이버 지도를 들어가 시다.지 부터 우리와 교류할 학

생들이 다니는 제주도 ○○ 등학교와 △△ 등학교를 구

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학교를 심으로 마을을 자유롭게 다니고 재미있는

이나 특이한 이 있으면 발표해 시다.

-세화리는 학교 근처에 바로 바다가 있어요.

-세화리 바다에 방 제와 등 가 보여요.

-종달리에는 밭이 많은 것 같아요.

◎ 학습문제 확인

‣ 오늘은 어 의 자연환경과 생활모습에 해 알아보겠습니다.

개

◎ 제주도 친구들과 계 맺기

‣ 네이버 카페에서 ‘나를 소개합니다’메뉴를 보겠습니다.어

떤 친구들이 있나요?댓 을 달고 자신도 소개해 시다.

-○○ 등학교 ○○○라는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와 취미가 같아요.

-△△ 등학교 ○○○가 기억에 남아요.사진에 나온 모습이

랑 닮은 것 같아요.

◎ 네이버 카페에서 제주도 친구들이 어 생활과 련하여

카페에 직 업로드한 사진,동 상,소개 자료 보기

‣ 지 부터 자유롭게 제주도 친구들이 카페에 올려 ‘어

생활’에 해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세화리,종달리에

부록 5-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 지도안

① 1차시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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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어 의 산업에 해 말할 수 있다.

(교과서 p.35)

구분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

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찾아보세요.

‣ 어 마을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방 제,펜션 횟집,생선직 장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당근밭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서 제주도 학생들에게 어 생활에 해 궁

한 을 묻고 피드백 받기

‣ 여러분이 카페를 보고 제주도 친구들에게 더 궁 한 이

있나요?궁 한 이 있으면 물어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자유롭게 카페에 써 시다.

-제주도 친구들이 직 은 바다 사진을 보니 정말 신기했

습니다.우리는 놀이터 가서 노는데 제주도 친구들은 어디

서 노는지 궁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 카페에서 본 내용과 디지털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비교해

보고 알게 된 이야기하기

‣ 카페에서 본 내용을 교과서에서도 자유롭게 확인해 시

다.새로 알게 된 이 있나요?

-교과서에도 방 제 같은 그림이 있는데 제주도 친구들이 직

은 사진으로 보니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리

◎ (디지털 교과서)형성 평가

◎ 카페 활동을 통해 어 생활에 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 세화리와 종달리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었나요?

-방 제,건조장,양식장 등이 있었습니다.

‣ 다음 시간에는 어 의 산업에 해 공부하겠습니다.모두

수고하셨습니다.

② 2차시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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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수연이(제주도 학생)의 집 사진을 보고 수연이의 할머니가

하는 일 맞추기

‣ 이것은 수연이가 직 자기 집 사진을 어서 카페에 올려

것입니다.선생님이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해녀복 같습니다.

‣ 맞습니다.수연이의 할머니는 해녀입니다.

◎ 학습문제 확인

‣ 오늘은 어 의 산업에 해서 배우겠습니다.

개

◎ 네이버 카페에서 제주도 친구들이 이야기한 ‘우리 마을 사

람들이 하는 일’탐색하기

‣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기르고 김과 미역을 따는 일을 어

업이라고 합니다.네이버 카페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하

는 일’메뉴에 들어가 시다.친구들이 소개한 을 자유롭

게 탐색해 시다.

‣ 제주도 친구들이 자신의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나요?

-○○의 할머니가 해녀라고 소개했습니다.직 자기 집에 있

는 해녀복 사진을 어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의 아버지는 어부라고 했습니다.밤에 고기잡이배를 타

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신다고 했습니다.

◎ 어 의 산업에 해 궁 한 질문하기

‣ 어 사람들이 하는 일에 해 더 궁 한 이 있나요?

-해녀들이 바다에서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궁 합니다.

-세화리에는 당근주스가 유명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궁 합니다.

‣ 더 궁 한 이 있으면 카페에 을 써 시다.

◎ 어 의 산업에 해 새롭게 알게 된 이나 도시와 비교하

여 차이 이야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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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와 비교하 을 때 어 의 산업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부 제각각인데 어 에서는

바다와 련된 일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리

◎ (디지털 교과서)형성 평가

‣ 디지털교과서 36쪽에 형성 평가를 풀어 시다.틀린 문제가

있다면 짝꿍과 왜 틀렸는지 이야기해 시다.

◎ 학습내용 정리

‣ 어 의 산업에 해 알게 된 이야기해 시다.

-어 사람들은 바다와 갯벌 등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고기

잡이를 하거나 김,미역을 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다음 시간에는 락의 문제 에 해 배우겠습니다.수고하

셨습니다.

학습

목표

락의 문제 에 해 말할 수 있다.

(교과서 pp.48-51)

구분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

도입

◎ 제주도 친구들이 느끼는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 이 무엇

인지 추측해 보고 그 이유 이야기하기

‣ 여러분이 상할 때,제주도 친구들이 느끼는 어 의 가장

큰 문제 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통 시설이 부족한 것이 가장 불편할 것 같습니다.

-병원이 많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이라 생각합니다.

개

◎ 제주도 학생들이 카페에 기술한 락의 문제 을 읽고 제

주도 학생들의 에 댓 을 달고 궁 한 묻기

‣ 카페에서 ‘우리 마을에는 이런 문제 이 있어요’메뉴에 들

어가 시다.제주도 친구들이 이야기한 락의 문제 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새롭게 알게 된 을 말해 시다.

③ 3차시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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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들이 늘어나 바다에 쓰 기를 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하 습니다.

-마트 같은 편의 시설이 없어서 5일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야 하는 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 습니다.

◎ ‘제주도 친구들이 투표한 제주도의 문제 결과를 보고 종

달리와 세화리의 가장 큰 문제 악하기

‣ 제주도 친구들이 카페에 자기 마을의 가장 큰 문제 이 무

엇인지 투표해 주었습니다.제주도 친구들이 느끼는 어 의

가장 큰 문제 은 무엇입니까?

-제주도 친구들은 교통 시설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 으로 꼽

았습니다.

정리

◎ (디지털 교과서)형성 평가

◎ 학습내용 정리

‣ 오늘은 락의 여러 가지 문제 에 해 알아보았습니다.

락의 문제 에 해 알게 된 이 있으면 이야기해 시다.

- 락에는 환경오염,교통 시설과 편의 시설의 부족 등의 문

제가 있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시간에는 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에 해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다양한 노력을 말할 수 있다.

(교과서 pp.52-55)

구분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

도입

◎ 제주도지사 선거 뉴스 동 상 시청하기

‣ 무엇에 한 뉴스인가요?

-제주도지사 선거에 한 뉴스입니다.

‣ 후보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를 어떻게 발 시킬지에 해 연설하고 있습니다.

④ 4차시 지도안



177

◎ 학습목표 안내

‣ 오늘은 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다양한 노력에 해

알아보겠습니다.

개

◎ 모둠별로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제주도의 문제 해결 방

안 탐색 토론

‣ 지난 시간에 제주도 친구들이 겪고 있는 락의 문제 에

해 살펴보았습니다.지 부터 우리 반이 제주도지사에 출

마한다고 가정해 시다.모둠별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도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시다.

‣ 모둠별로 자유롭게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실

가능한 해결방안을 만들어 시다.

◎ 도출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선거 연설문을 만들기

‣ 모둠별로 제안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선거 연설문을 만들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제주도지사로 출마할 한 명을 정하

고 모둠 친구들이 함께 연설문을 만들어 보세요.

정리

◎ 학습내용 정리

‣ 오늘은 락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안들을 탐색해

보았습니다.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만든 연설문을 바탕으

로 선거 동 상을 어서 카페에 올릴 것입니다.그러면 그

걸 바탕으로 제주도 친구들이 제주도지사를 선출해 거

요.수고하셨습니다.

학습

목표

락과 도시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지 말할 수 있다

(교과서 pp.56-59)

구분 사회 구성주의 근의 수업

도입 ◎ 지난 시간에 해결방안을 마련하면서 느낀 이야기하기

⑤ 5차시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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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모둠별로 제주도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안을 탐색해 보았습니다.힘들었던 이나 재미있었던

이 있으면 이야기해 시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맞춰가는 부분이 힘들긴 했지만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제주도지사에 출마한다고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개

◎ 선거 동 상 촬 하기

‣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제주도지사 출마 선거 연설문을 만

들었지요?오늘은 동 상을 촬 하겠습니다.1모둠부터 나

와서 연설하도록 하겠습니다.편안한 마음으로 제주도 친구

들에게 공약이 잘 달될 수 있도록 비하세요.

◎ 선거동 상을 보고 각 모둠별 해결방안의 장 과 단 이

야기하기

‣ 모든 모둠의 동 상 촬 이 끝났습니다.다른 모둠이 발표

한 연설문 에 좋은 해결 방안이 있었나요?

-2조 ○○가 연설한 내용 에 야간 택시를 운 한다는 의견

이 참신했습니다.

-△△이가 얘기한 지하철을 만든다는 제주도 환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 되기 어려운 방법 같습니다.

-도시에서 제주도로 의료 사를 가는 신 제주도에서는

을 지원해 다는 의견이 좋았습니다.

‣ 촬 하느라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여러분이 촬 한 동 상

을 보고 제주도 친구들이 투표를 해 것입니다.투표결과

는 다음시간에 담임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리

◎ (디지털 교과서)형성 평가

◎ 학습내용 정리

‣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까지 락의 문제 에 한 해

결 방안 도시와 락의 교류에 해 공부하 습니다.수

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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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어 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을 악할 수 있다.

(교과서 pp.26-29)

구분 교사 주도 수업

도입

◎ 어 에 가 본 경험 이야기하기

‣ 여러분은 어 에 간 이 있나요?무엇을 보았는지 이야기

해 시다.

- 는 할머니 이 어 이라 명 때마다 가는데 고기잡이배

나 그물을 볼 수 있어요.

-부모님과 방학 때 경포 해수욕장에 놀러갔는데 횟집과 펜

션을 보았습니다.

◎ 학습문제 확인

‣ 오늘은 어 의 자연환경과 생활모습에 해 알아보겠습니다.

개

◎ 디지털교과서에 해녀의 생활과 련한 동 상을 보고 느낀

이야기하기

‣ 교과서 p.26에 나와 있는 해녀의 생활 동 상을 시다.해

녀는 어떤 일을 하나요?

-해녀는 바다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복이나 소라 같은 해

산물을 땁니다.

◎ 교사가 어 에서 볼 수 있는 시설,어 사람들이 하는 일

에 해서 설명하기

‣ 교과서 26쪽과 27쪽을 시다.어떤 시설을 볼 수 있나요?

-방 제,양식장,모래사장,해녀,횟집,생선직 장 등을 볼

수 있습니다.

‣ 맞아요.방 제는 센 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요.그리

고 어 에는 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펜션과 같은 시

부록 6-교사 주도 수업 지도안

① 1차시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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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도 있어요.그리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오면 싱싱하게

팔 수 있는 생선직 장과 생선을 바로 말리기 한 건조장

도 있지요.

◎ 어 시설물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디지털교과서에

쓰기

‣ 교과서 26-27페이지에 보이는 방 제,건조장 등은 왜 있는

것일까요?선생님이 설명해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교

과서 27페이지에 그 이유를 써 시다.

◎ ‘강민이의 어 체험’읽기

‣ 교과서 28페이지에 강민이의 어 체험을 읽어 시다.어

체험을 통해 강민이가 느낀 은 무엇입니까?

-강민이가 좋아하는 생선과 조개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내가 가고 싶은 어 을 떠올리며 디지털교과서 노트에

쓰기

‣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내가 가고 싶은 어 에 해

디지털교과서 28페이지에 을 써서 장하세요.

정리

◎ (디지털 교과서)형성 평가

◎ 교사의 학습내용 정리

‣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시다.어 에서 볼 수 있는 시

설은 무엇이 있었나요?

-방 제,건조장,해수욕장,양식장 등이 있었습니다.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학습

목표

어 의 산업에 해 말할 수 있다.

(교과서 p.35)

구분 교사 주도 수업

② 2차시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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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삼시세끼 -어 편’TV동 상 보기

‣ 선생님이 보여 동 상을 보면 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고기잡이를 하거나 굴과 같은 수산물을 캡니다.

◎ 학습문제 확인

‣ 오늘은 어 의 산업에 해서 배우겠습니다.

개

◎ 교사가 어 에서 발달한 산업에 해 설명하기

‣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기르고 김과 미역을 따는 일을 어

업이라고 합니다.

◎ 어 의 산업과 련한 동 상 시청하기

‣ 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생선직 장에서 생선을 팔거나 건조장에서 생선이나 오징어

를 말립니다.

◎ 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자연환경과 련지어 디지털교과

서에 쓰고 발표하기

‣ 어 사람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김과 미역을 따는 일

등을 하는 이유에 해 자연환경과 련지어 을 써 시다.

정리

◎ (디지털 교과서)형성 평가

‣ 디지털교과서 36쪽에 형성 평가를 풀어 시다.틀린 문제가

있다면 짝꿍과 왜 틀렸는지 이야기해 시다.

◎ 교사의 학습내용 정리

‣ 어 사람들은 바다와 갯벌 등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고기

잡이를 하거나 김,미역을 땁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학습

목표

락의 문제 에 해 말할 수 있다.

(교과서 pp.48-51)

③ 3차시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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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사 주도 수업

도입

◎ 디지털교과서에서 ‘지 이의 일기’동 상 시청하기

‣ 지 이의 일기를 보고 알 수 있는 락의 문제 은 무엇입

니까?

- 락의 학생 수가 무 어서 학교 문을 닫습니다.

개

◎ ‘지 이의 일기’에 나타난 내용 이해하기

‣ 지 이네 학교는 어떤 문제 을 가지고 있으며 왜 이런 문

제 이 발생했는지 디지털교과서 48쪽에 고 장해 시다.

◎ 디지털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락의 인구 변화와 노인 인

구 변화 그래 살펴보기

‣ 디지털교과서 49쪽에 그래 의 버튼을 러 락의 인구

변화와 노인 인구 변화를 살펴 시다.어떤 특징이 있나요?

- 락의 인구와 락의 노인 인구가 차 어들고 있습니다.

◎ 디지털교과서에서 제공하는 ‘락 사람들의 인터뷰’동 상

신문 자료 읽고 락의 문제 이 무엇인지 악하기

‣ 인터뷰 동 상을 보고 락의 문제 에는 어떤 것들이 있

는지 디지털교과서 50쪽에 고 이야기해 시다.

- 락에는 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손 부족의 문제가 있

을 뿐만 아니라 교통 시설과 편의 시설 등이 부족하여 할머

니 할아버지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 교사가 여러 가지 락의 문제 에 해 설명하기

‣ 여러분이 말한 것 이외에도 락에는 외국의 값싼 농산물

이 들어와서 소득이 많이 감소하 으며 폐그물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정리

◎ (디지털 교과서)형성 평가

◎ 교사의 학습내용 정리

‣ 오늘은 락의 여러 가지 문제 에 해 알아보았습니다.



183

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여 락에는 인구 부족 노

인 증가 문제가 발생하 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소득 감

소,환경오염,편의 시설 부족 문제 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다양한 노력을 말할 수 있다.

(교과서 pp.52-55)

구분 교사 주도 수업

도입

◎ 귀농 박람회에 한 뉴스 동 상 시청하기

‣ 무엇에 한 뉴스인가요?

-귀농 박람회에 한 뉴스입니다.

‣ 이런 박람회는 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시 사람들에게 락의 생활을 안내해서 보다 쉽게 락에

정착할 수 있게 하기 함입니다.

개

◎ 교사가 락의 인구를 늘리기 한 노력, 락의 소득을 올

리기 한 노력, 락의 편리한 생활을 한 노력에 해

설명하기

‣ 지역사회에는 귀농이나 귀 을 하려는 사람들을 해서

락의 생활에 해 안내해 주는 귀 ,귀농 박람회를 열고

있어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값싼 외국 농산물의 도

입에 비하여 락의 소득을 높이기 해 노력하지요.마

지막으로 사람들의 편리한 생활을 해서 폐교나 마을회

등을 문화 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락의 문제

과 이를 해결하기 한 노력을 찾아 시다’과제 해결

‣ 우리 지역에는 어떤 락이 있나요?우리 지역에서는 락

④ 4차시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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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친구

들과 이야기해 보고 교과서 54쪽에 어 시다.

정리

◎ (디지털 교과서)형성 평가

◎ 교사의 학습내용 정리

‣ 오늘은 락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어떤 노력들이 이

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다음 시간에는 락과 도

시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지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락과 도시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지 말할 수 있다

(교과서 pp.56-59)

구분 교사 주도 수업

도입

◎ 주말 농장에 한 뉴스 동 상 시청하기

‣ 무엇에 한 뉴스인가요?

-주말 농장을 소개하는 뉴스입니다.

‣ 주말 농장에 가 본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 시다.

-어릴 때 주말 농장에 가서 토마토를 기른 이 있습니다.직

길러서 먹으니 뿌듯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개

◎ 디지털교과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축제 동 상 보기

‣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령 머드 축제,양양 송이 축제 등

을 시다.축제는 열면 도시 사람들과 락 사람들은 어떤

이 좋을까요?

-도시 사람들은 락의 특산물도 경험하고 즐겁게 여가 시간

을 보낼 수 있습니다.

- 락 사람들은 객이 지역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 우리 지역의 축제 알아보기

‣ 우리 지역에는 어떤 축제가 있는지 이야기해 시다.

⑤ 5차시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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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여의도 벚꽃 축제가 있습니다.가족들과 함께 여의도

에 가서 벚꽃을 구경했습니다.

‣ 인터넷으로 벚꽃 축제 이외에 어떤 축제가 있는지 찾아보

고 교과서 57페이지에 써 시다.

정리

◎ (디지털 교과서)형성 평가

◎ 교사의 학습내용 정리

‣ 오늘은 락과 도시가 서로 어떤 교류를 하는지 공부하

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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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oftheSocial

ConstructivistApproachina

SocialStudiesClassUsing

DigitalTextbooks

Kyung-YoonLee

DepartmentofSocialStudies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 study emerged from the criticalquestion ofhow digital

textbookscould beused in asocialstudiesclassto improveits

efficacy. Obtaining the answer to this question requires the

establishmentofatheory thatisconsistentwith thepurposeand

characteristics ofsocialstudies,since one can achieve a higher

efficacy in a class when technology is used with a consistent

standardthatcorrespondstothecharacteristicsofsocialstudiesin

thelong-term perspective.

Consequently, this study chose social constructivism as the

foundationoftechnologyuseinsocialstudies,andintendedto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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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efficacyofaclassinwhichsocialconstructivism wasspecifically

applied.Theresearchquestionsformedonthebasisofthisproblem

recognitionareasfollows.

Research question:Whatarethedifferencesbetween thesocial

constructivist approach and teacher-driven approach in a social

studiesclassusingadigitaltextbookintermsoflearningeffect?

(1) Whatarethedifferencesinacademicachievement?

(2) Whatarethedifferencesinself-directedlearningcapability?

(3) Whatarethedifferencesinlearningattitude?

(4) Whatarethedifferencesinthedegreeofsatisfactionwiththeclass?

(5) Whatarethedifferencesinclassparticipation?

A embeddeddesignamongmixedmethodsresearchwasusedto

explore and solve these research questions.The main research

methodwasquantitativewhich allowedforthecomparison ofthe

learning effect of the social constructivist approach and

teacher-driven approach through statisticalanalysis.Thesecondary

research method was qualitative,which allowed for an in-depth

understanding ofthe quantitative data.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outwith10studentsselectedfrom theexperimentalgroup.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th grade students in the

elementary schoolsG and D,which areSeoul’sdesignated digital

textbook research schools.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instructionusingadigitaltextbookinasocialconstructivistapproach,

andthecomparisongroupstudentsreceivedinstructionusingadigital

textbook in a teacher-driven approach.The characteristics ofthe

socialconstructivist approach class that were drawn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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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ofprecedingresearchwere‘creationofaauthenticcontext’,

‘promotion of inquiry’,and ‘encouragement of socialinteraction’.

Specifically,theexperimentalgroupinteractedwithstudentsfrom Jeju

IslandthroughtheuseoftheNaverCafe.Throughthisprocess,they

were able to learn about life in the fishing village,and its

accompanyingproblemsinaauthenticcontext.Also,ingroups,the

studentsgeneratedremedialsolutionsbasedontheproblemsinthe

village mentioned by students from Jeju Island.Students in the

comparison group received instruction in the ‘teacher-driven

approach’.Thecharacteristicsofthe‘teacher-drivenapproach’were

alsodrawnfrom theanalysisofprecedingresearch.A teacher-driven

classisoneinwhichtheinstructorbecomescentralinleadingthe

class. While students spend more time in active learning in

comparison to class led with traditionaltextbooks,this type of

activityisnothingmorethancompletingindividualassignmentsthat

thedigitaltextbookalsoprovides.

Thefollowingistheresultofmultipleregressionanalysiscarried

outto testeach research question.First,academic achievement,

amongscalesmeasuringthecomprehensionlevelshowedasignificant

positivecorrelationonlywiththepriorknowledgefactor.Ontheother

hand,academicachievementamong scales measuring the levelof

problem-solving showedasignificantpositivecorrelationwithboth

priorknowledgefactorandgroupfactor.Consequently,thisconfirms

thefactthatthesocialconstructivistapproachdoesn’thaveaspecial

effectonacademicachievementintheareaofcomprehension,buthas

a stronger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in the area of

problem-solving,thantheteacher-drivenapproach.

In-depthinterviewswerecarriedouttofurtherunderstandhow

theseresultscameto be.During theinterviews,students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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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groupsaidthatthey critically reviewedoneanother’s

opinionsbasedontherealisticpotentialandvalidityoftheremedial

solutionstothevillageproblems.Theyalsogathered,reviewed,and

debatedontheinformationfrom varioussourcessuchastheinternet

andtextbooksinordertocomeupwithremedialsolutionsforthe

villageproblems.Theimprovementincriticalthinkingandresearch

skills among students in the experimentalgroup can be inferred

throughthisprocess.

Also,thecontentthatstudentsfrom JejuIslandpostedonthecafe

wasunstructured,which impliesthatthestudentshadtoactively

think andutilizetheirpriorknowledgein ordertounderstandthe

unstructured information.Itcan beinferredthatthein-depth and

complexthinkingregardingtheeducationalcontentenabledstudents

toachievehigherscoresontheproblem-solvingscales.

Inordertoexaminewhetherthesocialconstructivistapproach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long-term learning effect,a second

assessmentofacademicachievementwascarriedout2monthsafter

the end of the study.Academic achievement did not have a

significantcorrelation with the group factor.However,academic

achievementintheareaofproblem-solvinghadasignificantpositive

correlationwiththegroupfactor.Itcanbeinterpretedfrom these

results,thatthe experimentalgroup systematically understood the

educationalcontentforalongertimethanthecomparisongroup.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withonly thegroupfactor.Itcanbeinferredthatthe

socialconstructivistapproach classismoreeffectivein improving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than theteacher-driven approach.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mentioned that in their

after-schoolstudies,they voluntarily used references,and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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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tostudybesidesparticipatingintheonlinecafe.Inorderto

understandcontentthatwaspostedbytheirfriendsfrom JejuIsland

thatlacked explanation,they independently soughtoutinformation,

conducting their own research. It can be inferred that the

unstructuredcharacteristicoftheeducationalcontenthadaninfluence

ontheimprovementofthestudents’self-directedlearningcapability.

Learning attitudehadasignificantpositivecorrelationwithonly

the group factor.Thatis,the socialconstructivistapproach to

instruction using a digitalbook is more effective in improving

students’learningattitudethantheteacher-drivenapproach.During

theinterviews,studentsintheexperimentalgroupsaidthattheyfelt

moreinterestedbecausetheyhadencounteredthelearningcontentin

a authenticcontext,hearing directly from thestudentsfrom Jeju

Island.Inthisprocess,thestudents’attitudetowardssocialstudies

alsochanged.Priortotheexperimentalclass,theyconsideredsocial

studiesa ‘subjectofmemorization’.Butthrough theirinteractions

withstudentsfrom JejuIsland,theybegantoperceivesocialstudies

asa‘subjectofcommunication’,anda‘storyaboutthelivesofour

friends’.Theirlearningattitudetowardssocialstudieshadchangedin

apositivedirection.

Also fordegree ofsatisfaction with the class,only thegroup

factorshowedasignificantpositivecorrelation.Thatistosay,the

social constructivist approach is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satisfactionincomparisontotheteacher-drivenapproachintheclass

usingadigitaltextbook.Duringtheinterview,thestudentsinthe

experimentalgroupsaidthattheyfeltinterestedintheprocessof

writingandreplyingtocommentsfrom thestudentsfrom JejuIsland,

andfeltasenseofbelonging.Thisisindicativeoftheformationofa

senseofbelonging andsocialpresenceamongthestudents.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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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ce allowed the students to have a positive perception of

interacting with students from Jeju Island,and this was directly

relatedtoahigherlevelofclassparticipation.

Lastly,weexaminedthelevelofclassparticipationinthebehavior

area.Only the group facto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improvementofclassparticipation.Studentsintheexperimentalgroup

weresympathetictowardsproblemsthatstudentsfrom JejuIsland

mentionedduringtheinterview.Onthebasisoftheirsympathyfor

theJejustudents,theexperimentalgroupstudentsexplainedthatthey

had actively compared theirown environmenttotheonein Juju

Island.Andtheyvoluntarilywroteaboutthisinthecafé.Thus,not

onlydidculturalcomparisonmadethroughempathycouragestudents’

classparticipation,butsocialpresencealsoincreasedstudents’class

participation. Sympathy and social presence together increased

learningmotivation,andthisinreturn,hadledtohigherlevelsof

classparticipation.

keywords:socialconstructivistapproach,teacher-drivenapproach,

usingofdigitaltextbooksinclass,technologyuseinsocialstudies,

mixedmethodsresearch

StudentNumber:2011-3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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