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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정보를 얻

는 것은 더 쉬워졌지만 수많은 지식과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

석이 올바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이와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각적 표상은 손쉬운 공유와 확산을 바탕으로 무비

판적인 수용과 맹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교과서의 탐구 활동 과제로 사용 되고 있는 시각적 표상은 학습

자의 고차적인 탐구, 사고의 기능을 개발하고, 본문 내용의 강조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선정되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시각적 표상의 활용

은 단순히 ‘보는 것’으로 인식하고 피상적인 학습 자료의 해석 수준에만

머물러 왔다. 시각적 표상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피상적인 사실,

지식,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와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며, 종

합하는 고차적인 탐구,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사회과에서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

용한 수업을 통해 시각적 표상이 담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시각적 표상의 ‘표면 읽기’, ‘내면 읽기’, ‘경계를 초월하여 읽기’의 세 단

계로 구성된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이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

다.

◼주 가설 :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은 강의식 수업보다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하위가설 1.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은 강의식 수업보

다 ‘귀납 추론’의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하위가설 2.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은 강의식 수업보

다 ‘해석’의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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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가설 3.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은 강의식 수업보

다 ‘연역 추론’의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하위가설 4.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은 강의식 수업보

다 ‘평가’의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동대문 소재 A중학교 3학년 8개 학급의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94명이 연구 참여

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2차시에 걸쳐 처치 집단

의 학생들에게는 시각적 표상 읽기 활용 수업을, 비교 집단의 학생들에

게는 강의식 수업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비판적 사고력은 Cornell Critical Thinking Test Level X

를 통해 측정되었다.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대상으로 수업 처치 후의

비판적 사고력 점수와 그 하위 요소인 ‘귀납 추론’, ‘해석’, ‘연역 추론’,

‘평가’를 측정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중 입력 방식을 통해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적 표상 활용 수업은 강의

식 수업에 비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는 사회과 수업에서 접하는 다양한 시각자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시각

적 표상 읽기 절차에 따라 교사의 적절한 발문이 제시되는 시각적 표상

활용 수업을 적용하는 것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효과적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비판적 사고 기능의 하위 요소에 따라 시각적 표상 활용 수업의

발문의 구체화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 기능의

하위 요소를 귀납 추론, 해석, 연역 추론, 평가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시각적 표상 활용 수업은 강의식 수업보다 연역 추론

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 귀납 추론, 해석,

평가의 하위요소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시각적 표상 읽기 활동의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일한 시각적 표상을 보고 읽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 차로 인하여 상이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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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표상을 선별하고 발문 전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구된다. 사회과 수업에서 시각적 표상 읽기를 적용하기 위한

발문 전략을 구성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상이한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부수적인 설명, 도움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어 : 시각적 표상 읽기 활용 수업, 비판적 사고력, 귀납 추론,

해석, 연역 추론, 평가

학번 : 2015-2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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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추세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그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생활의 정해진 경계나 범위를

초월하여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방

법이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SNS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

달은 기존 텍스트 위주의 지식·정보의 전달과는 다르게, 사진, 그림, 그

래프, 표 등의 시각적 표상을 개개인의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미디어를

통하여 자유롭게 생산하고, 또 확산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그래프나 표, 사진 등의 시각적 표상 자체가 지니는 신뢰성이 스마트폰

으로 매개되는 SNS의 환경을 만나, 빠른 속도로 공유되고 확산되면서

폭발적인 파급력을 지니게 되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각적 표상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과 맹신,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시각적 표상들

이 SNS등으로 쉽게 노출되고 ‘보면 아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식이나 정보의 양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

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또 변화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

이다. 과거에 비해 정보를 얻는 것은 더 쉬워졌지만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대사회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

단하고, 분석이 올바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현대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

이 높아졌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

고, 수많은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료의 옳고 그름

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의 함양은 부족한 실정이

다.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택과 제외,

포함과 배제 등, 대상을 보는 방식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Roth, W. M. 외, 2015), 이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맞물려 자신의 목적에 맞는 정



- 2 -

보와 지식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순수성이나 정확성 여부, 허위 여부와

어떤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정신적 능력이 강

조되고 있다.

최근 교육계의 관심이 수없이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

용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비판적 사고력의 신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

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사회의 문제를 창의적, 합리적으로 해

결하고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의 육성을 사회과의 목

표로 밝히고 있다. 특히 사회과 목표 차원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교과 역

량’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모경

환 외., 2016, p. 6).

교과서는 교육 목표와 내용, 성취 기준을 축약하여 제시하는 교육과정

을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이 중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을

주요한 교과 목표로 삼고 있는 사회과는 교과서의 내용 구성에 있어 학

습 내용의 설명 및 이해를 촉진하고,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적

용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사진·연표·지도·통계표·그래프 등의

시각적 표상을 그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주로 사회 교과서의 탐구 활동 과제로 사용 되고 있는 시각적 표상은

학습자의 고차적인 탐구, 사고의 기능을 개발하고, 본문 내용의 강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되었다. 그러나 교과서에 삽화, 사진, 그래프, 표

등의 시각적 표상들이 많이 제시 되었다고 해서 학습자의 이해를 촉진하

고, 고차적인 탐구 기능의 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각적 표상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피상적인 사실, 지식,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에

서, 분석하고, 판단하며, 종합하는 고차적인 탐구, 사고를 자극하는 수업

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사회과 수업과 교과서 활용에서 탐구활동을 중심으로

제시된 시각적 표상을 단순히 ‘보는 것’으로 인식하고, 학습자가 주도적

으로 탐구를 진행하여 탐구 능력을 개발하기보다는, 탐구에 도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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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계 그래프, 기사, 삽화 등의 시각적 표상을 제시하여 학생의 흥

미를 유발하여 정답을 찾거나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쳐왔다(옥일남, 2012). 또한 시각적 표상을 ‘보면 아는 것’으로 인식

하고 피상적인 학습자료 해석 수준에 치우쳐 주어진 문제 해결과 고차사

고력을 활용한 추론적 사고과정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김용철,

2008; 김보미, 2009).

시각적 표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습자가 함양하는 기능과

태도는 판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시각적 표상에 대한 ‘읽기’ 과정이 수반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과정’으로 시각적 표상의

외형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시각적 표상 읽

기를 활용한 수업에서는 시각적 표상의 표면 ‘읽기’, 내면 ‘읽기’, 경계를

초월하여 ‘읽기’의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고차사고력을 자극하고 귀납

적인 추론, 사실과 정보의 출처에 대해 파악하고 관찰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며, 연역적인 사고, 가정을 확인하는 비판적 사고 기능을 향상 시

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와 지향점에 따라 교사와 학

생이 일상적으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 방법의 적용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효과적인가

에 대한 유사 실험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각

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은 표, 그래프, 사진, 삽화와 같은 시

각적 표상을 중심으로, 문답적 대화의 형식을 통한 활동으로 수업이 조

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각적 표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사고력을 자극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문제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 교육에서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이 강의식 수업보다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더 효과가 있는

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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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 문제 :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은 강의식 수업

에 비해 비판적 사고력에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다양한 유형의 사진·연표·지도·통계표·그래프를 시각적 표상의 ‘표면

읽기’, 시각적 표상의 ‘내면 읽기’, 시각적 표상의 ‘경계를 초월하여 읽기

(추론하기)’의 세 단계에 기초한 발문으로 구성된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

용한 사회과 수업이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력의 기능 부분을 중

심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며, 비판적 사고 기능의 하위 요소를 귀

납 추론, 해석(출처와 관찰의 신뢰성), 연역 추론, 평가(가정 검토)로 구

성한 Ennis & Millman(1985)이 제작한 Cornell Critical Thinking Test

Level X를 비판적 사고력 검사지로 사용하였다. 비판적 사고력 검사지의

문항 구성은 귀납 추론, 해석(출처와 관찰의 신뢰성), 연역 추론, 평가(가

정 검토)의 4가지 사고 기능 요소로 구성되었다.

위의 연구 문제를 기초로 선정된 가설과 하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I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문제 및 내용, 용어 정의,

연구의 의의 및 한계로 구성하였다.

II장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검토로 구성하였다. 이론적 배경은 크

게 세 가지로 구성하였는데 1절에서는 시각적 표상의 개념과 범위, 시각

적 표상의 기호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회과에서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수업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2절에서는 비판적 사고력의

개념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절에서 현대 사회에서 요구 되는 비

판적 사고력과 이를 효과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시각적 표상 ‘읽기’의 관

계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4절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하여 기존의 논

의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1절에서는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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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설과 네 가지 하위가설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절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과 그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절은 연구 변인으로서 주가설인

비판적 사고력과 그 하위요소 귀납추론, 해석, 연역 추론, 평가를 종속

변인으로, 본 연구의 처치인 수업 방법을 독립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그

리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학업 성취도, 사전 검사 점수

를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4절은 종속 변수인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

하기 위한 검사도구인 Cornell Critical Thinking Test X에 대하여 제시

하였다. 5절에서는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V장은 결과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변인들의 기술 통계와 다중회귀분

석으로 나누어 서술 하였다. 1절에서는 수업 방법에 따른 사전 비판적

사고력 검사와 사후 비판적 사고력 검사 점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한 기

술통계를 제시하였다. 2절은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대상으로 2차시의

수업 처치 후 실시한 비판적 사고력 검사 결과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독립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주가설인 시각적 표상 읽기 활용 수업이 강의식 수업에 비하여 비판

적 사고력 향상에 효과적인지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비판적 사고력의 하

위 요인에 대한 시각적 표상 읽기 활용 수업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

하였다.

V장은 결론 및 제언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밝히고자한 연구 문제와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3. 용어 정의

1) 시각적 표상(visual representation)

시각적 표상은 현상이나 개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외적 표상

이자(Perini, 2005),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한 유형으로(Lohr, 2008), 그래



- 6 -

픽, 사진, 삽화, 차트, 다이어그램 등의 비언어적 시각적 표상을 의미한

다. 다량의 정보를 시각화된 자료로 처리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도

록 돕는 시각적 표상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와 대상을 정보와 자료를 시각 자료 즉, 사진·삽화·연표·지도·통

계표·그래프 등 다양한 학습 자료로 가공·변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시각적 표상 ‘읽기’ 활용 수업

시각적 표상 ‘읽기’는 시각적 표상의 ‘표면 읽기’, 시각적 표상의 ‘내면

읽기’, 시각적 표상의 ‘경계를 초월하여 읽기(추론하기)’의 세 단계의 절

차로 이루어진다. 시각적 표상 표면 읽기 단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

정보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시각적 표상 내면 읽기 단계는 표면 읽기

를 통해 확인된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표상의 경계를 초월하여 읽기는 자기화, 맥락화를 통하여 표면

읽기, 내면 읽기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추

론하는 과정이다.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수업은 이와 같은 시각적

표상 읽기의 과정을 교수 학습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교수 학습 내용에

대한 활동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시각적 표상을 읽을 수 있도

록 교사가 시각적 표상 ‘읽기’ 단계에 따라 발문을 제시하는 수업이다.

3) 강의식 수업

통상적인 강의식 수업은 사실·개념 위주의 지식을 교사가 강의로 전달

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교사의 설명 혹은 교사 주도의 수업 방식을 포괄

하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 위주의 사회과 강의식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시각적 표상의 활용을 사실과 개념의 확인, 흥미

유발에 국한하는 것으로 그 활용 방법을 한정하였다. 처치 집단과 동일

한 시각적 표상을 제공하지만, 교사의 설명을 중심으로 교수 내용에 대

한 사실·개념의 확인, 흥미 유발로 활용 방법을 한정하여 제시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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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식 수업으로 지칭한다.

4)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력은 정확성, 타당성,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주장, 신

념, 정보의 출처를 정밀하고 지속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지적 요소인

기능과 정의적 요소인 성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한국교육개발원,

1991), 본 연구에서는 지적 요소인 비판적 사고 기능에 제한하였으며, 구

체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상황, 지식 등의 순수성이나 정확성 여부, 어떤

지식이 허위인가 진실인가 등을 평가하는 정신적 능력이다(차경수·모경

환, 2008).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사회과 수업과 교과서 활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각

적 표상에 대하여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시각적 표상은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

유발이나 사실 확인, 동기 부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

다. 시각적 표상을 ‘보면 아는 것’으로 인식하고, 피상적인 학습자료 해석

수준에 그쳐 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표상 읽기 활동을 통

해 학습자가 시각적 표상을 읽고 분석하고 탐구하며, 자신의 경험과 연

계하여 사고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기능의 함양을 자극하고, 시각적 표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과 교육의 교과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는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시각적 표상 읽기 수

업을 제시하였다.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또 변화하는 특성이

있는 현대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석이 올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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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렵고 복잡해졌다. 이와 같은 정보

의 홍수 속에서 시각적 표상은 그 자체가 주는 신뢰성과 경제성, 손쉬운

공유와 확산을 바탕으로 무비판적인 수용과 맹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

라서 지식과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의 증진

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일상적인 사회과 수업에서 시각적 표상 읽기

활동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비판적으로 보고 접근할 수 있는 능력과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셋째, 시각적 표상 읽기 활동은 사회과 교과서와 같은 학습 자료를 통

해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수업의 설계 및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수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각적 표

상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사회과 교과서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시각적

표상 읽기 단계에 따라 적절한 발문을 구성하고, 학생이 자유롭게 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상적인 사회과 수업에서의 비판적 사고

촉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수업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학습

자의 비판적 사고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유사실험 연구의 성격을 갖기에, 표본을 무선할당으로

표집하지 못하고, 기존의 학급 편성에 따라 집단을 구성하였다. 1개 중학

교 8개 학급을 대상으로 1명의 교사가 수업 처치를 제공하여, 집단 내

동일한 처치를 확보 하였다. 또한 사전검사를 통하여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였으며,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혼란 변인을 통제변

수로 설정하여 내적 타당도를 증대시켰다.

둘째, 연구 대상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1개 중학교, 3학년 8개 학급

의 남녀 학생으로 한정되어, 전체 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연령 집단 등을 고려한 후

속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차시에 걸쳐 비판적 사고

기능의 향상 효과를 제한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단기간의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효과의 지속성 여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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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교수 학습 과정종속변수인 비판적 사고력

을 측정하는 도구로 Cornell Critcal Thinking Test Level X(CCTT-X)

를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생까지를 검사

대상으로 사용되는 비판적 사고력 측정도구이지만, 사회과 교과 내용과

의 연계가 다소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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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사회과 수업과 시각적 표상

사회과 수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진, 통계 그래프, 기사, 삽화 등의

시각적 표상은 학습자의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차적인 탐구,

사고 기능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

한 시각적 표상의 개념은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디인지 살펴보고자 한

다. 다음으로 사회과 수업에서 시각적 표상이 지니는 역할과 의미를 기

호학적 접근을 통하여 살펴보고, 시각적 표상을 학습자의 관점, 줏대를

통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각적 표상 읽기 활동에 대하여 고찰해보

고자 한다.

1) 시각적 표상의 개념과 범위

시각적 표상은 시각화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현상이나 개념에 대한 정

보를 포함하는 그림, 그래프, 공식 등을 지칭하는 모든 외적 표상을 포함

한다(Perini, 2005). 다량의 정보를 시각화된 자료로 처리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돕는 시각적 표상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와 대상을 정보와 자료를 고정적 시각 자료 즉,

사진·삽화·연표·지도·통계표·그래프 등 다양한 학습 자료로 가공·변환한

것으로 한정한다.

그 구체적인 범위를 살펴보면 사진은 사진기 등으로 물체의 화상을 찍

어내는 기술로, 인쇄물 등으로 나타낸 화상을 의미한다. 삽화란 신문·잡

지·서적 등에서 텍스트의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삽입하는

그림을 뜻한다. 연표는 역사적 사실을 알아보기 쉽도록 연대순으로 차례

대로 적은 표이다. 지도는 지구 표면의 일부나 전부의 상태를 기호나 문

자를 사용하여 실제보다 축소하여 평면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통계

표란 통계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으로, 크고 작음, 많고 적음 등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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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숫자의 변동을 파악하기 용이한 자료를 말

한다. 그래프란 자료를 점, 직선, 막대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자료를 말한다(두산백과, 2016-10-13).

2) 시각적 표상의 기호학적 의미

학습에서 시각적 표상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각(visual)과 표

상(representation)을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시각적 표상

(visual representation)이 시각화를 중심으로 한 표상이기 때문이다. 또

한 시각적 표상은 대상이 시각적 기호로 표현되고 해석되는 일련의 과정

을 통해 기호와 깊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기호학적인 접근 또한

필요하다.

우리 몸의 감각기관이 외부로부터 획득하는 정보 수용량을 살펴보면,

83%는 시각을 통해서, 11%가 청각, 그리고 나머지 6%가 후각과 미각,

촉각이다. 즉, 우리가 수용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시각을 통해 수용된다.

우리의 뇌는 감각을 통하여 수용된 수많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분류하

고 이해하기 위하여 그림이나 이미지로 시각화하여 사고한다(Spence,

2001). 우리는 시각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고도로 발

달되어 있어서, 만일 주변의 인지활동에 관한 시각 정보가 사라질 경우,

추상적인 상황을 타개하고자 뇌 활동이 매우 활발해 진다(김윤이, 2015).

예를 들어, 평화와 같이 추상적인 감정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보

고, 아이들이 뛰어 노는 모습, 자연의 한 풍경 등, 머릿속의 이미지로 연

결하여 이해하게 된다. 즉, 시각화로 추상적인 개념을 머리로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각화는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인간의 인지활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시각적 표상은 시각화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도, 차트 도표, 표, 그래

프 등, 텍스트 이외의 그래픽을 의미한다(Roth, W. M. 외, 2015). 인지처

리 과정을 고려한 조직화된 시각적 표상은 복잡한 정보를 종합하거나,

말로 기술하기 어려운 현상을 전달할 때, 자료를 간결한 방법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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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등, 이해와 기억의 조직화를 도울 수 있는 도구이다. 이러한 점에

서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를 간결하고 질서 있는 방식으

로 전달하기 위해 시각적 표상이 사용되고 있다.

인간은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주어진 정보에 더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

우고, 해석을 하며, 추론을 하는 등의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Eisner,

박병기 외 공역, 2001). 이 과정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

단을 ‘표상 형식’ 또는 ‘상징’으로 칭해지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기호이다. 기호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특성이 있으며, 인간

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 또한 상징의 일종으로 기

호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주창윤, 2003, p. 65).

기호학의 대표적인 학문적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시각적 표상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해석과 소통을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 바탕이 될

수 있다. ‘만일 어떤 것이 기호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호가 아니

다.’ 모든 기호는 해석될 수 있으며, 무엇인가를 의미한다는 퍼스(Charles

Sanders Peirece, 1839-1914)의 말이다. 이처럼 상징체로서 기호의 의미

가 생성되고 그 의미가 작용하는 방식, 상징체의 구조에 따른 기호 관계

의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 기호학이다. 기호학은 기호의 본질과 구성요소

는 무엇이고, 사회적 삶의 맥락에서 그 의미의 관계, 기호 작용을 지배하

는 법칙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현대 기호학은 스위스의 언어

학자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와 철학을 배경으로 한

미국의 학자 퍼스의 연구를 통해 그 학문적 성격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쉬르는 기호를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실체적 요소로써 ‘의미의 운반

체’의 형식이자 청각적 이미지에 해당하는 기표(signfiant)와 ‘기표가 담

고 있는 의미’로써 개념에 해당하는 기의(signifie)의 결합체로 보았다.

소쉬르의 기호학에서 ‘배’라는 단어의 쓰인 형태를 기표라고 한다면, ‘사

람의 몸에서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 또는 ‘물 위를 떠다닐 수 있도

록 만든 물건’ 등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기의이다. 소쉬르는 기호를 지

시대상과 아무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체계로 보았으며, 따라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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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이나, 현실과는 무관한 ‘기표-기의’라는 두 개념으로 의미작용을 분

석하는 이원체계를 이루고 있다(Martine Joly, 이선형 역, 2004; 기호학

연대, 2002).

반면 퍼스는 기호학에서 탐구의 대상을 표상하는 기호가 우리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특정한 생각과 개념을 드러낸다고 보고, 표상과 대상의

이원론적 관계에 해석체를 추가한 삼원론적 관점으로 기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퍼스는 기호와 기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사고와 인식이 이루어진

다고 보고, 표상체(representamen), 대상(object), 해석체(interpretant)로

기호의 작용을 설명하였다.

표상은 소쉬르의 기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호에서 대상을 지시하고,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상은 표상이 지시하는 그 무엇

을 의미한다. 대상과 표상의 관계성으로 인하여 발현되는 해석체는 기호

인 표상을 통하여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정신 작용을 말한다. 소쉬르의

기호에서 예로 들었던 ‘배’라는 단어를 퍼스의 기호 모형으로 살펴보면,

‘배’라는 표상체가 의미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기호 작용에서, 먹는 배를

떠올릴 수도 있고 물 위를 떠다니는 배를 연상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해

석체는 기호작용을 일으키는 주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다.

퍼스는 표상과 대상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따라 기호를 도상

기호(icon), 지표기호(index), 상징기호(symbol)로 유형화하였다. 도상기

소쉬르의 기호 모형 퍼스의 기호 모형

기호 =
기표(signfiant)
-------------
기의(signifie)

표상 대상
(그래픽) (의미)

해석체

<표 II-1>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학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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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는 대상과 유사한 기호로써, 시각적 기호에서 특히 잘 나타난다. 이는

기호와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likeliness)에 착안하여 의미를 해석

하는 것이다. 우리는 화장실 입구에 붙어 있는 바지와, 치마 입은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화장실을 찾아 들어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지표기호

는 대상과 기호 사이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접

성(contiguity)을 바탕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산에서 나는 연기는 산불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연기가 지표기호이다. 상징기호는 기호

와 대상 사이의 유사성이나, 인접성이 없이 규약에 따라 지시작용을 하

는 관습적 기호이다. 상징기호에서 의미의 바탕이 되는 것은 약속이나

사회적 계약이다. 가령 손을 흔드는 것이 ‘인사’가 되는 것은 사용자들이

동의한 일종의 약속인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숫자가 모두 상

징에 속한다.

퍼스의 논의에서 사고의 근본적인 형식이 되는 기호의 관계는 표상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퍼스는 모든 사고를 하나의 추론이자, 추

론의 형식에서 파생되는 명제적 형식으로 보았다. 퍼스는 추론의 형식을

연역법, 귀납법, 가설법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나중에 귀추법

(abduction)이라고 명명한다. 퍼스는 기호를 통해서만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모든 인지는 언제나 다른 인지들에 의해서 논

리적으로 규정된다고 보았다(이지언, 2010, pp. 160-16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기호학은 기호를 통하여 의미가 수동적으

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표상체와 대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하

고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호의 일종으

로서 시각적 표상을 읽어내는 과정에도 적용 될 수 있다.

시각화 된 표상은 어떤 지식과 정보에 대한 경험적 발견, 혹은 사고의

이론적 줄기를 요약하거나 통합적으로 보여준다. 또 숫자나 문자의 표현

과 함께 개념적 관계, 공간적 구성에 관한 결과를 보여주고 조망할 수

있게 한다. 눈길을 끌게 할 수 있고, 설득력을 발휘하여 인지적 전달과

이해의 효과를 더한다. 기존의 정형화된 텍스트에 비하여 시각적 표상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주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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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표상이 주는 경제성과 신뢰성은 표상과 대상의 관계를 해석하지 않

고 이를 수용하도록 이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기호의 홍수 속에 표

류하고 있기에, 기호에 나타난 의미와 숨은 의미를 생각하고 추론하며,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

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3)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환경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SNS를 통한 정보의 접근 가능성이 높아짐과 함께, 생

산되는 수많은 정보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보고,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스마트폰 보급

의 확산은 정보를 손쉽게 생산하고 SNS를 통하여 복제 및 확산이 급속

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전달되는 정보의 형태도 기존의 문자, 언어에 중

심을 둔 텍스트에서, 그래픽 텍스트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진, 그림, 도표,

그래프 등에 기반을 둔 시각자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Levie와 Lentz(1982)는 문자 텍스트만으로 학습한 집단보다 시각적 표

상이 첨가된 텍스트로 학습한 집단이 36%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받았다

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시각적 표상을

곁들인 수업이 높은 학습효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이어짐에 따라

이는 일반적인 통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Lohr(2008)는 이와 같은 기존의

인식에 대하여 ‘한 장의 그림이 천 마디 말과 같은 가치가 있다’는 진부

한 이야기를 지나치게 맹신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교수 환경에서

의 학습과 수행에 효과적일 수 있는 시각적 표상 활용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수많은 정보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현대사회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

를 제시하고,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시각적 표상은 그 특성상 경제성을

지니고 있으며, 눈으로 드러나는 자료는 곧 ‘믿을 만하다’는 신뢰성이 주

어짐에 따라, 문자 텍스트에 비해 지식과 정보를 ‘보면 아는 것’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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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

각적 표상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교수 내용과 교수 환경에 적절한 시각적 표상을 선택하고, 어떻게 제

시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사회과의 목표는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적절히 반영하고, 바람직한 시

민을 양성하기 위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수업

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각적 표상 ‘읽기’ 활동을 통해 무비판적으

로 ‘보고 넘기게’ 되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접근

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판적 사고의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사회과 교육에서 읽기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

어져 왔으나(조국남, 2003), 문자 텍스트가 아닌 그래픽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주로 지리 영역에 한정되어 왔다. 본 연구에

서는 비판적 사고 기능의 향상을 위해 시각적 표상 ‘읽기’ 활동을 진행하

고자 하며, 여기서 ‘읽기’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독해과정을 수행하는 행동

양식으로서 타고난 정신능력인 지능의 토대 위에서 훈련을 통하여 향상

되는 것이며, 각종 사회과학의 배경지식을 독해과정에 이용하는 정신작

용을 말한다(조국남, 2003, p.18). ‘읽기’의 대상이 되는 그래픽 텍스트, 기

호적 표상을 어떻게 다루고 읽어야 하는가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따라

서 기존의 그래픽 텍스트 읽기 단계를 살펴보고, 시각 정보가 범람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래픽이 주는 경제성과 신뢰성을 맹신하지 않고, 자신만

의 관점, 줏대를 세울 수 있는 시각적 표상 ‘읽기’ 활동에 대해 고찰해보

고자 한다.

(1) Mahood의 자료해석 3수준

Mahood는 사회과교육의 주요 기능에서 읽기를 사회과 학습의 기본이

자 핵심으로 꼽는다. 독해능력은 단순히 문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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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 문자를 통해 고차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상정하였으며, 다양

한 형태로 표현되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읽기과정 3수준을 제시하였다.

① 사실과 정보의 확인에 관한 단순한 1차적 차원의 사고

② 사실이나 정보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

③ 학생의 경험과 학습과제를 연결하는 독창적인 응용

<표 II-2> Mahood 외(1991)의 자료 해석의 3수준

차경수·모경환(2008, p.257)

Mahood는 기존의 지도 읽기단계를 재구성하고, 이를 응용하여 그래프

및 차트와 같은 대상에 적용하는 도표 학습단계를 조직 하였다. 읽기 과

정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대상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효과적

으로 능력을 발달 시킬수 있듯이, 지도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위의 방법론이 그래

프·차트·표 등의 시각자료에도 적용 가능함을 언급하였다(Mc Cune &

Pearson, 1963, p. 206).

시각적 표상 읽기의 제 1단계는 그래픽에 나와 있는 정보나 사실을 그

대로 받아들이는 가장 낮은 차원의 읽기로, 시각적 표상의 밖 읽기

(reading the outside of visual representation)이다. 이 단계에서는 시각

적 표상의 제목, 자료, 자료 구성을 위한 원자료 등을 파악하게 된다.

적절하지 않은 제목은 학습자들이 시각적 표상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소로서 중시된다. 물론 제목만큼이나 시각적 표상으로 표현

된 자료의 내용 또한 중요하다. 그렇지만 때로 정부의 통계나 각종 이익

단체의 취업률 조사와 같은 그래프자료의 경우, 목적에 의해 자료의 유

효성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시각적 표상으

로 표현되는 자료 읽기는 학습자들에게 더욱 유의미한 활동이 될 수 있

다(Mahood et al, 1991, pp. 291-293).

제2단계 시각적 표상의 안쪽 읽기(reading the inside of visual

representation)는 표에 드러나 있는 정보의 의미를 자기 자신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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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이나 정보에 관한 해석이 주로 이루

어진다. 시각적 표상으로 드러난 정보를 학습자 스스로의 용어로 바꾸어

표현해 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차경수·모경환, 2008, p. 257). 시각적

표상의 정보는 명시적으로 의미가 드러나는 것과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

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단계를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루게 되

는 경우에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교사의 발문이 너무 모호하지 않은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Mahood et al,1991, pp. 291-293).

마지막 단계인 시각적 표상을 초월하여 읽기(reading above and

beyond visual representation)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고력이 발휘되는

단계로서 정보의 응용을 요구한다. 시각적 표상에 있는 현상이 왜 일어

나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자기 자신의 경험과는 어떻게

관련 되는지 등을 생각해 보는 활동을 예로 들 수 있다(Mahood et al,

1991. pp. 291-292). 즉 앞의 두 단계를 거쳐 시각적 표상에 드러나 있는

정보를 파악한 후, 각 정보가 학습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

해 생각해보는 단계이다.

(2) Curcio의 그래프 이해 3단계

Curcio(1987, 1996)는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를

기술하였다. 그래프의 해석은 자료 읽기(reading the data), 자료 사이의

관계 찾기(reading between the data), 자료 추론(reading beyond the

data)과 같은 3단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

료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자료로부터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

았다.

첫째, 자료 읽기 단계는 기본적인 읽기수준을 요구한다. 그래프에서 한

눈에 읽을 수 있는 정보로, 제목, 축의 이름과 같이 그래프에 표현되어

있는 정보를 읽는 것이다. 이 유형의 읽기는 간단한 인지적 작업을 제시

하기에 별도의 해석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둘째, 자료 분석 단계는 자료 내에서 비교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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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제시된 정보를 해석하고 통합하는 것 또는 자료의 분포, 성질을 종

합하여 살펴보는 과정이 포함되고 비교와 수학적 개념과 같은 기술의 사

용이 요구된다. 이 단계에서 제시되는 질문은 자료에서 확인하고 도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약간의 논리적 추론이나 실제적 추론을 필요로 한다.

셋째, 자료 추론 단계는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자료에 명시적으로 제시

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거나 추론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단계이다. 이전

의 자료 분석 단계에서 자료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하는 수준의

추론 능력이 요구되었다면, 이 단계에서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료에서

제시된 정보를 넘어, 자료를 읽는 학습자의 스키마를 바탕으로 정보를

확장하고 예측하여 추론하는 기능을 필요로 한다.

Curcio(1987)는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 ‘자료 읽기

-자료 분석-자료 추론’의 3단계 읽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지도를 통해서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학습자의 종합적인 사고

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3) Panofsky의 도상해석 3단계

사회과에서는 교재의 내용이나 개념의 이해를 돕고, 학습자의 고차사

고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그래픽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같은 지리적 삶을 읽어내기 위한 시각적 표상이 지도라면, 시

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인물과 사물, 배경에 대한 자료를 읽어내기 위해

시각예술자료가 사용되고 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예술작품 등은 주로

흥미 유발용으로 소개되는 등 주변부적 역할에만 머물러 왔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그래픽자료의 특성상 역사영역에서

주로 활용되어 왔으며, 비(非)역사 영역에서는 이마저도 덜 다루어져 왔

다(안보형, 2012).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앞선 연구 방향으로 꼽히는 도상해석학은 1940

년대 이후 Panofsky에 의해 미술사의 한 연구 분야로 창시되었다. 도상

해석학은 그림 안의 여러 형식적, 주체적 단서들을 통해 화가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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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시대와 장소에서 특정 현상을 공유한 인간 내면의 일반적이고 지

배적인 경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명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Panofsky는

회화나 조각 등의 미술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 주제와 의미를 세 개의 단

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데, ‘일차적’ 혹은 ‘자연적 주제’ 단계, ‘이차적’ 또

는 ‘관습적’ 단계, ‘본래적’ 의미 또는 ‘내용’ 단계가 그것이다.

단계 해석 대상 해석 행위 해석 도구

I

일차적인

주제

자연적 주제

전(前)도상학적

서술

일상경험

(대상이나 사건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것)

II
이차적 주제

관습적 주제
도상학적 분석

문헌 기록에 대한 지식

(특정 테마나 관념을 잘 익힐 것)

III
본래적 의미

내용

도상해석학적

분석

종합 직관

(인간 정신의 본질적 경향들을 잘

파악할 것)

<표 II-3> Panofsky의 도상해석 3단계

(Panofsky, 이한순 외 공역, 2001:158)

첫째, 일차적 혹은 자연적 주제 단계에서 눈에 드러나는 현상적 의미

를 읽어내는 과정을 ‘전(前)도상학적 기술’이라 한다. 이 단계는 세부적으

로 사실적(factual)인 것과 표현적(expressional)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분석이라기보다 인식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어떤 대상

이 나타내는 형식이 순수하게 무엇을 나타낸 것인지, 실제적 경험, 축적

된 경험을 토대로 작품에 그려진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둘째, 이차적 또는 관습적 단계에 의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을 도상학

적 분석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예술적 모티브나 구성들을 특정 테마나

개념과 연결 짓는다는 것이다. 마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갓 태어난 아

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을 보고 ‘예수의 탄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

로 이차적 단계이다. 도상학적 분석을 위해서 일상경험에 근거해서 대상

과 사건에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 작품에 표현되어 있는 특정 주제를 이

해할 수 있는 ‘테마나 개념’에 익숙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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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는 성경과 같은 지식, 전통이나 관습에 친밀해야 한다.

셋째, 본래적 의미 또는 내용 단계는 작품의 표현에서 연결 지을 수

있는 특정한 테마나 관념읽기의 단계보다 한 차원 높은 요구이다. 이는

작품에 구성된 한 국가나 특정 시기 계급, 종교적, 철학적 신념과 같이

기본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근본원리들을 확인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도상해석학은 분석보다는 종합을 통해 발생하는 해석의 방

법이라 할 수 있으며, 선행조건으로 이미지들, 이야기들, 알레고리들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해석의 단계에서는 문헌자료들을 통해

이해된 주제, 관념을 넘어서 예술작품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해

석하는 보다 심화된 종합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보면, 각 모형의 구체적인 내용과 유형은 상이

하지만, 공통적으로 읽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호학의 의미작용과정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시각적 표상 ‘읽기’ 과정을 시각적 표상의 표면 읽기, 시각적 표

상의 내면 읽기, 시각적 표상의 경계를 초월하여 읽기(추론하기)의 세 단

계의 절차를 구성하여 적합한 발문 전략을 구상하고자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단순히 ‘보면 아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기회

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습자의 논리적 추론, 가정의 분석, 타당

성, 신뢰성 확인 등 비판적 사고 기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시각적 표상 ‘읽기’의 하위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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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해석 대상 해석 행위 발문 유형

I
시각적 표상

표면 읽기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

정보 등 확인

∙제시된 시각적 표상의 이

해 확인

- 제목은 무엇인가?

- 무엇에 대한 것인가?

- 출처는 어디인가?

II
시각적 표상

내면 읽기

표면 읽기를 통해 확

인된 요소들 사이의

관계 추론

∙제시된 시각적 표상의 정

보 해석, 논리적 관계 묻

기

-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

하는가?

- 어느 것이 더 높은가?

-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

가?

III

시각적 표상

경계를

초월하여

읽기

자기화, 맥락화를 통하

여 표면 읽기, 내면 읽

기 과정에서 얻은 정

보와 자신의 배경지식

을 활용하여 추론

∙시각적 표상의 내·외적인

부분에서 얻은 정보, 가

치를 선택하여 자신의 관

점에서 조직하고 재구성

할 수 있는발문

-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반응은 어떻겠는가?

- 동의하는가?

<표 II-4> 시각적 표상 읽기 3단계

첫째, 시각적 표상 표면 읽기 단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 정보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제시된 텍스트 내용의 이해를 확인하

는 형태의 발문과, 객관적 근거에 의거해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

하는 형태, 제시된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형태의 발문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시각적 표상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시각적 표상의 출처는

어디인가?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시각적 표상 내면 읽기 단계는 표면 읽기를 통해 확인된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읽어낸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보들 간의 관계 파악을 통한 의미읽기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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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된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표상의 경계를 초월하여 읽기는 자기화, 맥락화를

통하여 표면 읽기, 내면 읽기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추론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학습효과는

판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각적 표상은 단

순히 피상적인 사실 확인과, 문자 텍스트의 구조를 확인하고 학생의 흥

미 유발 전략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

회와 같은 시각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이 강조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시각적 표상 ‘읽기’ 수업을 통하여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과 교육과 비판적 사고력

2015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교과역량으로 강조하고 있는 비판적 사

고력은 학생들이 자기가 속한 사회 현상에 관한 지식과 개념을 발견하거

나 당면한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존의 것에 대해 의

문시하고 따져보는 사고 기능이자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자질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시각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이면의 메

시지를 읽어내기 위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수집한 정보를 통해 미루

어 추론하고, 충분한 근거를 들어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기능, 나아가 제

작자의 관점에서 이해관계를 따져보는 등 다양한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

단하는 기능을 사회과 수업 속에서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과 교육에서 지향하는 비판적

사고력의 개념을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알아보고 추상적인 개념의

비판적 사고력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그 하위 기능

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기능과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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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비판적 사고력의 개념

사회과에서 고차사고력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강조되어, 최근까지 교육

목표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차사고력은 단편적인 지식의 이

해나 암기가 아닌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의미한다. 최근에 사회과에

서 강조되고 있는 고차사고력은 탐구력, 의사결정력, 창조적 사고력, 비

판적 사고력, 메타인지를 들 수 있다(Woolever & Scott, 1988, p. 318).

이러한 비판적 사고는 사회과에서 목표로 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이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사회과 역량 중 하나로, 민주주의 사

회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정신적 기능이다. 비판적 사고는 탐

구력이나 문제 해결력 등과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의 본

질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 지식 등의 순수성이나 정확성 여부, 어떤 지식

이 허위인가 진실인가 등을 평가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즉, 이는 이성적

판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른 고차사고력과 구분된다(차경수·모경환,

2008, p. 276).

비판적 사고력의 개념화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행해져

왔으며, 그 정의 또한 다양하다.

Ennis(1962)는 비판적 사고력을 12개의 능력과 그것들로부터 도출한

정확한 진술에 대한 올바른 평가로 규정하였다. 그 정의를 살펴보면, 비

판적 사고력의 핵심 논리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초기의 연구를 발전시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반성적, 합리적 사고”(1985)라고 정의하였다.

McPeck(1981)은 합리적 사고의 하위요소이며, 합리적 사고란 어떤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보고, 반성

적 회의를 가지고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기능과 성향이 비판적 사고의

핵심적 의미라고 주장하였다(김공하, 1998, p. 5).

Maranzo 외(1988)은 비판적 사고란 논쟁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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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이해하여 충분한 결론에 도달하는 특정 성향과 기능이라고 하였

다.

한국교육개발원(1991)에서는 비판적 사고란 건전한 회의주의로서 정확

성, 타당성,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주장, 신념, 정보의 출처를 정밀

하고 지속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지적 요소인 기능과 정의적 요소인 성

향이라고 정의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1)는 비판적 사고 검사 도구 개발 연구에서 국

내외 여러 논의를 분석하고, 비판적 사고의 개념을 어떤 견해를 받아들

일지 또는 어떤 행위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텍스트(진술 등 언어적

표현과 행위)에 대하여 그 논리적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고 개념, 증거,

준거, 방법, 맥락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사고라고

정의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는 비판적 사고란 투입되는 자극이나 정보

가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배경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해석, 추

론, 분석, 평가와 설명을 포함하는 개인의 사고기술과, 진실 추구, 개방

성, 탐구성, 객관성, 자기신뢰성과 체계성을 포함하는 사고성향에 의해

조작되어 가치 있는 판단, 결정, 문제 해결 혹은 결과물을 산출하는 정신

적인 과정으로 그 개념 정의와 구성요인을 정리하였다.

이상 여러 학자들의 비판적 사고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면, 비판적 사

고는 어떤 대상에 대한 비판과 평가활동에 관련되어 확실성·가치·정확성

을 판단하기 위한 신념·주장·정보의 출처를 정밀하고 지속적이며 객관적

으로 분석하는 사고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고 판단하기 위해 요구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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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판적 사고력의 기능

비판적 사고력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 지식 등의 순수성이나 정확성

여부, 어떤 지식이 허위인가 진실인가 등을 평가하는 정신적 능력을 의

미한다. 학자들마다 비판적 사고에 대하여 상이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

만, 비판적 사고를 인지적 차원의 비판적 사고기능과 정의적 차원의 비

판적 사고성향으로 나누어 보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 2009).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의 범주를 인지적 차원으로 한정

하여 보고자 한다. 이는 사회과교육의 교과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역량인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인지적 기

술을 습득하고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용하려는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Facione 외, 1994).

비판적 사고를 내면화하고 자유롭게 구사하기 위해서, 능력의 함양이 요

구되며, 이는 정서적, 태도 변화인 비판적 사고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본 것이다.

비판적 사고의 인지적 차원인 사고기능(skill)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목적 지향적이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서 작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Facione, 1994). 비판

적 사고기능의 하위 구성요인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Ennis(1962)는 초기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를 진술에 대한 올바른 평가

로 규정하면서 이상적인 비판적사고의 구성요소를 다음의 12가지로 제시

하였는데, “① 진술의 의미 파악하기, ② 추론과정의 모호성 판단하기,

③ 진술간의 모순성 판단하기, ④ 결론의 필연성 판단하기, ⑤ 진술의 구

체성 판단하기, ⑥ 진술에 적용된 원리 판단하기, ⑦ 진술의 신뢰성 판단

하기, ⑧ 귀납적 결론의 정당성 판단하기, ⑨ 문제 이해성 판단하기, ⑩

가정의 타당성 판단하기, ⑪ 용어의 적절성 판단하기, ⑫ 주장된 권위의

수용성 판단하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비판적 사고 기능을 종합

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Ennis(1985)는 초기의 비판적 사고의 영역에 문제 해결의 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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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고, 그 의미를 확장하였다. 비판적 사고를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반성적, 합리적 사고라 정의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귀

납 추론, 연역 추론, 가치 판단의 추론과정을 통하여 문제 해결이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

Beyer(1985)는 Ennis의 연구를 토대로 비판적 사고력을 분석능력과 평

가능력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사고기능들의 집합이라고 하면서, 그 특징

10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주장과 가치에 관

한 주장 구분하기, ② 정보원의 신뢰성 여부 판단하기, ③ 사실에 근거한

진술의 정확성 판단하기, ④ 어떤 정보가 상황이나 논쟁에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구별하기, ⑤ 편견을 지적해 내기, ⑥ 모호한 주장과

논쟁을 찾아내기, ⑦ 서술한 주장이 사실과 일치하는 정확성을 갖는지

판단하기, ⑧ 추리의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성 발견하기, ⑨ 근거 있는 주

장과 근거 없는 주장을 구별하기, ⑩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논쟁이 될

만한 것인지 결정하기가 이에 해당한다.

여러 분야의 주요 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비판적 사고의 개념에 대하

여 합의가 이루어진 미국철학회의 델피 보고서에서는, 비판적 사고의 기

능을 해석, 분석, 추론, 평가, 설명, 자기규제의 6개 하위기능으로 분류하

였다. 해석은 진술 및 기타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고, 분석은 진술

이나 기타 표현들 속에 명시적이거나 의도된 추론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다. 평가는 진술 또는 다른 표현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그 속에 담긴 명

시적이거나 의도된 추론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며, 추론은 합리적인 결론

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확인하고 가정과 가설을 형성하며, 적

절한 정보를 고려하여 진술 및 다른 형식의 표현으로부터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설명은 자신의 추론 결과와 그 추론이 근거한 바를 표현하

는 것이고, 자기 규제는 자기 자신의 추론 또는 결과를 의문시하고, 확

인, 분석, 평가하는 기법을 자신의 추론적 판단에 적용하여, 자신의 인지

적 활동과 그 요소를 스스로 감시하는 것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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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1)에서는 비판적 사고의 하위요소를 추론, 해

석, 평가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구성하였다. 비판적 사고의 대상이 되는

대상체는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논리적

‘추론’으로 보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의미론적 해석을 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구조와 내용을 평가하는 것을 ‘평가’로 보았

다. 이는 델피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위 요소들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한 것으로, 델피 보고서의 ‘설명’에 해당하는 요소를 평가의 표현으

로 ‘평가’에 포함시켰고, ‘분석’의 논리적인 요소는 ‘추론’에, 의미론적 요

소는 ‘해석’에 흡수시켰다. 델피 보고서의 추론은 그대로 ‘추론’의 요소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시각적 표상 ‘읽기’ 학습을

통하여 기대되는 비판적 사고 기능의 하위요소를, 가설이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 되었는지 지적하는 능력(귀납), 근거와 조건들에 기초해서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능력(평가), 진술이 타당한 전제 또는 근거로부터 제

시된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연역), 가정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능력(해석)

의 측정에 적합한 Cornell Critical Thinking Test(CCTT)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 기능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비판적 사고 성향의 변화

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3. 시각적 표상 ‘읽기’와 비판적 사고력

현대 사회는 시각문화라 할 수 있으며, 과거에 비하여 사회의 변화 속

도가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특성이 있다. 또한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SNS등으로 정보의 생산과 확산이 용이해짐에 따

라, 수많은 정보들이 넘치는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몸

의 감각기관 중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 수용이 시각을 통해 이루어지지

만, 시각적 표상과 사고의 관계는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잘

부각되지 않는다.

문제는 사진, 그림, 표, 도표, 그래프와 같은 시각자료는 어떤 것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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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는 통념에서 비롯되는데, 시각적 표상이 그 자체로 완벽한 설명을

제공하며, 힘들이지 않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Lohr, 2008). 시각적 표상의 제작과 선택 해석에서

가치가 개입될 수 있기에 내용의 진위여부를 포함하여 이를 분석적으로

해석하고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각적 표상들로 구성된 지식

과 정보를 선택적으로 분석하여 그 관계를 분명히 하고, 수용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이 요구된다.

사회과는 교과 특성상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사회의

문제와 현실을 반영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습자의 이해 및

고차사고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교과내용의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시각자

료로 제시되는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교실

수업에서 시각적 표상을 학습 한다고 하여 비판적 사고력이 자동적으로

길러지기는 어렵다. ‘무엇을 학습하는가’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학습하

는가’ 이기 때문이다. 사회과 수업에서 시각적 표상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사실·정보의 확인에서부터 고차사고력의 자극과 함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 수업에서 시각적 표상을 통하여 비판

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전략으로서 체계적인 시각

적 표상 읽기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각적 표상 ‘읽기’ 활동은 학

습내용과 관련하여 사고 그 자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손쉬운 교수법(박상준, 2006)임과 동시에 ‘보면 아는 것’, ‘쉽다’는 인식을

재고하여 시각적 표상을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며 추론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이 될 수 있다.

시각적 표상 ‘읽기’ 수업은 시각적 표상 표면 읽기 단계를 통하여 겉으

로 드러나는 사실, 정보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시각적 표상 내면 읽기

단계는 표면 읽기를 통해 확인된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는 과정이

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표상의 경계를 초월하여 읽기는 자기화, 맥락화를

통하여 표면 읽기, 내면 읽기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추론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3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된 시각

적 표상 ‘읽기’ 수업을 통하여 시각적 표상의 겉과 내면에서,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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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게 된다. 또한 시각적 표상을 통하여

얻은 정보와 사실의 정당성과 진위여부를 평가하고 확인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 내고, 자료가 지니는 의미를 해석하며,

새로운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각적 표상 읽기의 활용은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 요소인 귀납 추론, 해석, 연역 추론, 평가와 합치

되는 부분이며, 이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기능을 증진 시

킬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부분이다. 단, 시각적 표상 ‘읽기’ 과정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3단계의 과정은 상호간 배타적인 발문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하나의 발문이 여러 단계의 속성을 동시에 내포할 수도 있다.

비판적 사고 기능의 향상은 언어 텍스트, 그래프, 그림, 사진, 그 외 의

사소통적 도구들을 텍스트로 개념화하는 시각적 표상 ‘읽기’를 통하여 기

대할 수 있다. 시각적 표상 ‘읽기’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교과를 학습

하는 데 참여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형태의 표상 형태를 비판적으로 접

근하고 분석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호 형태(시각적 표상)가 어떻게 특정 읽기, 진술, 정치를 지지하는지

배울 수 있다. 또한 기호의 형태를 변화하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담을

수 있고, 그 의미는 전승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시각적 표상 ‘읽기’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은

자료를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을 변화 시킨다(Roth, W. M.

외, 2015, p. 71).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과 교육에서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수업을

통하여 자료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줄 필요

가 있다. 시각적 표상을 읽기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

하고 숨은 전제와 의도를 확인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4. 선행 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수업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과 자료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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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사회과 또는 타교과 영역에서 시각적 표상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유형과 범주의 시

각적 표상을 사회과 및 타교과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에 미

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김보미(2009)는 그래픽이 문자 중심적 사고의 맹위에 떠밀려, 단순히

‘보면 되는 것’으로 평가 절하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현대

사회의 시민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능력중 하나로 다양한 형태의 그

래픽 읽기인 Graphicacy 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사회과

도해력 개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학습단계를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용철(2008)은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용 도서의 통계 학습자료를 분석

한 결과, 통계 학습자료의 제시 방식에서 통계표보다 그래프의 제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막대그래프와 원그래프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통계 학습자료는 주로 본문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함께 제시되는 부가자료의 유형으로는 부연설명, 발문

의 제시가 가장 많았고 학생들의 고급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탐구활

동의 제시는 미흡하게 나타났음을 언급하였다.

모경환(2008)은 사회과에서 다양한 효과와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예술 활용 수업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기존 사회과 수업에서 간과되어 온 예술 활용의 당위성을 언급하고

활용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과의 목표인 창의적 사고력 신장

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시각적 표상의 유형과 범위를 예술 영역으

로 한정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상윤·강창숙(2013)은 사회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간 교수·학습과정을

도와주는 매개체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다양한 유형의 문자

자료와 시각자료로 구성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학교 ‘사회1’ 교과서 지

리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시각자료의 유형별 비중과 학습주제별 시각자료

의 유형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각자료 중 사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기능의 비중이 주의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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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능의 시각자료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옥일남(2012)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탐구 활동 분석하고

사회 교과서의 탐구 활동 과제에는 진정한 의미의 탐구인 고차적인 탐구

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탐구의 절차나 탐구 과정이 강조되

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본문 내용의 강조 차원에서 중요한 주제를 다

시 한 번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역할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를

‘한국식 탐구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탐구 활동

이 학습자를 배려하여 흥미 있는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음을 언급하였다.

조신숙·남상준(2016)은 초등학생들의 그래프 이해 양상을 확인하기 위

해 사회과 교과서에 제시된 그래프를 학습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질

문지 조사와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그래프 유형에 따라서

는 그림, 막대, 원, 꺾은선, 혼합 그래프 순으로 정답률이 높았으며, 그래

프 이해 수준에 따라서는 기초, 중간, 종합 수준으로 정답률이 높았다.

최정순(2016)은 사회교과서가 다양한 시각 매체를 포함하고 있기에 사

회 교과서를 읽는다는 것은 글뿐만 아니라 시각 매체를 읽는 과정을 포

함한다고 보았다. 또한 시각 매체는 글과는 다른 기호로 중요한 학습 내

용을 담고 있기에, 글을 읽는 것과는 다른 읽기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러한 맥락에서 사회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시각 매체의 종류와 그 역할

을 알아보고 사회 교과서 읽기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순덕(2006)은 초등 사회과에서 그래프활용 학습이 아동의 정보해석

능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래프를 활용

한 학습이 아동의 정보해석능력 신장과 사회과 수업에 대한 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영(2011)은 국내의 비판적 사고 교육이 교육 수혜자의 상황에 맞

게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시각적 문해력’ 교육을 제시한다. 다만 교육모델의 대상을 예술을 전공

하는 학부 학생들에게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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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정(2008)은 미술교육에서 패러디를 활용한 발문법 프로그램을 적

용한 결과, 비판적 사고 기능 및 성향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자기

평가와 수업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원섭(2015)은 청소년의 미디어 교육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

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과 미디어 교육 경험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디어 교육의 결과인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

성향의 연관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미디어 이용 유형에 따라 비판적

사고 성향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종이신문과 도서잡지의 이

용 시간이 많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난 반

면,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의 이용에서는 비판적 사고 성향이 저하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Balchin(1972)은 그림, 사진과 같은 그래픽은

인간의 지능과 의사 소통의 시각적-공간적 측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또한 그래픽 영역이 글을 읽고 쓰는 능력(문해력)과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능력(수리력)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영역이며, 이와 같은

그래픽을 읽는 능력(Graphicacy)이라는 개념의 확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Lohr(2008)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다년

간 훈련을 받는 반면 예술 및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

다른 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시

각 자료를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각 자료를 잘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과를 비롯한 다양한 교과 영역에

서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이 강조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업 도

구적 측면과 방법적 측면 등 그 접근 방식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회과에서는 시각적 표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영역이 지리, 역사 교과로 한정되어 나타났으며 학습자의 고차사고력을

함양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였다. 사회과에서 인지

적 기능으로 강조되어 온 ‘읽기’와 관련된 논의 역시, 그 대상이 문자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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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에서 미디어 매체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교실 수업에서 일

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그래픽 자료, 시각적 표상에 대한 ‘읽기’의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을 적용

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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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이 실제 교실현장에

서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한

다. 본 장을 통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하는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 연구 절차와 연구 변인을 살펴본 후, 변인들을 측정할 측정도구

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측정도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인 분석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1.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이 학습자의 비

판적 사고 기능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학

교 사회 수업에서 시각적 표상 읽기 활용 수업을 적용했을 경우와 강의

식 수업을 적용했을 경우,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

하는가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주 가설 :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은 강의식 수업보

다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하위가설 1.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은 강의식 수업보다

‘귀납 추론’의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하위가설 2.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은 강의식 수업보다

‘해석’의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하위가설 3.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은 강의식 수업보다

‘연역 추론’의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하위가설 4.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은 강의식 수업보다

‘평가’의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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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수업과 비판적 사고력 향상의 관계를 검증

하기 위한 본 연구는 서울 동대문 소재 A중학교의 3학년 8개 학급 학생

226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에서 답변이 누락된 경

우, 불성실한 경우, 1차시라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연구대상에

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194명이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연구대

상의 인구학적 구성은 <표 III-1>과 같다.

수업방법 남 여 계

시각적 표상 활용 수업 45 45 90

강의식 수업 59 45 104

전체 104 90 194

<표 III-1>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처치 집단에서 남학생 11명, 여학생 10명 총 25명이 제외되었으며, 비

교 집단에서 남학생 3명, 여학생 8명 총 11명이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집단 전체 194명 중, 남학생은 104명(53.6%), 여학생은 90명

(46.4%)이다. 처치 집단은 남학생 45명, 여학생 45명의 자료가 유효하게

수집되었으며 비교 집단은 각각 59명, 4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의 유효성 검토 과정에서 처치 집단의 남자 응답지가

다수 탈락하여, 강의식 수업을 실시한 비교 집단의 남자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비교적 두 집단의 남녀 비율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연구 대상의 배경 정보를 살펴보면 시각적 표상 활용 수업(처치) 집

단이 90명(46.4%)이고, 강의식 수업(비교) 집단이 104명(5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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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수업방법
시각적표상활용 수업 90 46.4

강의식 수업 104 53.6
합계 194 100

성별
남학생 104 53.6
여학생 90 46.4
합계 194 100

학업성취도

상위 0-20% 15 7.7
20-40% 26 13.4
40-60% 51 26.3
60-80% 53 27.3
80-100% 49 25.3
합계 194 100

전체 104 100

<표 III-2> 연구 대상의 배경 정보

3. 연구 변인

1) 종속변인

비판적 사고력은 정확성, 타당성,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주장, 신

념, 정보의 출처를 정밀하고 지속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지적 요소인

기능과 정의적 요소인 성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한국교육개발원,

1991),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 기능으로 제한하였다. 비판적 사고 기

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상황, 지식 등의 순수성이나 정확성 여

부, 어떤 지식이 허위인가 진실인가 등을 평가하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

한다(차경수·모경환, 2008).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인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 요소를 귀납 추론, 해석,

연역 추론, 평가로 보고, Cornell Critical Thinking Test Level

X(CCTT-X)를 사용하여 비판적 사고 기능을 측정하였다.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진다면 측정이 엄밀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Ennis와 Millman, Tomko(1985, 2004, 2005)에 의하여 개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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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령을 검증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그 세부적인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귀납 추론은 사실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

어 타는 냄새를 맡았을 때, 가스레인지 위의 냄비가 타고 있다는 추론을

하는 것이다. 귀납추론은 주어진 자료로부터 있을 법한 결론을 이끌어

내거나, 추론해 내기 위해 전제를 이용하는 과정이다.

II. 해석은 진술, 생각, 의견, 현상, 경험, 문제, 자료 등의 의미를 의도

대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추론이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라

면, 해석은 파악된 논리적 구조 속에서 의미론적인 실체를 파악하는 것

이다.

III. 연역 추론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원리에서 새로운 원리를 이

끌어내는 것이다. 귀납을 통해 얻어진 결론이 일정한 개연성을 지니는데

그친다면, 연역은 전제가 결론을 확립해주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대표적

인 예로 삼단논법을 들 수 있다. A가 B이고 C는 A일 때, C는 B이다.

이와 같이 연역 추론은 결론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제나 증거를

사용하여 사고하게 된다.

IV. 평가는 진술, 생각, 의견 등이 가진 논리적 구조의 강도와 그 내용

의 신뢰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하고, 그 과정을 논리 정연하게 서술하는

것이다.

2) 독립변인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의 독립변인은 수업 방법이며 이를 위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

로 상이한 교수 처치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학교의 학사 일정과 수업

진도를 고려하여 ‘사회 문제’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사회과 수업을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시각적 표상을 어떻게 활용하느

냐에 따라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을 자극하고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고



- 39 -

보았기에 그 활용 방법을 달리하여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두 집단 모두 동일한 주제와 시각적 표상을 다루지만, 그 활용에 차이를

두어 각각 2차시 분량으로 교수학습지도안과 활동지를 구성하였다.

시각적 표상 활용 수업은 처치 집단에 제시되는 교수 활동으로 교수

학습 내용에 대한 활동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시각적 표상 ‘읽

기’ 단계에 따라 적절한 발문을 제시하고 학생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고

를 개진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수업지도안과 활동지가 구성되었다(부록

3-처치 집단 수업 지도안 및 활동지 참고).

비교 집단에 제시되는 강의식 수업은 사실·개념 위주의 지식을 교사가

강의로 전달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교사의 설명 혹은 교사 주도의 수업

방식을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처치 집단에 제공하는 시각적

표상을 비교 집단에도 동일하게 제공하지만 교사의 설명을 중심으로 교

수 내용에 대한 사실·개념의 확인, 흥미 유발로 활용 방법을 한정하여

제시하였다(부록4-비교 집단 수업 지도안 및 활동지 참고).

3) 통제변인

비판적 사고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설정된 독립변인 외 종속

변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들은 성별, 학업성취도, 비판적

사고 기능 사전 검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표상 활용 수업

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학습 효과에 영향을 주는 성별, 학업 성취도

를 통제 변인으로 정하였다.

성별에 따라 상이한 학습 결과와 사고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순재(2003)는 성별에 따라 사고기능의 발현

이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장인정(2004)은 비판적 사고 함양에

서 성별의 영향이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변정현(2013)의 연구에

서는 성별이 비판적 사고 함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일관된 연구결과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성별에 따라 학습 결과와

비판적 사고력 자극에 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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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비판적 사고력은 고급 사고 또는 고차 사고력에 속하는 개념이기에,

학업 성취도와 고급 사고력의 관계에 대하여 확인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학업 성취도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양명

희, 2009; 이광성, 2015; 황지희, 2007). 이원섭(2015)은 학업 성적과 비판

적 사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인 비판적 사고의 측정을 위

한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4. 검사 도구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도구는 Ennis와 Millman, Tomko(1985,

2004, 2005)가 제작한 Cornell Critcal Thinking Test Level X(CCTT-X)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CTT는 Level X와 Level Z의 2개 검사로 개

발되어 있다. Level X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생까지를 검사대상으로

하며, Level Z는 성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CCTT-X는 귀납 추론, 해

석, 연역 추론, 평가의 4개 영역, 전체 71개의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Ennis외(1985, 2004, 2005)의 CCTT-X 검사지를 바

탕으로, 신경숙(2000)과 채민정(2008), 탁형수(2015)가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4가지 하위 요인을 각각 1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재구성한 비

판적 사고력 검사지를 이용하였다.

본 검사는 니코마 혹성탐사를 떠나서 소식이 단절된 탐사우주선을 찾

기 위한, 후발 탐사우주선에 탑승한 상황을 가정하여, 각각의 문항을 읽

고 정답을 선택하게 만드는 3지선다형 검사이다. 이 검사는 Ennis(1985)

의 비판적 사고력 개념을 토대로 귀납 추론, 해석(관찰에 대한 신뢰성

판단), 연역 추론, 가정에 대한 평가의 4가지 하위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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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소 문항 번호 문항 수

귀납 추론 1-10 10문항

평가 11-20 10문항

연역 추론 21-30 10문항

해석 31-40 10문항

<표 III-3> 비판적 사고기능 검사 문항 구성

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수업 방식이며, 수업 방식에 따른 집단 분류

를 위하여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을 설정하였다.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처치집단 O1 X1 O2

비교집단 O1 X0 O2

<표 III-4>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에서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수업이 강의

식 수업에 비하여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 문제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비판적 사고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성별,

학업성취도, 사전 비판적 사고력 검사 점수)을 통제한 상태에서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수업이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

X1 : 시각적 표상 활용 수업 X0 : 강의식 수업
O1 : 사전검사 O2 : 사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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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괄투입방식(ENTER)으로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본 연구의 보조가설인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요소에 대한 영

향력과 효과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적

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 23.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다중회귀

분석을 위한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다.

Yi : 비판적 사고력 점수 (Y1=Y11+Y12+Y13+Y14)

(Y11=귀납 추론, Y12=해석, Y13=연역 추론, Y14=평가)

a : 상수

X1 : 성별(남학생=1, 여학생=0, )

X2 : 학업성취도(상위 20%=1, 20%-40%=2, 40%-60%=3, 60%-80%=4,

80%-100%=5)

X3 : 사전 비판적 사고력 검사 (귀납 추론, 해석, 연역 추론, 평가)

X4 : 수업 방식(시각적 표상 활용 수업=1, 강의식 수업=0)

ei : 오차항

Yi = a + b1X1 + b2X2 + b3X3 + b4X4 + 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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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이 학생들의 비판

적 사고력 에 미친 효과를 양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독립

변인으로 수업 방법을, 종속 변인으로는 비판적 사고력 검사 점수를 선

정하여 얻은 결과를 정리 및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1. 기술 통계

본격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수업 방법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에 앞서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종속 변수인 비판적 사고력 검사에

대한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1) 비판적 사고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비판적 사고력의 측정을 위해 Cornell

Critcal Thinking Test Level X(CCTT-X)를 사용하였으며, <표 IV-1>

은 수업 방법에 따른 비판적 사고력 검사의 기술 통계를 처치 전후로 구

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시기 수업 방법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전

시각적 표상

읽기 수업
90 21.6333 5.00438 11 30

강의식 수업 104 20.8077 5.16725 7 32

합계 194 21.1907 5.09594 7 32

<표 IV-1> 비판적 사고력 검사 기술 통계



- 44 -

<표 IV-1>을 보면 수업 전 실시한 사전 비판적 사고력 검사에서 처

치 집단은 21.6333점, 비교 집단은 20.8077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차는

0.8256점으로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각

의 집단에게 2차시에 걸쳐 시각적 표상 읽기 수업과, 강의식 수업을 처

치한 후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면, 시각적 표상 읽기 수업을 처치한 집

단의 평균이 23.7444, 강의식 수업을 실시한 비교 집단의 평균이 21.9135

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사전 검사보다 평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치 집단의 증가 폭이 2.1111점으로 비교 집단의 증가폭 1.1058점

에 비하여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귀납 추론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 영역을 귀납 추론, 해석, 연역 추

론, 평가로 보았다. <표 IV-2>는 수업 방법에 따른 귀납 추론 영역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검사의 기술 통계를 처치 전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사후

시각적 표상

읽기 수업
90 23.7444 4.51106 12 33

강의식 수업 104 21.9135 5.94981 8 33

합계 194 22.7629 5.39578 8 33

시기 수업방법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전

시각적 표상

읽기 수업
90 5.8444 1.75404 2 9

강의식 수업 104 5.6058 1.72034 1 9

합계 194 5.7165 1.73565 1 9

<표 IV-2> 귀납 추론에 대한 기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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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를 보면, 처치 집단(5.8444)과 비교 집단(5.6058)의 사전 비

판적 사고력 검사의 귀납 추론에 대한 평균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두 집단 모두 중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각의 집단을

대상으로 2차시에 걸친 수업 처치 후의 비판적 사고력 검사의 귀납 추론

에 대한 평균은 처치집단이 6.6444점, 비교집단이 6.4135점으로 나타나

증가폭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해석

<표 IV-3>은 비판적 사고력 검사의 해석 영역에 대한 기술 통계를

처치 전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사후

시각적 표상

읽기 수업
90 6.6444 1.85612 2 10

강의식 수업 104 6.4135 2.23220 1 10

합계 194 6.5206 2.06427 1 10

시기 수업방법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전

시각적 표상

읽기 수업
90 5.3333 1.62840 1 8

강의식 수업 104 5.3942 1.75940 2 9

합계 194 5.3660 1.69580 1 9

사후

시각적 표상

읽기 수업
90 5.4778 1.32587 1 9

강의식 수업 104 5.1058 1.47417 2 8

합계 194 5.2784 1.41599 1 9

<표 IV-3> 해석 영역에 대한 기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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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에 의하면, 사전 비판적 사고력 검사의 해석 영역에서 처치

집단(5.3333)과 비교 집단(5.3942)의 평균차는 비교집단이 0.0609점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각각

의 집단을 대상으로 2차시의 수업 처치 후의 비판적 사고력 검사의 해석

영역에서 처치 집단은 평균 5.4778점으로 매우 근소한 수치(0.14)로 향상

된 반면, 비교 집단은 평균 5.1058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0.29)

나타났다.

4) 연역 추론

<표 IV-4>는 각 집단의 사전, 사후 비판적 사고력 검사의 연역 추론

영역에 대한 기술 통계를 수업 처치 전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비판적 사고력 검사의 연역 추론의 기술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

시기 수업방법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전

시각적 표상

읽기 수업
90 6.5667 2.10964 1 10

강의식 수업 104 6.2019 2.27856 0 10

합계 194 6.3711 2.20372 0 10

사후

시각적 표상

읽기 수업
90 6.9111 2.04249 2 10

강의식 수업 104 6.0673 2.47027 0 10

합계 194 6.4588 2.31482 0 10

<표 IV-4> 연역 추론에 대한 기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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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검사 모두에서 평균 6점 이상으로 나타나 다른 하위 영역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처치 집단의 사전 점수는 6.5667

점, 비교 집단의 사전 점수는 6.2019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2차시의 수업

처치 후 사후 비판적 사고력 검사의 연역 추론 영역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각적 표상 읽기 수업을 실시한 처치 집단의 평균이 6.9111점으로, 강의

식 수업을 실시한 비교 집단의 평균이 6.0673점으로 확인되었다. 처치 집

단의 평균은 0.3444점 향상된 반면, 비교 집단의 평균은 오히려 0.1346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 평가

<표 IV-5>는 비판적 사고력 검사의 평가 영역에 대한 기술 통계를

수업 처치 전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수업 처치 전후에 실시한 비판적 사고력 검사의 평가 영역에 대한 결

과를 제시한 <표 IV-5>를 보면, 처치집단은 3.8889, 비교 집단은 3.6058

시기 수업방법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전

시각적 표상

읽기 수업
90 3.8889 1.92234 0 8

강의식 수업 104 3.6058 1.89746 0 9

합계 194 3.7371 1.90933 0 9

사후

시각적 표상

읽기 수업
90 4.7111 1.92701 1 10

강의식 수업 104 4.3269 1.82455 0 9

합계 194 4.5052 1.87773 0 10

<표 IV-5> 평가 영역에 대한 기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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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평균차는 0.2831점으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미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2차시의 수업 처치후 실시한 사후 비판적 사고력 검사의

평가 영역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처치 집단은 4.7111점, 비교 집단은

4.3269점으로 각각 0.8222점, 0.7211점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5>를 통해 나타난 평가 영역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검사의

평균 점수는 다른 영역에 비하여 2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판적 사고 기능에서 자료와 진술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정보를

고려하는데 요구되는 평가 영역을 자극하고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

는 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2. 가설 검증 결과

이 절에서는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이 학습자의 비판

적 사고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

다. 연구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독립 변인의 다중 공

선성 문제를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선정된 변인들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사전에 점검한 후, 다중회귀분석 과정에서 다중공선성진단

(multicollinearity)을 위한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하였다.

*p<.05, **p<.01, ***p<.001

수업방법 성별 학업성취도
사전 비판적사고력

점수

수업방법 1

성별(남=1)
-.067

(.351)
1

학업성취도
.059

(.416)

-.220**

(.002)
1

사전 비판적

사고력 점수

.081

(.261)

-.156*

(.030)

.420**

(.000)
1

<표 IV-6> 예측변인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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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사전 비판적 사고력 점수의 상관계

수(r=.420)는 .80 이하로, 그 외 독립변인들의 상관계수는 .30 이하로 나

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 비판적 사고력 검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의 주가설은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은 강의

식 수업보다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다. 회귀모형

을 이용하여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수업이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7>과 같다. 독립변수인 ‘수업 방법’

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주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종속변수
독립

변수
B

표준

오차
β t 유의확률 VIF

비판적

사고력

점수

상수 5.184 1.312 3.950 .000***

수업

방법
1.188 .537 .110 2.214 .028* 1.010

성별

(남=1)
.326 .550 .030 .593 .554 1.059

학업성

취도
1.063 .244 .241 4.349 .000*** 1.251

사전

점수
.620 .058 .586 10.697 .000*** 1.225

<표 IV-7> 비판적 사고력 검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

오차

.733 .537 .527 3.7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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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3017.836 4 754.459 54.817 .000***

잔차 2601.257 189 13.763

전체 5619.093 193

*p<.05, **p<.01, ***p<.001

<표 IV-7>의 회귀계수를 중심으로 독립 변인들이 비판적 사고력 점

수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본 회귀 모형은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df=4,189=54.817, p=.000),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통계량인 VIF값이 모두

1~2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귀 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인들이 학생들의 사후 비판적 사고력 점수를

53.7%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사후 비

판적 사고력 검사 점수에 유의한 변인은 수업방법, 학업성취도, 사전 점

수이다. 본 연구에서 통제 변인으로 선정하였던 성별 변인은 비판적 사

고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593, p=.554).

검증 결과를 보면,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인 수업 방법은 유의수준

p<.05에서 B계수가 1.188로 사후 비판적 사고력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214, p=.028). 이는 회귀 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들이 동일한 경우에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수업이 강의식 수업

보다 사후 비판적 사고력 점수가 1.188점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이 강의식 수업보다 비판적 사고

력의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주가설이 채택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통제 변인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t=4.349, p=.000)와 사전 비

판적 사고력 검사 점수를 의미하는 사전 점수(t=10.697, p=.000)는 유의

수준 p<.001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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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학업 성취도가 높을수록, 사전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각각 1.063점, .620점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비판적 사고력 검사 하위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 귀납 추론

본 연구에서는 종속 변인인 비판적 사고 기능의 하위 요인을 귀납 추

론, 해석, 연역 추론, 평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가설에 대

한 첫 번째 하위가설은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이 강의

식 수업보다 ‘귀납 추론’의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다. 하위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8>으로 제시하였다. 하위가설에 대한 분석결

과에서 독립변수인 수업 방법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하위가

설이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종속변수
독립

변수
B

표준

오차
β t 유의확률 VIF

비판적

사고력

점수

상수 2.796 .591 4.727 .000***

수업

방법
.052 .264 .013 .197 .844 1.010

성별

(남=1)
-.283 .270 -.068 -1.048 .296 1.054

학업성

취도
.426 .112 .252 3.792 .000*** 1.095

사전

점수
.414 .077 .348 5.348 .000*** 1.045

<표 IV-8> 귀납 추론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

오차

.485 .235 .219 1.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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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193.253 4 48.313 14.513 .000***

잔차 629.165 189 3.329

전체 822.418 193

*p<.05, **p<.01, ***p<.001

<표 IV-8>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본 회귀 모형은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df=4,189=48.313, p=.000), 다중

공선성 진단 결과 통계량인 VIF값이 모두 1~2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 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인

들이 학생들의 사후 비판적 사고의 귀납추론 점수를 23.5%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회귀모형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통제 변인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B계수가 .426로 나타났으며(t=3.792,

p=.000), 사전 비판적 사고의 귀납추론 점수를 의미하는 사전 점수의 B

계수는 .414로(t=5.348, p=.000) 유의 수준 p<.001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학업 성취

도가 높을수록, 사전 비판적 사고의 귀납추론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

을수록, 각각 .426점, .414점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검

증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인 수업 방법은 B계수가 .052로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 요소인 사후 귀납적 추론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하위 가

설이 기각 되었다(t=.197, p=.844).

(2) 해석

본 연구의 두 번째 하위가설은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

업이 강의식 수업보다 ‘해석’의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다. 이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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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가설2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 분석 결과는 <표 IV-9>와 같다.

종속변수
독립

변수
B

표준

오차
β t 유의확률 VIF

비판적

사고력

점수

상수 2.573 .418 6.160 .000***

수업

방법
.342 .181 .121 1.892 .060 1.008

성별

(남=1)
-.051 .186 -.018 -.273 .785 1.066

학업성

취도
.304 .076 .263 3.979 .000*** 1.078

사전

점수
.282 .054 .337 5.189 .000*** 1.046

<표 IV-9> 해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

오차

.486 .236 .220 1.25091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91.226 4 22.807 14.575 .000***

잔차 295.743 189 1.565

전체 386.969 193

*p<.05, **p<.01, ***p<.001

회귀계수를 중심으로 독립 변인들이 비판적 사고력 점수에 영향을 주

는 정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본 회귀 모형은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df=4,189=14.575,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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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공선성 진단 결과는 통계량인 VIF값이 모두 1~2의 수치를 보여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회귀 모형에 포함된 독

립 변인들이 사후 비판적 사고의 해석 점수를 23.6%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검증 결과 사후 비판적 사고의 해석 점수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업 성취도와 사전점수로 나타났으며, 수업 방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 모형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독립 변인인 수업 방법은 B계

수가 .342로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 요소인 사후 비판적 사고력 해석 점

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하위 가설이 기각 되었다(t=1.892, p=.060). 하지만 p<.10 수

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통제 변인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B계수가 .304로 나타났으며(t=3.979, p=.000), 사

전 비판적 사고의 귀납추론 점수를 의미하는 사전 점수의 B계수는 .282

로(t=5.189, p=.000) 유의 수준 p<.001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학업 성취도가 높을수

록, 사전 비판적 사고의 귀납추론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각각

.304점, .282점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연역 추론

본 연구의 세 번째 하위가설은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

업이 강의식 수업보다 ‘연역 추론’의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다. 하

위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 분석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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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

변수
B

표준

오차
β t 유의확률 VIF

비판적

사고력

점수

상수 2.078 .564 3.684 .000***

수업

방법
.651 .284 .141 2.295 .023* 1.011

성별

(남=1)
.218 .290 .047 .754 .452 1.054

학업성

취도
.343 .132 .181 2.592 .010** 1.315

사전

점수
.434 .072 .413 6.010 .000*** 1.272

<표 IV-10> 연역 추론 대한 다중회귀분석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

오차

.546 .298 .283 1.96005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308.067 4 77.017 20.047 .000***

잔차 726.103 189 3.842

전체 1034.170 193

*p<.05, **p<.01, ***p<.001

<표 IV-10>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본 회귀 모형은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df=4,189=77.017,

p=.000),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통계량인 VIF값이 모두 1~2의 수치를 보

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회귀 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인들

이 학생들의 사후 비판적 사고력 점수 29.8% 설명해주고 있었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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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살펴보면 사후 비판적 사고력 검사 점수에 유의한 변인은 수업방

법과 학업성취도, 사전 점수이다. 본 연구에서 통제 변인으로 선정하였던

성별 변인은 비판적 사고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t=.754, p=.452).

본 회귀 모형의 검증 결과를 보면,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인 수업 방법

은 유의수준 p<.05에서 B계수가 .651로 사후 비판적 사고력 검사의 연역

추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295, p=.023). 이는

다른 조건들이 동일한 경우에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수업이 강의식

수업보다 연역 추론 점수가 .651점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이 강의식 수업보다 ‘연역 추론’의 향상

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하위가설 3이 채택되었다. 또한 회귀계

수에 따르면 본 연구의 통제 변인으로 설정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t=2.592, p=.010)는 유의 수준 p<.05에서, 사전 비판적 사고력 검사의 연

역추론 점수를 의미하는 사전 점수(t=6.010, p=.000)는 유의 수준 p<.001

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

하다면 학업 성취도가 높을수록, 사전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각각 .343점, .434점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평가

비판적 사고력의 네 번째 하위요인인 ‘평가’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는

하위가설 4는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이 강의식 수업보

다 ‘평가’의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하위가설2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 분석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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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

변수
B

표준

오차
β t 유의확률 VIF

비판적

사고력

점수

상수 1.641 .461 3.562 .000***

수업

방법
.246 .240 .066 1.025 .307 1.010

성별

(남=1)
.241 .246 .064 .978 .329 1.061

학업성

취도
.368 .103 .240 3.571 .000*** 1.110

사전

점수
.358 .065 .364 5.504 .000*** 1.078

<표 IV-11> 평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

오차

.483 .234 .217 1.66103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159.040 4 39.760 14.411 .000***

잔차 521.454 189 2.759

전체 680.495 193

*p<.05, **p<.01, ***p<.001

<표 IV-11>에 나타난 회귀계수를 중심으로 독립 변인들이 영향을 주

는 정도를 분석한 회귀 모형을 살펴보면, 본 회귀 모형은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df=4,189=14.411, p=.000).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통계량인 VIF값이 모두 1~2의 수치를 보여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귀 모형에 포함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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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변인들이 학생들의 사후 비판적 사고 검사의 ‘평가’ 점수를 23.4% 설

명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회귀모형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통제 변인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의 B 계수가 .368로 유의 수준 p<.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t=3.571, p=.000), 사전 비판적 사고의 귀납추론 점수를 의미하는 사

전 점수의 B계수는 .358로(t=5.504, p=.000)으로 유의 수준 p<.00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인

수업 방법은 B계수가 .246로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 요소인 사후 평가 점

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하위 가설이 기각 되었다(t=1.025, 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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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연구이다. 또한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요인인 귀납 추론, 해석, 연역 추론, 평가의 향상에 효과적

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남녀공학 중학교 8개 학급의 학생 226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

다. 8개 학급에서 각각 4개 학급을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으로 선정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2차시에 걸쳐 시각적 표상 읽기 활용 수업

과 강의식 수업을 처치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누락된 경우,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 1차시라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

우를 제외하여 최종 19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와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인 수업 방법 외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성별, 학업 성취도, 사전 점수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일괄투입방식(ENTER)으로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표 V-1>은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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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설 하위가설 1 하위가설 2 하위가설 3 하위가설 4

비판적사고력 귀납 추론 해석 연역 추론 평가

B p B p B p B p B p

수업

방법
1.188 .028* .052 .844 .342 .060 .651 .023* .246 .307

성별

(남=1)
.326 .554 -.283 .296 -.051 .785 .218 .452 .241 .329

학업성

취도
1.063 .000*** .426 .000*** .304 .000*** .343 .010** .368 .000***

사전

점수
.620 .000*** .414 .000*** .282 .000*** .434 .000*** .358 .000***

가설검증

결과
채택 기각 기각 채택 기각

<표 V-1>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합

*p<.05, **p<.01, ***p<.001

<표 V-1>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수업은 학습

자의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그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연역 추론을 제외한 귀납 추론, 해

석, 평가를 향상시키는 데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

변수인 수업 방법 이외에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던 성별, 학업성취도, 사

전 점수 중 학업성취도와 사전 점수가 비판적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하여 비판적 사고력

과 그 네 가지 하위요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시각적 표상 활용 수업은 강의식 수업에 비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이는 사회

과 수업에서 접하는 다양한 시각자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시각적 표상

읽기 절차에 따라 교사의 적절한 발문이 제시되는 시각적 표상 활용 수

업을 적용하는 것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에게 ‘사회 문제’라는 동

일한 주제로 2차시에 걸쳐 현대 사회의 사회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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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활동지를 통하여 동일한 시각적 표상을 제공하였다. 다만 활용

방법에 있어서 두 집단 간 차이를 두었다. 처치 집단에는 활동지로 제시

된 시각적 표상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읽을 수 있도록 교사의 적절

한 발문이 제시되었다. 처치집단에게 활동지를 통하여 시각적 표상을 제

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시각적 표상 ‘읽기’ 3단계에 따

른 발문을 제시하였다. 시각적 표상의 표면적인 부분을 읽고 자료를 파

악할 수 있는 1단계 발문을 제시하고, 내면에 담겨 있는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2단계 발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지

식을 활용하여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3단계 발문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학생이 자유롭게 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였고, 사

고를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동일한 시각적 표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수업을 구성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교사에게 달려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표상 ‘읽기’를 시각

적 표상 ‘표면 읽기’, 시각적 표상 ‘내면 읽기’, 시각적 표상 ‘경계를 초월

하여 읽기’의 3단계로 구성하여, 학습자가 시각적 표상을 단순히 보는 것

이 아니라, 이를 읽고 분석하고 탐구하며, 자신의 경험과 연계하여 사고

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

다.

둘째, 비판적 사고 기능의 하위 요소에 따라 시각적 표상 활용 수업의

발문의 구체화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 기능의

하위 요소를 귀납 추론, 해석, 연역 추론, 평가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시각적 표상 활용 수업은 강의식 수업보다 연역 추론

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 귀

납 추론, 해석, 평가의 하위요소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표상이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 것을 시작으로, 그

내면에 담겨 있는 정보, 가치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자신의 경험

에 비추어 새로운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시각적 표상 읽기 활동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주어진 시각적 표상을 통한 확장적 사고의 자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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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된 논리적 구조 속에서 의미를 파악 하는 부분, 논리적 구조와 내용

의 신뢰성,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능의 자극에는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하고 이를 읽는 과정에서

귀납추론을 자극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발문 전략을 다듬고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시각적 표상 읽기 활동의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일한 시각적 표상을 보고 읽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 차로 인하여 상이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에, 시

각적 표상을 선별하고 발문 전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구된다. 발문 전략을 구성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상이한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부수적인 설명, 도움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

다.

2. 제언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적 표상 활용 수업이 강의식 수업에 비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비판

적 사고력의 하위요소를 검토한 결과 연역 추론의 향상은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하위요소인 귀납 추론, 해석, 평가에서는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귀납

추론, 해석, 평가 영역을 부분적·종합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수업 방법

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둘째, 시각적 표상 읽기를 활용한 수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비

판적 사고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연구 대상을 서울 소재 중학교 3학년 남녀 학생으로 한정하였기에 이

를 모집단 전체로 일반화하여 보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표본

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간, 연령간의 효과를 밝힐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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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비판적 사고력은 정확성, 타당성,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주장, 신념,

정보의 출처를 지속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지적 요소인 기능과 정의적

요소인 성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1). 본 연구에서

는 비판적 사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인지적 기술의 습득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용하려는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

에, 비판적 사고의 기능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시각적 표상 읽기

를 활용한 수업이 비판적 사고 기능의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

인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 기능과 성향의 관계를 함께 분

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각적 표상의 유형과 범주를 시각적 표

상 ‘읽기’ 활동으로 포괄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시각적 표상의 유형과

범주에 따라 학습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시각적 표상의 유형과 범주를 구분하여, 각각의 유

형과 범주에 적합한 ‘읽기’ 과정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그 효과를 검증

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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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사전 비판적 사고력 검사지

비판적 사고력 검사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동훈입니다. 

본 설문지는 중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분의 성실한 응답이 저의 연구는 물론, 사회과교육의 발전에도 도움

이 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한 내용과 그 결과는 순수한 여구 목적 이외 다른 용

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검사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시험 성적과는 무관합

니다. 응답 도중, 중단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응

답 거부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여러

분의 개인 정보와 응답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본 검사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구자에게 직접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이동훈 드림

(skynheaven@snu.ac.kr)

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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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니코마 혹성 탐사> 이야기를 잘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세요. 
이 문항들은 여러분의 사고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이므로, 되도록 차근차근 깊이 
생각하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지구에서는 새로 발견된 니코마 혹성을 탐사하기 위해, 탐
사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탐사 우주선으로부터는 지금까지 2년 

동안이나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탐사 우주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 두 번째 탐사 우주선이 니코마 혹성으로 보내졌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탐사 우주선에 여러분이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I. 첫 번째 탐사 우주선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가장 먼저 여러분의 탐사 팀이 해야 할 일은 2년 전 니코마로 보내졌던 

첫 번째 탐사 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탐사 팀은 지금 니코마 혹성에 착륙하였고, 첫 번째 탐사 우주

선 대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 금속으로 된 오두막집을 발견하였

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오두막집은 손상되지 않았고, 깨끗이 보존되어 있습니

다. 니코마 혹성의 날씨는 따뜻했으며,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니코

마 혹성에 있는 나무, 바위, 풀, 새들은 지구와 비슷했답니다.
제일 먼저 당신과 검역관이 그 오두막집에 들어갔습니다. 검역관이 주위를 

둘러보며, “첫 번째 우주선의 대원들은 모두 죽은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

다. 당신은 이제 그 검역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생각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아래의 문제를 읽은 뒤, 문제에서 나타나는 사실들이 첫 번째 우주선
에 탔던 대원들이 모두 죽었다는 검역관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라면 ⓐ, 만약 
첫 번째 우주선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검역관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증거라면 ⓑ, 만약 검역관의 주장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증거라
면 ⓒ에 표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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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풀어 보세요.
연습문제 1. 당신은 제일 먼저 오두막집에 들어갔다. 방안은 온통 먼지 투성이었
다.
☞ 답은 ⓐ입니다. 이 사실은 첫 번째 우주선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검
역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1. 그 곳에는 열 개의 오두막집이 있었다. 당신은 두 번째 오두막집에 들어갔다. 
그곳도 역시 온통 먼지 투성이었다.············································ⓐ ⓑ ⓒ

2. 당신은 다시 세 번째 오두막집으로 들어갔다. 그 곳 난로 위에는 먼지가 하나
도 없었다.··············································································ⓐ ⓑ ⓒ

3. 세 번째 오두막집에서, 당신은 난로 위에 놓여있는 병따개를 발견하였
다.····························································································ⓐ ⓑ ⓒ

4. 세 번째 오두막집에서, 당신은 첫 번째 우주선에 탔던 이철수 대원의 일기장을 
발견하였다. 이철수 대원이 마지막으로 일기를 쓴 날은 첫 번째 우주선이 니코
마 혹성에 도착한 후로부터 한 달 뒤인 2014년 7월 2일었
다.···························································································ⓐ ⓑ ⓒ

5. 당신은 첫 번째 우주선에 탔던 이철수 대원의 일기장 첫 페이지를 읽었다. 
‘2014년 6월 2일: 우리는 고된 여행 후에 마침내 오늘 니코마 혹성에 도착하였
다. 우리는 착륙한 지점 근처에 오두막을 지었다.’························ⓐ ⓑ ⓒ

6. 당신은 첫 번째 우주선에 탔던 이철수 대원의 일기장 두 번째 페이지를 읽었
다. ‘2014년 6월 3일: 여기에는 식량이 될 만한 것이 많다. 오리, 다람쥐, 사슴
들이 오두막집 주변에 많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쉽게 잡을 수 있
다.’···························································································ⓐ ⓑ ⓒ

7. 당신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두막집에 있는 침대들을 조사하였다. 침
대 위에 있는 이불들이 모두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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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번째 오두막집에서 당신은 2016년 3월 15일이라고 쓰여진 쪽지를 발견하였
다. ‘누군가가 우리를 찾기 위해 여기에 온다면, 우리는 트럭을 타고 탐험에 나
섰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는 동쪽으로 탐험할 계획입니다. (서명)대장 최범준, 
니코마혹성 우주선 대장.·····················································ⓐ ⓑ ⓒ

9. 두 번째 우주선 대원 8명은 트럭을 타고 동쪽으로 갔다. 거칠고 넓은 계곡을 
따라 20km정도 갔을 때, 그곳에서 첫 번째 우주선 대원들이 타고 갔던 트럭을 
발견하였다. 그 트럭은 버려진 것 같았다.··································ⓐ ⓑ ⓒ

10. 8명의 대원중에서 기술 분야를 담당한 대원이 트럭의 엔진 부분을 조사하고 
나서, 엔진이 심하게 파손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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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니코마 행성 탐사하기

날이 점점 어두워져 야영을 하며 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

다. 탐사 팀이 한 시간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돌로 만든 오두막집들이 있

는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탐사 팀의 팀장인 당신은 다른 대원들에게서 두 

개의 보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보고서를 읽고 난 후, 어느 쪽

이 더 믿을 만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믿을만한 사실을 말한 

것을 찾아 표시하세요.

========================================* 함께 풀어 보세요.
연습문제 2. 각 문항에는 결정해야 할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 기계공이 마을 옆에 있는 시냇물을 검사하고, “사람들이 이 물을 마셔도 안
전하다”라고 보고한다.

ⓑ. 검역관은 “물은 마셔도 되는지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보고한다.
ⓒ. ⓐ와 ⓑ 둘 다 믿을 만하다.

☞ 답은 ⓑ입니다.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계공보다 검역관
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11. ⓐ. 기계공은 돌 오두막집 주위를 재빨리 돌아보고, 돌 오두막집 가까이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기계공은 “돌 오두막집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했다.
ⓑ. 몇 분 동안 돌 오두막집 가까이에 있었던 검역관은 “돌 오두막집에는 아
무도 없어”라고 보고했다.
ⓒ. ⓐ와 ⓑ 둘 다 믿을 만하다.

12. ⓐ. 돌 오두막집을 가까이에서 살펴본 검역관이 “첫 번째 탐사 팀이 이 돌 
오두막 집을 지었다”고 말하였다.
ⓑ. 인류학자(다른 인류와 종족의 생활을 연구하는 사람)는 돌 오두막집을 가
까이서 살펴본 후 “첫 번째 탐사 팀이 이 돌 오두막집을 짓지 않았을 것 같
다”라고 말하였다.
ⓒ. ⓐ와 ⓑ 둘 다 믿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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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한 군인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연기는 저 멀리 언덕 
위에 있는 가장 큰 돌 오두막집에서 나는 것 같다. 그 군인은 “연기가 저 멀
리 언덕 위 돌 오두막집에서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 가장 큰 돌 오두막집 뒤에 있었던 다른 군인이 “아니야, 그 불은 돌 오두
막집보다 더 멀리서 나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 ⓐ와 ⓑ 둘 다 믿을 만하다.

당신은 그 연기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장 큰 돌 오두막집 뒤

에 있는 언덕 위로 탐사 팀을 데리고 갔습니다. 당신은 실종된 첫 번째 탐

사 팀 대원을 가장 먼저 찾는 사람에게 큰 상을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때 당신은 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불 주위에 모여 있는 약 40여개의 

물체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첫 번째 탐사 팀이 그곳에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들을 본 첫 번

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 주위에 모여 있는 정체불명의 물체들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탐사 팀에게는 몇 개의 망원경이 있습니다. 날은 아직도 환하게 밝았고 

고성능 망원경은 불 주위에 있는 통나무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좋았

습니다.

14. ⓐ. 기계공은 망원경을 통해 보고 “그들은 털북숭이의 검은 피부를 지닌 동
물들이야”라고 말하였다.
ⓑ. 인류학자는 망원경을 통해 보고 “그들은 털이 난 게 아니고 동물 가죽을 
몸에 두르고 있어”라고 말하였다.
ⓒ. ⓐ와 ⓑ 둘 다 믿을 만하다.

15. ⓐ. 기계공은 “내 생각에 저기에 40명 정도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하였다.
ⓑ. 인류학자는 “아니야, 내 생각엔 거기엔 37명이 있어”라고 말한다.
ⓒ. ⓐ와 ⓑ 둘 다 믿을 만하다.

16. ⓐ. 인류학자는 흥분하면서 “왼쪽에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최범준 대장이야”
라고 말하였다.
ⓑ. 그 뒤 기계공이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김성제야”라고 말하였다.
ⓒ. ⓐ와 ⓑ 둘 다 믿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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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들은 각기 자기가 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 왼쪽에

있는 사람이 실종된 탐사팀 선장인 최범준이라면 포상은 인류학자가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계공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왼쪽에 있던 사

람이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17. ⓐ. 인류학자는 계속해서 “봐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일했던 최범

준 선장과 똑같다”라고 말하였다.
ⓑ. 검역관은 “최범준 선장이 맞아. 그러나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야. 나도 전에 최범준 선장과 함께 일
한 적이 있어!”라고 말하였다.
ⓒ. ⓐ와 ⓑ 둘 다 믿을 만하다.

당신은 정확한 보고를 하기 위해 정체불명의 집단이 몇 명쯤 되는지 대

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18. ⓐ. 현미경을 자주 사용했던 검역관은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서 “정체불명의 

집단은 정확하게 39명이야”라고 말하였다.
ⓑ. 한 군인도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서 “아니야, 38명이야”라고 말하였다. 그
도 망원경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 ⓐ와 ⓑ 둘 다 믿을 만하다.

19. ⓐ. 기계공이 검역관에게서 망원경을 받아들고 수를 세기 시작하였다. “모두 
39명이야”라고 말하였다.
ⓑ. 군인은 반복해서 “아니야, 그들은 38명뿐이야”라고 말하였다.
ⓒ. ⓐ와 ⓑ 둘 다 믿을 만하다.

불 주위에 있던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을을 향해 가기 시작하

였습니다. 당신은 재빨리 대원들을 이끌고 언덕 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망원경 없이도 마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20. ⓐ “녹색 모자를 쓴 사람이 1분 동안 5번이나 누군가에게 어느 쪽을 가리키
며, 말하는 것을 보았다. 지시를 받은 사람은 즉시 그 사람이 가리킨 쪽으로 
갔다”라고 인류학자가 말하였다.
ⓑ. “그는 지도자인 모양이야”라고 군인이 덧붙여 말하였다.
ⓒ. ⓐ와 ⓑ는 둘 다 믿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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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은 대원들과 함께 그 정체불명의 마을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인지 아

닌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만약 그 마을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곳에 있는 탐사대원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래에 주

어진 문제들을 읽고, 그 마을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한 것을 참이라고 가정한 후에 ⓐ ⓑ ⓒ 
중 가장 적당한 답을 골라 표시하세요. 이 부분은 한번 푼 문제를 다시 되돌아가
서 풀어도 됩니다.
=============================================================
* 함께 풀어 보세요.
연습문제 3. 기계공이 “만약 저 사람들이 지구로부터 왔다면, 우리를 반겨줄 거예
요. 확실히 저들은 지구로부터 온 것이 분명해요”라고 말하였다면

ⓐ. 그들은 우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 그들은 지구로부터 오지 않았다.
ⓒ. 그들은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

☞ 답은 ⓒ입니다. 위에서 말한 기계공의 말이 맞다면, ⓒ 또한 틀림없는 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21. “만약 그들이 지구로부터 왔다면, 다른 우주선이 니코마 혹성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지구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 다른 우주선이 니코마에 착륙했다.
ⓑ. 그들은 지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 다른 우주선이 니코마에 착륙하지 않았다.

22. “그들이 지구로부터 왔다면, 다른 우주선이 니코마 혹성에 착륙해 있어야 한
다. 그런데 다른 우주선이 니코마에는 없다.”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 다른 우주선이 니코마에 착륙했다.
ⓑ. 그들은 지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 그들은 여기에 실수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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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초를 세운다면, 그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불친절하다. 이 두 여자가 보초
다.”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정체불명의 그 사람들은 친절하다.
ⓑ. 정체불명의 그 사람들은 불친절하다.
ⓒ. 보초를 세운다면, 그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불친절하다.

24. “그들이 지구로부터 왔다면, 니코마 혹성 착륙에 대한 기사가 뉴스를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우주선과 그 이전에 왔던 우주선 
외에 니코마 혹성에 우주선이 착륙했다는 보도는 없었다.”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신문에서 우주선의 니코마 혹성 착륙을 보도했다면, 니코마 혹성에는 우주
선이 착륙하였다.
ⓑ. 그들은 지구로부터 왔다.
ⓒ. 그들은 지구로부터 오지 않았다.

25. “외부인들에게 친절하지 않다면, 그들은 탐사대원들을 굶길 것이다. 우리 탐
사대원들은 확실히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우리 탐사대원들은 실제로 친절하다.
ⓑ. 그들은 실제로 탐사대원들에게 친절하지 않다.
ⓒ. 그들은 탐사대원들에게 불친절하지 않다.

26. “니코마 혹성에 우주선이 착륙했다는 보도는 단 두 번이었다. 우리 우주선의 
착륙과 지난번 첫 번째 탐사 팀의 우주선 착륙뿐이었다. 지구에서 다른 혹성
에 착륙하는 우주선에 관한 모든 보는 신문에 보도가 된다.” 어떤 결론을 얻
을 수 있을까요?
ⓐ. 그 우주인들은 지구로부터 오지 않았다.
ⓑ. 그 우주인들은 지구로부터 왔다.
ⓒ. 신문은 결코 실수로 보도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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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들이 다른 우주인들에게 우호적이라면, 그들은 감옥에 가두지 않을 것이
고, 감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밖에서 일할 것이다. 우리 탐사대원
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 그들은 우리 탐사대원들에게 우호적이다.
ⓑ. 비우호적인 그들은 사람들을 따로따로 감옥에 가두려고 한다.
ⓒ. 그들은 우리 탐사대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28. “보라, 우리 탐사대원 중 하나가 창문을 기어올라 와서 달아나기 시작한다. 
보초가 그에게 소리치면서 소총을 겨누었을 때, 그는 도망가는 것을 멈추고 
손을 들었다. 우호적이라면 손님이 떠나게 둘 텐데!”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
을까요?
ⓐ. 비우호적인 그들은 자신들의 손님을 감옥에 가두었다.
ⓑ.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다.
ⓒ. 그들은 비우호적이다.

29. “우리가 탐사대원들과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평화를 바라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우리는 보초가 교대할 때, 몰래 숨어서 우
리 탐사대원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우리는 그들이 평화를 바라는지 알 수 있다. 
ⓑ. 우리는 그들이 평화를 바라는지 알 수 없다.
ⓒ. 우리는 보초의 경계가 너무 삼엄하여, 몰래 숨어 들어갈 수 없다. 

30. “우리가 그들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죽일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면, 니코마 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니
코마 혹성에 관한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싶다.”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요?
ⓐ. 우리는 그들을 공격해야 한다.
ⓑ. 우리는 그들 중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
ⓒ. 우리는 그들을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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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어난 일을 보고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한 시간 가량 마을을 관찰한 뒤, 당신은 대원들을 이끌고 캠프로 돌아왔

어요. 당신은 선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하사관 김정수를 보냈어요. 김하사관

은 선장에게 보고할 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당연히 그럴것이라고 

추측하는 몇 가지 생각을 말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다음의 문제를 잘 읽고, 김정수의 말 중에 당연히 그럴 것이
라 생각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 ⓑ ⓒ 중 가장 적합한 답을 골라 
표시하세요. 이 부분은 한번 푼 문제를 다시 되돌아가서 풀어도 됩니다.
=============================================================
* 함께 풀어 보세요.
연습문제 4. “마을 사람들에게 갇혀 있는 탐사대원들은 돌로 만든 오두막집의 벽
을 부수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다.”는 추측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탐사대원들은 창문을 뛰어넘을 수 있다.
ⓑ. 보초를 서는 사람들은 민첩하다.
ⓒ. 벽을 부수지 않고는 도망갈 수 없다.

☞ 답은 ⓒ번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
31. “탐사대원들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그들과 이야기할 수 없

다.”라는 추측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보초 몰래 죄수들과 이야기 할 수는 없다.
ⓑ.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또 다
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관해 이야기 할 것이다.
ⓒ.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관해 이야기 하지는 않을 것이다.

32. “우리가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우리 탐사
대원들을 풀어줄 것이다. 그들도 결국은 지구에서 온 사람이고, 우리 탐사대원
들을 석방하는 것은 인간애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추측에서 당연하게 여겨
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야기 할 때, 그들은 인간애를 나타내는 행동을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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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인간애에서 나온 것이다.
ⓒ.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하려면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33. “초록색 모자를 쓴 두 명 중, 키가 작은 사람이 여자이다. 그 사람이 모자를 
벗었을 때 긴 머리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추측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모든 여자는 머리가 길다.
ⓑ. 단지 여자만 머리가 길다.
ⓒ. 초록색 모자를 쓴 사람은 여자일 것이다.

34. “마을 사람들 절반가량이 머리가 매우 짧다. 그래서 나는 마을 사람 중에 적
어도 반은 남자라고 생각한다.”라는 추측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
가요?
ⓐ. 반은 여자이다.
ⓑ. 모든 남자는 머리가 짧다.
ⓒ. 단지 남자만 머리가 짧다.

35. “만약 그들 중 반이 남자라면, 우리는 적어도 그 마을 사람들 중 반 이상과 
싸워야 할 것이다.”라는 추측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여자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 남자는 싸움을 한다.
ⓒ. 만약 그들 모두 싸움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 모두를 이길 수 없다.

36. “단지 그들은 총을 10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명 이상은 걱정 할 
필요가 없다.”라는 추측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총은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다.
ⓑ. 칼은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없다.
ⓒ. 단지 총에 의해서만 우리는 다칠 수 있다.

37.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은 전부 10개이다. 감시원들이 하나씩 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8개는 마을 한 가운데에 쌓아 놓았다. 보이는 것은 그게 전부인 
것 같다.”라는 추측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총은 보이는 곳에 있다.
ⓑ. 그들은 동물 가죽 아래에 숨겨서 총을 운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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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은 그들의 유일한 무기이다.

38. “내가 조심스럽게 살펴보아도 아무도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는 정찰병이 없다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추측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정찰병은 누군가를 조사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고용한다.
ⓑ. 민첩한 사람들은 정찰병을 발견할 수 있다.
ⓒ. 만약에 네가 정찰병을 보게 된다면,그 정찰병은 주의가 부족한 사람이다.

39. “마을 사람들은 정찰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지 모른다.”라는 추
측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다른 비우호적인 집단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들은 정찰병을 
보낼 것이다.
ⓑ. 정찰병이 있다면, 그 마을 사람들은 정찰병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듣고 알게 된다.
ⓒ. 마을 사람들이 정찰병을 보게 되면, 마을 사람들은 문제를 알아차릴 것이
다.

40. “마을 사람들은 지구로부터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니코마 혹성에 착
륙한다른 우주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추측에서 당
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혹성에 착륙하는 모든 우주선은 보도된다.
ⓑ. 지구인들의 혹성 착륙은 지구의 다른 탐험대원들에게 보도된다.
ⓒ. 지구에서 온 탐험대원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탐험대원들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
한다.

-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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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 해주세요.

41. 귀하의 성별은?
1) 남
2) 녀

42. 귀하의 학년은?
1) 중학교 1학년   2) 중학교 2학년   3) 중학교 3학년

43. 귀하의 성적은? 
1) 상위 20%이내    2) 20%-40%    3) 40%-60%    4) 60%-80%    
5) 80%-100%
 (예를 들어, 한학급 40명인 경우 1~8등, 9~16등, 17~24등, 25~32등, 33~4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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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사후 비판적 사고력 검사지

비판적 사고력 검사지 – II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동훈입니다. 

본 설문지는 중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분의 성실한 응답이 저의 연구는 물론, 사회과교육의 발전에도 도

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한 내용과 그 결과는 순수한 연구 목적 이외 다른 용

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검사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시험 성적과는 무관합

니다. 응답 도중, 중단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응

답 거부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여러

분의 개인 정보와 응답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본 검사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구자에게 직접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이동훈 드림

(skynheaven@snu.ac.kr)

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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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신대륙 탐사> 이야기를 잘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하세요. 
이 문항들은 여러분의 사고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이므로, 되도록 차근차근 깊이 
생각하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동해에서 신대륙으로 보이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대륙을 탐사하기 위해, 1차 탐사팀을 

구성하여 탐사선 한척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이 탐사팀으로부터

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탐사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두 번째 탐

사팀을 신대륙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탐사 팀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I. 1차 탐사 팀에게 일어난 일 파악하기

가장 먼저 여러분의 탐사 팀이 해야 할 일은 2년 전 신대륙으로 보내졌

던 1차 탐사 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탐사 팀은 지금 신대륙에 도착하였고, 첫 번째 탐사선 대원들

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작은 가건물, A동, B동, C동, D동, E동, 총 

5개의 동으로 지어진 기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외관상 그 기지는 크게 손상되거나, 망가진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

지하고 있었습니다. 신대륙의 기온과 날씨, 환경은 우리나라의 항구도시와 

비슷했습니다. 
제일 먼저 당신과 의사가 기지의 A동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주위를 둘러

보며, “1차 탐사 팀의 대원들이 모두 죽은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은 이제 의사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생각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아래의 문제를 읽은 뒤, 문제에서 나타나는 사실들이 1차 탐사 팀의 
대원들이 모두 사망했다는 의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면 ㉠, 만약 1차 탐
사 팀이 모두 사망했다는 의사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증거라면 ㉡, 만약 의
사의 주장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증거라면 ㉢에 표시하세요.

=============================================================
* 함께 풀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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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1. 당신은 제일 먼저 A동에 들어갔다. A동 안은 온통 먼지 투성이었다.
☞ 답은 ㉠입니다. 이 사실은 1차 탐사 팀이 모두 죽었다는 의사의 주장을 뒷받
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1. 다음으로 당신은 B동에 들어갔다. B동에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지우개를 발
견하였다.······················································································㉠ ㉡ ㉢

2. B동 안을 둘러보니, B동도 역시 온통 먼지 투성이였다.··················㉠ ㉡ ㉢

3. 세 번째로 C동에 들어갔다. C동의 책상 위에는 먼지가 하나도 없었
다.·············㉠ ㉡ ㉢

4. C동을 살펴보다, 온통 먼지투성이인 두 개의 침대를 발견 하였다.···㉠ ㉡ ㉢

5. 계속해서 C동을 살펴보던 중, 책상 서랍에 놓여있는 1차 탐사 팀의 이재국 대
원이 작성 한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을 발견하였다. 

  이재국 대원이 마지막으로 일기를 쓴 날은 1차 탐사 팀이 신대륙에 도착한 후
로부터 한 달 뒤인 2014년 5월 2일었다.····································㉠ ㉡ ㉢

6. 이재국 대원의 일기장 첫 페이지를 읽었다. 
  ‘2014년 4월 2일: 우리는 고된 항행 끝에, 드디어 신대륙에 도착했다. 우리는 

착륙한 지점 근처에 베이스캠프(기지)를 지었다.’····························㉠ ㉡ ㉢

7. 이재국 대원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2014년 5월2일: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 ㉡ ㉢

8. 계속해서 기지를 살펴보던 중, E동 앞의 게시판에서 2016년 3월 15일이라고 
쓰인 메모지를 발견하였다. 

  ‘누군가가 우리를 찾기 위해 여기에 온다면, 우리는 트럭을 타고 탐험에 나섰음
을 알린다. 우리는 동쪽으로 탐험할 계획이다.’ (서명)1차 탐사 팀장 신연
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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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노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추신으로 적혀 있었다.
   ‘추신: 우리는 일주일 안에 기지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다.’··············㉠ ㉡ ㉢

10. 남겨진 메모를 보고, 당신은 2차 탐사 팀의 인원 총 8명과 함께 트럭을 타고 
동쪽으로 갔다. 가파른 산기슭을 따라 10km정도 갔을 때, 그곳에서 1차 탐사 
팀이 타고 간 것으로 보이는 트럭을 발견하였다. 그 트럭은 버려진 것 같아 보
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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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대륙 기지 조사

밤이 되자, 당신과 2차 탐사 팀은 텐트를 치고 다음날을 기약했습니다. 
날이 밝고, 탐사 팀이 한 시간을 걸어서 도착한 곳에는 작은 집들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탐사 팀의 팀장인 당신은 대원들에게서 내용이 다른, 두 개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 보고서를 읽고 난 후,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한 것인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믿을만한 사실을 찾아 표시하세요.

=============================================================
* 함께 풀어 보세요.
연습문제 2. 각 문항에는 결정해야 할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 정비공이 마을 옆에 있는 시냇물을 살펴보고, “이 물을 마셔도 안전하다”라
고 보고한다.

㉡. 의사는 “물은 마셔도 되는지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보고한다.
㉢. ㉠와 ㉡ 둘 다 믿을 만하다.

☞ 답은 ㉡입니다.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비공보다 의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11. ㉠. 집을 가까이에서 살펴본 의사가 “1차 탐사 팀이 이 집을 지었다”고 보고 

했다.
㉡. 인류학자(다른 인류와 종족의 생활을 연구하는 사람)는 집을 가까이서 살
펴본 후 “1차 탐사 팀이 이 집을 지은 것 같지 않다”고 보고 했다.
㉢. ㉠와 ㉡ 둘 다 믿을 만하다.

12. ㉠. 정비공은 작은 집 주위를 돌아보고 나서는, 집 가까이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정비공은 “집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했다.
㉡. 몇 분 동안 집 가까이에 있었던 의사는 “집에 아무도 없다”라고 보고했
다.
㉢. ㉠와 ㉡ 둘 다 믿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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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한 군인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연기는 저 멀리 언덕 
위에 있는 가장 큰 집에서 나는 것 같았다. 

    그 군인은 “연기가 저 멀리 언덕 위 집에서 나는 것 같다”고 보고 했다.
㉡. 가장 큰 집 뒤에 있었던 다른 군인이 “아니다. 그 불은 그 집보다 더 멀
리서 나는 것이다”고 보고 했다.
㉢. ㉠와 ㉡ 둘 다 믿을 만하다.

당신은 그 연기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장 큰 집 뒤에 있는 

언덕 위로 탐사 팀을 데리고 갔습니다. 실종된 1차 탐사 팀원을 가장 먼저 

찾는 사람에게 포상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려는 찰나, 저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는 불 주위에 모여 있는 약 30여개의 물체가 움직이

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1차 탐사 팀이 그곳에 있다면, 아마도 당신이 최초 발견자가 될 것

입니다. 그러나 불 주위에 모여 있는 정체불명의 물체들은 위험할 수도 있

으니, 경계를 늦춰서는 안됩니다. 
탐사 팀에게는 불 주위에 있는 작은 통나무까지도 셀 수 있는 고성능 망

원경이 있습니다.

14. ㉠. 정비공은 망원경을 통해 보고 “검은 피부에 털이 북실북실한 동물들이
야”라고 말하였다.
㉡. 인류학자는 망원경을 통해 보고 “털이 난 게 아니고 동물 가죽을 몸에 
두르고 있어”라고 말하였다.
㉢. ㉠와 ㉡ 둘 다 믿을 만하다.

15. ㉠. 정비공은 “내 생각에 저기에 30명 정도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하였다.
㉡. 인류학자는 “아니야, 내 생각엔 거기엔 27명이 있어”라고 말하였다.
㉢. ㉠와 ㉡ 둘 다 믿을 만하다.

16. ㉠. 인류학자는 흥분하면서 “오른쪽에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신연욱 대장이
야”라고 말하였다.
㉡. 인류학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비공은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노대영이
야”라고 말하였다.
㉢. ㉠와 ㉡ 둘 다 믿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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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들은 각기 자기가 본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만
약 왼쪽에 있던 사람이 실종된 탐사 팀장인 신연욱이라면 포상은 인류학자

가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비공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왼쪽에 있던 사람이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17. ㉠. 인류학자는 계속해서 “봐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일했던 신
연욱 팀장과 똑같다”라고 말하였다.
㉡. 의사는 “신연욱 팀장은 맞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쪽으
로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야. 나도 전에 신연욱 팀장과 함께 일한 적
이 있어!”라고 말하였다.
㉢. ㉠와 ㉡ 둘 다 믿을 만하다.

당신은 본부에 정확한 보고를 하기 위해, 정체불명의 집단이 몇 명쯤 되

는지 대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18. ㉠. 평소 망원경을 다룬 경험이 있던, 한 군인이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서 “아
니야, 38명이야”라고 말하였다. 
㉡. 현미경을 자주 사용했던 의사는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서 “정체불명의 집
단은 정확하게 39명이야”라고 말하였다.
㉢. ㉠와 ㉡ 둘 다 믿을 만하다.

19. ㉠. 정비공이 의사에게서 망원경을 받아들고 수를 세기 시작하였다. “모두 39
명이야”라고 말하였다.
㉡. 군인은 반복해서 “아니야, 그들은 38명뿐이야”라고 말하였다.
㉢. ㉠와 ㉡ 둘 다 믿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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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주위에 있던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을을 향해 가기 시작하

였습니다. 당신은 재빨리 대원들을 이끌고 언덕 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망원경 없이도 마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20. ㉠ “모자를 쓴 사람이 10분 동안 5번이나 누군가에게 어느 방향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을 보았다. 지시를 받은 사람은 즉시 그 사람이 가리킨 쪽으로 갔
다”라
고 인류학자가 말하였다.
㉡. “그가 대장인 모양이야”라고 군인이 덧붙여 말하였다.
㉢. ㉠와 ㉡는 둘 다 믿을 만하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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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은 대원들과 함께 그 정체불명의 마을 사람들이 우리 편인지, 아닌

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만약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그 곳

에 있는 탐사 대원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래에 주어진 문제들을 읽고,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한 것을 참이라고 가정한 후에 ㉠ ㉡ ㉢ 
중 가장 적당한 답을 골라 표시하세요. 이 부분은 한번 푼 문제를 다시 되돌아가
서 풀어도 됩니다.
=============================================================
* 함께 풀어 보세요.
연습문제 3. 정비공이 “만약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왔다면, 우리를 반겨줄 겁
니다. 확실히 저들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 분명해요”라고 말하였다면

㉠. 그들은 우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 그들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았다.
㉢. 그들은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

☞ 답은 ㉢입니다. 위에서 말한 정비공의 말이 맞다면, ㉢ 또한 틀림없는 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21.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왔다면, 다른 배가 신대륙에 정박해 있어야 한다. 그
런데 다른 배는 없다.”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 다른 배가 신대륙에 정박해 있다.
㉡. 그들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 그들은 여기에 실수로 왔다.

22. “만약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왔다면, 다른 배가 신대륙에 있을 것이다. 그들
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 다른 배가 신대륙에 정박해 있다.
㉡. 그들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 다른 배가 신대륙에 정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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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초를 세운다면, 그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닐 것이다. 이 두 남
자가 보초다.”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정체불명의 그 사람들은 우리 편이다.
㉡. 정체불명의 그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 그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면 보초를 세울 것이다.

24. “외부인들에게 적대적이라면, 그들은 탐사 대원들을 굶길 것이다. 우리 탐사
대원들은 확실히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우리 탐사대원들은 실제로 우호적이다.
㉡. 그들은 실제로 탐사대원들에게 적대적이다.
㉢. 그들은 탐사대원들에게 적대적이지 않다.

25. “그들이 외부에서 왔다면, 신대륙 도착에 대한 정보가 레이더를 통해 탐지되
어 본부에 통보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본부에는 1차 탐사 팀이 타고 간 
탐사선 외에 신대륙에 다른 배가 접근했다는 자료는 없다.”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 본부에서 배의 신대륙 도착이 탐지되었다면, 신대륙에는 배가 도착하였다.
㉡. 그들은 외부에서 왔다.
㉢. 그들은 외부에서 오지 않았다.

26. “레이더가 탐지한 신대륙에 배가 정박 했다는 정보는 2차 탐사선과 지난 1차 
탐사선, 단 두 번이었다. 외부에서 신대륙에 접근하는 선박에 관한 모든 정보
는 본부의 레이더에 탐지가 된다.”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 그들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았다.
㉡. 그들은 외부로부터 왔다.
㉢. 레이더는 결코 실수로 탐지하지 않는다.

27. “그들이 다른 외부인들에게 우호적이라면, 외부인을 감옥에 가두지 않을 것
이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자유롭게 밖에서 일할 것이다. 우
리 탐사대원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요?
㉠. 그들은 우리 탐사대원들에게 우호적이다.
㉡. 적대적인 그들은 사람들을 따로따로 감옥에 가두려고 한다.
㉢. 그들은 우리 탐사대원들에게 적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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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보라, 우리 탐사대원 중 하나가 창문을 기어올라 와서 달아나기 시작한다. 
보초가 그에게 소리치면서 소총을 겨누었을 때, 그는 도망가는 것을 멈추고 
손을 들었다.”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적대적인 그들은 자신들의 손님을 감옥에 가두었다.
㉡.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다.
㉢. 그들은 적대적이다.

29. “우리가 1차 탐사 대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적대적
인지, 우호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몰래 숨어 보초가 교대할 때를 
노려 1차 탐사대원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요?
㉠. 우리는 그들이 평화를 바라는지 알 수 있다. 
㉡. 우리는 그들이 평화를 바라는지 알 수 없다.
㉢. 우리는 보초의 경계가 너무 삼엄하여, 몰래 숨어 들어갈 수 없다. 

30. “우리가 그들을 공격한다면, 누군가를 죽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죽
이게 된다면, 신대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신대륙에 
관한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싶다.”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우리는 그들을 공격해야 한다.
㉡. 우리는 그들 중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
㉢. 우리는 그들을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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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어난 일을 보고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한 시간 가량 마을을 관찰한 뒤, 당신은 대원들을 이끌고 베이스캠프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팀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하사관 김경래를 보냈어요. 
김하사관은 팀장에게 보고할 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당연히 그럴것

이라고 추측하는 몇 가지 생각을 말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다음의 문제를 잘 읽고, 김경래의 말 중에 당연히 그럴 것이
라 생각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 ㉡ ㉢ 중 가장 적합한 답을 골라 
표시하세요. 이 부분은 한번 푼 문제를 다시 되돌아가서 풀어도 됩니다.
=============================================================
* 함께 풀어 보세요.
연습문제 4. “마을 사람들에게 갇혀 있는 탐사대원들은 돌로 만든 집의 벽을 부
수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다.”는 추측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
인가?

㉠. 탐사대원들은 창문을 뛰어넘을 수 있다.
㉡. 보초를 서는 사람들은 민첩하다.
㉢. 벽을 부수지 않고는 도망갈 수 없다.

☞ 답은 ㉢번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
31. “1차 탐사 팀의 대원들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보초에게 들키지 않고 이

야기할 수 없다.”라는 추측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보초 몰래 죄수들과 이야기 할 수 없다.
㉡.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또 다
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관해 이야기 할 것이다.
㉢.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관해 이야기 하지는 않을 것이다.

32. “마을 사람들 절반가량이 머리가 매우 짧다. 그래서 나는 마을 사람 중에 적
어도 반은 남자라고 생각한다.”라는 추측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
가요?
㉠. 반은 여자이다.
㉡. 모든 남자는 머리가 짧다.
㉢. 단지 남자만 머리가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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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만약 그들 중 반이 남자라면, 우리는 적어도 그 마을 사람들 중 반 이상과 
싸워야 할 것이다.”라는 추측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여자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 남자는 싸움을 한다.
㉢. 만약 그들 모두 싸움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 모두를 이길 수 없다.

34. “초록색 모자를 쓴 두 명 중, 키가 작은 사람이 여자이다. 그 사람이 모자를 
벗었을 때 긴 머리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추측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모든 여자는 머리가 길다.
㉡. 단지 여자만 머리가 길다.
㉢. 초록색 모자를 쓴 사람은 여자일 것이다.

35. “우리가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우리 탐사
대원들을 풀어줄 것이다. 그들도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온 사람이고, 우리 탐사
대원들을 석방하는 것은 인간애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추측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야기 할 때, 그들은 인간애를 나타내는 행동을 할 것
이다.
㉡.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인간애에서 나온 것이다.
㉢.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하려면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36. “내가 조심스럽게 살펴보아도 아무도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는 정찰병이 없다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추측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정찰병은 누군가를 조사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고용한다.
㉡. 민첩한 사람들은 정찰병을 발견할 수 있다.
㉢. 만약에 네가 정찰병을 보게 된다면, 그 정찰병은 주의가 부족한 사람이다.

37. “단지 그들은 총을 10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명 이상은 걱정 할 
필요가 없다.”라는 추측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총은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다.
㉡. 칼은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없다.
㉢. 단지 총에 의해서만 우리는 다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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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마을 사람들은 정찰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지 모른다.”라는 추
측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다른 적대적인 집단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들은 정찰병을 보
낼 것이다.
㉡. 정찰병이 있다면, 그 마을 사람들은 정찰병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듣고 알게 된다.
㉢. 마을 사람들이 정찰병을 보게 되면, 마을 사람들은 문제를 알아차릴 것이
다.

39.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은 전부 10개이다. 감시원들이 하나씩 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8개는 마을 한 가운데에 쌓아 놓았다. 보이는 것은 그게 전부인 
것 같다.”라는 추측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총은 보이는 곳에 있다.
㉡. 그들은 동물 가죽 아래에 숨겨서 총을 운반하지 않는다.
㉢. 총은 그들의 유일한 무기이다.

40. “마을 사람들은 우리나라로부터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대륙에 정
박 한 다른 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추측에서 당연
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신대륙에 정박하는 모든 배는 레이더에 탐지된다.
㉡.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대륙 도착은 우리나라의 다른 탐험대원들에게 통보된
다.
㉢. 우리나라에서 온 탐험대원들은 다른 외부에서 온 탐험 대원들에 대한 소
식을 듣지 못 한다.

-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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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처치 집단 수업 지도안 및 활동지
시각적 표상 활용 사회 문제 수업 지도안

1. 수업 주제: 사회 문제

2. 차시별 개요

1차시

◼ 현대 사회의 사회 문제

- 사회 문제의 의미와 특징에 대하여 설명함

- 학습자의 주위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사회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주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담고 있는 활

동지를 읽고 교사의 발문에 대하여 학생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도록 함

- 사회 문제의 의미와 발생 원인을 학습자 본인의 경험과 연

결하여 사고할 수 있도록 함

- 활동지에 제시된 시각적 표상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도

록 발문하고, 학생 개인이 자신의 관점과 경험에서 추론하

고 사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함

2차시

◼현대 사회의 사회 문제 해결
- 1차시에서 학습한 사회 문제의 의미와 특징을 상기시킴

-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함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함

- 활동지에 제시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시

민의 노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학생이 자신의 관점과 경험

에서 추론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함(교

사는 활동지에 제시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적절한 발문을 제시함)

- 현재 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됨을 인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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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목표

(1) 사회 문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3) 현대 사회의 주요한 사회 문제의 현황과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

서 분석할 수 있다.

(4)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

다.

(5)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를 기른다.

4. 지도상의 유의점

(1) 자료의 탐색을 통해 스스로 현대 사회의 주요 사회 문제와 현황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

도록 지도한다.

(3) 사회 문제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

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4) 시각적 표상 읽기 단계에 따라 활동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

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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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각적 표상 읽기 활동

단계 해석 대상 해석 행위 발문 유형

I
시각적 표상

표면 읽기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

정보 등 확인

∙제시된 시각적 표상의 이

해 확인

- 제목은 무엇인가?

- 무엇에 대한 것인가?

- 출처는 어디인가?

II
시각적 표상

내면 읽기

표면 읽기를 통해 확인

된 요소들 사이의 관계

추론

∙제시된 시각적 표상의 정

보 해석, 논리적 관계 묻

기

-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

하는가?

- 어느 것이 더 높은가?

-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

가?

III

시각적 표상

경계를

초월하여 읽기

자기화, 맥락화를 통하

여 표면 읽기, 내면 읽

기 과정에서 얻은 정보

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추론

∙시각적 표상의 내·외적인

부분에서 얻은 정보, 가

치를 선택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조직하고 재구

성할 수 있는발문

- 왜 그렇게 생각하는

가?

- 반응은 어떻겠는가?

- 동의하는가?

시각적 표상 읽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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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수·학습 지도안

[1차시]

주제 현대 사회의 사회 문제

단계
교수·학

습 방법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도입

동기

유발

문답

학습

• 흥미 유발

- ‘함께해 봐요’를 통하여 제시된 사진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를 사회 문제, 자연

문제, 개인 문제로 구분해 보도록 한다.

5

함께

해봐

요

• 생각 열기

- 사회 문제에 대한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 학생들에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질문하고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한다.

- 생각 열기를 통하여 생활 속에서 나타

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발표하게 한 뒤,

그중 사회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만 추

려낸다. 추려낸 문제의 공통점이 무엇

인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5

전개

강의

학습

사례

학습

• 사회 문제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한다.

•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한다.

-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 문제와 가

치관의 변화로 인한 사회 문제, 기술의 발

달로 인한 사회 문제를 사례를 통해 설명

한다.

15
교과

서

탐구

학습
(시각적

표상 읽기

학습)

발표

학습

• 사회 문제와 관련된 시각적 표상 읽

기 활동

- 학습지에 제시된 시각적 표상을 효과적

으로 읽을 수 있도록 발문하고, 자신의

관점과 경험에서 추론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 한다.

15

교과

서

활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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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시각적 표상 표면 읽기 단계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제시한다.

- 2단계 시각적 표상 내면 읽기 단계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제시한다.

- 3단계 시각적 표상 경계를 초월하여 읽

기 단계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제시한

다.

[활동지1] 출산정책에 따른 시대별 포

스터

- 시대별 인구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표

어를 통해 시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인

구 문제 대응 방식에 대한 학습자의 관

심을 높이고,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

할 수 있도록 발문한다.

- 1단계(1-1, 1-2). 삽화의 표면적인 부분

을 읽고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문

한다.

- 2단계(2-1, 2-2). 삽화의 내면에 담겨

있는 것을 읽고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

록 발문한다.

- 3단계(3-1, 3-2). 삽화를 통해 읽고 분

석한 정보를 자신의 경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발

문한다.

정리

형성

평가

차시

예고

• 학습 내용 정리: 사회 문제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개선해야 한다고 인

식하는 현상이다. 사회 문제는 상대성

을 갖고 있고, 사회 구조의 변화와 가

치관의 변화에 의해 발생 한다.

• 형성 평가

• 차시 예고: 현대 사회의 주요한 사회

문제와 해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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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 봐요 다음 A~C 사진을 흐름도에 대입하여 빈칸을 채워보자

A. 폭우 피해 B. 집회 C. 부부 싸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

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가?

1. 개인 문제

2. 자연 문제인위적으로 발생하고, 인간에 의해

해결이 가능한가?

3. 사회 문제
시대나, 상황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

타나는가?

ㄱ. 같을 것이다. ㄴ. 다를 것이다.

아니요

예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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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1 출산정책에 따른 시대별 포스터

1-1. 시대별 출산 정책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1-2. 위 자료의 출처는 어디인가?

2-1. 위 자료에서 나타난 사회 문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2-2. 2005년~현재의 출산 정책을 나타낸 포스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

대 사회의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

3-1. 정부가 개인과 가족의 선택인 출산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목표를 세

우고 개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3-2. 이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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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2 집단별 스마트폰 사용률

1-1. 위의 자료에 제시된 집단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두 말하시오.

1-2. 위 자료의 출처는 어디인가?

2-1. 위 자료에서 나타난 사회문제는 무엇인가?

2-2. 학력별 스마트폰 사용률과 월 가구 소득별 스마트폰 사용률의 관계

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3-1. 월 가구 소득별 스마트폰 사용률이 200만원 대에서 높게 나타난 이

유는 무엇일까?

3-2. 이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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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3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 변화

1-1. 그래프를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는가?

1-2. 위 자료의 출처는 어디인가?

2-1. 위 자료에서 나타난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

2-2.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1. 다른 나라에서도 비만이 사회 문제일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

야기해보자.

3-2. 비만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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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주제 현대 사회의 사회 문제 해결

단계
교수·학

습 방법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도입
문답

학습

• 이전 차시 학습 확인: 사회 문제의

의미와 발생원인

- 사회 문제의 의미와 발생원인, 그 특징

에 대하여 이전 차시 학습한 내용을 확

인한다.

• 학습 목표 제시

- 현대 사회의 주요한 사회 문제의 현황

을 파악할 수 있다.

-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현대 사회의 다

양한 문제를 바라 볼 수 있다.

5

함께

해봐

요

• 흥미 유발

- ‘함께해 봐요’를 통하여 제시된 사진과

관련된 사회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연

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 문제에 대한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 학생들에게 이전 차시에서 학습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질문하고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한다.

5

전개

강의

학습

문답

학습

사례

학습

• 현대 사회의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해 설명

한다.

-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구 문제, 노

동 문제, 환경 문제, 정보화로 인한 문

제에 대해 설명한다.

• 현대 사회의 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개인적 노력을

15
교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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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설명한다.

탐구

학습
(시각적

표상 읽기

학습)

발표

학습

• 현대 사회의 주요한 사회 문제와 해

결에 대한 시각적 표상 읽기 활동

- 학습지에 제시된 시각적 표상을 효과적

으로 읽을 수 있도록 발문하고, 자신의

관점과 경험에서 추론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 한다.

- 1단계 시각적 표상 표면 읽기 단계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제시한다.

- 2단계 시각적 표상 내면 읽기 단계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제시한다.

- 3단계 시각적 표상 경계를 초월하여 읽

기 단계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제시한

다.

[활동지1] 세계 인구 증가 추이

- 세계 인구 증가 추이 그래프를 보고 인

구 문제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을 높이

고,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발문을 제시한다.

- 1단계(1-1, 1-2). 그래프의 표면적인 부

분을 읽고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

문한다.

- 2단계(2-1, 2-2). 그래프의 내면에 담겨

있는 것을 읽고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

록 발문한다.

- 3단계(3-1, 3-2). 그래프를 통해 읽고

분석한 정보를 자신의 경험, 배경지식

을 활용하여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발문한다.

[활동지2]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삽화를 보고 환

경 문제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을 높이

고,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15

교과

서

활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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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문을 제시한다.

- 1단계(1-1, 1-2). 시각적 표상의 표면적

인 부분을 읽고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

록 발문한다.

- 2단계(2-1, 2-2). 시각적 표상의 내면에

담겨 있는 것을 읽고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발문한다.

- 3단계(3-1, 3-2). 시각적 표상을 통해

읽고 분석한 정보를 자신의 경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사고를 확장할 수 있

도록 발문한다.

[활동지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에 대한 그래

프를 보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학습

자의 관심을 높이고, 자료를 비판적으

로 분석할 수 있는 발문을 제시한다.

- 1단계(1-1, 1-2). 그래프의 표면적인 부

분을 읽고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

문한다.

- 2단계(2-1, 2-2). 그래프의 내면에 담겨

있는 것을 읽고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

록 발문한다.

- 3단계(3-1, 3-2). 그래프를 통해 읽고

분석한 정보를 자신의 경험, 배경지식

을 활용하여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발문한다.

정리

형성

평가

차시

예고

• 학습 내용 정리: 현대 사회의 주요 사

회 문제에는 인구 문제, 노동 문제, 환

경 문제, 정보화로 인한 문제 등이 있

으며, 이를 해결 하기위해서는 사회적

노력과 개인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

야 한다.

• 형성 평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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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 봐요 다음 사진과 관련된 사회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연결해 보자

❶ 환경 문제 ❷ 노동 문제 ❸ 인구 문제

㉠ ㉡ ㉢

ⓐ 일자리

만들기

ⓑ 가족계획

사업

ⓒ 자원 및

에너지 절약



- 109 -

활동지 1 세계 인구 증가 추이와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세계 인구 증가 추이

1-1. ‘세계 인구 증가 추이’ 그래프를 보고 앞으로의 세계 인구는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해보자.

1-2. 위 자료의 출처는 어디인가?

2-1. 위 그래프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인구 증가 추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2. 자료의 왼쪽 위의, ‘세계5대 인구 대국’ 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

이라 생각하는가?

3-1.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3-2. 이와 같은 전지구적인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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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2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1-1. 위 그림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1-2. 그림에 나타난 인물들은 누구이며, 어떤 표정인가?

2-1. 위 그림의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2-2.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3-1.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자신의 생각을 자유

롭게 이야기해보자.

3-2. 이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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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1-1. 위 그래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가?

1-2. 위 자료의 출처는 어디인가?

2-1.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2. 그렇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 차이 이외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3-1. 다른 나라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있을까?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

기해보자.

3-2.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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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비교 집단 수업 지도안 및 활동지

강의식 사회 문제 수업 지도안

1. 수업 주제: 사회 문제

2. 차시별 개요

1차시

◼ 현대 사회의 사회 문제

- 사회 문제의 의미와 특징에 대하여 설명함

- 학습자의 주위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사회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사의 설명을 보충할 수 있는 시

각적 표상으로 구성된 활동지를 읽고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함

- 사회 문제의 의미와 발생 원인을 학습자 본인의 경험과 연

결하여 사고할 수 있도록 함

- 활동지에 제시된 시각적 표상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차시

◼현대 사회의 사회 문제 해결

- 1차시에서 학습한 사회 문제의 의미와 특징을 상기시킴

-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함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함

- 활동지를 통해 교사의 설명을 통하여 익힌 사회 문제 해결

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시민의 노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

인함

- 현재 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됨을 인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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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목표

(1) 사회 문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3) 현대 사회의 주요한 사회 문제의 현황과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

서 분석할 수 있다.

(4)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를 기른다.

4. 지도상의 유의점

(1) 자료의 탐색을 통해 스스로 현대 사회의 주요 사회 문제와 현황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

도록 지도한다.

(3) 사회 문제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

발할 수 있도록 한다.

(4) 활동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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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학습 지도안

[1차시]

주제 현대 사회의 사회 문제

단계
교수·학

습 방법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도입

동기

유발

문답

학습

• 흥미 유발

- ‘함께해 봐요’를 통하여 제시된 사진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를 사회 문제, 자연

문제, 개인 문제로 구분해 보도록 한다.

5

함께

해봐

요

• 생각 열기

- 사회 문제에 대한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 학생들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질문하고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한다.

- 생각 열기를 통하여 생활 속에서 나타

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발표하게 한 뒤,

그중 사회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만 추

려낸다. 추려낸 문제의 공통점이 무엇

인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5

전개

강의

학습

사례

학습

• 사회 문제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한다.

- 생각 열기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발표한 문제에서 사회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이 왜 사회문제가 될 수

없는지 설명한다.

•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한다.

-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 문제와 가

치관의 변화로 인한 사회 문제, 기술의 발

달로 인한 사회 문제를 사례를 통해 설명

한다.

15
교과

서

사례

학습

▸[자료] 초·중·고학생들의 비만율 변화

- 비만율의 증가가 사회 문제화 된 과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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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학습

발표

학습

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 한다.

- 과거에 사회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비만이 오늘날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것과 같이 사회 문제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활동지1] 출산 정책에 따른 시대별

포스터

- 시대별 인구 정책을 엿볼 수 있는 표어를

설명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개

입에 의해 통제되거나 장려되어온 출산에

대하여 설명한다.

- 활동지의 문항에 답하고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지2] 집단별 스마트폰 사용률

- 남성이 여성보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

하고 있으며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다. 이를 통해 성

별, 학력별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을 설명 한다.

- 정보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

이므로 정보의 격차는 빈부 격차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언급 한다.

정리

형성

평가

차시

예고

• 학습 내용 정리: 사회 문제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개선해야 한다고 인

식하는 현상이다. 사회 문제는 상대성

을 갖고 있고, 사회 구조의 변화와 가

치관의 변화에 의해 발생 한다.

• 형성 평가

• 차시 예고: 현대 사회의 주요한 사회

문제와 해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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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 봐요 다음 A~C 사진을 흐름도에 대입하여 빈칸을 채워보자

A. 폭우 피해 B. 집회 C. 부부 싸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

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가?

인위적으로 발생하고, 인간에 의

해 해결이 가능한가?

3. 사회 문제
시대나, 상황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타나는가?

아니요

예

예

아니요

1. 개인 문제

2. 자연 문제

ㄱ. 같을 것이다. ㄴ. 다를 것이다.



- 117 -

자료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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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1 출산정책에 따른 시대별 포스터

1.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2000년대의 출산 정책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자.

출산 통제 출산 장려

2. 부모님 세대의 형제, 자매는 몇 명인지 떠올려보고, 나의 형, 누나, 동생보
다 적은지, 많은지 이야기해 보자.

3. 2005년~현재의 다자녀 갖기 권장은 현재의 출산율이 ( 높기 / 낮기 ) 때문
에 실시하는 정책이다.

4. 출산율이 ( 높기 / 낮기 ) 때문에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등의 (     
    )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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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2 집단별 스마트폰 사용률

1. 남성과 여성 중 스마트폰을 누가 더 많이 사용하는가?

2. 위 그래프에서 나타난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

3.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다 ············( O / X )

4. 소득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사용률이 낮다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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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주제 현대 사회의 사회 문제 해결

단계
교수·학

습 방법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도입
문답

학습

• 이전 차시 학습 확인: 사회 문제의

의미와 발생원인

- 사회 문제의 의미와 발생원인, 그 특징

에 대하여 이전 차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한다.

• 학습 목표 제시

- 현대 사회의 주요한 사회 문제의 현황

을 파악할 수 있다.

-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현대 사회의 다

양한 문제를 바라 볼 수 있다.

5

함께

해봐

요
• 흥미 유발

- ‘함께해 봐요’를 통하여 제시된 사진과

관련된 사회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연

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 문제에 대한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 학생들에게 이전 차시에서 학습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질문하고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한

다.

- 학생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례

를 제시하여,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유

발한다.

5

전개

강의

학습

사례

• 현대 사회의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해 설

명한다.

-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구 문제,

15
교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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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노동 문제, 환경 문제, 정보화로 인한

문제에 대해 설명한다.

• 현대 사회의 주요 사회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개인적 노력

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사례

학습

문답

학습

발표

학습

▸[자료]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환

경 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를 사례로

들어 설명한다.

-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을 종합하여 설명한다.

▸[활동지1] 세계 인구 증가 추이

- 자료를 통하여 세계 인구 증가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중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인구

문제를 설명한다.

- 활동지의 문항에 답하고 자유롭게 발

표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지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무엇인지 발문하

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답할 수 있도록

한다.

- 자료를 통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

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 활동지의 문항에 답하고 자유롭게 발

표할 수 있도록 한다.

15

교과

서

활동

지

정리

형성

평가

차시

예고

• 학습 내용 정리: 현대 사회의 주요 사

회 문제에는 인구 문제, 노동 문제, 환

경 문제, 정보화로 인한 문제 등이 있

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과 개인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

야 한다.

• 형성 평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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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 봐요 다음 사진과 관련된 사회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연결해 보자

❶ 환경 문제 ❷ 노동 문제 ❸ 인구 문제

㉠ ㉡ ㉢

ⓐ 일자리

만들기

ⓑ 가족계획

사업

ⓒ 자원 및

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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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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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1 세계 인구 증가 추이

세계 인구 증가 추이

1. 그래프를 보고, 2050년 세계 인구 증가 추이는 어떠할지 말해보시오.

2. 세계 5대 인구 대국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가?

3. 위 자료에 나타난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

4. 개발 도상국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해

야 한다.·····························································( O / X )

5. 세계 5대 인구 대국에서 압도적인 숫자로 1등과 2등을 기록한 중국과 인도는 
선진국이다.·······················································(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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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1.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누가 더 임금이 많은가?

2. 위 그래프에 나타난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

3. 2001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2011년보다 적다.··( O / X )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완화되고 있다.············(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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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Reading of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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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society becomes easier to obtain information than the past

society did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owever, it has become more difficult for people to judge

whether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right or wrong, and whether

an analysis is done correctly because of too much information

inflows. In such environment, people accept or believe any information

uncritically or blindly through the easy sharing and spreading of the

visual representation.

The original goal of the visual representation in the inquiry task of

the social studies textbook is to enhance a learner’s higher level of

inquiry and thinking skill and to emphasize the key contents in the

textbook. However, in practice the use of visual representation is



- 127 -

restricted to 'seeing' and only used to interpret learning materials

superficially.

Depending on how the visual representation is used, it is possible

for practitioners to make students to achieve from low level of

learning such as superficial perception of fact or information to high

level of learning such as critical thinking or comprehensive inquiry.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usage of visual

representation on the critical thinking in social studies cla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ocial

studies class using visual representation, which is composed of three

stages: reading the outside, reading the inside, and reading above and

beyond, on critical thinking.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main hypothesis is following.

Research Hypothesis: Social studies classes using the reading of

visual representation ar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critical thinking than those having only lecture.

Sub-Hypothesis 1. Social studies classes using the reading of visual

representation ar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deductive

reasoning skill’ of critical thinking skill than lecture

classes are.

Sub-Hypothesis 2. Social studies classes using the reading of visual

representation ar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evaluation

skill’ of critical thinking skill than lecture classes are.

Sub-Hypothesis 3. Social studies classes using the reading of visual

representation ar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inductive

reasoning skill’ of critical thinking skill than lecture

class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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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Hypothesis 4. Social studies classes using the reading of visual

representation ar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interpreting

skill’ of critical thinking skill than lecture classes are.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studies classes using the reading of visual

representation ar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critical thinking skill

than lecture classes are.

Second, it is necessary to specify and systematize the outline of the

classes using the visual representation according to the sub-elements

of the critical thinking skill.

Thirdly, a different approach to the using of visual representation is

needed depending on 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keywords: the reading of visual representation, critical

thinking, deductive reasoning skill, interpreting skill,

inductive reasoning skill, evaluation skill

Student Number : 2015-2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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