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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학생들의 내적 및 관계적 요소가 상호작

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달의 위상변화

와 출몰 시각 변화에 대하여 사회적 공동구성과 과학적 모델링을

강조한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여기에서 나타나는 과학 영재학생들

의 상호작용에서의 역할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성격유형 ·자아개념 ·친구관계 · 부모

관계 ·교사관계의 5가지 요소를 설문지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

악한 뒤 상호작용의 양상과 학생들에게서 나타난 각 요소의 연관

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평소 친구와의 친밀도와 학교 수업

참여도가 상호작용과 연관성이 높은 요소로 나타났으며 성격유형

이나 자아개념, 부모관계는 토론 참여도나 발화의 빈도, 말하는 방

식 등 세부적인 면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

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지적, 정의적 요인 뿐

만 아니라 개인 내부의 다양한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

해 필요한 전략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상호작용, 과학 영재, 내적 요인, 관계적 요인

학 번 : 2010-2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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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암

기 수준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다. 특히 2008년에 있었던 국가교육기술자문회의에

서는 능력 있는 사람, 실용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을 통칭하는 ‘글로벌

창의인’을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설정하였다. ‘글로벌 창의인’

이란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교육과

학기술부, 2009). 이러한 인간상에 입각하여 학생들이 직접 동료 학생이

나 교사와 상호작용 하면서 능동적인 학습자로서의 학습을 하는 것을 더

욱 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과학학습에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실제 과학 수업 내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과학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연구는 과학 탐구실험

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했을 때의 효과(김지영, 성숙경, 박종윤, 최

병순, 2002), 상호작용을 강조한 과학 탐구실험에서 학생간 상호작용 분

석(현종오, 2001; 이현영 외, 2002), 협동학습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창발성 발현 관계 혹은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 분석(김이원, 2010; 노태

희, 임희준, 2001), 소집단 토론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김창민, 노

태희, 강석진, 2000; 노태희 외, 2001) 등의 연구가 보고 되었다. 양에 있

어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연구는 탐구실험 수업이나 협동학습,

소집단 토론에 국한되고 있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상호작용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을 뿐 상호작용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연구는 더

적은 편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1).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학적

모델링과 사회적 공동구성에 기반한 수업을 계획하고 실시하였으며, 이

중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해보았다.

지금까지 과학수업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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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대부분 양적연구를 사용하였다. 양적 연구로도 특정 요소가 상호작

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양적 연구만으로는 사람이

가진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보기 어렵다. 검사지 혹은 설

문지만 사용한 경우 학생들이 선택 이유까지 알기는 어려우며 설문지의

답변이 학생들의 진실성이 담긴 답변인지 파악하기 불가능하다. 이런 측

면에서 질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전의 연구들

은 수업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직접 분석하지 않고 검사지를 통한 양

적인 관계성만을 파악하는 데 그쳤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가진 여러 가지 요소를 단순히 설문지만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학생들의 상호작

용 양상도 직접 촬영을 통해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과학교육에서 수행되었던 연구들은 단순히 한, 두 가지 요소

만을 살펴보는데 그쳤다(장인은, 2004 ; 현종오, 2001 ; 유수현, 1999 ; 임

규연 1999). 한 가지 요소가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

도 매우 중요하지만 단 하나의 요소만 상호작용을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

에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지적인 요소나 정의적

인 요소에 대해서는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반면, 사람의 성격

이나 자아개념, 관계적인 특징과 같이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

해서는 진행된 연구가 부족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

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성격유형, 자아개념,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의 5가지 요소와 상호작용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의 핵심은 각 학생들이 가진 내적, 관계적 특성이 상호작용에

서 나타나는 역할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상호작용 특징

을 파악해야 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권장하는 지구과학 수업

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먼저 파악한 뒤 그 수업에 참여한 학

생들의 내적, 관계적 특성을 분석하여 그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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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공동 구성을 고려하여 모델링 강조한 지구과학 수업에서

나타나는 과학영재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역할은 어떻

게 나타나는가?

2. 과학영재학생들의 내적, 관계적 특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역할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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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과학적 모형과 모델링

과학자의 활동에서 과학적 모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러 학

자들이 지적하였다. Gilbert 등(2000)은 모형은 이론의 추상성을 구체화

하여 실재(realism)와 이론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Halloun(2006)은 과학적 패러다임에서의 개념에 대한 조직도를 제시하면

서(그림1) 모형(model)을 통해서 이론(theory)이 과학적 패러다임의 개념

적 내용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고 모든 과학적 이론은 이론에 의해 제공

되는 모형의 세트(set)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형을 거쳐야만 개념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모든 과학적 이론은 이론에 의해 제공되는 모형

의 세트(set)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형을 거쳐야만 개념에 이를 수 있다

고 보았다. Giere(1990)는 과학을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잘

구성된 모형의 세트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모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림1. 과학적 패러다임의 개념적 조직

Hodson(1993)은 과학의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는 것(Learning science),

과학의 본성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는 것(Learning about

science), 과학 탐구 실행에 참여하고 전문 지식을 개발하는 것(Learning

to do science)으로 과학교육의 세 가지 목적을 제시한다. 즉,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모형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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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것은 과학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며 과학의 본성

을 이해하고 탐구 실행에 참여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과학학습에서 과학적 모형의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Clement, 1989;

1993; Clement & Steinberg, 2002; Hestenes, 2006; Justi & Gilbert, 2002).

과학적 모형이란 어떤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설명체계이

며, 모형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모델링 또는 모형 형성이라고 한다

(Hestenes, 2006). 모형 형성과정은 학생들의 초기 모형 구성에서 출발하

여 중간 단계를 거쳐 최종 모형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학생

들이 특정 과학 사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해 나가면서 자신이 표현했던

표상-대표적으로 그림-을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모

델링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모델을 만들고, 수정과정을 거쳐 재구성하면서 학습

을 하게 된다(Justi, R., Gilbert, J. K., 2002).

학생들이 최초로 형성한 과학적 모형은 수업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의 불일치 질문 혹은 그 밖의 다른 자극에 의

해 학생들이 혼란을 느끼면서 발생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설명

하고자 노력하였다. Clement(1989, 1993)는 모형 형성과정을 GEM 순환

으로 설명하였다. GEM은 각각 Generation, Evaluation, Modification을

지칭하며, 초기 모형의 생성(G), 모형의 평가(E), 모형의 수정(M)이 순환

적으로 일어남을 의미한다. 즉, GEM 순환은 초기 모형이 비판 받고 여

러 충고를 수용하면서 점차 구체성이 증가하는 모형으로 개선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모형 형성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사나 동료와 상호작용

과 학습 활동을 통해 자신의 초기 모형을 교사가 사전에 의도한 과학적

모형에 점점 더 가까워지도록 변형시키게 되는데(Clement & Steinberg,

2002), 이와 같이 과학 지식을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교사가 사전에 설정

한 모형을 ‘표적 모형’이라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모형을

생성, 수정, 재구성하면서 학습을 하게 된다(Justi & Gilbert, 2002).

GEM cycle의 프로토콜을 그림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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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GEM cycle

학생들의 모형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GEM 순환보다 더 복잡한 과정

을 제안하는 학자도 있다. 학생들이 자주 이전 모델로 돌아가면서 모델

구성에서의 mini-cycle이 자주 나타나며(Rea-Ramirez, 1998), 두개 이상

의 GEM 순환이 엮여져 구성된 상호작용 패턴인 micro cycle이 나타나

기도 함(Nunez-Oviedo, 2003)이 밝혀졌다. 또한 Halloun(2006)은 생성한

모형의 적용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모형

생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GEM 순환을 그림 3과 같이 수정하여 활

용하였다. 사실, 현상, 이론을 모형 생성 전에 제시하는 것과 만들어진

모형을 통해 적용을 하는 것이 수정된 부분이다.

그림3. 수정 GEM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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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GEM cycle에 의하면 학생들은 현상, 사실,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을 생성하고 모형을 평가한다. 이 때 큰 문제점이 발생하면 새로운

모형을 생성하기 위해 되돌아가며 작은 문제점이 발생하면 모형의 일부

를 수정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모형 평가를 거친 모형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실제 현실에 이를 적용하여 모형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한다. M1, M2, M3는 각각의 생성된 모형을 의미하며, 그림 3의 하단 부

분의 탐색-조사-선택-설명 과정은 귀추적 수업 모형(오필석, 김찬종,

2005)의 4단계를 나타낸다. 수정된 GEM 순환의 각 단계와 귀추적 수업

모형의 각 단계는 서로 잘 대응된다. 귀추적 모형은 지구과학 주제의 학

습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오필석, 김찬종, 2005), 달의 위상변

화와 출몰시각 변화에 대한 학습 과정안을 계획할 때 각 단계의 특성을

명확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과학학습에서의 상호작용의 중요성

비고츠키에 의해 도입되었던 사회적 구성주의가 우리나라 교육에 중요

한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단어가 교육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는 학습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실재적 발달 수준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학습자가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도달

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동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Vygotsky, 1978). 이러한 도움을 주고 받는 형태가 상호작용으로 나타

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구성주의의 교육과정 도입에 의해서만 상호작용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세계는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로써 다양한 문제들이 새롭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려 한다면 해결하는 데 어려

움을 겪거나 실패하게 될 것이다(배진호, 옥수경, 2009). 이런 상황 속에

서 타율적, 획일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

는 것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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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임규연, 1999). 또한 복잡한 정보화 시대

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암기형태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수업 형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김이원, 2010).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뿐 아니라 학습과 관련해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Vygotsky(1978)는 학습이란 다른 사람들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개인이 내적으로 재구성하여 이

뤄진다고 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교수 학습에 있어 학생 상호간의 영향

력이 큼을 인식하고 상호간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황희숙,강

진민,2004 ; Savery, Duffy, 2001),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다른 학습자들

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수정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수용해야 한다(Kearsley,1995 ; Trentin,2000 ; Vrasidas, Mclsaac,1999).

그리고 집단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의 지식이 공유되고 발전

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장남기, 배진호,

2000; 원미연, 2008).

Kumpulainen과 Wray(2002)는 과학학습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

여 학습자가 내면화하고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상호

작용을 강화한 수업을 실시하면 과학 학업 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이며(배

진호, 옥수경, 2009), 과학탐구활동의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이 적게 일어

나면 학생들의 이해도 향상에 어려움이 생긴다(Stake, Easley, 1978). 이

런 측면에서 과학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일반적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학습에서도 상

호작용의 중요성은 강조된다. 과학영재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는 다르게

높은 인지 능력과 창의적 사고, 과학에 대한 높은 동기, 과제 집착력, 자

신감을 가지고 있으며(김선희, 김기연, 이종희, 2005; Brandwein, 1981;

이명자, 2002 재인용), 의문제기를 좋아하며 지속적인 탐구를 실시하고

(Roe, 1953; 이명자, 2002 재인용), 원인에 대한 호기심이 높다(이정철

외, 2009).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과학 영재학생들은 자발적 학습, 비구조

화된 학습을 선호하며(Chan, 2001; 김미숙 외, 2005 재인용), 조별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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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함께 토론하며 직접 활동하는 자기주도적인 수업과 개방형 과제

를 선호한다(이정철 외, 2009; 김종백, 2006). 또한 영재학생이라고 할지

라도 자발적인 과학 탐구를 혼자서 진행하기 매우 어려워한다(Resnick

& Eisenberg, 2000). 즉, 영재학생 대상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상호

작용을 통해 모형을 구성해가는 수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 3 절 상호작용 유형 분류

Martin et al(2006)에서는 과학 수업에서 목표 학생(Target Student)들

의 상호작용 특징을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 분류

는 총 4가지로 나뉜다(표1). Risk-taker는 수업 시간 동안 질문과 대답을

위해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발표를 하는 학생이며, Networker는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의 연계에 의존하여 사회적 자본을 사용하면서 다른 동료

나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학생이다. Turn shark는 자신에게 말

할 차례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질문을 던지거나 답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채서 말을 하는 학생이며, Joker는 학습에 참여했

던 인상을 제공하기 위해 유머를 사용하는 학생으로 보통 토론과 학습이

진행될 때 별다른 공헌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구분은 수업 내에서 학생

들의 상호작용 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의 지구과학 수업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유형을 Martin et

al(2006)의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하여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적

극적 참여자’는 모둠 내에서 가장 활발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학생으로

서 모둠 내에서 과제 해결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장 빈번하고 모둠원의

질문이나 의견에 가장 빈번한 피드백, 대답을 하는 학생이다. ‘보조적 참

여자’는 모둠 내에서 모둠원의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 대답하고 피드백을

하는 학생이다. ‘보조적 참여자’는 ‘적극적 참여자’와는 달리 자신이 먼저

과제해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과제 해결에 대한

의견 제시가 적고 보통 다른 모둠원의 의견 제시에 대해 찬,반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으로 모둠 상호작용에 참여한다. ‘소극적 참여

자’는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서 모둠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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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학생이거나 모둠활동에는 집중하고 있지만 혼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견제시나 말을 하지 않아서 상호작용에는 참여하지 않

는 학생이다. ‘방관자’는 모둠활동 자체에 무관심하여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학생이다.

표1. 상호작용에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유형 특징 비교

적극적

참여자

-모둠 내에서 과제 해결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장 빈번

-모둠 내에서 가장 빈번한 피드백, 대답을 던짐
Risk-taker

보조적

참여자

-모둠 내에서 모둠원의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 대

답, 피드백 실시

-자신이 먼저 의견 제시하는 경우는 드뭄

Networker

소극적

참여자

-가끔 자신의 의견이나 질문을 던짐

-수업 집중도가 낮아 무관심하게 있는 경우가 종

종 존재 or 수업에 집중하고 있으나 아무런 의견

을 제시하지 않음

․

방관자
-수업시간 내내 아무런 상호작용 나타내지 않음

-무관심하게 있는 상태 / 떠들면서 장난에만 집중
Joker

표1에 Martin et al(2006)에서 설정한 분류와의 연결성을 나타내었다.

‘주도적 참여자’는 Risk-taker와 유사하며, ‘보조적 참여자’는 다른 학생

들의 의견을 들은 뒤 상호작용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Networker와 유사

하다. 또한 '방관자‘는 참여도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 ’Joker'와 유사하다.

그러나 ‘Turn shark'는 특정 몇 몇 학생에게서 상호작용의 유형과 전혀

상관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사점을 찾지 못했다.

제 4 절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설정

백선희(2004)는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자, 교수학

습환경, 학습자료, 교수자’의 4개의 큰 범주를 결정하였다(그림4). 이 범

주를 참고로 각 요인을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교수자 변인 관련하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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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연(1999)은 학습자들의 인식 속에 교수자가 자신들의 토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할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Sutton(2000)은 교수자의 피드백이 학습자가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학습자료에 관련하여 임규연(1999)은 학

습 자료 내용의 친숙도,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의 연계성 여부, 흥미 유발

여부가 학습자의 상호작용 참여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교수

학습 환경의 경우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백

선희, 2004). 물리적 환경이란 학습자가 교육을 받을 때 학습자에게 제공

하는 제반 시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교육을 받는 다면 인터넷

서버의 안정성과 같은 것이 바로 물리적 환경에 들어간다. 사회적 요인

은 학습자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학생, 학생-교

사 등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심리적 요인은 학습 환경이 학습

자에게 어느 정도 우호적인지를 의미한다.

그림4.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백선희,2004)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습자 요인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연구가 보고

되었다. 학습동기나 학습 태도(임규연, 1999 ; 정재삼, 임규연, 2000; 현종

오, 2001; 김시라, 서순식, 2006), 학습자의 성격특성(유수현, 1999), 학업

수준, 내향성, 자아존중감으로 결정되는 의사소통 능력(옥일남, 2003),

학습자의 대인지능과 피드백 유형(남창우, 2000), 대화의 중재자 유무와

모둠에 대한 소속감, 자신과 동료에 대한 능력인식(장상실, 2003),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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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계 혹은 학습자와 교수자의 관계(김시라, 서순식, 2006), 가정에서의

학습환경(백선희, 2004), 그룹 리더의 참여 유도 능력(원미연, 2008), 동질

집단 혹은 이질집단으로 모둠을 구성하는 여부(Webb, 1982 ; 김지영 외,

2002)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학습자에 관련된 항목으로 연구되었다.

이처럼 학습자를 둘러싼 요소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학습자에 관련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몇 가지로 분류해 보

았다. 지식수준이나 지능은 인지적 요인, 학습 동기나 태도는 정의적 요

인으로 묶었다. 그룹 구성원(친구)과의 관계 ·교수자의 관계 ·가정에서의

부모관계 등은 관계적 요인, 학습자의 성격특성이나 자아개념은 내적 요

인으로 묶어 보았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내적요인과 관계적 요인을 선택하여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세부항

목을 활용하여 학생 개인의 내적특성과 관계적인 특징을 분석하였다(표

2). ‘자아개념’은 성격적, 사회적, 학문적, 가정적 자아로 구분하였으며,

‘친구관계’는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구분하였다. ‘부모관계’는 관계의 친

밀함을 더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개방형, 부정적 역할을 하는 문제

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사관계’는 평소 친밀도와 교사를 선호하는 기준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교생활’만 본 연구자가 알아보고자 했던

요소인 ‘참여도’와 ‘수업 분위기’로 구분하여 세부 요소를 정하였으며, ‘성

격유형’은 MMTIC 검사결과를 사용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표2.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세부 요소

요인 요소 세부요소 출처

내적요인 자아개념 성격적, 사회적, 학문적, 가정적 신희이, 문혁준, 2009

관계적

요인

친구관계

갈등해결, 친밀감, 동반감,

도움/인정, 일방적 주도, 고립,

갈등

박향숙, 2004;

정정화, 2008

부모관계 개방형, 문제형 Barnes & Olson, 1982

교사관계

(학교생활)

친밀도, 선호기준

(참여도, 수업 분위기)

최동렬, 2004;

박승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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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용어 정의

① 내적 요소 :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내적 요소‘란 개인의 자아개념

과 성격유형을 묶어서 표현한 말로써 눈에 드러나지 않고 개인의 내

부에 숨겨진 요소를 뜻한다.

② 관계적 요소 :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관계적 요소’란 학습자가 맺

고 있는 관계를 총칭하는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자가 주로 맺고

있는 관계인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

하였다.

③ 발화 :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발화’라는 단어는 수업 시간 내에서

학생들이 말하는 모든 언어적인 표현을 포함한다. 즉, 여기에는 과제

해결 발화와 과제무관 발화가 모두 포함된다.

④ 상호작용 :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상호작용’이란 표현에는 언어적

상호작용과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다. 학생들이

말로써 표현한 것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거나 손짓과 같

은 제스처로 의사를 표현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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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과정

본 연구의 진행 과정은 그림5에 간략하게 나타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수업은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중심 탐구학습 전략’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투입된 수업이었다. 과학적 모형에 대한 이해와 사

회적 구성에 대한 이해를 종합하여 교수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적용과정 및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프로젝

트였다. 2011년 전반기 동안 사전 투입 연구 등을 거쳐서 최종적인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1년 7월 28일과 8월 9일에 서울

시 소재의 G영재교육원의 지구과학 수업에 투입하였다. 과학 심화 C반

과 D반의 두 반에서 수업을 하였으며, 총 수업 시간은 각각 3시간이었

다. 투입한 수업의 주제는 ‘달의 위상변화와 출몰 시각이 매일 약 50분씩

늦어지는 이유’였다. 학생들이 생각한 내용을 토대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활동지와 모둠칠판에 나타내고, 모둠 내에서와 전체 교실

토의를 거쳐 최종적인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

업에 대한 내용은 표3에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표3. 수업에 대한 소개

내용

주제 달의 위상변화와 출몰시각의 변화

구체적인

수업내용

- 달의 위상변화가 나타나는 이유 설명하기

- 달의 출몰시각이 매일 약 50분씩 늦어지는 이유 설명하기

진행방식

- 개인별 생각 시간 부여

- 모둠 내 토의, 발표 및 전체 토의

- 모형으로 나타내서 설명하기

모둠의 구성
- 총 4개 모둠

- 친밀한 관계를 가진 학생끼리 모둠 구성

일시 2011년 8월 9일(C반), 7월 28일(D반)

학생 2학년 2개 반 32명

교사 남, 예비교사,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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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은 2장 1절에서 제시된 ‘모형 적용’단계가 추가된

수정 GEM cycle에 기반하였다. 이 수업을 카메라와 보이스 레코더를 활

용하여 녹화, 녹음 하였으며, 수업에 사용했던 지도안과 활동지는 각각

부록1과 부록2에 수록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 위해 각각 2개 모둠을 선택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프

로젝트에 소속된 연구자 4명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문항은 수업 참여 후 느낀 점, 수업 전반에 대한 인

식, 모델링 과정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

식, 수업 개선점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각 학생들의 내적, 관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수업에 참여하

였던 32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투입하였다. 자아개념은 강흥숙(2001)

과 정병찬(2002)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것을, 부모 및 친구관계와 교사

관계에 대해서는 박향숙(2004), 최동렬(2004), 정정화(2008)에서 사용했던

설문지의 진술 중 표현이 어색하거나 의미가 모호한 것을 수정 편집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의 생각을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성격유형

을 제외한 ‘자아개념,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에 대해 반구조화 형

식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성격유형’은 G영재교육원에서 자체적으

로 실시했던 MMTIC 검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그림5. 연구과정



- 16 -

허은주(2011)가 사용했던 분석틀을 수정, 보완하여 수업의 흐름에 따라

상호작용 양상을 분석 하였다. 또한, 개인의 자아개념, 성격유형, 관계적

특징은 설문지와 심층 인터뷰 문항을 구성할 때 사용했던 틀에 맞춰 분

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두 결과를 비교하여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관계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2011년도 당시 서울시 소재 G영재교

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다. G 영재교육원 학생 중에서 과학 심

화C반과 D반에 소속된 32명의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모두 중

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학생들의 학업 수준은 모두 각 학교에서 상위권

의 학생들이며, 지구과학에 대한 흥미는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지

구과학 지식수준은 매우 비슷하였다. 표4에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정

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C반의 학생들은 알파벳 대문자, D반의

학생들은 알파벳 소문자로 넘버링 하였다. 넘버링 순서는 학생들이 구성

했던 모둠의 순서와 자리 배치에 따라 이루어졌다. 1모둠부터 4모둠의

순서로 넘버링하였으며 각 모둠 내에서는 칠판을 바라볼 때 왼쪽 앞, 왼

쪽 뒤, 오른쪽 앞, 오른쪽 뒤의 순서로 넘버링 하였다. 모둠은 3~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가능하면 동일한 성별로 모둠을 구성하였다.

표4. 연구 참여자 정보

소속 학생구성 성별 소속 학생구성 성별

C반 1모둠
학생A, 학생B,

학생C, 학생D

전원

남학생
D반 1모둠

학생a, 학생b

학생c

전원

남학생

C반 2모둠

학생E, 학생F,

학생G, 학생H,

학생I

전원

남학생
D반 2모둠

학생d, 학생e,

학생f, 학생g

전원

여학생

C반 3모둠
학생J, 학생K,

학생L, 학생M

남(학생M)

여(나머지)
D반 3모둠

학생h, 학생i,

학생j

전원

남학생

C반 4모둠
학생N, 학생O,

학생P, 학생Q

전원

남학생
D반 4모둠

학생k, 학생l

학생m, 학생n,

학생o

전원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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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수집 및 분석틀

1) 자료수집

수업을 진행, 관찰하면서 카메라 두 대를 사용하여 전체 수업 장면을

녹화하고, 각 모둠별로 플립 카메라를 사용하여 모둠 활동을 촬영하였다.

또한 모둠 간 거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카메라만으로는 서로 다른 모

둠의 소리가 혼합되어 녹음되는 측면이 있어서 보이스 레코더를 통해 녹

음을 따로 하였다. 이렇게 얻은 녹화 및 녹음 자료를 전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시는 부록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사는 주로 녹화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음질 상태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녹음된 자료를 다시 틀어

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수업이 끝난 후에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14명의 학생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

다. 인터뷰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자 4명이 나누어서 진행하였으며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인터뷰 동안 카메라와 보이스 레코더

를 사용하여 녹화, 녹음하였으며 이 자료를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3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투입하였다. 설문

지는 각각의 수업이 이루어진 그날에 수업이 종료되기 직전에 실시하였

으며,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의 5개 리커

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의 결과는 긍정적인 진술로 된 문항의 경

우 ’아주 그렇다‘를 5점으로,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채점하였으며, 부정

적인 진술로 된 문항의 경우 ’전혀 아니다‘를 5점으로 ’아주 그렇다‘를 1

점으로 채점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요소 중 ‘성

격유형’을 제외한 ‘자아개념,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학교생활’에

대해 물어보는 총 9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자아개념’에 관련

된 문항은 강흥숙(2001), 정병찬(2002), 김용준(1998)에서 활용한 설문지

를 참고로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하고, 표현이 어색하거나 헷갈리는 것은

수정하여 총 30문항을 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가족관계‘에 관한 문항은

정옥신, 김영희(2008), 박향숙(2004), 최동렬(2004), 정정화(2008), 이혜강

(2003)의 연구에서 투입했던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삭제, 수정 후 총 25



- 18 -

문항을 만들었다. 그리고 ’친구관계‘에 관련된 문항은 정옥신(2008), 이혜

강(2003), 박향숙(2004), 임지현(2009), 정정화(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기반으로 삭제, 수정 후 총 20문항을 제작하였으며, ’교사관계-

학교생활‘은 각각 이혜강(2003), 고성희(2009), 정정화(2008)의 연구와 최

동렬(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각각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설문지는 투입하기 전에 현직 중, 고등학교

교사 2명에 의해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그러나 타당도 측면에 대한 확인

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설문지 투입 후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다시

실시하였다. 이 때는 현직 중, 고등학교 교사 2명, 현직 초등학교 교사 1

명, 과학교육학 박사과정 1명, 과학교육학 석사과정 1명 등 총 5명을 통

해 설문지에 구성했던 소범주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5명의 의견이 일

치되거나 최소 4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된 경우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

였으며 3명 이하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실제 설문지를 작성

하게 될 중학생 3명을 대상으로 사용한 문항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타당도가 낮은 문항은 제외하고 분석을

하였으며 제외한 문항을 표5에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cronbach-α 검증을 통해 설문지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표5.. 분석 시 제외한 문항번호

범주 제외된 문항 번호
자아개념 10번, 24번

부모관계 3번, 8번

친구관계 4번

학교생활 없음

교사관계 없음

또한 설문지보다 더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 중

각 반별로 각각 6명씩, 총 12명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성격

유형을 제외한 ‘자아개념,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학교생활에 대해

관련된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심층 인터뷰 문항은 부록5에 제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보이스 레코더를 통해 녹음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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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주 중범주 주된
상호작용 소범주 세부범주 코드

과제 관련

발화

(On-Task

Utterance)

인지적

측면

(Cognitive)

질문

↑↓

응답

질문

(Question)

단순질문 TC-Q1

관련질문 TC-Q2

정교화질문 TC-Q3

응답

(Response)

단순대답 TC-R1

관련대답 TC-R2

정교화대답 TC-R3

무응답(생각) TC-R4

의견제시

↑↓

의견받기

의견제시

(Making

Suggestion)

반복 TC-MS1

과제진행관련제안 TC-MS2

과제해결관련제안 TC-MS3

정교화제안 TC-MS4

의견받기

(Receiving

Opinion)

단순반론 TC-RO1

구체적반론 TC-RO2

확인, 생각의 검토 TC-RO3

단순수용 TC-RO4

확산적수용 TC-RO5

1인 발화

혹은

상호작용 기대

설명

(Explain)

상황설명 TC-E1

생각흐름 표현, 정리 TC-E2

내용설명 TC-E3

정보제공 TC-E4

정의적

측면

(Affective)

1인 발화

혹은

상호작용 기대

행동참여 양상

(Patterns of

Behavioral

Participation)

무시 TA-BP1

제재 TA-BP2

지시 TA-BP3

권유 TA-BP4

허용 TA-BP5

자원 TA-BP6

학생 태도

(Students'

Attitude)

야유/비난 TA-SA1

비꼬기 TA-SA2

불만 TA-SA3

자신감부족 TA-SA4

미루기 TA-SA5

자기만족 TA-SA6

자발적 도움 TA-SA7

칭찬 TA-SA8

답답함(이해X,의문) TA-SA9

분위기조절

(Controlling

Mood)

분위기 조절을 위한

다양한 발화(유머,

능청 등)

TA-CM

감정모습

(Feeling)

기쁨, 슬픔, 화남등

다양한 감정
TA-F

2)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언어적인 상호작용 중심으로 상호작용의 양상

을 분석하였다.

표6.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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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범주 내용 세부범주 내용
단순질문 ‘응’,‘이거’같은 단순질문 무시 말, 행동 모두 무시

관련질문 내용,절차, 과정 질문 제재 끼어들기, 행동 막기

정교화질문 논리적 내용 질문 지시 상대방하도록강하게언급

단순대답 ‘응’,’이거‘같은 단순대답 권유 행동 제안

관련대답 질문 내용 설명 대답 허용 행동 용인/허락

정교화대답 질문보다 추가적 설명 자원 직접 하겠다고 함

무응답(생각) 답 고려위해 대답x 야유/비난 ex) 그것도 못하냐?

반복 제안 다시 언급 비꼬기 불편함 꼬아서 표현

과제진행관련제안 진행 방법 제안 불만 말,행동 만족x, 불쾌감

과제해결관련제안 해결 방법 제안 자신감부족 ‘못한다,모른다’ 대답

정교화제안 해결 방법 심도 제안 미루기 상대방 시키기

단순반론 근거없이 반대 자기만족 자신의 말, 행도 만족

구체적반론 근거제시 반대 자발적 도움 상대 어려움 돕기
확인, 생각의

검토
의견확인, 찬반 고려중 칭찬 말,행동 칭찬

단순수용 근거없이 동의 답답함 이해x로 답답, 의문

확산적수용 근거제시 동의
분위기조절

(Controlling

Mood)

분위기 조절 위한 다양

한 발화(유머, 능청 등)

상황설명 자신, 과제진행상황 설명
생각흐름 표현,

정리
타인 설명 표현(찬,반x)

내용설명 잘 알려진 과학사실 설명 감정모습

(Feeling)

기쁨, 슬픔, 화남 등 감

정적인 표현정보제공 제 3자 정보, 인터넷

허은주(2011)는 이현영(2002)이 개발한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틀을 더

발전시켜서 사용하였다. 이 분석틀은 과제관련 발화와 과제무관 발화로

대범주를 구분하였으며, 이를 다시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으로 나누

었다. 여기에 각 항목에 대해 소범주와 세부범주로 나누어 코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허은주(2011)가 사용한 상호작용 분석틀에 없는 부분을 추

가하거나 세부 범주의 의미를 변경하는 등의 수정, 보완을 거친 분석틀

을 활용하여 ‘과제관련발화’에 대해서만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사용한 분석틀은 표6에 나타내었으며 각 세부범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표7에 나타내었다.

표7. 상호작용 분석틀 세부범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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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세부항목 내용

자아개념

성격적
자기존중감, 한 사람으로의 자족, 자신의 성

격 평가

사회적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학문적 학업 능력, 지식 수준에 대한 인식

가정적 가정 내에서 인간적인 가치 인정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개방형 의사소통 시 자유롭게 사실, 감정 표현하는 경우

문제형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친구관계

긍정

친밀감 친구관계의 신뢰정도

동반감 친구와 어울림 정도

갈등해결 갈등 발생 시 해결하는 능력

도움/인정 도움을 주고 받거나 인정하는 태도

부정

고립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태도

갈등 갈등 상황 만드는 태도

일방적 주도 자기가 원하는데로만 이끄는 태도

교사관계
친밀도 교사와의 친밀도

교사 인식 학교 교사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
참여도 학교 수업에 대한 참여도

학교 분위기 학교 수업 분위기에 대한 인식

3) 내적특성과 관계적 특성의 세부항목 결정하기

학생 개인의 내적특성과 관계적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의

세부항목을 사용하였다. 신희이, 문혁준(2009)은 Fitts(1965)가 만든 것을

바탕으로 자아개념을 일반적, 사회적, 학문적, 가정적 자아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부항목을 참고로 하여 성격적, 사회적, 학문적, 가정

적 자아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또한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Barnes,

Olson(1982)가 개방형, 문제형으로 분류했던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였으

며, 친구관계에 대해서는 박향숙(2004)과 정정화(2008)가 사용한 기준을

바탕으로 상호간 보완을 통해 세부항목을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

관계는 최동렬(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친밀도와 선호 기준으로 구분하

였으며 학교생활은 본 연구자가 알아보고자 한 항목이었던 참여도와 학

교 분위기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정하였다. 각 세부항목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은 표8에 나타내었다.

표8. 내적 / 관계적 특징 세부 항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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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유형의 경우 연구 대상인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G영재교육원에

서 실시했던 MMTIC 검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MMTIC 검사란 성격유

형 검사 중 하나인 MBTI의 검사의 청소년용 검사지다. 본 연구에서는

CPP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김정택과 심혜숙이 한국판 저작권 보유

를 하고 있고, (주)ASSESTA에서 한국판 출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버전

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검사 결과를 G영재교육원의 협조 아래

활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각각 대립되는 세부항목인 I와 E, N과 S, T와

F를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1. 직접적인 참여관찰이 아닌 학생들의 설문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획득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짓으로 대답했을 경우 이것을 걸

러낼 수 없다.

2. 서울시 소재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일반 학교의 학생들 모두에게 적

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구과학 수업을 활용했으므로 다른 과

학의 내용으로 수업을 할 경우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도 있다.



- 23 -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상

1) 모둠의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이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알

아보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는 잘 일어

날 수 있는 모둠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룹 구성을 이질적으로 하

느냐, 동질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호작용의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김지영, 2002), 모둠의 구성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고 가능하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들끼리 모이도록 하였다(표4 참고).

2) 수업의 흐름

본 지구과학 수업은 총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

뉜다. 전반부는 ‘달의 위상변화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었으며, 후반부는 ‘달이 매일 약 50분씩 늦게 뜨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

는 것이었다. 수업은 교사가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사실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주어진 사진이나 자료를 보고 학생 개인이 먼저 고민

하는 시간을 준 뒤 모둠 내에서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단순히 토론

을 통해 하나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 생각을 모형으로 표현

하도록 하였다. 모둠원 간 충분한 토의를 거친 뒤 결정된 모둠의 모형은

발표를 통해 반 전체에서 공유하였으며, 전체 토의를 통해 반에서 하나

의 모형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모형을 실제의 현상에

적용하여 그 현상을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수업의 흐름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 그림6과 그림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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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수업의 흐름(전반부) 그림7. 수업의 흐름(후반부)

3) 수업의 구체적인 흐름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업의 흐름에 따라 모

둠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하였다. 그 중 C반의 1모둠의 흐름을

그림8에 예시로 나타내었다.

그림8. 모둠별 수업 흐름도 (예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흐르는 것이며 세로로 나타낸 점

선은 수업의 흐름이 잠시 끊기고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전개된 것을 구

분한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핵심적인 발언과 학생들이 그렸던 그림을

순서대로 나타냈으며 각 학생들의 의견이 다른 모둠원의 의견에 반론 혹

은 수용하는 여부를 표시하였다. 단, 학생들이 실제로 그린 그림은 크기

문제로 그림8에서는 생략하였다. 이 흐름도를 통해 학생들이 모둠의 활

동을 진행해 나간 과정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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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내용 코딩
학생F 지평선은 어떻게 그리려고? TC-Q2

학생G 지평선은 그리지 마.
TC-R2 /

BA-BP3

학생F
(그림을 그리는 학생G를 보며) 아니 이거 있잖아. 뭐가 이상하지 않

아? 삭 다음에 ~가 있을 것 아냐.
TC-R02

학생F

(잠시후 태양-달-지구 순으로 배열된 부분을 ‘삭’이라 그린 것을 두고,

달이 옆으로 약간 빗겨나간 부분을 삭이라고 색칠함)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다시 지우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는거지.

TC-MS3

학생G
나는 아까 그 문제 때문에 지구를 관점으로 두고 돌린다는 생각으로

그린 건데.
TC-R02

학생F 그러면 초승달 이잖아? TC-Q2

학생G
지구 관점에서 그리면 말 그대로 지구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놓고 그

려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태양하고 상대적인 위치를 그릴 수 없잖아.
TC-R3

4) 모둠별 상호작용의 특징

수업 촬영본을 전사한 뒤, 앞에서 소개했던 분석틀을 통해 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틀에 입각하여 각 학생들의 말이나 행동이 어디에 해당하

는 지를 파악하였다. 분석틀에 입각하여 코딩을 했던 예시를 표9에 나타

내었다. 과제 관련 발화 중 크게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으로 구분하

였기 때문에 특정한 발화는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학생G의 첫 번째 말)

표9.. 코딩 예시

각 모둠별로 동일한 방법을 통해 각 학생들의 행동이나 발화가 어떤

상호작용을 나타내는지 파악하였고, 각 모둠별 상호작용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각 모둠 별 상호작용의 전체적인 양상도 차이를 보였다. C반의

1,2,3모둠과 D반의 2,3모둠은 활발한 상호작용을 보였지만, C반의 4모둠

과 D반의 4모둠은 상호작용이 부진했다. 또한, 활발한 모둠이라고 하더

라도 모둠 내의 참여자의 수는 매우 달랐다. C반의 3모둠, D반의 2모둠

은 전원 참여도가 높았으나, C반의 1,2모둠은 특정 몇 명의 학생 위주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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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반 1모둠

C반 1모둠의 경우 모둠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학생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용도 활발하게 나타났다.

다음에 제시된 모둠 내 토의 장면을 보면 학생C가 다른 모둠원에게

질문을 던지고 과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져서 다른 모둠원 모두

그것을 고민하고 그 사실에 대해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출발점 역할을 하

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의 사

고를 돕고 의견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C반 1모둠

에는 모둠의 토의를 활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학생이 존재하였다.

학생C: 야, 여기는 어떻게 보일까? 이쪽이 보일까, 저쪽이 보일까?

학생D: 왼쪽!

학생C: 응? 색칠해야돼?  오!

학생D: 색칠하지 말고....

학생C: 이렇게?

(C반 1모둠 모둠 내 토의 중)

학생C:

이 산이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면 달은... 공전주기를 15로 나눴을 때 한 칸을 갈 것 아냐? 

(그림을 그리면서) 넷, 다섯 ~(중략)~ 열다섯이라고 치면 지구가 한 바퀴 돌면 달은 이 만큼 갈 

것 아냐?

학생D: 그렇지. 

학생C:
그럼 지구가 또 한 바퀴 돌면 또 이 만큼 갈 것 아냐? (지구가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나씩 옮겨진 달의 위치에 표시)

(C반 1모둠 모둠 내 토의 중)

다음의 모둠 내 토의 내용을 보면 학생D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

다. 이처럼 1모둠의 토의에서는 다른 모둠원이 학생C의 의견에 대해 반

박을 하거나 수용을 하는 피드백을 보여주며,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제

시하기도 한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학생C에 비해서는 의견 제시 빈

도가 적지만 제시된 의견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학생이 C반 1모둠의 활

동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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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D:
다음날에는 여기에 0시에 있잖아. 남중이 되려면 지구가 자전을 좀 해. 시간이 걸려서. 그러면 산

이 이 쪽으로 가잖아. 근데 이게(달의 공전) 느리게 도니까 차이가 없는거야. 

학생C: 지구가 30바퀴 돌아야 달이 이거 하나를 가. 

학생D:
산이 자전을 하니까 한 시간 정도면 자전을 해서 이렇게 남중이 되잖아. 그럼 1시

지?

(C반 1모둠 모둠 내 토의 중)

C반 1모둠의 모둠 토의 시간에는 다음의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농담

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농담은 과제 해결에 관련하여 어떤 의

견을 제시하거나 피드백을 할 때 주로 나타난다. 이런 농담을 통해 학생

들은 토의 중간에도 매우 즐거워하였으며, 밝은 분위기 속에서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C반 1모둠의 토의 시간에는 과열 양상이 나타나

지 않으면서 과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생D: 저쪽 너무 열띤 토론 중이야.

학생C: 우리만 이래. 빨리 열심히 하라고. 

학생D:
자, 우리도 열띤 토론을 하자. 달이 왜 이럴까? (잠시후) 달이 늦잠을 잘리는 없을 것 아냐, 

그치?
(C반 1모둠 모둠 내 토의 중)

C반 1모둠의 경우 다음의 사례처럼 모둠원들이 교사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다. 모둠원 간 토의를 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학생C를 중심으로 하여 즉각적으로 교사

에게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C반 1모둠은 과제 해결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활발하게 토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C: 선생님!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달이 이렇게 돌아요?

교사: 지구가... 이게 지금 자전이야?

학생C: 네, 자전이에요. 

교사: 공전도 똑같은 방향으로 하지?

학생C: 같은 방향으로 해요?

교사: 응.

학생C: 왜요?

교사: 왜일까?

(C반 1모둠 모둠 내 토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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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표 및 전체토의가 진행될 때 학생C가 가장 활발하게 상호작용

하고 본 수업 관련한 지구과학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생

D가 모둠의 모형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모둠원들이 달의 위상변화와

출몰시각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예

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 토의가 진행될 때 C반 1모둠의 학생들에게

서는 전반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

지 않았다.

② C반 2모둠

C반 2모둠은 전반적으로 모둠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개인

별 참여도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C반

2모둠의 경우에도 주도적으로 의견과 질문을 제기하면서 모둠의 활동을

주도하는 학생이 존재하였다. 또한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자

신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반박 하거나 때로는 제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G: 달의 공전 주기는 한 달이잖아?

학생F:
같은 속도로 공전하는데, 사실은 같은 속도가 아니고 미묘한 차이가 있어. 그래서 

지금 지구가 아까처럼 절대적으로 같잖아?

학생G: 달의 공전 속도랑 다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학생F: 그런데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략)~ 여기쯤 있는 거지.

학생G: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 선생님! 달의 공전 주기가 얼마쯤 되죠?

(C반 2모둠 모둠 내 토의 중)

반면 아래의 수업 사례처럼 다른 학생들은 모둠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학생 중심으로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찬반으로 피드백을 하거나 질문에

응답을 하고, 때로는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모둠

활동에 참여하였다.

학생F: 그럼 이게 달이고, 이게 지구라는 거야? 

학생I: 달이 이렇게 도는 거라고.

학생F: 여기가 태양이고, 여기가 지구고, 얘가 달이잖아?

(C반 2모둠 모둠 내 토의 중)



- 29 -

C반 2모둠의 경우 매우 진지한 분위기에서 모둠활동이 진행되었으며,

농담을 주고 받는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달의 위상변화나

출몰시각의 변화가 아닌 다른 과학 내용에 흥미를 보이면서 한동안의 시

간을 그것에 관련한 논의로 쓰는 모습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활발한

모둠활동을 보였으나 각 학생별 모둠 활동 참여도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발표 및 전체 토의 시간에는 학생G와 F가 발표를 하였으며, 그림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하지만 모둠 토론을 활발하

게 했음에도 의견 통일에 실패하여 결국 두 가지의 의견을 모두 발표하

였다. 또한, 교사의 지적에 대해 자신들의 모형을 즉시 수정하여 하나의

의견으로 통합하여 재발표하는 순발력을 보이기도 했다.

③ C반 3모둠

C반 3모둠의 경우에도 활발한 상호작용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3모

둠의 경우 다른 모둠과 달리 대부분의 학생이 모둠 토론에 참여하였으

며, 각자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C반 3모둠에는 활발하게 질문을 제기하는 학생이 존재했다. 모둠 토의

시간 내내 모둠원이나 교사에게 질문을 빈번하게 제기하였으며, 이것이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학생의 질문에 대해 다

른 모둠원들이 피드백을 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토론

이 진행되었다. 이 학생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도 생각을

더 하게 되면서 더 깊은 학습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학생K: 그럼 지구에서 뭐가 보여?

학생M: 지구에서는 일식이나 월식이 보이는 거지. 

학생K: 아! 일식! 근데 일식이 뭐지?

학생M: 정확하게 모르겠어. 기억이 안나.

(C반 3모둠 모둠 내 토의 중)

학생K: (교사에게) 그냥 이렇게 되요? (반달 모양 의미)

교사: 그치!

학생K: 이렇게 되는 것 아니고요? (초승달 모양 의미)

(C반 3모둠 모둠 내 토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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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반 3모둠의 경우에도 모둠 내에서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하는 학생이

존재하였다. 모든 의견이 과학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속적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 다른 모둠원들이 피드백을 하면서 많은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었다.

또 다른 특징은 다음 수업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피

드백을 제시하는 학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누군가 질문을 던지

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모둠 내에서 이에 대해 대답을 하고 피드백

을 하는 학생이 없다면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어려운 법인데, 3

모둠의 경우 대답과 피드백을 주로 담당하는 학생이 있어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학생M:
아아! (옆의 다른 그림 가리키며)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지구가 있고, 해 있고, 달

이 있는 거지. (태양, 지구는 같은 평면, 달만 다른 평면에 둠)

학생L: (처음 그림을 가리키며) 이거는 위에서 본거야, 이거는!

학생M: 옆에서!

학생L: 이게 옆에서 본거면, 그치? 빛이 이렇게 오잖아.

(C반 3모둠 모둠 내 토의 중)

발표 및 전체토의 시에는 다른 모둠의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발표자가 아닌 다른 학생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주

기도 하였다.

④ C반 4모둠

4모둠은 C반의 다른 모둠과 달리 상호작용이 매우 부진하여 발화도

매우 적었으며, 의견이나 질문에 대한 피드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수업 상황을 보면 한 명의 학생이 의견을 제시하면 다른 모둠원

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그 의견을 바로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이 일어나기 보다는 한 학생의 의견이 거의 바로 수용되

는 모습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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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P:

이렇게 자전을 할 때 ... 이거는 여기서 보였는데 다음날 이쪽으로 이동을 해 버리

는 바람에 그렇게 보였는데, 같은 시간 때에는 이쪽 위치에서 보이고 여기서 보이

는 거지. (모둠원들을 보며) 이해... 되지?

학생Q: 이게 13도야? 그 차이가?

학생P: (고개를 끄덕인다)

4모둠: (학생Q는 그림 그리는 데만 집중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장난친다)

(C반 4모둠 모둠 내 토의 중)

C반 4모둠의 경우 교사의 개입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학생들 스스로

의견 교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둠 활동을 진행시키고 상호작용을 촉진

시키기 위해 교사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용

한 분위기였으며 각자 개인적으로 활동지를 작성하는데 더 집중하는 모

습이 나타났다.

교사: (칠판을 보며) 지구는 어디 있어? 

학생N: (말없이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교사: 달은 어디 있어? 

학생O: 여기요!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중략)~

교사: 자, 어디가 보름이고 어디가 상현이고 어디가 하현이야?

학생N (검정색 달을 가리키며) 보름!

(C반 4모둠 모둠 내 토의 중)

전체 및 발표 토의 때는 2명의 학생이 나가서 발표를 하였으며 질문에

대해 협력하여 답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수가 지적되자 다른 모둠

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도 나타났다.

⑤ D반 2모둠

D반 2모둠은 D반 중에서는 가장 활발한 상호작용을 나타냈던 모둠이

었다. 다음 수업 장면처럼 D반 2모둠의 경우 모둠원 간 빈번한 질문과

답변이 나타났다.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 모둠원에게 즉각적으로

질문을 했으며, 이에 대해 다른 모둠원이 답변을 하는 모습이 가장 빈번

하였다. 또한 의문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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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d: 그럼 아예 안 보이는 일식 때는 아예 수평선이지?

학생g: 어.

학생e: 그렇지. 근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중략)~

학생e 어떻게 그려야 해?

(D반 2모둠 모둠 내 토의 중)

또한 D반 모둠 중에서는 가장 활발한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학생d를 중심으로 하여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토론 중 막히는 것

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않고 교사에게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사는 직접적으로 답을 제시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

하고 토의하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힌트만을 제공하여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학생g: 보름달은 대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생기는 걸까요?

학생d: 보름달만요.

교사: 그건 답이잖아. 

학생g:
그림자가 가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아는데, 보름달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요.

교사: 보름달이 왜, 어디에 있는지 뭐가 헷갈리는 거야?

학생d:
얘는 태양-지구-달 순으로 있고, 얘는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 사이에 있다고 했고, 

전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이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보름달 위치가 다 달라요!

(D반 2모둠 모둠 내 토의 중)

다른 모둠과 달리 D반 2모둠의 경우 과제 해결이 잘 되지 않자 답답함

을 호소하는 모습이나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이 여러 학생들에게서 자주

나타났다. 특히 두 번째 과제에 들어서면서 그런 모습은 더 빈번하게 나

타났다. 또한 2모둠은 4명의 학생 전원이 모둠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모둠과 달리 제재나 지시를 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으며, 매

우 평등한 위치와 분위기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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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d: 어짜피 다 똑같이 보이잖아.

학생e: 안해도 되잖아!(잠시후) 모르겠어...

교사: (전체에게) 자기 그림 다 그려봤어요?

학생d: 진짜 머리 아파.

학생e: 아!! 진짜....

(D반 2모둠 모둠 내 토의 중)

발표 및 전체 토의 때는 다른 모둠의 발표 내용에 대해 궁금한 것을

즉각적으로 질문하였으며 다른 모둠의 발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모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과제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하는 정도가 부족하여 자신의 모둠 발표 후 나온 질

문에 대해 잘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⑥ D반 3모둠

D반 3모둠의 경우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학생과 이에 대해 피

드백하는 학생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모둠의 상호작용은 대부분은 이 두

학생에 의해 나타났으며 나머지 1명의 학생은 토의에 집중을 하고 있지

만 직접 발언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에 대해 당위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

강하게 긍정을 표시한 반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 반대의 의견을 곧

바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i:
속도가 다르잖아. 지구는 자전을 하루에 360도를 간단 말이야. 달은 수학적으로 봤

을 때 12도를 가.

학생j: 그럼 눈에 안 보이지 않냐?

학생i: 왜냐하면 30일 동안 360도를 가는 거잖아. 달은 공전주기가 30일 이니까.

학생j: 있잖아. 지구가 하루 지나면 여기 오잖아?

학생i: 그렇지!

학생j: 그런데 달은 그동안 옮겨 가잖아. 그러니까 뜨는 시간이 달라지지.

(D반 3모둠 모둠 내 토의 중)

다른 모둠과 달리 D반 3모둠에서는 서로 간의 말 끼어들기가 빈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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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통의 토론과 달리 3모둠에서는 상대방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숨을 쉬는 잠시의 틈을 노려 자신의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주로 학생

i). 이로 인해 토론의 분위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며, 토론이라

는 것보다는 자기 주장하기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났다.

학생i: 그러니까 하루에는 12도만 가는거지.

학생j: 이게 하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학생i: (말을 자르면서) 그러니까! 30일 동안 일어나는 거라니까!

학생j: 15일이지.

(D반 3모둠 모둠 내 토의 중)

또한 발표 빛 전체 토의 때에는 모둠의 의견만 간단하게 발표하고 모

둠원 중 어느 누구도 토의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⑦ D반 4모둠

D반 4모둠은 가장 C반 2모둠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모둠원으로 구성

된 모둠이다. 그러나 오히려 상호작용은 활발하지 않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발화의 양은 다른 모둠보다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라서 7개 모둠 중 C반 4모둠을 제외하면 과제관련 발화

가 가장 적었다. 또한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져서

수업 초반을 제외하면 1~2명의 학생만 과제 해결에 참여하였으며, 2번

과제를 해결 하는 경우에는 학생k만 적극적으로 과제 해결에 임하게 되

어 과제 해결에 실패하게 되었다.

학생m: 어제 10분동안 하나도 안 움직여요, 버스가.

학생n: 버스 막 사람들이 내려서 걸어가던데?

학생k: 야, 우리 집 근처에 터널 무너져서 kbs 나왔다.

4모둠: (수업 하루 전 있었던 서울 시내 홍수에 대해 계속 대화)

(D반 4모둠 모둠 내 토의 중)

발표 및 전체 토의 때는 모둠원 전원이 나가서 발표를 하였으나 다른

모둠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보다는 인신공격에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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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d: 하얀색이 빛 비춰지는 데에요, 아니면 검은색이에요?

학생l: 검은색이요.

학생d: 왜 그렇게 표현을 했죠?

학생m: 불만 있어요?

학생e: (웃으면서) 싸우자는 거야?

학생k: 왜 당신들은 우주에 장미가 있나요?

학생g: 모형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생겼네요.

학생m: 니네는 뭐! 이씨! 

학생k: 왜 당신들은 우주에 태양만한 장미가 있나요?

학생m: 야! 니네는 궤도도 없구만. 장미가 있어, 우주에!

(D반 1번 과제 발표 중)

5) 개인별 상호작용의 특징

앞에서 제시했던 분석틀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상호작용 특징을 수업에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학생 개인별로 상호작용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수

업에 참여한 32명의 학생 중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12명의 학생과 심층

인터뷰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의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생 6명을

더해서 총 18명의 학생에 대해 서술하였다.

① 학생C

학생C는 C반 1모둠에서 가장 활발한 상호작용을 나타낸 학생이다. 다

음 수업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서 수업

참여를 유도 하였으며,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확성의 여부를 떠나서 가장 많은 과제 해결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생C: (학생A에게) 네 의견은 어때? 이것에 대한?

학생A: 이게 정답이네.

학생C: (학생B에게) 네 생각은 어때? 이것에 대한?

학생B: 무응답이야.

(C반 1모둠 모둠 내 토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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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C는 모둠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시적인 어투로 말을 하거나 모

둠원들의 모든 말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지시적인

어투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가장 많이 웃으면서 즐거운 감정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모둠의 토론 분위기가 험악해지거나 과열되지는 않았다.

학생C: (태양 그림을 보며) 흑점 그려야지, 흑점! 디테일하게 그리란 말이야!!

학생D: (흑점 그린뒤) 자, 그리고 지구씨...

학생C: 지구는 초록색으로 그리라고!

학생D: (달을 그리며) 그리고 달씨가 있잖아요.

학생C: 달은 회색으로 그려야지!

(C반 1모둠 모둠 내 토의 중)

또한 자신이 하지 않고 다른 모둠원에게 넘기려고 한다던가, 때로는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자기 만족스런 반응이나 상대방에게

칭찬을 하는 등의 다양한 정의적 반응을 볼 수 있었다.

발표 및 전체 토의 때는 별다른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만 모둠

원의 발표가 끝난 후 모둠원에게 칭찬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② 학생E

학생E는 수업 시간 내내 발화를 거의 하지 않은 학생이다. 특히 자신

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으며, 다만 아래의 수업 예

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른 모둠원의 의견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잠시

말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학생F: 그럼 여기가 또 밤이면...

학생I: (혼잣말로) 지구가 여기 있으면...

학생E: 그렇게 빨리 그 쪽으로 간다고? 아니야! 그렇게 빨리 그 쪽으로 갈 수 없어!

학생F: 지구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같다고?

(C반 2모둠 모둠 내 토의 중)

그러나 자신이 이해되지 않거나 동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모둠원

들에게 즉각적으로 질문을 제기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그것이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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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고 모둠원들이 들을 수 없는 상황에 말을 하거나 혼잣말처럼

작은 소리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다른 모둠원들에게 무시를 당하

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수업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학생F, I가 대화를

하고 있고, 학생E는 혼자 쳐다보고 있다가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③ 학생F

학생F는 2모둠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신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학생G를 중심으로 다른 모둠원이 제시

한 의견에 대해 활발하게 피드백을 하였다. 다른 모둠원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맞으면 동의를 나타냈으며, 다를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여 반박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른 모둠원의 의견에

대해 자신이 반박을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자신의 의견과 생각에 대해

다른 모둠원이 반박을 하면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설득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반박

을 하면 한 발 물러서서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태도가 나타났다. 또한

모둠의 의견을 발표하였으나 다른 사람에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모둠원

에게 답변을 미루는 모습이 나타났다.

학생G: 태양을 어디다 그려야 돼?

학생F: 그러니까... (칠판을 자신의 앞으로 가지고 오려 한다)

학생G: 어어!(저지한다) 아니아니. (그림 지우며) 감 잡았어. ~(중략)~ 이렇게 그리면 되지.

학생F: 지평선은 어떻게 그리려고?

학생G: 지평선은 그리지마.

학생F:
(학생 G를 보며) 아니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잠시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는 거야. 
(C반 2모둠 모둠 내 토의 중)

④ 학생G

학생G는 C반 2모둠에서 모둠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학생이다.

아래의 수업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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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였으며,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달의 위상과 출몰시

각에 변화에 관련된 세부 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학생G:

같은 자전 위치에서 봤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니까. 자전이 시간의 기준이니까. 

한 바퀴. 그랬을 때 여기서 보고 그랬는데 지구는 그대로 계속 도는데 달이 여기서 

공전한다고.

학생F: 얘 공전, 아니 얘가 자전하는 거잖아. 

학생G:

(칠판에 그림 그리며 설명) 첫째날에 얘가 여기서 봤어. ~(중략)~ 여기서 봤더니 오

늘은 여기 있었네? (첫번째 달 옆에 다른 달을 그리며) 한 바퀴 돌고와서 봤더니 하

루가 지나서 달이 공전하니까 이렇게 돌꺼 아니야? 그래서 달라진다고...

(C반 2모둠 모둠 내 토의 중)

또한 학생G는 단순히 의견만 많이 제시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궁

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둠원에게 즉시 질문도 하였다. 모둠원에게

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교사에게 질문하여 해결을 하고자 하였다.

학생G: 그러면 달의 월출 간격이 짧아지는 때가 한달마다 고정적인 주기로 나오지 않나요?

교사: 아니죠. 왜냐하면 지구도 공전하고 있으니까...~(후략)~

학생G: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면...

교사: 그건 기간을 몇 백년 단위로 연구를 해보면... ~(후략)~

학생G: 그래도 한 달에 한번쯤은 월출 시간 변화가 짧은 날이 나오지 않나요?

교사: 그렇지만 그 간격이 일정하지는 않아요.

(C반 발표 끝난 후 전체 토의 중)

한편, 학생G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말이나 행동

은 사전에 차단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발표 및 전체 토의 때는 다른

모둠원의 발표를 요약, 정리 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설명하였다.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이 앞장서서 답변을 하는 적극성을 보여 주었으며,

틀린 것에 대한 지적을 듣고 즉시 수정하여 재발표하는 민첩함을 보여주

기도 하였다.

⑤ 학생K

학생K는 3모둠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학생이다. 수업 후에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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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인터뷰를 통해 나머지 3명의 모둠원에 비해 자신의 이해 속도가 느려

서 나머지 학생들이 자신을 가르쳐 주었다고 설명하였다.

학생K:

이해력이 좀 늦어요. 애들 한번 들어야 할 것을 저는 세 번, 네 번 들어야 되요. 그래서 이해하

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과학 상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딴 애들에게 묻어 

가는게 느껴져서 화도 났어요. 

Int.:

너한테 화가 나고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과제 수행을 잘 했잖아. 너가 재미 있다고 했

잖아. 너가 너의 친구들보다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재미있다고 느끼게 

된 이유가 뭐야?

학생K:
아는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친구들 생각을 듣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이

렇게 새롭게 알게 돼서요.
(학생K 수업후 인터뷰 중)

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학생K는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고자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

졌으며 이를 통해 결국에는 자신도 이해를 하는데 성공하였다.

학생L: (꿋꿋하게 그림을 그려 나간다)

학생K: (태양-지구-달 일직선 위치에 달을 두 개 그린 걸 보고) 근데 이건 뭐야?

학생L: 이게 달이 여기 있을 때...

학생M: 달이 나눠진거지.

학생L: 응. 여기 있을 때 보름달이 될 수도 있고, 월식이 될 수도 있고.

학생K: 어떻게? 여기서 설명해봐.

학생L:
만약에 이게 X1이고, 이게 X2야. (월식이 X1, 보름달이 X2) 그럼 햇빛을 정확하게 

받으니까 여기는 가려지는 거지.

학생K: 뭐에 가려져?

학생L: 지구에 가려져.

(C반 3모둠 모둠 내 토의중)

그러나 달의 위상변화와 촐몰 시각 변화에 대한 지식수준이 모둠에서

가장 낮았기 때문에 토의가 진행되는 동안 답답함을 자주 호소하였다.

그러나 그런 호소에도 포기하지 않고 토의에 참여한 끝에 이해에 성공하

여 재미를 느낀 수업이라고 수업 후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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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L: 이거는 옆에서 본거면, 그치? 이렇게 빛이 오잖아.

학생K: (이해가 되지 않는듯) 그게 뭔소리야?

학생M: 달이 여기 있는거야.

학생L: 이게 위에서 본거야. 여기 햇빛이 오네. 그리고 이게 옆에서 본거야.

학생K: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다고? 뭔소리야? 위에서 본다는게?

(C반 3모둠 모둠 내 토의중)

모둠의 모형을 직접 발표하였으나 발표 내내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였

으며 다른 모둠의 학생들의 질문에 당황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기

도 하였다.

⑥ 학생L

C반 3모둠에서 학생L은 모둠의 상호작용을 주도했던 학생이다.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모둠원의 질문에 대해(특히 학생K) 적극

적으로 답변을 하였다.

의견을 제시할 때 두려움이나 거리낌이 전혀 없었으며, 다른 모둠원에

의해 반박을 당하면 자신의 의견을 쉽게 포기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곧바

로 반박한 의견을 참고로 하여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이 자주 나

타났다. 모둠 내에서 가장 많이 웃으면서 즐거운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학생M의 장난에도 맞장구를 쳐주면서 모둠 내의 토의가 지나치게 과열

되지 않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발표 및 전체 토의 때는 별다른 의견

을 말하지 않았다.

학생L: 달이 위치에 따라 햇빛이 비치는 거에 달의 그림자가 생기면서 지구에서 보기에는...

학생M: 그림자가 보이는거야?

학생L: 응?

학생M: 반사된 빛이 보이는 거 아냐?

학생L: (웃으면서) 반사된 빛이 보이는 거야.

(C반 3모둠 모둠 내 토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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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학생M

학생M은 모둠 내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역할만 보

조적인 것이었을 뿐 학생L과 더불어서 가장 활발한 상호작용을 보였다.

아래 수업 사례처럼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다른

모둠원들의 의견제시나 질문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피드백, 답변을 하

였다.

학생L:

이게 지구고 이게 해면 이게 엄청 멀리 있으니까 ~(중략)~ (태양-달-지구 일직선

일 때)근데 햇빛이 여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받잖아?  (달이 약간 아래에 

있을 때) 여긴 이렇게 받잖아?  이해되지?

학생M: 아니야, 여긴(학생L이 말한 것 중 2번째 경우) 못받아.

학생L: 미안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겠지?

(C반 3모둠 모둠 내 토의중)

또한 모둠 내에서 빈번한 농담을 통해 과제해결에만 지나치게 집중하

여 토의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였다. 모둠의 의견을 발표

했을 때는 다른 학생들의 질문에 먼저 나서서 답변을 하고자 하였으며

틀릴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손쉽게 대답을 하였다.

⑧ 학생P

학생P는 4모둠에 속한 학생으로 전체적인 의견 제시 빈도나 상호작용

의 빈도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그나마 모둠 내에서 학생N과 더불어 과제

해결을 위해 토의를 진행했던 학생이다.

다음 수업 사례만 본다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업 전체를 보면 학생P는 자신이 알고 있다

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단호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고민만

하고 다른 모둠원이나 교사에게 질문을 제기하지도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체 토의 때는 역시 한 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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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N: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학생P: (고개를 끄덕인다)

학생N: 그러니까 이만큼 높이 뜨는 거지.

학생P:

이렇게 자전을 할 때... 이거는 여기서 보였는데 다음날 이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그렇게 보였는데, 

같은 시간 때에는 이쪽 위치에서 보이고 여기서 보이는 거지. 이해 안되면..(모둠원 전체를 본다) 

이해되지?
(C반 4모둠 모둠 내 토의중)

⑨ 학생Q

학생Q는 매우 특징적인 학생이었다. 과제해결에 관련한 발화는 단 한

마디도 없었으며 수업 시간 내내 오직 그림을 그리는 데에만 몰두 하였

다. 과학적 사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을 쓰며 정확한 그림을 그리는 데 애를 쓰는 모습이 나타났다. 과학

적 사실에 대한 이해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그림을 그린 뒤

자신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⑩ 학생d

학생d는 D반 전체 학생 중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가장 활발하게

한 학생이다. 아래의 수업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과제 해결 중 막히

는 부분이 생기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교사를 불러서 질문을 던졌으며

이를 통해 D반 2모둠의 모둠 토의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왔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충분히 고민하면서 과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

는 빨리 답을 얻어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앞서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했다. 실제 수업 전사본을 살펴보면 학생d는 자신이 과제

해결 의견을 제시한 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자 교사를 통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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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d: 선생님! 반달보다 큰 거 이름이 뭐에요?.

교사: 걔는 이름이 없어.

학생d: 그래요? 그럼 안 써도 되겠네. 와!! 만세!!(박수친다)

교사: 그래서 칠판에 좀 한 명이 그려줄래?

학생d: 그럼 똑같은데 저희가 보는 위치가 달라서 바뀌어 보이는 것 뿐이죠?

교사: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D반 2모둠 모둠 내 토의중)

또한 과제 해결이 잘 되지 않자 답답한 마음을 자주 표출하였으며, 불

만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반면 작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매우 기

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학생a: 달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햇빛을 받는 양에 따라... 달의 모양이... 달라...

교사: 햇빛을 받는 양에 따라 바뀐다. 모두 공감해요? 질문 하고 싶은 것 있어요?

학생d:
달의 비친 지구의 그림자를 보고...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의 양에 따

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학생a: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

교사: 지금 선생님이 듣기에는 약간 다른 포인트의 말을 ~(후략)~

(D반 모둠별 발표중)

모둠의 모형을 발표할 때는 각 모둠의 발표자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질문의 대부분은 다른 모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 아니

라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⑪ 학생e

학생e는 모둠 내에서 가장 빈번한 질문을 제기한 학생이다. 궁금한 것

에 대해 짧은 형식의 질문을 제기하였으며, 대부분의 발화를 질문형식으

로 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질문 형식으로 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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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g:
공전, 음.. 공전에 포커스를 맞춘거 아냐. 지금 공전 했는데 이 만큼 갔고, 이 만큼

해서 뒤로 온다.

학생f: 어.

학생e: 그럼 어디다가 기준을 두는 거야, 지금?

학생f: 그건 나도 몰라.

학생e: 아까 네가 설명하던거 기준이 뭐였지?

(D반 2모둠 모둠 내 토의 중)

학생d와 마찬가지로 과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자

주 나타났으며, 작은 해결에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전체 토의 때는 집중하고는 있으나 아무런 발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내용 이해 부족으로 듣고만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⑫ 학생f

학생f는 토의의 참여도가 변화하는 학생이었다. 수업 초반이었던 첫

번째 과제 해결에서는 학생g와 더불어 과제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

었지만 두 번째 과제 해결에서는 의견제시나 질문의 빈도가 크게 줄어들

었다. 주로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만 의견제시나 질문을 했을 뿐, 다른

모둠원의 의견이나 질문에 대한 피드백이나 답변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

다. 또한 같은 모둠의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과제 해결이 잘 되지 않는

다고 부정적인 감정 표출을 하지 않았으며, 해결의 실마리가 생겼을 때

의 긍정적인 감정 표출이 많았다. 전체 토의 때에는 다른 학생들의 질문

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모둠원을 돕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학생g:
(학생f에게 자신 활동지 보여주며)정말 그냥 내 생각대로 그림자라고 해서 그림자대

로 말했어.

학생f: (학생g에게 자신 활동지 보여주며) 나는 지구가 여기 있으면 달이 이렇게 도는 거니까.

학생e: 왜 너네 둘만 하냐?

학생f: 그러면 달이 이쪽에 있으면 제일 많고, 이쪽에 있으면 제일 적고.

학생g: 나도 그 생각했어.

(D반 2모둠 모둠 내 토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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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학생g

학생g는 D반 2모둠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수업 초반부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논리적인 의

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른 모둠원들의 의문점 제시에 대해 활발하게

답변을 하면서 모둠의 토의를 진행시켜 나갔다. 하지만 정답에 대한 확

신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모둠원들이 점차 정답을 요구하

면서 질문을 제기하자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한발 물러서기도 하

였다. 결국 두 번째 과제의 경우에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곳곳에서

자기만족적인 태도가 나타났으며 근거가 나타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의

견에 동조하는 경우도 자주 나타났다.

학생g: 난 조금 알겠어.

학생e: 어떻게?

학생g:

(자기 활동지를 보여주며) 나는 이걸 6월. 음...이거를 이렇게 도니까 6월로 하고 7월로 했어. 사람은 

똑같이 저녁 9시에 서 있다고 그려봤거든. 근데 달은 이렇게 가는 데 한 달 걸렸잖아. 달은 한 

달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오잖아. 그래서 봤는데 그림에서는 달이 딱 남중해 왔는데 똑같이 위치

에 딱 그리니까 남중은 아닌 것 같아. (잠시후) 뜨는 시간이 조금 늦어졌어.

학생e: 그래서 그려줘. (웃는다)

학생g: 잠깐만 나도 확실하지 않아.

(D반 2모둠 모둠 내 토의 중)

발표 및 전체 토의 때는 모둠의 의견을 발표하고 다른 모둠의 의견에

대한 질문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⑭ 학생h

학생h는 D반 3모둠에서 가장 말을 하지 않았던 학생이다. 3명으로 구

성된 모둠에서 나머지 모둠원인 학생i와 학생j가 활발하게 토론을 진행

해 나갔다면 학생h는 그 토론 과정을 지켜보기만 했다. 위의 수업 장면

에 나타나는 것처럼 가끔 어떤 의견을 말하거나 나머지 두 학생의 토론

이 막혔을 때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

며 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나마 낸 의견도 두 학생에 의해 묵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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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j: 그러면 별빛 때문에 지구가 낮일꺼 아냐?

학생i: 그렇긴 해.

학생h: 그렇게 될 확률은 작지.

학생j: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가잖아? 무조건 ~~잖아?

학생h: (작은 소리로 말함) 일직선으로 될 확률은 작지. 될 수는 있어도, 작지.

학생i:
어쨌든 확실히 크기는 크니까 옆으로 지나는 빛 때문에 약간 초승달 형태로 보일 가

능성이...

학생j: (말을 끊으며) 내 말은, 내말은 여기 딱 가면 여기 이렇게 비춰도 ~(후략)~

(D반 3모둠 모둠 내 토의 중)

다음의 사례처럼 모둠에서 유일하게 잘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해 여유없이 진행에만 몰두했던 두 모둠원과는 달리 토론

을 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모둠 내 토

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서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는 못했다.

학생h: 그러면 태양은 아예 이렇게. (직접 태양을 그린다)

학생i: 맞아!

학생j: 그리고 안에!

학생h: (태양으로 그린 원 내부에 작은 원을 그려 빨간색으로 칠한다)

학생j: 태양이 너무 크다!

학생h: (혼자 막 웃는다)

학생i: 입사, 입사하는...

(D반 3모둠 모둠 내 토의 중)

모둠의 발표 및 전체 토의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

는 모습을 나타냈다.

⑮ 학생j

학생j는 학생i와 더불어서 D반 3모둠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였다. 그러나 학생i와 달리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보다 학생i의 의견

에 반박하거나 보충하거나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더 빈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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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학생i의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짧은 질문을 자주 던져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학생i: 어짜피 여기... 태양 중심으로 하는 게 맞네.

학생j: 그럼 얘도 위치가 옮겨지잖아.

학생i: 얘도 위치가 일로 바뀌지. 그치? (학생j의 반응을 살핀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학생j: 근데 달은?

학생j: 달의 궤도를 그리자.

학생i: 이 상태에선 12도 움직이는 거지?

(D반 3모둠 모둠 내 토의 중)

그러나 대체로 자신이 생각한 바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

며, 다음 수업 사례처럼 모둠원의 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중간에 끼어

드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학생i: 6시.. 달, 

학생j: (말을 끊으며) 걔네들은 안가? 여기로 안가?

학생i: 여기는 또 가지. 당연히!

학생j: 그러면 별빛 때문에 지구가 낮일꺼 아냐?

~(중략)~

학생i:
어쨌든 확실히 크기는 크니까 옆으로 지나는 빛 때문에 약간 초승달 형태로 보일 가

능성이...

학생j: (말을 끊으며) 내 말은, 내 말은 여기 딱 가면 여기 이렇게 비춰도 여기까지 안 가잖아.

(D반 3모둠 모둠 내 토의 중)

모둠 내에서의 활발함과 달리 전체 토의 때는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

차이점을 보이기도 했다.

⑯ 학생k

학생 k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D반 4모둠에서 그나

마 모둠 토의를 주도적으로 이끈 학생이다. 특히 첫 번째 과제보다 두

번째 과제에서 홀로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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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해 집중했을 때는 다양한 생각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과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장난치는 경우도 많아서 결국 두 번째 과제는 해

결에 실패하였다. 그래서 다른 모둠이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4모둠의 모

형을 완성하고자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모둠원의 질문에 대해 학생

m과 더불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학생k: 0.98도! 

학생m: 0.1도!

학생k: 거의 0.1도.

학생m: 그게 1나누기 365야?

학생k: 어.

학생n: 아니. 지구 도는 거 365일...

학생k: 아니 맞을껄? 365일 때 이만큼... 아닌데?

(D반 4모둠 모둠 내 토의 중)

학생k: (2모둠에게) 왜 당신들은 우주에 장미가 있나요?

학생g: 모형이 이해하기 어렵게 생겼네요.

~(중략)~

학생k: 왜 당신들은 우주에 태양만한 장미가 있나요?

(D반 전체 토의 중)

⑰ 학생l

다음 수업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생l은 전체적으로 발화의 양은

적었지만 첫 번째 과제의 경우 활발한 상호작용을 보였다. 발화의 양이

적었음에도 활발한 상호작용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말은 별로 하지 않

았지만 직접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두 번째 과제의 경우 참여를 적게 하고 자신의 활동지 작성에만 몰

두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발표 때는 모둠의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교사 질문에 대해 단순히 ‘모른다’라고 하면서 대처를 적절하게 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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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l: 그러면 여기 태양빛이 오면 지구 그림자란게...

학생k: (말을 끊으며) 아, 이거 3D로 봐야돼.

학생l: 지구의 그림자지. 그러면 동그래야 되는 거 아냐?

학생k: 이거 월식 아니야, 월식?

학생n: 월식은 이게 완전히 이쪽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있으면 일식이고?

학생l: 그러면 지구에 딱 이렇게 빛이 있어서...

(D반 3모둠 모둠 내 토의 중)

⑱ 학생m

학생m은 D반 4모둠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한 학생이다. 그러나 과제 해

결과 관련된 상호작용의 비율은 자신이 했던 말에 비해서 높지 않았다.

왜냐하면 학생m은 발화의 절반 이상이 과제에 무관한, 장난치는 말이었

기 때문이다. 즉, 과제관련 발화 빈도는 적지 않지만, 자신의 전체 발화

에 대한 비율로써는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둠 토론에 집중했

을 때는 여러 가지 의견과 질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집중하지 않을 경

우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상반된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한편, 모

둠원들의 의견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 특히 즐거워하는 반응을 자주 보

임으로써 모둠 활동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지시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학생C와 마찬가지로 분위기를 험악하

게 만들지는 않았다.

학생k: 여기가 삐딱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보이지.

학생m: 아니지. 삐딱하게 보이지.

학생n: 밑에 있는 건 진짜 잘 겹쳐져야 아예 안 보이게 되는 거고.

학생m: 삐딱하면 보이지.

학생k: 아, 삐딱하니까 보이는 건가?

학생m: (학생n, 학생o와 함께 컴퓨터 이야기에 몰두)

(D반 3모둠 모둠 내 토의 중)

발표 및 전체 토의 때는 질문을 제기하는 다른 모둠원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며 교사의 질문에 대해 가장 앞장서서 대답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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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였다.

6) 세부 범주별 상호작용의 특징

① 인지적 측면

질문과 응답은 말하는 학생의 태양-지구-달의 운동에 관한 지식수준

이 높을수록 복잡해지고 정교화 되었다. ‘관련질문(TC-Q2)’의 경우 단순

한 사실 확인이나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었으며,

‘정교화 질문(TC-Q3)’의 경우 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정확한 내

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나 자신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 나타났다. 응답

의 경우 질문에 대해 부가 설명 없이 단답식으로 대답만 하는 경우나 구

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결과만 알고 있는 경우 ‘단순 대답(TC-R1)’이

주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보통 모둠 토의가 활발하지 않은 모둠에서 자

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정교화 대답(TC-R3)’의 경우 질문자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나 질문자가 부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더

정교한 답을 요청하는 경우, 질문자의 의견이 틀려서 이에 반박하려고

할 때에 나타났다. 정답을 모르거나 답변을 하기 위해 생각할 시간이 필

요한 경우 혹은 대답을 포기한 경우 ‘무응답(TC-R4)’도 나타났다. ‘무응

답’은 주로 C반에서 나타났으며 D반의 경우에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몰라”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의견 제시는 보통 과제 관련한 지식을 갖췄거나 과제 해결에 대한 의

지가 많을 때 혹은 틀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과제에 대해 자신

이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빈번하게 나타났다. 단순히 의견을 제시

할 기회, 발언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고 의견제시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

며, 또한 의견 제시를 많이 한 학생이 달의 위상변화나 출몰시각의 변화

에 대해 제일 많이 알고 있거나 과제를 반드시 해결한 것은 아니다. 의

견 받기는 대체적으로 구체적 반론보다는 단순반론이, 확산적 수용보다

는 단순수용이 훨씬 빈번하게 일어났다. 의견에 대해 반론하는 경우 정

확히는 모르지만 무언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나 직관적으로 반응할 때 근

거를 들지 않고 하는 ‘단순반론(TC-RO1)’이 나타났으며, 근거를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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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신의 의견이 명확하게 있거나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익숙한 학

생에게서 ‘구체적 반론(TC-RO2)’이 자주 나타났다. 의견 수용의 경우 모

둠원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할 때,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둠원이 의견을 냈을 때는 의견의 논리성과 상관없이 ‘단순수용

(TC-RO4)’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근거를 들어 수용하는 ‘확산적 수용

(TC-RO5)’은 이번 수업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상대방의 의견이

맞다고 느낄 경우 굳이 다시 근거를 들어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

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학생들이 논거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반

박하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판단하거나 과정을 제외하고 결론만 말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설명에 관련된 것은 현재 자신이 모둠원의 생각을 어느 정

도 이해했는지 표현하거나 모둠원의 의견이 무슨 의미인지 정리를 하는

경우, 혹은 이미 널리 수용되고 있는 과학 사실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

었으며 그 빈도는 많지 않았다.

② 정의적 측면

정의적인 측면은 인지적인 측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나타났으며

개인차도 심했다. ‘지시’나 ‘제재’와 같은 행동참여 양상은 개인별로 빈번

하게 쓰이거나 혹은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지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할 때 부탁을 하는 형태의 말이 아니라 명령형의 형태로 말하

는 경우에 나타났다. 보통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의해 사용 여부가 결정

되었다. 또한 ‘제재’ 역시 나타나는데 필요 없는 행동이나 말이라고 판단

될 경우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

는 경우에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지시’는 상호작

용을 저해 하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으나, ‘제재’의 경우 모둠 토

의 진행 자체를 방해하지는 않지만 참여를 하는데 주저하는 요소로 작용

하여 ‘제재’가 나타나는 모둠의 경우 모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이 많아졌다.

행동 태도에 대해서는 각 모둠별, 개인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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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 ‘비난’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났으며 장난을 치

거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쓸모없는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내 의견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의견 반박이 기분 나쁠 때 나타났다. ‘자신감 부족’의

경우 많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본 수업에서 해결한 과제

가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고, 실제로도 과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

움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제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

해서 자신감 부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내용을 100%까지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

래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학생들에게서조차 ‘자신감 부족’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만족’은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확신하거나 그림이 멋있게 그려졌다고 판단할 때 특정 학생에게서 나타

났으며, ‘답답함’은 과제 내용에 대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특정 학생

들에게서 나타났다. ‘자기만족’이나 ‘답답함’은 토의가 활발하고, 생각의

표현이 자유로운 경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D반의 경우 4모둠에서

는 나타나지 않고, 2,3모둠에서 나타났으며 C반의 경우 4모둠에서는 없

고, 나머지 모둠에서만 나타났다. 정의적인 측면은 모둠활동 특징에 의해

나타나는 것 보다는 평소 습관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분위기 조절’은 보통 유머를 제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유머를 받

아주는 사람까지 있을 때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C반의 경우에

는 과제에 관련된 유머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모둠 토의에 효과적이

었다면, D반의 경우에는 대부분 과제 무관한 발화로써 유머가 사용되어

서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7) 상호작용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Martin et al(2007)의 논문에 기반하여 구성한 상호작용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의 결과를 표10에 정리하였다. 그 결과 각 모둠에서는 주도적

참여자가 1명씩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이 부진하게 일어

났던 C반 4모둠과 D반 4모둠에서는 주도적 참여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나머지 학생C, 학생G, 학생L, 학생g, 학생i의 경우 모둠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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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주도적 참여자의 모습을 보였다.

① 주도적 참여자

주도적 참여자들은 모둠 내에서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근거

를 들어 설명을 하거나 자신이 생각한 것을 칠판에 그림을 그려 나타내

는 등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였다.

학생G:
같은 자전 위치에서 봤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니까. 자전이 시간의 기준이니까. 

~(중략)~ 지구는 그대로 계속 도는데 달이 여기서 공전한다고.

학생F: 얘 공전, 아니 얘가 자전하는 거잖아. 

학생G:

(칠판에 그림 그리며 설명) 첫째 날에 얘가 여기서 봤어. ~(중략)~ 여기서 봤더니 오늘은 여기 있

었네? (첫번째 달 옆에 다른 달을 그리며) 한 바퀴 돌고 와서 봤더니 하루가 지나서 달이 공전하

니까 이렇게 돌꺼 아니야? 그래서 달라진다고...
(C반 2모둠 모둠 내 토의 중)

학생e: 어떻게?

학생g:

(자기 활동지를 보여주며) 나는 이걸 6월. 음...이거를 이렇게 도니까 6월로 하고 7월로 했어. 사람은 

똑같이 저녁 9시에 서 있다고 그려봤거든. 근데 달은 이렇게 가는 데 한 달 걸렸잖아. 달은 한 달

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오잖아. 그래서 봤는데 그림에서는 달이 딱 남중해 왔는데 똑같이 위치에 

딱 그리니까 남중은 아닌 것 같아. (잠시후) 뜨는 시간이 조금 늦어졌어.

학생e: 그래서 그려줘. (웃는다)

(D반 2모둠 모둠 내 토의 중)

또한 주도적 참여자들은 모둠원들에게 자신이 궁금해 하는 것을 질문

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교사에게 질문하여 해결 하고자 하는 모습

도 나타났으며, 다른 모둠원의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정답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때로는 틀린 의견을 말하기

도 해서 지속적으로 모둠원들이 정답을 요구할 경우 한발 물러서기도 하

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경우 거리낌 없이 주도

적으로 나서서 대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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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L: 달이 위치에 따라 햇빛이 비치는 거에 달의 그림자가 생기면서 지구에서 보기에는...

학생M: 그림자가 보이는거야?

학생L: 응?

학생M: 반사된 빛이 보이는 거 아냐?

학생L: (웃으면서) 반사된 빛이 보이는 거야.

(C반 3모둠 모둠 내 토의중)

발표 및 전체 토의 때는 주도적 참여자들 개개인마다 다른 모습을 보

였다. 주도적 참여자에 속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모둠의 의견을 자신이

발표하고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다른 모둠의 발표에 대해 적

극적으로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주도적 참여자들 중

일부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학생도 있었다(학생L).

학생G: 그러면 달의 월출 간격이 짧아지는 때가 한달마다 고정적인 주기로 나오지 않나요?

교사: 아니죠. 왜냐하면 지구도 공전하고 있으니까...~(후략)~

학생G: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면...

교사: 그건 기간을 몇 백년 단위로 연구를 해보면... ~(후략)~

학생G: 그래도 한 달에 한번쯤은 월출 시간 변화가 짧은 날이 나오지 않나요?

교사: 그렇지만 그 간격이 일정하지는 않아요.

(C반 발표 끝난 후 전체 토의 중)

상호작용이 활발한 모둠일수록 보조적 참여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수

가 많았다. 표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상호작용이 활발했던 C반 3

모둠과 D반 2모둠의 경우 대다수의 학생이 보조적 참여자에 속했다. 그

러나 상호작용이 부진하거나 참여자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던 모둠의 경우

1명의 학생만 보조적 참여자로 나타났다.

② 보조적 참여자

보조적 참여자들은 자신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

만 다른 모둠원이 제시한 의견이나 질문에 대해 활발하게 피드백을 하였

다. 다른 모둠원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맞으면 동의를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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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여 반박 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대답하였다.

학생G: 태양을 어디다 그려야 돼?

학생F: 그러니까... (칠판을 자신의 앞으로 가지고 오려 한다)

학생G:
어어!(저지한다) 아니 아니. (그림 지우며) 감 잡았어. ~(중략)~ 이렇게 그리면 되

지.

학생F: 지평선은 어떻게 그리려고?

학생G: 지평선은 그리지마.

학생F:
(학생 G를 보며) 아니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잠시후) 그러니까 우

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는 거야. 
(C반 2모둠 모둠 내 토의 중)

보조적 참여자 중 일부는 빈번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 중에서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였다. 지속적인 질문 제시를 통

해 모둠원들의 의견에 피드백을 하였고, 질문을 통해 토론이 더 활성화

되는 데 기여하였다.

학생i: 어짜피 여기... 태양 중심으로 하는 게 맞네.

학생j: 그럼 얘도 위치가 옮겨지잖아?

학생i: 얘도 위치가 일로 바뀌지. 그치? (학생j의 반응을 살핀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학생j: 근데 달은?

학생i: 달의 궤도를 그리자.

학생j: 이 상태에선 12도 움직이는 거지?

(D반 3모둠 모둠 내 토의 중)

보조적 참여자들 중 주로 질문을 제기하는 형태로 상호작용에 참여한

학생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학생K, 학생e, 학생f). 이러

한 학생들은 답변 형태로 참여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과제 관련된 과학

지식이 부족하였다. 이들은 쉽게 포기하려는 투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

으며, 교사를 통해 쉽게 답을 얻기 위한 시도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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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L: 이거는 옆에서 본거면, 그치? 이렇게 빛이 오잖아.

학생K: (이해가 되지 않는듯) 그게 뭔소리야?

학생M: 달이 여기 있는거야.

학생L: 이게 위에서 본거야. 여기 햇빛이 오네. 그리고 이게 옆에서 본거야.

학생K: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다고? 뭔소리야? 위에서 본다는게?

(C반 3모둠 모둠 내 토의중)

학생P는 특이한 경우로써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

으로 단호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없이 혼자서 고민만 하고 다른 모둠원이나 교사에게 질문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학생N: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학생P: (고개를 끄덕인다)

학생N: 그러니까 이만큼 높이 뜨는 거지.

학생P:

이렇게 자전을 할 때... 이거는 여기서 보였는데 다음날 이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그렇게 보였는데, 

같은 시간 때에는 이쪽 위치에서 보이고 여기서 보이는 거지. 이해 안되면..(모둠원 전체를 본다) 이

해되지?
(C반 4모둠 모둠 내 토의중)

또한 대부분의 보조적 참여자들은 전체 토의 때는 아무런 발화를 나타

내지 않았다. 전체 토의 때는 적극적 참여자들 혹은 소극적 참여자 중

일부 학생들에게서만 교사와 상호작용을 보였다.

③ 소극적 참여자

소극적 참여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 소극적 참여자들

은 모둠 토론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이 순간적으로

집중했을 때만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학생들은 집중을 하는 순

간에는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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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l: 그러면 여기 태양빛이 오면 지구 그림자란게...

학생k: (말을 끊으며) 아, 이거 3D로 봐야돼.

학생l: 지구의 그림자지. 그러면 동그래야 되는 거 아냐?

학생k: 이거 월식 아니야, 월식?

(D반 3모둠 모둠 내 토의 중)

두 번째 소극적 참여자들은 토론 과정, 수업 자체에는 집중을 하고 있

지만 혼자서 속으로 생각만 하고 아무런 의견제시나 답변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3시간 수업 동안 서너 번의 말을 하는 정도였으며, 그나

마 제시한 의견이나 답변도 소리가 너무 작거나 집중할 수 없는 시점에

이야기함으로써 모둠 내에서 묵살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j: 그러면 별빛 때문에 지구가 낮일꺼 아냐?

학생i: 그렇긴 해.

학생h: 그렇게 될 확률은 작지.

학생j: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가잖아? 무조건 ~~잖아?

학생h: (작은 소리로 말함) 일직선으로 될 확률은 작지. 될 수는 있어도, 작지.

학생i:
어쨌든 확실히 크기는 크니까 옆으로 지나는 빛 때문에 약간 초승달 형태로 보일 가

능성이...

(D반 3모둠 모둠 내 토의 중)

④ 방관자

방관자들은 수업 내용 자체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소극적 참여자

들과는 달리 수업 시간동안 일관되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아무런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수업 자체에 집중 하지 않아서 대다수의

경우 웃고 떠들면서 장난치는 것에만 몰두하였으며, 일부 경우 그림을

그리기에만 집중하기도 하였다.

표10. 상호작용 양상별 유형 분류 결과

범주 C반 (17명) D반 (12명)

주도적 학생C, 학생G, 학생L, (학생N) 학생g, 학생i, (학생k)

보조적 학생D, 학생F, 학생K, 학생M, 학생P 학생d, 학생f, 학생e, 학생j, 학생m

소극적 학생B, 학생I, 학생J, 학생O 학생h, 학생l

방관자 학생A, 학생E, 학생H, 학생Q 학생n, 학생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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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내적특징 및 관계적 특징 분석

1) 자아개념 및 관계적 특징 분석

학생들의 내적인 특징과 관계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투입하였던

설문지는 엑셀을 활용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자아개념’,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및 학교생활’의 4가지 요소를 학생 개인별 그래프

로 나타내어 1차적인 분석을 하였다. 리커트 척도 상 4점 혹은 5점을 받

은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1점 혹은 2점을 받은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

여 평균 3점을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설문 결과 대

부분의 항목에서 평균 3점을 넘어가고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는 분석이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같은 반일 경우 동일한 수업을 받았으며, ‘과

학영재’학생 이라는 동질집단의 측면으로 볼 때 같은 그룹의 설문지 평

균과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인 기준으로 C반과 D

반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설문지 문항과 각 요소와의 관계는 표11에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

다. 설문지를 투입하기 전에 현직 중, 고등학교 교사 2명에 의해 타당도

를 검증받았지만 이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설문지 투입 후에도 타당

도와 신뢰도 검증을 재실시하였다. 이 때 현직 중, 고등학교 교사 2명,

현직 초등학교 교사 1명, 과학교육학 박사과정 1명, 과학교육학 석사과정

1명 등 총 5명을 통해 설문지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최소 4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된 경우 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3명 이하인 경우 타

당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실제 설문지를 작성

하게 될 중학생 3명을 대상으로 사용한 문항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지를 확인하였다. 문항번호 중 괄호로 묶여진 것은 타당도 문제로 인해

분석 시 제외된 문항이며, 밑줄이 그어진 문항은 설문지 투입 전에 실시

했던 1차 타당도 검증 후 분류된 세부범주와 설문지 투입 후 실시했던 2

차 타당도 검증 후의 분류가 바뀐 문항이다. 타당도가 떨어져서 분석에

서 제외된 문항을 괄호로 표시했다. 이 과정 속에서 ‘가정적’자아는 1문

항만 남게 되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설문지의 항목은 모두 Cronbach-α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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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결과 분석을 각 반별 평균과 비교하여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C반과 D반을 분리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으며, 두 반을 종합하여 신뢰

도를 다시 확인하였다. 신뢰도 검증 결과는 다음 표12와 같다.

표11. 설문지 문항과 요소와의 관계

요소 세부범주 문항 번호 요소 세부범주 문항 번호

자아

개념

학문적 자아
1, 2, 3, 4, 5, 6, 7,

8, 9, (10)

친구

관계

동반감 6, 10, 15

성격적 자아
12, 13, 14, 15, 16,

17, 18, 20
친밀감 3, 5, 18, 20

사회적 자아
11, 19, 21, 22, 23,

25, 26, 28, 29, 30
갈등해결 1, 13, 16

가정적 자아 (24), 27 도움/인정 7, 9,

부모

관계

개방적

1, 2, 5, 6, 7, 9, 11,

12, 14, 15, 18, 19,

20, 21, 23, 25

일방적주도 2, 14,

문제적
(3), 4, (8), 10, 13,

16, 17, 22, 24
고립 8, 11, 12,

교사

관계

친밀도 1, 2, 4, 8, 10 갈등 (4), 17, 19

교사인식 3, 5, 6, 7, 9 학교

생활

수업 참여도 3, 4, 5, 6, 7, 8, 10

수업 분위기 1, 2, 9

표12. 설문지 신뢰도 결과

종합(32명) 문항수 Cronbach-α

자아개념 28 .920

가족관계 23 .926

친구관계 19 .910

학교생활 10 .681

교사관계 10 .881

각 요소별로 신뢰도를 확인하였을 때 ‘학교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에서는 모두 .85 이상의 신뢰도가 나타나서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

하였다. 반면 ‘학교생활’은 0.7보다 낮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서 분석할

때 제외를 하였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는 영상을 전사하여 문항별로 정리하였다. 그림9에

인터뷰 전사본을 문항별로 정리한 것의 예시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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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심층 인터뷰 문항별 정리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인터뷰였으며 각 질문은 내적, 관계적 요소와 연

결하여 구성되었다. 문항에 없었던 질문에 대한 답도 포함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각 반별로 6명씩, 총 12명을 실시하였으며, 각 학생별로 설

문지와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의

특징에 따라 구분한 유형별로 학생들의 내적, 관계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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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학생F의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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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F는 교사 혹은 부모와 같이 연장자와의 관계가 나쁜 반면 친구관

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학생F는 자신의 부모가 잘못을 잘 짚어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잘하

며 칭찬보다는 야단을 쉽게 치신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자신을 잘 모르

며, 항상 잘하기만 기대하기 때문에 부모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아래 인터뷰 예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집에서 부모와 대화하

는 시간도 적고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지만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하고

존중해주는 분위기는 있다고 하였다.

Int.: 보통 집에서는 뭐하고 지내요?

학생F: 집에서요? 자전거 타던가 아니면 뭐... 숙제 아니면, 그냥 누워있거나. 아니면 취미생활?

Int.: 취미 생활 뭐? 예를 들어 하나만...

학생F: 종이접기.

(학생F와 심층 인터뷰 중)

반면 친구관계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지는 않지만 친밀한

관계는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 사이에서 보통 의견을 교

환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다.

자아개념에 있어서는 학문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나서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자신의 사회성과 성격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과 지식적 수준은 지극히

평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구과학에 대해서는 이해에 대해 자신

감을 보이고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명확한 대답을 회피하고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

되게 대답을 하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럴수도 저럴수

도, 적당히, 그냥 그렇다, 보통, 반반’과 같은 표현이다. 이런 태도는 가정

에서 지적을 자주 받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살아오면

서 습득된 방어기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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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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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학생G의 설문 결과

학생G는 친구관계에 있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방적 주도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말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다음 인터뷰 내용에서 보이는 것처럼 학생G의 가정에서는 평소 부모

님과 시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근거를 들어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을 일상으로 하고 있었다. 주로 매우 논리적이신 아버지와 대

화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으로 보였다.

Int.: 집에서 학생G의 의견을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는 분위기 같은데..

학생G: 집안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죠.

Int.: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하시지는 않나요?

학생G:

아버지의 의견이 되게 쎄세요. 아버지가 집에서 근무하시니까 아버지하고 여러 가지 사

회 문제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러는데 아버지 의견이 되게 쎄세요. 그래서 같이 의견

이 맞으면 ‘그거야, 그거야’ 이렇게 동조가 되고 분위기가 좋은데 반대가 되면 둘이

서 완전히 의견이... 그런거죠. 논쟁을 벌이다가 둘 중 하나가 포기한다던가 그런식으로...
Int.: 합의가 되는게 아니라 포기가 되는 거에요?

(학생G와 심층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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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에서 부모님께서 자신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더 잘하기만을 바라는 태도로 인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

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까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습 방

법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교사 관계에서는 교사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관심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결정되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나 학업에 대해서

는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성공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반박에 대해서도 능숙하게 대처하였

다. 학업 능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지구과학에 대해서는 어

렵게 느끼는 과목이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하였다.

Int.: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학생G:
지적 수준은... 상식이 많다는 것 보다는요. 흡수력이 좋다고 해야하나? 배우면 되게 그 

과목에 대해 흥미를 느끼다 보니까, 배우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Int.:
그러면 앞으로 살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G: 성공하죠.

Int.: 오! 자신감!

학생G: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학생G와 심층 인터뷰 중)

전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자

연스러웠다.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길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하였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으며 설문지의 결과와

인터뷰의 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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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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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학생K의 설문결과

학생K는 자신보다 연장자와의 관계가 좋은 반면 친구들과의 관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친구들과 어울릴 줄도 아는 학생이었다. 또한 평소에도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듣는 편이었다.

Int.: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아니면 혼자 다니는게 편안하고 그래요?

학생K: (한참 고민한다) 음... 음... 혼자 다니는게 편하긴 해요.

Int.: 근데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어울리기도 하고?

학생K: 그냥 뭐... 내킬 때? (웃는다)

~(중략)~

Int.: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과 혼자서 뭔가를 할 때랑, 두 개만 비교한다면 어떤 게 

더 편해요?

학생K: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학생K와 심층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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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K는 집에서 주로 혼자 활동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는 절대적인 시간은 많지 않지만 깊은 대화를 하고 있어서

부모에 대해서는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아래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의견이 거의 다 반영되고, 앞에서는 칭찬을 잘 하지는 않지만 자

신이 없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모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

고 있었다.

Int.:

부모님께서 학생K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칭찬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

면 좀 실수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이건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세요?

학생K:
어... 그냥 제가 잘 하니까요. 저희 엄마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잘해도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웃는다)

Int.: (웃으면서) 못해도 그렇구나?

학생K: 아니 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Int.: 아... 그럼 막 칭찬을 많이 하시지는 않는?

학생K: 일단 제 앞에서는 잘 안그러시고 뒤에서는 잘 모르죠. 그렇지 않을지도...

(학생K와 심층 인터뷰 중)

자신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는 좋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지구과학

을 할 때 수학이 포함되면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반박을 하면 기분이 매우 나쁘며, 삶에 대한 걱정

이 많은 편이라고 하였다. 자신의 성격적인 장점은 열심히 하는 것이라

서 수업에서도 내용은 잘 몰랐지만 성실하게 임했다고 하였다.

인터뷰 내내 학생K는 의사표현이 자유로워 보였으며, 깊은 생각 없이

도 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나

학문적 능력에 대해서는 말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그다지 자신 없는 모습

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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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생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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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학생L의 설문 결과

학생L은 모든 항목에서 반 평균보다 훨씬 높다. 친구와도 잘 어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교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학생L은 어울리면서 힘을 얻는 유형으로 친구들과도 매우 가깝고 친

밀한 관계 맺기를 선호하였다. 평소 의견 제시를 많이 하지만 의견을 듣

는 것도 좋아해서 상황에 따라 두 역할을 자유자제로 구사하고 있었다.

특히 듣는 것도 좋아해서 심리학 쪽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

지고 있었다. 또한, 학교 수업에도 평소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었으며

참여적인 수업을 훨씬 선호하는 학생이었다.

Int.: 친구들한테 의견을, 말을 많이 주도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잘 듣는 편이에요?

학생L:
저는 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친구들 말 듣는 것도 좋아해요. 제가 심리 그런 걸 좋아해서 

상담 같은 것,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받아주는 걸 좋아해요.

Int.: 아! (약간 놀람) 혹시 장래 희망이?

학생L: 심리학, 심리학 그 쪽으로...

(학생L과 심층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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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L은 집에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와는 인생 상담에 대한 대화를 깊이 있게 하며, 어머니와는 일상 이야기

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었다. 부모님께서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셔서 자

유롭게 말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지적보다는 칭찬을 자주하신다는 면에

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아래 인터뷰 사례에서 나타

나는 것처럼 다른 가정과는 달리 부모님께서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실 때 매우 차분하고 수용가능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적 받는 것을

전혀 어렵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학문적 능력이나 성격,

사회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Int.:
부모님께서 학생L이 잘하는 것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잘 못

한 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학생L:
저희 아빠랑 엄마는요. 제가 잘한 게 있으면 정말 칭찬해주시고 진짜 못한 게 있으면 그 때마다 

꼭 지적을 해주세요.

Int.: 그럼 어떤 기분이 들어요?

학생L:
저는 그런 지적 같은 걸 들으면 전혀 막, 이렇게 되는 것 보다는 정말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죄송하다고 하고, 진짜 고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Int.:
부모님께서 그걸 말씀하실 때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하면서 말씀하시지 않고 되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학생L: 네.

(학생L과 심층 인터뷰 중)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노력하는 유형이며, 자신의 지적 능력

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인식하지만 노력으로 그것을 상쇄하고 있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이 본 연구에 참여했던 다른 학생들과

는 달리 낮은 자존감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자기 인식

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람의 의견 반박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상황에 대해 ‘잘 될꺼

야’라는 생각을 깊게 가지고 있었다.

인터뷰 내내 밝은 모습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으며, 부

모관계의 자유로움이 친구관계나 토론 수업, 그리고 인터뷰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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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생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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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학생M의 설문 결과

학생M은 친구관계나 교사 관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관계나

자아개념은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먼저 친구관계에 있어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워하지는 않는 유형이었다. 다만 친밀한 정도는 높지 않게 나

타났다. 또한 상대방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평소 학교 수업 때 참여도는 높은 편이지만 오직

교사에게만 질문을 하고 교사와의 친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생M은 주로 집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다. 부모의 강요

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하

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부모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머

니와의 관계는 자유롭고 편안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친밀하지 않았

다. 또한 아버지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라서 아버지와 대

화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힘들 때 위로를 해주시며,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 대화의 시간이 많고,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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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 자신의 의

사 무시, 잘하기만을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

Int.:
집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인가요? 내 생각을 막 이야기해도 전

혀 거리낌이 없는?

학생M:
저희 엄마는 그런 것을... 자기 의견을 내놓는 것을 좋아하시는 데요. 아빠는 그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Int.: 그럼 뭘 좋아하시죠?

학생M: 아빠는 이제 약간 침착하게 중요한 이야기만 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중략)~

Int.:
잘못한 것에 대해 말씀 하실 때 마음이 어때요? 괜찮아요, 아니면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래요?

학생M: 저는 좀 불편해요.

(학생M과 심층 인터뷰 중)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잘하는 것은

남보다 잘하지만 나머지의 것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라면서 부정적 인식

을 보였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많아서 불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

다고 하였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지구

과학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흥미도 많이 느끼고 있었다.

Int.: 공부만 해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건가요?

학생M:
어쩔 때는 지금 내가 이러고 공부만 하고 있으면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럴 때는 ‘내가 

이정도만 공부하고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중략)~

Int.: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이?

학생M: 네. 그것을 겉으로는 표현 잘 안하는 데 속으로는 좀 많죠.

~(중략)~

Int.: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욕

심이 있나요? 

학생M: 네!

(학생M과 심층 인터뷰 중)

인터뷰 때 초반 많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직된 모습이 나타났

지만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긴장이 풀어지자 매우 솔직하고 즉흥적인 생

각을 잘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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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학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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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학생P의 설문 결과

학생P는 친구와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고, 친한 친

구 몇 명에게만 편안함을 느껴서 관계가 넓지는 않았다. 또한 자신이 잘

하면 말할 것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잘하는 과목 교사를 좋아한다고 하

였으며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말을 할 수 있는 상

황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였다.

학생P는 주로 부모 주도의 대화를 많이 하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와는

학업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아버지와의 대화가 편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잘하는 것에 대해 칭찬을 해주시고, 무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자신을

존중하시는 반면에 자신의 실수를 잘 짚어내시며, 잘 못하는 것에 대해

엄청 많이 혼내시는 것으로 인해 위축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회성 측면에

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아래 인터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으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쉽게

상처를 받는 타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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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만약 내가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힘든가요, 

아니면 별로 신경 안써요,? 어때요?

학생P:

좀... 좀 힘들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을 못봤다 그러면 거의 다 솔직히 실수, 실

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면 주변 친구들한테도 좀 안 좋은 소리 듣고, 여러 가

지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안 좋게 들려요.

Int.: 흥. 혹시... 자신한테 실패에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없는 것...

학생P: (중간에 바로 말한다) 실패...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 있어요. 

(학생P과 심층 인터뷰 중)

또한 자신은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대응을 하며, 지구과학에 대해서는 어려워서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고 하였다.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은 잘 하지 못하지만 차분하게 도와주

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Int.: 어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말하는 게 더 익숙한 거죠?

학생P: 네.

Int.: 음.. 왜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세요? 바로바로 이야기 안하고?

학생P:
음... 일단 제가 말을 하다가 실수하게 되면 좀 창피하고,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말을 잘 못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 할 수도 있으니까...

(학생P와 심층 인터뷰 중)

학생P는 면담 내내 지나치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속 작은 목소

리로 대답하며 뭔가 자신 없고, 조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으며, 자신이 잘하거나 긍정적인 면에

대해 말할 때는 자신 있게 말을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위축되어 말을

잘하지 못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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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학생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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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학생e의 설문 결과

학생e는 친구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에서는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지만 친밀한 관계는 별로 맺지 못하고 있었

으며, 상황에 따라 의견제시도 할 수 있지만 보통 의견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더 많다고 했다. 또한 비판적인 말을 그대로 하는 경향이 있고, 즉

흥적으로 말해서 후회할 때도 자주 생긴다고 하였다.

Int.:
그러면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말을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학생e: (말하는 중간에 대답) 말하고 생각해요.

Int.: 아! 먼저 말을 해버린다?

~(중략)~

Int.: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야 편해요, 아니면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에요?

학생e: 어... 저 그냥 해요.

Int.: 바로바로? 아... 약간 비판적인 말을?

(학생e와 심층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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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부모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었으며 집에서 공부에 대한 압박을 많

이 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너무 싫어해서 거부한다고 하였다. 학업에 대

한 압박이 심한 것으로 보였으며, 칭찬보다도 지적이 많은데 지적을 들

으면 짜증이 나는 반면 칭찬을 들으면 부담스럽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며, 실수를 잘 짚어내고, 칭찬보다는 야단을 치는

경우가 많으며, 내 이야기를 쉽게 말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했다.

자신의 성격이나 학문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자신의 비판적인 성격 때문에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 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하였으며 능력이나 지식적 수준은 평범하거나 약간 좋은 정도라고 하

여 그렇게 인식이 좋지는 못했다. 또한 미래에 자신의 꿈이 잘 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노출했으며, 지구과학에 대해서는 어려운 과목이지만

점점 배울수록 나아지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인터뷰 내내 솔직하고 당당하게 대답하였으며 말하는 데 있어서 어려

워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⑧ 학생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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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학생f의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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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f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

다. 주로 듣는 것을 선호하였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야기도 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교사를 선호하였다. 현재 학교 교사에 대해서 부

정적 인식을 다소 갖고 있었으나 관계는 친밀했다.

학생f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적고, 그나마 대화하는 시

간도 짧으며 대화 내용도 일상이야기나 성적이야기에 국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가정 내에서 지적보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었다. 그러나 실수에 대한 지적이 빈번하고 무시당하며, 자

신에 대해서 모를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자신의 일을 다 말할 수 있다

는 것과 같은 긍정적 인식보다 우세했다.

자신에 대해서는 사교성을 가진 사람이며 성공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구과학에 대해서는 자신감

이 별로 없어서 위축된 모습으로 수업에 임하게 된다고 하였다.

Int.: 친구들이 뭐라고 그런가요? ‘넌 어떤거 같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끔은...

학생f: 어... 나쁘게 말하면 좀 나대는 거고, 좋게 말하면 그냥, 그냥 사교성 있는거?

~(중략)~

Int.:
앞으로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

이 들어요, 내가 정말 그걸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학생f: 성공할꺼 같아요. 진짜로.

(학생f와 심층 인터뷰 중)

인터뷰 내내 솔직하고 직선적으로 대답을 해 주었다. 그러나 자기 자

신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지나치게 민망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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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학생g의 설문 결과

학생g는 부모관계와 교사관계만 반 평균과 유사할 뿐, 자아개념이나

친구관계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고, 친밀한 관계도 즐기

지 않고 있었으며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갖고 있

어서 친구관계가 좋지 못했다. 친구 사이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을 좋아하며, 자주 어울리기 보다는 친구들에게 맞춰주는 게 힘들고

귀찮아서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에게 질문하기 보

다는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Int.: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

하는 편이에요?

학생g: 혼자 있는게...

~(중략)~

Int.:
평소 친구들한테 내 의견을 잘 말하는 편이에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

주는 편이에요?

학생g: 의견을 말하는 것을...

(학생g와 심층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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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해서도 학문적 능력은 그나마 긍정적이었으나 사회적인 측면

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친구관계와 유사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성격에 대해서는 조용하면서 활발하지만, 몸이 조금만 힘들면 화

를 잘 내서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리더쉽도 가지고 있으며 지식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스스

로도 우수하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반대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이 틀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굽히기 어려워하며,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고 많은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구과학에 대해서는 어렵

게 느껴지지만 어려운 게 나와도 더 열심히 하는 자신의 습관 때문에 열

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

학생g는 집에서는 주로 숙제, 독서, 부모님과 대화를 한다고 대답하였

다. 어머니와는 학생이 먼저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대화부족으로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지적

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시며, 성적에 대한 압박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관

심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실수를 잘 지적하고, 이유를 잘 따지

며, 잘하기만 기대한다는 부정적인 면을 같이 언급하고 있었다.

인터뷰 내내 성실하게 답변하며 꾸미지 않았으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연결되어 자신

의 불안함을 감추고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

하는 것에만 집중하려는 태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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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학생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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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학생h의 설문 결과

학생h는 전 항목에 걸쳐 반 평균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친구관계에 있어서 잘 어울릴 줄 알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갈

등 해결 능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항상 정확하게 말해야 하

다는 생각 때문에 충분히 생각한 후에 말을 하는 편이며,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자신의 의견을 쉽게 포기한다고 하였다.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

지만 학교에서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한다고 하였다.

Int.: 만약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랑 의견이 안 맞아. 어떻게 해결해가요?

학생h: 음.. 그냥... 그냥 친구 의견쪽으로.

Int.: 내 의견은 그냥 포기해요?

학생h: 그냥... 음... 더 친구의 의견이 맞다 싶으면요.

(학생h와 심층 인터뷰 중)

아래 인터뷰 내용에서 보이는 것처럼 학생h는 주로 집에서 책을 읽는

등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며 부모와 대화시간은 별로 없었다. 그

나마 엄마랑 대화를 하지만 그 시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

께서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하셔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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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하였으나 설문결과에서는 위로해주시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의견을 존중하며, 내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자주 대화한다는 등의 긍정

적 요소만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Int.: 책 보는 시간 외에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있나요?

학생h: 음.. 직장 다니시고, 엄마는 또 집안일 하느라 잘 못해요.

Int.: 많이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학생h: 네.

~(중략)~

Int.: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더 많이 하세요?

학생h: 지적을요.

(학생h와 심층 인터뷰 중)

자신은 성실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문적인 면

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지구과학은 흥미를 가

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학생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인터뷰

내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좋은 쪽으로만 말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

타났고, 대답하기 전에 지나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또한 설문지 결과와 상반되는 응답이 빈번하게 나타났

다. 아마도 지적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온 가정 환경으로 인해 나쁜 이야

기를 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예상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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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학생j의 설문 결과

학생j는 교사관계와 부모관계와 같은 연장자와의 관계는 평균적인 수

준으로 나타났으나 친구관계나 자아개념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친구들과는 어울리는 게 재미있고 편하다고 하였지만, 자기 의견만 주

장하는 습성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였

다. 또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능력도 부족했다. 자신의 능

력을 인정하는 교사를 선호한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이야

기를 들어주고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nt.: 같이 어울리는게 편하다는 말이에요?

학생j: (당연하다는듯) 네.

Int.:
그러면 이야기할 때 내 의견을 먼저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딴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학생j: 제 의견이요. 제 의견부터!

(학생j와 심층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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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j는 집에서 주로 숙제 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나마 부모님과는 밤 늦게 혹은 주말에만 대화를 하고 있었으

며 대화주제의 대부분은 성적이었다. 그래서 학생j는 성적에 대한 압박

을 매우 심하게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어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

며, 집에서 칭찬과 지적이 비슷하게 일어난다고 하였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실수를 잘 짚어내며, 잘하기만 기대하고 비교하신다는 측면에

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더 강하였다.

자신에 대해서는 설문 결과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자신감을 보였으나

사회성이나 성격에 대한 측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심

층 인터뷰 결과 자신에 대해 끈기도 있고, 재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으며, 학문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미래에 대해 성공하리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학업에 대해 압박 때문인지 명문대학교에 가

야한다는 집착을 보였으며, 지구과학에 대해서는 어렵다고만 하였다.

Int.: ‘너는 너 자신에 대해 뭐라고 할꺼니?’라고 누군가 질문하면 뭐라고 할 거야?

학생j: 그냥... 끈기 있고... 어...(고민한다) 자랑하면 안되는데...

Int.: 자랑해도 돼, 지금은. 솔직하게!

학생j: 그냥 뭐 재치있고, 호기심 많고. 그런 건 좋은데. 좀... 게을러요.

(학생j와 심층 인터뷰 중)

인터뷰 내내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태도와 반응이 나타났다. 성적에 대

한 염려가 너무 커서 그 부분 말할 때는 질문을 던지지 않은 것까지 대

답을 하였다. 또한,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조차도 자기 스스

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어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시도라는 생각이 들 정

도로 좋은 쪽으로 말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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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학생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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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학생l의 설문 결과

학생l은 연장자와의 관계는 매우 좋지만 친구관계나 자아개념은 부정

적이라는 점이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어 나타난다.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는 자신의 의도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있

는 것을 편하게 느끼며, 밀접한 관계도 맺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친구 의견 따라 움직이는 것은 선호하였으며, 나

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수업 때도 주도적이기

보다는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하였다.

Int.: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거에요, 혼자 뭔가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

에요?

학생l: 솔직히 혼자 하는 게 좀 더 편해요.

Int.: 더 편해요?

학생l:
친구들하고 하면 뭐...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뭐라 해야되지? (잠시후) 좀 여러모로 걸림돌

이 되는 것들이 생긱는 것 같아요.
(학생l와 심층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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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l은 집에서 주로 숙제와 운동을 하지만 부모님과도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 지적보다 칭찬을 많이 해주는 가정 분위기이며, 지적을

받아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잔소리가 없으시고,

칭찬이 많으시며, 자신을 잘 알고, 대화가 빈번하며, 비교 없이 잘하기만

기대하지 않는다는 등의 긍정적인 요소가 대부분이었다.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을 하고 있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 폐쇄적으

로 변하기 때문에 성격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하였다. 걱정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었

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인터뷰 내내 성실하게 답변하였으며, 특징적인 부분은 활동성이 강조

되는 토론 수업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2) 성격 유형 검사 정리

성격 유형 검사 MMTIC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13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13. MMTIC 검사 결과

C반 D반

이름 성격유형 점수 이름 성격유형 점수

학생A UUTP (49,66,60,75) 학생a ENFP (37,70,74,78)

학생B ENFP (37,78,77,80) 학생b ENFP (37,80,79,82)

학생C ENFP (44,76,66,82) 학생c ENUP (44,70,62,85)

학생D ISTJ (56,65,49,67) 학생d 없음 없음

학생E ISFJ (56,60,71,63) 학생e ENFP (41,73,72,81)

학생F INFP (63,80,75,82) 학생f ENUU (44,73,65,68)

학생G EUTU (45,69,61,67) 학생g IUTJ (54,65,47,60)

학생H ENFP (41,77,72,73) 학생h ESFP (41,61,71,70)

학생I USTP (49,60,47,82) 학생i ESTJ (44,57,61,62)

학생J ISFU (58,54,70,65) 학생j INTP (58,72,61,77)

학생K ISFP (54,56,82,73) 학생k UNTP (49,75,49,79)

학생L 없음 없음 학생l ISTJ (65,53,58,63)

학생M USFP (50,57,77,69) 학생m ENUP (43,70,63,71)

학생N IUTP (56,66,57,72) 학생n EUFP (41,66,67,79)

학생O ENUP (41,68,62,73) 학생o IUTU (56,66,55,64)

학생P ISTP (59,59,58,72)

학생Q INFU (55,76,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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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대립되는 성향인 ‘E’와 ‘I’는 각각 외향적, 내성적 성격을 의미하

며, ‘S’와 ‘N’은 각각 감각적, 직관적 태도를 나타낸다. ‘T’와 ‘F’는 각각

사고형, 감정형을 의미하며, ‘J’와 ‘P’는 각각 계획적, 즉흥적 태도를 나타

낸다. 표15에 포함된 숫자는 각 영역에 대한 환산된 점수를 의미한다.

‘U'는 환산 점수 영역이 중간 지대에 분포하여 특정 하나의 유형으로 결

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표14에 U에 해당하는 점수 영역을

표시하였다. 32명의 학생 중 G영재교육원에서 실시했던 MMTIC 검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2명을 제외한 30명의 학생에 대해 성격 유형 검사를 얻

었다.

표14. MMTIC 점수 영역

유형 점수 ‘U' 해당 점수 점수 유형

E 35 47.7 ~ 52.3 70 I

S 44 64.4 ~ 69.6 88 N

T 42 61.6 ~ 66.4 84 F

J 44 63.9 ~ 68.1 88 P

제 3 절 상호작용의 역할 유형과 요인 관련성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학생 개개인의 상호작용의 양상과 여기에 영향을

주는 학생 개인의 내적 및 관계적 특성을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변인을 통제하여 1개 변인의 차이만 나타나도록 조작적으로 연구

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상호작용의 특징이 어떤 요인 때문이라

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사람의 특성이 단 하나의 요인으로

결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경향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즉, 예를 들어 어떤 상호작용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공통적으로 어떤 내적 특성이나 관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연

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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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별 분석

심층 인터뷰에 참여했던 12명의 학생에 대해 상호작용의 특징과 내적,

관계적 요소를 연결시켜 정리하였다.

① 학생F

학생F는 모둠 내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른 모둠원의 의견에

대해 활발한 피드백과 반응을 보였다. 학생F의 경우 평소 갈등이 일어났

을 때 이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친구와 지내는 것을 선

호하지는 않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실제로 같은 모둠을 구성

했던 모둠원들 중 모둠활동에 주로 참여했던 학생들은 학생F와 이미 친

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학생이었으며 학생F의 상호작용이 주로 학생

들과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이런 측면이 학생F가 모둠 내에서 활발

한 피드백을 보일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

대로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것은 평소 부모와의 관계에서 깊은

대화를 하지 않는 등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핀잔을 주는 교사를 싫

어하는 등의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

또한 학생F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모둠원들의 반박에 대해 적절한 대

처를 하지 못했다. 다른 모둠원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수

용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의 반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평소

집에서 부모님이 빈번하게 지적을 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하시기

때문에 더 위축되고, 반박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으

로 보인다. 또한 심층 인터뷰 시 나타났던 ‘평화주의자’적인 태도도 이것

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

여 회피하는 태도가 모둠활동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학생G

학생G는 평소 학교생활이나 수업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며, 평소 친구관계에서도 자신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며

지내고 있었다. 또한 집에서 아버지와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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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어서 논리적

으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이런 측면이 학생G가 모둠 내에서 가장

활발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학생들의 의견이나 질문에 활발한 피드백

과 답변을 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소 학교에서 자신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손쉽게 질문을 던

지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 지의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이러한 평

소의 모습과 본 수업에서 자신이 궁금한 것에 대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질문을 던지는 것과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G는 자신이 생각할 때 불필요하거나 틀린 것이라고 확신을 가진

다른 모둠원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평

소 자신의 생각이 강하고, 자기가 원하는 데로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측면과 연결되며, 평소 집에서 틀린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부모님의

성향에 적응된 행동으로 예상된다.

③ 학생K

학생K는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즉각적으로 질

문을 제기하였다. 학생K는 평소 가정 안에서 부모와 친밀한 대화를 하

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궁금해 하는 것 물어보는 것을 자연스러

운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모르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

으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평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손쉽게 말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런 측면이 이번 수업 때 손쉽

게 질문을 제기하는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생K는 이번 수업 동안 모둠원의 질문, 의견에 대해 답변이나

피드백이 거의 없었다. 평소 학생K는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해 부정적

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지구과학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더구

나 달의 위상변화와 출몰시각 변화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여 내용을 이

해하는 데에만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학생K는 질

문 외에 다른 어떤 형태의 언어적 표현을 하기 힘들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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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생L

학생L은 모둠 내에서 가장 주도적인 상호작용을 보였던 학생으로 평

소에도 자신의 의견이 틀릴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내왔으며, 본 수업

에서도 자신의 주장의 옳고 그름의 여부에 대해서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또한 학생L은 매우 건강한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약점을

수용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평소 집에서도 지적을 받을 때

부모님께서 차분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적이나 평가를

받을 때 위축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 실제 본 수업

에서 학생L은 의견 제시를 많이 하기는 했으나 과제 해결에 핵심적인

의견을 내지는 못했다. 의견을 많이 제시했지만 거기에는 과학적으로 틀

린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학생L은 자아개념이나 관계적 요인으로 인해

정답이란 확신 없이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생L은 다른 모둠원으로부터 반박을 당하면 논리적 근거를 통

해 자신의 의견을 변호하기 보다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많았다. 감정

적으로 상하는 일은 없었지만 자신의 의견을 보호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심층 인터뷰에서 나타났다. 학생L은 자신의 학업 능력을 ‘중

간’ 정도로 평가했으며, 특히 이날 수업했던 달의 위상변화와 출몰시각

변화에 대해 자신이 잘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즉,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모둠원이 반박을 하면 쉽게 포기한 것

이다. 그러나 학생L은 단순히 포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박을 했던

의견을 참조하여 새롭게 수정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태도가 학생L이 속했던 C반 3모둠의 상호작용을 매우 활발하게 하는 촉

매제가 되었다.

⑤ 학생M

학생M은 본 수업에서 모둠원들의 의견과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하고 피드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생M은 평소 학교 수업에서도

참여도가 높고, 지구과학에 대해서 자신감과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깊게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생각이 나면 바로 이야기하는 성향을 가지

고 있어서 평소에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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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관찰을 해본 결과 학생M이 속했던 3모둠 내에서 달의 위상변화

와 출몰시각 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런

여러 측면에 의해 학생M이 학생들의 의견과 질문에 대해 답변을 활발하

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활발한 피드백과 답변과는 달리, 자신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다른 모둠원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경우

가 더 많았다. 학생M은 의견 반박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즐기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상관없이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

식을 가지고 있어서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았다.

⑥ 학생P

학생P는 정답이라고 자신이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주장을

펼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서만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P는 평소 집에서 자신이 못하는

일에 대해 자주 혼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적 받는 것에 대해 매우

어려워하고 의견을 주고 받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에 반박을 시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공부를 잘하

는 정도에 따라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결정될 정도

로 자신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이지만, 못하는 것에 대해

서는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지내고 있었다. 더구나 지구과학에 대해서

어려움을 평소에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

다. 이렇게 볼 때 자신이 잘 이해되지 않는 지구과학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반박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논리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실패하지 않고 의견 반박을 당하지 않기 위한 행

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평소 집에서의 생활에 가

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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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학생e

학생e는 이번 수업에서 주로 의문문 형태로 언어적 표현을 하였다. 심

지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도 의문문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평

소 학생e가 지구과학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어서 자신감이 부족했으며,

자신의 능력과 지적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학생e는 이번 수업에서 주도적이지 않았다. 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

해가 부족하기도 했지만, 학생L의 경우처럼 단순히 내용을 명확하게 모

른다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학생e는 평소 자

신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따라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 토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생e는 꾸준하게 과제 해결에 임하기보다는 수업 중간 중간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불평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이것은 학생e의 성격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e는 ENFP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형은 감정을 느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표출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답답함을 느낄 때 그것을 참아내기 보다는 그것을 표출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⑧ 학생f

학생f는 이번 수업에서 참여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학생 중 1명 이었

다. 수업 초반 1번 과제에서는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적극적

인 참여를 보였지만 2번 과제에서는 조용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모둠원

의 의견과 질문에 대해 응답이나 피드백이 거의 없었고 1번 과제에서만

자신의 의견을 낼 뿐이었다. 평소 학생f는 자신의 학문적 능력에 대해

평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달의 위상변화와 출몰시각 변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수업 구성을 보면

1번 과제 내용보다 2번 과제 내용이 더 심화된 내용이었다. 즉, 수업 내

용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참여도가 떨어졌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학생f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표현하였다. 인터뷰 때도 그러한 특성은 명확하게 나타났다. 학생f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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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도 교사에게 쉽게 질문을 던지고,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

하게 말하며 지내왔다. 자신의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해왔으며 성격유형

도 ENFP로써 외향적 성격이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유

형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망설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⑨ 학생g

학생g는 모둠 내에서 토론을 주도하였다. 가장 많은 말을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발화의 대부분이 과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었

다. 그 의견 제시를 바탕으로 다른 모둠원들의 피드백이 더해져서 모둠

활동이 진행되었다. 학생g는 평소에도 친구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

는 것을 훨씬 선호하고 있었으며, 의견이 충돌되면 설득하는 시도를 하

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당시 학생g가 속했던 D반 2모둠의

경우 어느 학생도 과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

에 평소에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것이 익숙했던 학생g가 자신의 의견을

주로 내세우면 모둠활동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생g는 질문을 던지기 보다는 다른 모둠원의 질문

을 답하는 것에 더 충실하였다. 당시 수업 상황을 보면 학생g가 다른 학

생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과학지식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적었던 것은 평소 학교에서도 궁금한 것을 질

문하기 보다는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모습을 보이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평소 자신의 학업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모둠 내에서 가장 답에 가까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질문보다

는 답변이 더 많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생g는 전체 모둠 발표 때 어느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질문을

제기하였다. 다른 모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기보다는 자신의 모둠이 해

결하지 못한 부분을 물어보는 내용이었다. 평소 지구과학을 어렵게 인식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더 열심히 수업

에 임하는 태도가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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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학생h

학생h는 모둠 내에서 별다른 의견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둠활

동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며, 다만 발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

h는 평소 집에서도 부모와 대화가 적고, 주로 혼자 하는 활동을 하며 시

간을 보내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주로 혼자 지내고 있다. 또한 실수를 줄

이기 위해 평소에도 충분히 생각한 뒤에만 말을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었다. 이런 평소의 삶의 태도가 학생h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데 방해

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생h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 수업 시간 내내 토론에는 집중

하고 열심히 학습에 임했다. 평소 학생h에게 지구과학은 어려운 과목이

지만 흥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었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뒤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모둠활동에서 발화가 적은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생h는 모둠활동에 포함되기 보다는 혼자

떨어져서 수업을 받는 학생처럼 보였다. 토론에 집중하기는 했지만 같이

있다는 모습보다는 멀리서 쳐다보는 존재로서 모둠활동에 임했다. 평소

에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본인의 의견을 쉽게 포기하는 소극적 태도가

있으며, 방어적인 태도가 몸에 베어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런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⑪ 학생j

학생j는 모둠 내에서 학생i와 더불어 모둠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다만 학생i와 차이점은 학생i는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반면,

학생j는 의견 제시보다는 학생i의 의견에 대한 피드백과 질문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학생j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이 끝

나기 전에 중간에 가로채서 자신의 말을 한다는 점이었다. 다른 학생들

의 경우 3시간의 수업 동안 한 두번에 그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이

런 면이 학생j는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다. 학생j는 평소에도 자신의 의견

만 말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도

록 하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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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황을 기다릴 줄 모르는 태도

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번 수업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른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간에도 전혀 기다리지 않

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급급했다.

학생j는 상당히 시니컬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모둠 토론 시간 내내 보

였다. 평소 학생j의 부모님은 집에서 논리적으로 잘 따지시는 분이시며,

학생j의 성격 자체가 직관적으로 잘 따지는 NT인 것이 여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편하

게 여겨서 함께 의견을 조율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인터뷰 때에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상대방의 의견

과 생각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측면이

학생j가 강압적인 면을 보인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j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는 태도를 보

였다. 마치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는

모습이었다.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해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

신이 생각한 것을 옳다고 믿는 태도가 있었으며, 집에서 학업에 대한 압

박이 심하여 대부분의 대화가 학업에 관한 것으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하

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⑫ 학생l

학생l은 학생f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참여도가 변화하는 학생이다.

수업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2번 과제 때는 참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1번 과제 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의견을 빈번하게 제시하기 보다는 과제

해결에 결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며, 말로 표현하기 보다는 주로 그림으

로 그려서 보여주는 방법을 택했다. 학생l은 평소 수업에서도 수업 참여

도가 높지 않고, 질문을 제기하기 보다는 혼자 고민하는 스타일이다. 또

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자체를 선호하지 않으며, 평소 의사소통을

할 때도 친구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후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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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당시 수업했던 달의 위상변화와 출몰시

각 변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학생l은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데 만족했을 가능성

이 크다.

또한 학생l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피드백이나 언어로 표현하는

자신의 의견 제시가 별로 없었다. 평소 학생l은 상대방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다른 반박 없이 쉽게 수용하며, 성격유형이 ISTJ로써

현실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으

면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2) 요소별 분석

각 요소에 따른 상호작용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각 학생별로 각 요소

의 특징을 정리하고 상호작용의 특징을 정리하여 상관관계를 보고자 하

였다.

① 성격유형

MMTIC 결과에 따라 성격유형과 상호작용의 특징의 관계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성격유형 16가지를 한꺼번에 적용한다면 너무 다양한 성격유

형이 나오게 되어 관련성 파악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I와 E, N과 S, F와 T, P와 J를 분리하여 연관성을 파

악하였다. 전반적으로 성격유형이 상호작용의 특징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인 요소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A. I와 E (에너지의 방향)

32명의 학생 중 MMTIC 검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2명과, 분석에서 제

외되었던 D반 1모둠 3명을 제외한 27명중 E와 I 성향이 모두 11명, U가

5명으로 나타났다. C반의 경우 4개 모둠 중 3개 모둠에서 토론을 주도적

으로 이끄는 학생이 E 성향을 보이고 있었지만 D반의 경우 혼재되어 나

타나고 있었으며, 토론을 보조적으로 돕는 학생들이나 토론에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은 E와 I의 구분 없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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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했던 9명의 학생 중 단 2명(학생C,G,I,K,d,g,i,m,g

중 학생K,g만 해당)만이 I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 E의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I 성향을 가진 학생들보다 교사와 상호작용을 더 활발히 한다

고 볼 수 있었다.

B. N과 S (정보수집 방법)

N은 11명, S는 10명, U는 6명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N과 S의 차이

가 상호작용의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다만 N의 성향을

가진 학생이 S의 성향을 가진 학생에 비해 발화의 수가 많았다. 보통 N

의 성향은 직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깊은 생각이 없어도 의견

이 나올 수 있는 반면에, S 성향은 감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므로 의견

을 제시하는 데 준비하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C. F와 T (판단기능)

F는 15명, T는 9명, U는 3명으로 나타났다. F와 T의 인원수가 차이를

보이지만, T의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F의 성향을 가진 학생들보다 다소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F 성향의 학생들의 의견제시나 질문은 대부

분 간단한 형태가 많았지만 T의 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F의 성향이 많았던 C반 수업의

경우로만 한정 할 경우 모둠 내에 F의 성향을 가진 학생의 비율이 높을

수록 활발한 모둠활동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C반에서 유일하게 상호작용

이 부진했던 4모둠의 경우 F 성향의 학생이 1명에 불과했던 반면, 나머

지 모둠에서는 2~3명 이었으며, 3모둠의 경우에는 검사에 참여하지 않았

던 학생L을 제외한 전원이 F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② 자아개념

심층 인터뷰 참여자 12명만으로는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설문지에 참

여했던 32명의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연관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성

격유형처럼 절대적인 기준을 통해 구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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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각 학생들의 특징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므로 리커트 척도 점수의

반 평균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높고 낮음을 구분하였다. 총 32명 중 상호

작용 분석에서 제외되었던 D반 1모둠 학생 3명을 제외한 29명의 학생에

대해 정리했다. 그나마 학문적 자아만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

고 있었으며, 나머지의 경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본 자료

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A. 학문적 자아

학문적 자아가 평균보다 높거나 낮은 학생들이 각각12명, 보통이 5명

이었다. 학문적 자아가 좋지 않게 나온 경우에도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학생들(학생M 등)이 존재하고, 학문적 자아가 좋지만 활발한 상호

작용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학생h, D반 4모둠 학생들)도 존재하였다. 이

를 통해 학문적 자아와 상호작용의 활발한 정도의 연관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문적 자아가 긍정적인 학생들은 부정적인 학생들보다 수업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서 ‘집중했다’는 말의 의미는 주도적이나

보조적으로 토론 활동에 참여한 학생뿐만 아니라 말은 거의 하지 않지만

모둠 활동에 집중하여 그 과정 속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던 학생들까지

포함하는 의미다. 반대로 학문적 자아가 낮은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적

극성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반의 경우 학문적

자아가 평균 이하인 학생들은 작은 소리나 질문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

는 등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였다.

B. 성격적 자아

성격적 자아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학생이 12명, 낮은 학생이 15명, 보

통이 2명이었다. 성격적 자아가 높아도 발화가 적은 경우(학생h, 학생P),

성격적 자아가 낮아도 발화가 많은 경우(학생i, 학생j, 학생C, 학생G 등)

가 모두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성격적 자아와 상호작용 간의 연관

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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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회적 자아

사회적 자아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학생이 8명, 낮은 학생이 15명, 보

통이 6명이었다. 사회적 자아가 높은 학생들은 모둠 내에서 전체 발화의

양이 많았으며(총 8명중 6명), 반면 사회적 자아가 낮은 학생들은 상호작

용이 활발하지 않은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자아가 낮은 학생

이 높은 편에 속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많으므로 타당성은 낮다.

D. 가정적 자아

가정적 자아는 설문지 투입 후 타당도 검사에 의해 설문지를 수정하면

서 문항이 삭제되어 1문항 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가정적 자아는 심

층 인터뷰에 참여했던 1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긍정적, 보통, 부정적인 학생이 각각 4명씩 나타났다.

C반의 경우로 제한할 경우, 가정적 자아가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

을 제시하고 반박을 하는 것에 두려움이나 거리낌이 없는 반면 가정적

자아가 낮은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뿐, 반박 당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훨씬 많은 고민 후에 답변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러나 이런 경향성이 D반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두 반의 결과가 다

르므로 가정적 자아와 상호작용의 연관성을 단정지어 말하기 어려웠다.

③ 친구관계

자아개념과 마찬가지로 29명의 학생에 대해서 반 평균과 비교하여 구

분한 뒤 상호작용의 특징과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실제 분석은 평균에

비해 높고 낮음으로 간단하게 구분하여 하지는 않았으나 여기서는 참고

로 간단하게 나타냈다. 동반감과 친밀감이 상호작용의 특징에 많은 영향

을 주고 있었으며 나머지 요소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A. 친구들과 어울림(동반감, 고립)

친구들과 어울리는 정도가 평균보다 높은 학생은 13명, 낮은 학생은

16명이었다. 상호작용을 과제 관련 발화로 제한할 경우 혼자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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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지만 활발한 상호작용을 보이는 경우(학생d, 학생e, 학생g 등), 어

울리기는 좋아하지만 상호작용은 빈약한 경우(학생m, 학생Q, 학생B 등)

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정도와 상호작용의 활

발한 정도의 관련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제무관 발화까지 포

함할 경우 평소 친구들과 잘 어울릴수록 발화의 양이 많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C반의 경우 1모둠은 대다수 잘 어울리는 학생으로 구성되

어 많은 발화가 나타났고, 2모둠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학생들 위주로

발화가 나타났으며(학생F만 제외), 4모둠은 대다수 어울리지 않는 학생

들로 구성되어 발화가 거의 없었다. D반의 경우 역시, 잘 어울리는 학생

이 절반으로 이뤄진 2모둠에서 발화가 가장 많은 반면 잘 어울리는 학생

이 1명밖에 없는 3모둠에서는 발화의 양이 적었다.

B. 친밀감

친밀감이란 친구 사이에서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깊

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 친밀감이 높은 학생이 11명, 낮

은 학생이 16명, 평균이 2명이었다. 평소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모둠일수록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상호

작용이 부진하게 나타났던 C반 4모둠의 경우 대부분이 친밀도가 낮은

학생으로 구성된 반면 다른 모둠의 경우 친밀도가 높은 학생들이 최소 2

명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반면 발화가 빈번하였던 D반 2,4모둠의 경

우 친밀도가 높은 학생들이 최소 2명이상으로 이루어졌던 반면에 3모둠

의 경우 전원 친밀도가 낮은 학생들로 이루어져서 과제 관련 발화만 나

타나고 과제 무관 발화 자체가 없어서 전체 발화는 3개 모둠 중 가장 적

었다.

무엇보다도 친밀감은 모둠의 분위기와 연결되어 있었다. C반과 D반

모두 친밀감이 좋은 학생들이 2명이상으로 구성된 모둠은 모둠 토론 내

내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던 반면 친밀감이 낮은 학생으

로 구성된 모둠(C반 4모둠, D반 3모둠)의 경우 경직되고, 토론활동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이를 통해 동반감 보다는 친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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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요소로써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C. 갈등 및 갈등해결

갈등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이 7명, 두려워하는 학생이 13

명이었으며, 갈등해결 능력이 있는 학생이 3명, 부족한 학생이 12명으로

나타났다. D반의 경우 갈등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갈등해결능력

도 갖춘 학생이 각각 1명밖에 되지 않아서 정확한 분석을 하는 데 한계

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지만 갈등해

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학생F, 학생D)은 자신의 의견에 대해 반대를

하거나 논박을 했을 때 당황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D. 일방적 주도

일방적 주도 경향이 있는 학생이 12명, 없는 학생이 10명으로 나타났

다. 일방적 주도 경향이 강한 학생은 모둠 내에서 상호작용을 저해시키

는 방해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일방적 주도 경향이 강한 학생들은 자신

의 의사표현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기 때문에 토론이 진행되는 데는 도움

을 주지만 그 거리낌 없는 점이 오히려 다른 모둠원들의 참여를 방해하

게 되어 전체적으로 상호작용이 부진하게 만들었다. 한편, 일방적 주도

경향이 강한 학생이 갈등해결 능력을 갖춘 모둠(C반 1,2모둠)의 경우 일

방적 주도 경향이 강한 학생이 모둠 토론을 이끌면서 정답으로 나아가기

는 하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지는 못하며, 일방적 주도 경향이 강한 학

생이 갈등해결 능력을 가지지 못한 모둠(C반 4모둠/D반 2모둠)의 경우

토론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④ 부모관계

29명의 학생에 대해서 반 평균과 비교한 결과 부모관계가 긍정적이거

나 부정적인 학생이 각각 11명으로 나타났다. C반의 경우 부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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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태도를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집단일수록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평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졌다. 전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던 3모둠의

경우 매끄러운 상호작용이 일어났고, 전원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4모둠

은 발화 자체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D반에서는 나

타나지 않았다. 또한 D반의 경우 칭찬보다 지적이 빈번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학생d, 학생e)은 질문형식으로 의사를 나타내고 좀 더 조심하여

말하는 편이지만, C반에서는 그런 경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평소 부모관계가 상호작용의 활발한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학생들에게서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났다

(학생C, 학생G, 학생N, 학생j). ‘지시’나 ‘제재’를 사용한 학생들 전원이

부모 관계가 좋지 못했으며 특히 칭찬보다 지적이 빈번하거나 잘하기만

을 기대하는 부모를 둔 학생에게서 이런 특징이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

계에서 경험한 것을 토론에서도 유사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⑤ 교사관계-학교생활

29명의 학생에 대해서 반 평균과 비교하여 구분한 뒤 상호작용의 특징

과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평소 수업 참여도가 높거나 낮은 학생이 모두

각12명씩 존재했다.

학교 수업에서의 참여도와 상호작용의 활발한 정도는 매우 밀접한 관

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C반의 경우 상호작용이 활발했던 학생들은 학생

C만 제외하고 모두 평소 학교 수업에서 참여도가 높았으며, D반의 경우

학생G를 제외하고 모두 평소 학교 수업에서 참여도가 높았다. 반대로 상

호작용이 별로 없던 학생들은 모두 평소 학교 수업 참여도가 낮았다.

3) 상호작용 양상별

상호작용 역할 유형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 ‘보조적 참여자’, ‘소극적

참여자’, ‘방관자’로 분류된 학생들의 내적, 관계적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같은 범주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내적, 관계적 세부

요소의 특징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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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도적 참여자

평소 친구관계에서 자신의 의견 주장하기를 자연스럽게 해왔던 학생들

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요인은 모두 달랐다. 달의 위상

변화와 출몰시각 변화에 대한 수업에서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내

적 특성 및 관계적 특성을 한, 두가지로 정의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표15. 주도적 참여자들의 내적, 관계적 특징 비교

학생 세부 요소

학생C 부모관계 부정적, 친구관계가 원활하여 의견제시 활발
학생G 부모에게서 논리적 훈련, 평소 자기 의견이 강함
학생L 학문적 자아 보통, 부모 관계 매우 긍정적-> 의견 제시 위축x
학생N 학문적 자아가 높아서 의견 내지 않는 모둠원들에게 의견 주장
학생g 학문적 자아 높고, 수업에 집중하는 능력 좋음
학생i 친밀도는 낮으나 갈등해결 능력 갖춤
학생k 학문적 자아 높고, 신중한 고려하여 의견 주장

② 보조적 참여자

보조적 참여자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는 학생과 평소에

도 자신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말하지 않는 학생들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평소에도 의견을 앞장서서 제시 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문적 자아가 좋지

만 부모에게 억압받는 경우와 학문적 자아가 평균적이지만 부모에게 지

지받는 경우, 학문적 자아도 나쁘면서 부모에게 억압 받는 등의 세 가지

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표16. 보조적 참여자들의 내적, 관계적 특징 비교

대분류 소분류 학생
자신의 의견 잘 말하는

학생들
․ 학생f, 학생j, 학생m

자신의 의견 주도적으로

말하지 않는 학생들

학문적 자아 좋으나
부모에게 억압 받음

학생F, 학생M, 학생P

학문적 자아 보통
부모에게 지지

학생D, 학생K

학문적 자아 나쁨
부모에게 억압 받음

학생d, 학생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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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조적 참여자들의 배경이 되는 내적 및 관계적 특성은 매우 다양

하며, 본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인지적, 정의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③ 소극적 참여자

소극적 참여자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 범주는

평소에 친구관계에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별로 하지 않는 학생들로써 본

수업 때에도 수업에는 집중하지만 말로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던 학생J,

학생O, 학생h, 학생l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범주는 수업 시간에 관

심을 가지고 집중하지 않았던 학생들로써 학생B, 학생I가 여기에 해당하

며, 이들은 평소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④ 방관자

방관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C반의 학생A, 학생E, 학생H, 학생Q, D반의

학생n, 학생o가 있다. 세부적인 요인은 모두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평소

수업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이며,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다. 이 중에서 C반의 4명 학생은 모두 친구관계의 친밀도도 매

우 낮게 나타나는 반면 D반의 학생들은 오히려 친구관계는 좋았다. D반

의 경우 수업에 흥미가 없었다던가, 내용 이해가 되지 않았던가와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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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Clement(2008)는 학생의 불완전한 모형을 이상적인 과학적 모형으로

바꾸기 위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수업을 실

시하였다. 이처럼 과학적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정교화하기 위해서 학생

-학생 혹은 학생-교사 상호작용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

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모형과 사회적 공동구성에 기반한

수업에서 나타나는 과학영재학생들의 상호작용에서의 역할을 파악하고

개인의 내적, 관계적 특성을 분석하여 둘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상호작용에서의 역할은 같은 과학

영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났으며, 인지적인

측면보다 정의적인 측면에서 개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특히, 정의적 측

면에서 긍정적인 특징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더 많은 수의 모둠원이 토론

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이나 응답의 경우 말하는 학생의 태양-지구-달의 운동에 관한 지

식수준이 높을수록 복잡해지고 정교화 되었으며, 상호작용이 활발한 모

둠에서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려하기 위한 ‘무응답’이 나타났다. 의견

제시는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틀릴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없거나 과제에 대해 자신이 무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활발하

게 나타났다. 의견 받기는 대체적으로 구체적 반론보다는 단순반론이, 확

산적 수용보다는 단순수용이 훨씬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는 학생들이 논

거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반박하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판단하거

나 과정을 제외하고 결론만 말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적인 측면은 인지적인 측면에 비해 덜 나타났으며, 개인차도 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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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시’나 ‘제재’와 같은 행동참여 양상은 개별 학생별로 빈번하게 쓰

이는 거나 혹은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비꼬기’, ‘비난’, ‘자신

감 부족’, ‘답답함’과 같은 학생의 태도도 행동참여 양상과 동일했다. 이

를 통해 정의적인 측면은 모둠활동 특징에 의해 나타나는 것 보다는 평

소 습관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분위기 조절은 받아주는 사람

이 있을 때 더 효과적이었으며 분위기 조절을 하는 학생이 있는 모둠일

수록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역할 유형을 나눌 수 있었다. 주도적

참여자들은 모둠 토론에서 가장 많은 의견과 질문을 제시하며 다른 모둠

원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고자 하였으며, 보조적 참여자들은 먼

저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다른 모둠원의 의견에 대해 활발한 피드백

을 하였다. 소극적 참여자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적어서 모둠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으며, 방관자들은 모둠

활동을 방해하지는 않았으나 모둠활동과 무관한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내적, 관계적인 요소들 중 친구관계와

평소 수업 참여도가 상호작용의 양상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요소로 나

타났으며 성격유형, 자아개념, 부모관계는 발화빈도, 토론 참여도, 말하는

방식 등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성격 유형은 토론에 참여하는 정도나 발화의 양에 차이를 만들었으며,

자아개념의 경우 상호작용의 활발한 정도와는 무관하였으나 세부 요소인

학문적 자아는 수업 집중력의 차이를, 사회적 자아는 발화의 양에 영향

을 주었다. 친구관계의 경우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 단순

히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친밀감이 상호작용의 활발한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일방적 주도 경향은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갈등해결 능력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으나 일방적 주도 경향과 결합하여 상호작용을 더욱 저해하는 요소

가 되었다. 부모관계는 상호작용의 양상과 거의 무관하였으나 학생들의

말하는 방식의 차이에 영향을 주어 공격적인 말의 사용과 연관성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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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관계 및 학교생활은 대부분이 상호작용의 양상과 무관하였으나

평소 수업참여도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

을 가지고 있었다.

상호작용 유형이 같더라도 각 개인별 내적, 관계적 요소는 모두 다르

게 나타났다. 보조적 참여자나 소극적 참여자와 같은 동일 유형이라 할

지라도 요소는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적극적 참여자의 경우

평소 친구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주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방관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평소 수업 참여도가 낮거나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상호

작용의 양상은 단순히 한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으나 학생

들의 평소 친구관계나 수업 참여도가 상호작용의 양상을 결정하는 데 많

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 절 제언

지식은 정해진 것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해간다는 측면에서 상호작용이 강화된 수업의 필요성도 높아지

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상호작용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

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단순히 지적 수준이나 동기와 같은 인지적, 정

의적 요인에 의해서만 상호작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이 가

진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상호작용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상호

작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모둠 특징을 정리할 수 있었다.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는 경

우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학생과 이에 피드백을 하는 학생이 모두

존재하며, 분위기 메이커가 존재하고 모둠원들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

응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수용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과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많았다. 반면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의견, 질문에 대

해 피드백을 하거나 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칭찬이나 농담 등이 없어

서 모둠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었다. 그리고 과제를 해결하는 것만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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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맞춰져 있었고, 공격적인 언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학교에서나 영재교육원과 같은 수업 상황에

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시사점을 던

져 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단순히 학생들의 지적 수준, 동기 요인에만

집중해서는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만드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그룹을 이루

는 친구관계나 평소의 수업태도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상호작용이 부진

한 수업의 경우 단순히 학생들의 지식수준이나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으

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학생들의 관계적인 측면과 성격 혹은 자아개념까

지 고려해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셋째,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내성적인

학생이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도 교사의 전략에 따

라 상호작용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던 수업에서는 교사가 질문을 던질 때나

학생들이 교사에게 모르는 것을 질문할 때만 학생-교사 간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또한, 발표 및 전체토의 시간이나 적용 시간 때에는 특정 몇몇

학생들만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은 활발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친구와의 친밀함이 상호작용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수업 내용의 난이도를 더 적절하게 조절하여 교사와 학생간

의 상호작용도 충분히 일어나도록 해야만 각 요소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 체계적인 연구 설계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요소들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많다. 학생들의 설문이나 심층

인터뷰보다는 실제 그 학생의 삶을 관찰하는 것이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

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영

재학생들이 아닌 일반학생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토론 수

업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구과학 관련 수

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 영역의 수업에도 적용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요인을 더 정확하게 파악

하여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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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수업 지도안

단계
과학적 모형
(수정GEM)

교재의 구현(탐구능력)
학생-학생

사회적 구성활동
교사활동

(교사-학생 상호작용)

도입
(천체의
종류)

• 개인활동(학급전체 같이)

- 우주 내에 존재하는 천
체의 종류 생각해보기

- 항성, 행성, 위성의 차이
점을 생각해보기

• 교사활동

- 우주 내의 천체 종류 찾도록 유도

- 항성, 행성, 위성의 차이점을 학생
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

도입2
(지구와 달의
공전과 자전)

• 사회적 구성 연습(모둠
활동)

-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 볼 수 있는 현상 찾
아보기

- 달의 공전까지 고려한다
면 볼 수 있는 현상은 무
엇?

• 현상에 대한 소개

- 지구와 달의 공전과 자전

• 현상에 대한 예시 언급 유도

-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 나타
나는 현상은?

- 달의 공전까지 고려했을 때 볼
수 있는 현상은?

관측사실
제공

• 모형 구성준비

- 학생들이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 제시(위상,
자전, 공전)

- 교사가 직접 개념
을 던져주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토의 혹
은 활동하여 내용을 습
득하도록 유도

• 다양한 위상의 달을 관찰(PPT)

- 화면에 나오는 달의 위상을 관찰

• 학습지1번 작성

- 제시된 사진 관찰을 통해 달의
위상이 달라지는 이유를 생각해보기

• 모둠원 토의

- 달의 위상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
해 각자가 생각한 내용을 모둠원
간 의견 교환

- 모둠원 내 의견이 일치하는가?
어떻게 다른가?

- 다르다면 왜 다른가?

• 모둠별 논변 활동

- 모둠원끼리 토의를
통해 의견 제시

- 달의 위상이 달라지
는 이유에 대해 모둠 내
에서 의견 교환

ex) 지구의 자전, 지구
의 공전, 달의 공전 등

• 교사 활동

- 달의 위상이 다른 사진을 제
공

(PPT활용)

- 왜 달의 위상이 다양하게 나타
나는지 질문 제시

• 교사 Scaffoldings:

- 태양은 언제나 동그랗게 보이
는데 달의 위상은 왜 변화하는
지 차이를 인식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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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과학적 모형
(수정GEM)

교재의 구현(탐구능력)
학생-학생

사회적 구성활동
교사활동

(교사-학생 상호작용)

모형 생성

• 모형 생성하기

- 제시된 사진처럼 관측
되기 위한 지구,달,태양의
위치관계 나타내기

- 관찰된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
을 모둠 내에서 구성해보
기

• 활동지 2번 작성

- 관찰된 사실을 바탕으로 그렇게 관찰
되는 이유를 생각하여 그림으로 나타내
기

• 활동지 3번 작성

- 모둠원 비교를 통해 모둠의 모형을
구성하기

- 각 개인별 만든 모형을 비교하고 모
둠간 논변활동을 통해 모둠의 모형을
만들기

• 물건을 이용하여 모델 표현하기

- 탁구공으로 모형을 표현하기

• 개인활동

-활동지2를 통해 자신이

생각한 모형 그려보기

• 모둠별 논변 활동

-모둠원들의 비교를 통해

모둠의 모형 생성(활동지3)

-탁구공을 이용하여 각자

의 모형 표현/확인하기

-선택된 모형을 모둠칠판

에 그림으로 나타내기

• 교사 활동

-과제 제시: “앞에서 본 것 같은 달

의 위상이 나타나는 천체들의 움직

임을 그려보자”

-모둠원들과 비교하여 적절한 모둠

의 모형을 만들어 볼 것을 요구

• 교사 Scaffoldings:

- 의견교환을 통해 모둠 내에서 가
장 적절한 모형을 만드는지 확인

- 모형 생성이 잘 안되는 경우 열린
질문으로 개입

모형 평가 및
수정, 선택

• 모형 평가 및 수정,
선택

- 모둠별 생성된 모형을
발표하기, 부족한 점 토
의

- 관찰된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모형을 선택, 수정

• 각 모둠의 모형 발표하기

- 모둠별 구성한 모델을 전체에게 발표

- 모델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토의하기

• 모형 선택 및 수정(활동지4)

-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되는
모형 선택, 필요할 경우 수정

• 전체 논변활동

- 각 모둠에서 만든 모형

에 대해 나머지 모둠에서

평가하기

-전체 토의를 통해 관측사

실에 더 적당한 모형 합의,

선택

• 교사 활동

- 각 모둠의 모형 발표시키기

- 최종정리 및 시간 도입

• 교사 Scaffoldings:

-주어진 관측 사실을 고려하여 더

적당한 모형 선택하도록 유도

- 전체 모둠의 의견교환이 활발한지

확인 및 유도하기

모형 적용

• 모형 적용

- 구성한 모형을 현실에
적용하기

- 모형을 통해 실제 현상
을 설명하기

• 합의된 모형 정리하기

- 전체적으로 합의된 모형을 정리(활동
지5)

• 모형 적용하기(활동지6)

- 별의 위상별로 하늘에 떠 있는 시각
구하기

- 모둠별 토의를 통해 결론 도출

- 도출된 결론을 표로 나타냄

• 합의된 모형 정리하기

-합의된 모형에 모둠의 생

각을 그려 넣어 보기

• 별의 위상에 따른 하늘
에 떠 있는 시각 구하기

- 별의 위상에 따라 뜨고
지는 시간을 모둠별로 토의

- 계산한 값을 표로 정리하기

• 교사 활동

-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질문 제시

: “달의 위상별로 뜨고 지는 시간을

계산해보자.” (삭,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 교사 Scaffoldings:

- 위상에 따른 태양, 지구, 달의 위
치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 확인하기

- 모둠 별로 결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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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과학적 모형
(수정GEM)

교재의 구현(탐구능력)
학생-학생

사회적 구성활동
교사활동

(교사-학생 상호작용)

관측사실제공

• 모형 구성준비

- 학생들이 모형을 구성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 제시

(자전과 공전속도 차이,

월출)

- 교사가 직접 개념을

던져주는 것보다는 학생

들이 직접 토의 혹은 활

동하여 내용을 습득하도

록 유도

• 활동지7번 작성

- 제시된 사진 관찰을 통해 달이 뜨는

시각이 달라지는 이유를 생각해보기

• 모둠원 토의

- 달이 왜 매일 뜨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각자가 생각한 내용을 모둠

원 간 의견 교환

- 모둠원 내 의견이 일치하는가? 어떻

게 다른가?

- 다르다면 왜 다른가?

• 조별 논변 활동

- 모둠원끼리 토의를 통해

의견 제시

- 달이 뜨는 시각이 달라

지는 이유에 대해 모둠 내

에서 의견 교환

ex) 지구자전, 지구공전, 달

공전 등

• 교사 활동

- 달의 뜨는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 제시

- 한달 동안 달이 뜨는 시각이 달라

지는 사진을 제시

- 위 사진 제시할 때 같은 지점에서

찍은 사진임을 알려줌

- 달이 뜨는 시각이 매일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제시

• 교사 Scaffoldings:

- 달의 뜨는 시각의 변화가 매일 늦

어지는 것인지, 빨라지는 것인지

구분하도록 요구

모형 생성

• 모형 생성하기

- 달의 뜨는 시각이 매

일 늦어지기 위한 지구,

달, 태양의 운동을 나타내

기

- 관찰된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

을 모둠 내에서 구성해보

기

• 활동지 8번 작성

- 관찰된 사실을 바탕으로 그렇게 관찰되

는 이유를 생각하여 그림으로 나타내기

• 활동지 9번 작성

- 모둠원 토의를 통해 모둠의 모형을 구

성하기

- 각 개인별 만든 모형을 비교하고 모둠

간 논변활동을 통해 모둠의 모형을 만들기

• 물건을 이용하여 모델 표현하기

- 탁구공으로 모형을 표현하기

- 모둠칠판에 그림으로 나타내기

• 개인활동

-활동지7을 통해 자신이

생각한 모형 그려보기

• 모둠별 논변 활동

-모둠원들의 비교를 통해

모둠의 모형 생성(활동지8)

-탁구공을 이용하여 각자

의 모형 표현/확인하기

-선택된 모형을 모둠칠판

에 그림으로 나타내기

• 교사 활동

-과제 제시: ”달이 뜨는 시각이 매일 늦어

지기 위한 지구, 달, 태양의 움직임을 그

림으로 나타내보자”

-모둠원들과 토론하여 적절한 모둠의 모

형을 만들어 볼 것을 요구

• 교사 Scaffoldings:

- 의견교환을 통해 모둠 내에서 가장 적

절한 모형을 만드는지 확인

- 모형 생성이 잘 안되는 경우 열린 질문

으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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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과학적 모형
(수정GEM)

교재의 구현(탐구능력)
학생-학생

사회적 구성활동
교사활동

(교사-학생 상호작용)

모형 평가 및
선택

• 모형 평가 및 선택

- 토의를 통해 각 모둠의
모형을 평가

- 관찰된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모형을 선택

• 두 모둠씩 토의하기

- 모둠별 구성한 모형을 짝지워진 두
모둠에서 평가하기

- 더 낫다고 생각한 하나의 모형을 선
택하기

- 선택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기

• 모둠간 논변 활동

- 두 모둠에서 만든 모형

에 대해 상대 모둠에서 평

가하기

-두 모둠간 토의를 통해

관측사실에 더 적당한 모

형 합의, 선택

• 교사 활동

-두 모둠씩 모형 비교하기

• 교사 Scaffoldings:

-주어진 관측 사실을 고려하여 더

적당한 모형 선택하도록 유도

- 모둠간 의견교환이 활발한지 확인

및 유도하기

모형 선택 및
수정

• 모형 선택

- 여러 가지 모형 중 가
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
는 모형 선택하기

• 모형 수정

- 선택된 여러 가지 모형
의 문제점 확인하기

-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한 모형 수정 시도

• 짝 모둠에서 선택된 모형 확인하기(활
동지10)

- 모둠 대표가 자신들의 모형 설명

• 가장 적절한 모형 구성하기

- 과학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
는 모형 선택

- 선택된 모형의 문제점 고려하기

-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수정된 모
형 구성

- 수정된 모형(최종 모형)을 정리

(활동지 11번)

• 짝모둠에서 결정된 모
형 발표하기

-각 모둠 대표가 모둠 칠

판에 그려진 모형을 설명

하기

• 전체 논변활동

-토의를 통해 전체 의견으

로 합의하기

-결정된 모형과 자신이 생

각했던 모형을 비교하여

수정된 모형을 정리하기

• 교사 활동

-두 모둠에서 합의하여 모둠 칠판에

기록한 모형을 교실 칠판에 게시하

기

• 교사 Scaffoldings: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장 적절

한 모형을 구성하도록 유도

-과학적으로 적절한 근거를 들어 설

명을 하는지 확인, 상황에 따른 보충

설명 실시(열린 질문으로 유도)

모형 적용

• 모형 적용

- 구성한 모형을 현실에
적용하기

- 모형을 통해 실제 현상
을 설명하기

• 모형 적용하기(활동지 12번)

- 달이 뜨는 시각이 하루에 얼마나 늦
어지는지 계산하기

- 모둠별 토의를 통해 결론 도출

- 도출된 결론을 수식과정으로 표현

• 합의된 모형 정리하기

-합의된 모형에 모둠의 생

각을 그려 넣어 보고,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 달이 뜨는 시각이 매일 얼
마나 늦어지는지 계산해보기

- 달이 뜨는 시각이 얼마
나 늦어지는 지를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수치
를 넣어 계산해본다

• 교사 활동

-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질문 제시

: “달이 뜨는 시각이 매일 얼마나 늦

어지는가?”

• 교사 Scaffoldings:

- 지구의 자전과 공전, 달의 공전에
대한 수치 제시

- 모둠 별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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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수업 활동지

< 학생용 활동지 >   모둠명 :                              
 

1. 그림은 달의 다양한 모양을 나타낸 사진이다.

① ② ③

1) 위 사진처럼 달의 모습이 다양한 이유는 무엇일까?

2) 달의 모습이 다양한 이유에 대한 모둠의 의견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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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모형 생성]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태양, 지구, 달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어 보자. 각각의 사진에서 천체들의 위치가 다를 때 달의 위상을

표시해 본다.

태양 : ○•, 지구 : ⊕, 달 : ○

■ 과학적 사실

1)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2) 태양으로부터 빛은 일직선으로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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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둠 모형 생성] 모둠에서 협의한 내용으로 하나의 공통된 모형을 구성한

다.

태양 : ○•, 지구 : ⊕, 달 : ○

■ 과학적 사실

1)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2) 태양으로부터 빛은 일직선으로 도달한다.

* 자신의 모형이 모둠의 모형으로 선택 또는 선택되지 않은 이유를 적어보세요

(post-it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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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 평가 및 수정] 

1) 다른 모둠과 비교하여 우리 모둠의 모형의 보완할 점을 적어보자.

2) 보완할 부분을 고려하여 우리 모둠의 모형을 수정하여 보자. (3번 위에 다른

색깔의 펜으로 그려 보세요.)

3) 선생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적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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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형 수정] 전체 학급에서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된 모형을 그려 보

자.

태양 : ○•, 지구 : ⊕, 달 : ○

* 4번 모형과 비교하여 5번 모형이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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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형 적용] 달의 각 위상별로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예상해보

자. 달의 각 위상별로 태양에 대한 관측자의 위치를 생각해보자.

1) 관측자의 입장에서 태양과 달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달의 위상을 그려보자.

2) 달의 위상별로 하늘에 떠 있는 시간

삭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뜨는 시각

남중 시각

지는 시각

3) 밤에 볼 수 있는 달의 모양은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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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평소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

정, 학교, 친구,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만들

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평소 생각했던 것을 솔직하

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영재교육원 내 평가에 전혀 포함되지 않으며, 순

수하게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설문 결과는 철저히 비밀

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 응답 작성 방법 ☆

진술된 문장을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면 됩니

다.

단, 답은 한 문항에 한 개씩만 체크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각 문항은 긍정적인 표

현으로 된 진술도 있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된 진술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진술이든,

부정적인 진술이든 그 진술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다’ 혹은 ‘아주 그렇다’에

표시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혹은 ‘전혀 아니다’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 본격적인 설문 시작 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해

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세요.

1. 성별은 무엇인가요? ...( )

① 남 ②여

2. 학교에서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

①최상위권 ②상위권 ③중위권 ④하위권 ⑤최하위권

부록3. 설문지

과학심화 ( )반, ( )모둠 이름: ( )



- 122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재주를 타고 난 것

같다.

2. 나는 공부로 성공하기에는 틀린 것 같다.

3. 나는 공부를 못해서 사람들 앞에 창피할 때가 많

다.

4. 나도 마음만 먹으면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다.

5. 나는 앞으로도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6. 나는 머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7. 나는 다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도 이해할

수 있다.

8. 나는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충분히 배울 수 있다

는 자신이 있다.

9. 나는 시험이라면 자신이 없다.

10. 나는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1. 나는 화내지 않고 나에 대한 비평을 받아들일

수 있다.

12. 나는 지금의 나에 대해 만족할 수 있다.

13. 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사람이 못된다.

14. 나는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15. 나는 문제에 부딪치면 피하는 경우가 많다.

16. 나는 내 성격을 자랑하고 싶다.

17. 나는 수줍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8. 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당황한다.

19.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의견에 대해 반박할 것이

두렵다.

20.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21. 나는 사람들을 가려서 사귄다.

22. 친구들은 나와 친해지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

23. 나는 친한 친구들이 많다.

24. 나는 나의친구들, 가족들에게상당히중요한사람이다.

25. 이만하면 나도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다.

26. 다른 아이들이 나를 친구로 삼고 싶어한다.

27. 나는 우리 집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28.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한다.

29.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도 잘 말할 수 있다.

30.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자신이 없다.

(1) 아래에 있는 ‘나’에 대한 진술에 대해 생각한 정도를 √표로 표시하시오.



- 123 -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부모님은 내가 공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신다

2.

부모님은 어떤 책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이

야기해주시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신다

3. 부모님은 나의 잘못과 실수를 잘 짚어내신다

4.
부모님은 내가 나름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강요하신다

5.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다

6. 부모님은 나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한다

7.
부모님은 내게 작은 실수를 했을 경우에도 사

과하신다

8. 부모님은 성가시도록 잔소리를 하신다

9.
부모님은 나의 적성과 흥미를 이해하려고 노

력한다

10. 부모님은 칭찬보다 야단을 잘 치신다

11. 부모님은 논리적이고 이유를 잘 따진다

12. 부모님은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다

13. 부모님은 나의 생각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14.
나에게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모님이 가깝게

느껴진다

15.
우리 가족은 누구나 쉽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16. 부모님은 나의 취미, 특기를 잘 모를 것이다

17.
어려운 일은 가족 외의 다른 사람과 더 많이

상의한다

18.
나는 부모님과 적어도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는 대화 시간을 가진다.

19.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것이든지 곧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20. 우리 가족은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길 원한다

21.
나는 주저함 없이 부모님께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

22. 집안 식구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편하다

23.
우리 집은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칭찬하거

나 격려하는 분위기다

24. 부모님은 내가 언제나 잘하기만을 기대하신다

25.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2) 아래에 있는 가족관계에 대한 진술에 대해 생각한 표시를 √표로 체크하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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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내 친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대화하면서

해결한다

2.
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요구하는 경

우가 많다

3. 나는 친구에게 비밀을 말할 수 있다

4.
내가 원하는 것보다 친구가 원하는 것을 할

때가 많다

5. 나는 어느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다

6. 나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7.
나는 친구가 잘한 부분에 대해 칭찬을 잘 한

다

8.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서 무언

가를 하는게 편하다

9. 친구의 행동이나 말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다

10. 혼자보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좋다

11.
내가 친구에게 내 의견을 말하는 경우는 드물

다

12. 친구는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다

13.
나는 친구와 싸운 경우 친구 입장에서 다시 생

각해본다

14.
친구들과 만나면 내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

끈다

15. 나는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16.
친구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다를 경우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7.
나는 친구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18.
반에 새로운 친구가 오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거

는 편이다

19.
나는 때때로 친구들의 말을 의도적으로 무시

한다

20.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3) 아래에 있는 친구관계에 대한 진술에 대해 생각한 정도를 √표로 표시하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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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나는학교에서의생활이즐겁고재미있다

2. 수업은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3.
나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쉬는 시간을 이용

해서라도 선생님께 반드시 질문한다

4.
학교에서는 내가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이 거

의 없다

5. 학교에서 나는 조용한 학생에 속한다

6.
나는 학급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

다

7. 학교에서는 나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다

8.
학교에서 나는 내 의견을 자유로이 말할 수 있

다

9.
학교 수업은 자율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다

10. 나는 수업 중에 질문을 받을까봐 두렵다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선생님들이무척가깝게느껴진다

2. 담임선생님은나를대체로좋아한다

3.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경우가많다

4.
나는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만한 친한 선생님이 있

다.

5. 담임선생님은학생들의의견을즐겨듣는다

6.
나는 선생님들이학생들을 평등하게대한다고 생각한

다

7.
우리학교선생님들은학생들의말을존중하지않는편이

다

8. 나는선생님들과별로이야기하지않는다

9. 담임선생님은학생들의질문에언제나친절히답변한다

10. 나는담임선생님과사이가대체로좋다

4) 아래에 있는 학교 생활에 대한 진술에 대해 생각한 정도를 √표로 표시하시

오.

(5) 아래에 있는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진술에 대해 생각한 정도를 √표로 표

시하시오.

◇ 수고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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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수업 전사본 예시

43분 57초 교사 자, 여러 조의 발표를 지금 봤잖아요? 보니까 어때? 자기 꺼와 비슷해?
학생d 네.
학생들 (웅성거린다)
교사 어디가 제일 그림이 멋있었던 거 같아요?
학생d 저희요.
학생m 4조!
교사 여기는 2조, 자기조라고 그러고. 저기는 4조. 3조는 어떻게 생각해?

학생m 4조!
교사 몇 조가 가장 잘 그린 것 같아?

학생m 끄덕이지 말고, 4조!
교사 (고개만 끄덕이는 것을 보고)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하라고!(웃는다)

학생m 끄덕였으니까 4조!
학생들 (막 웃는다)
교사 1조는 어떻게 생각해?
학생a 뭘요?
교사 (학생a)어느 조가 제일 잘 그린 것 같아요?

학생m 4조!
학생a 몰라요.
교사 자 옆에 4번에요. 옆의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자기가, 자기 조의 그린 모형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뭔지에 대해서 쓰는 게 있어요. 
학생f 궤도 그리면 되겠네.
학생g 그래. 궤도를 그리자.
교사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보세요. 우리 조에서는 뭘 더 넣었어야 했는데 안 넣었다.
학생d 궤도 그려죠.
학생e 궤도 어짜피 다른데 그릴 필요가 있나?
학생d 여기 있을 때만 하니까. 다른 데 있어도 그냥 안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학생g 근데 낮, 낮 같은데?
학생f 낮에도 달은 보여.
학생g 보일 때도 있어.

학생d
그냥 우리가 여기 서 있다고 하면 여기... 자기 위에 달이 왔을 때 그냥 이쪽, 달이 이쪽에 가 있을 때도 삭이라고 했잖아. 

이쪽에서는 보름달로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한텐 안 보이는 거니까.  <레코드 56분 51초>
학생f 우리가 살면서 달이 안 보일 때가 있어?
학생d 달이 안 보일 리가 없구나. 

45분 30초 학생g 그건 좀.
교사 자, 그림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딴 조에서 이야기 한 것을 가지고 우리 조에 보완할 것이 뭔가 쓰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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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심층 인터뷰 문항

1. 학교 혹은 영재원 내 친구관계

1) 평소 학교에서 쉬는 시간 혹은 점심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는가? 그 이유

는 무엇인가?

2) 친구들과 쉽게 잘 어울려 지내는 편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평소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는 편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잘

듣는 편인가?

4) 영재교육원에서 친한 친구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2. 학교 내 생활(교사관계, 평소 태도)

1) 학교에서 편하게 생각하는 교사가 있는가? 혹은 어렵게 생각하는 교사가

있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학교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교사에게 질문을 쉽게 하는가/못하는가? 왜

그러한가?

(친구에게는 질문을 하는가/못하는가?)

3) 교사 주도의 강의 수업과 내가 참여하는 수업 형태 중에 어떤 수업을 선호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가정 내에서의 부모와의 관계

1) 집에 있을 때 주로 하는 행동/일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평소 집에서 부모님과의 대화는 어느 정도 하는가? 부모님과 어울리는 시

간은? (이런 시간을 부모님이 주도하는가, 학생이 자발적으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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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 내에서 학생의 의견을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각 응답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4) 집에서 내가 말하는 의견이 주로 존중되는가/무시되는가? 그렇다면 그런 경

우를 예를 들어 말해보세요.

5) 부모님은 나의 행동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하는가, 지적을 많이 하는가?

4. 자아개념

1)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성격, 능력 등)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2) 자신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

는가?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3)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대해 반대할 경우(혹은 내 의견이 틀렸을 경우) 어떤

마음이 드는가? 왜 그러한가?

4) 나는 두려움 혹은 걱정이 많은 사람인가, 적은 사람인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5) 지구과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뭐든 대략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수업태도에 미치
는 영향은 무엇인가?)

5. 성격유형

1) 평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가?

이유는?

2)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가, 아니면 즉흥적으로 말하는 편인

가? 이유는?

3)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자리에서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가? 아니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참는 편인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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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 between the Personal and Social

Factors and the Interacting Role of Science

Gifted Students in Social 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 Class

Hee-won Yu

Earth Science Major in Science Education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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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try to analyze the effect that personal and social factors

affects the interactions among science gifted students. For this, I

analyze the interacting role of science gifted students in social

co-construction and scientific model constructing class for phase

change and rising-sinking time of moon and categorize according to

type. Also, I understand character type · self conception · friendship · a

parents-children relationship · relation with teachers derived from

advanced research through questionnaire and depth interview. After

that, I analyze correlation between the aspect of the interaction and

the personal and social factors of the students. After analyzing, I find

the following- close friendship and usual school class participation

appear important factors that have strong connection with the aspect

of the interactions. Also, character type, self conception and relation

with parents affect the level of discussion participation,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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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onversation, talking method. Through this study, We

identify two things. Firstly, We must consider not only cognitive,

affective factors but also individual's inside factors for making

animatedly the interaction among the students. Secondly, We get

considering strategies for making the interaction animatedly.

Key Words: Interaction, Science-gifted student, Personal factor,

Social factor

Student Number : 2010-2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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