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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과학 모형을 사회 으로 공동 구성하는 활동의 요성에 한 과학

교육계의 인식이 차 증 되고 있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과학 모

형의 사회 공동 구성을 심으로 하는 과학 수업에 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지만,이를 실제 과학 수업에 성공 으로 도입한 사례

는 많지 않다.이는 이 새로운 학습 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

생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데,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을

학습자의 문화의 측면에서 분석하 다.

본 연구는 첫째,문헌 연구를 통해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학습자의 특성을 조사하 다.

둘째,CLEQ(CulturalLearning EnvironmentQuestionnaire)설문지와

수업 찰,인터뷰를 통해 탐구 심 과학 수업에서 나타나는 서울 일반

학교 2학년 학생들의 문화 특성을 탐색하 다.셋째,문헌 연구를 통

해 악한 특성과 실제 학생들의 문화 특성을 비교하여 ‘과학 모형

의 사회 공동 구성’ 략 심 수업을 실제 과학 수업에 도입하는데

한 시사 을 도출하 다.

분석 결과,한국 학생들은 학습에 한 책무성,자발성,능동성이 부족

했으며,교사나 뛰어난 다른 학생에게 의존 이고 수동 인 학습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이로 인해 학생들은 개인의 모형을 구성하고 소그룹 상

호작용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 학생들은 소그

룹 논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를 꺼려하고,다른 학생과의

의견 충돌시에도 이에 해 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회피하고자 하

다.이로 인해 다양한 모형의 제시는 물론 발 인 논의와 비 인 검

토 한 이루어지지 못했고,결국 소그룹의 모형이 발 되고 정교화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한편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상당히 계 이고 권 인 계가 형성

되어 있었고 교실 반에 집단주의 분 기가 조성되어 있었는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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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한 학생들의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킬뿐만 아니라,교사의 설명

에 한 학생의 의문 제기,혹은 도 을 어렵게 만들고,교사와의 발

인 논쟁이 이루어지기 힘들게 만들었다.학생의 수동성과 의존성,집단주

의 계와 분 기 등은 한국 문화의 기반이 되는 유교 철학이 오랜 시

간 동안 향을 미친 결과로 단된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과학 수업에서 학습하는 것과 일상 세계와의 련

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이러한 학생들의 특성은 과학 모형

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에서 요구하는 특성과는 상충되는 특성들

로서,이러한 학습 략을 한국 과학 수업에 도입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이 학생들로 하여

요구하는 것을 지속 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물론,학생들이 가진 문화

특성을 고려하고 이를 교수를 구성하는 반에 반 하여,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을 통해 효과 이고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주요어 :과학 모형,사회 상호작용,공동 구성,문화 특성

학 번 :2011-2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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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필요성

사회의 변화는 곧 국가의 노동 시장을 구성하는 인력에 한 요구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고,이는 필연 으로 교육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20세기 후반 이후로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세계화된 시장

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기술이 차 변화하고 있고,그로 인해 교육의 변

화에 한 요구도 차 커져왔다(Renshaw,1998).

이러한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국가들도 이러한 세계 변화에 발맞춰

국가 교육을 신 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자원의 부

족과 편의성 등의 실 인 이유로 서구 국가에서 개발되고 시행되어 검

증받아온 교수⋅학습 근법을 그 로 가져와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Chiu & Duit,2001;Coll& Taylor,2012;Guo,2007;Keeves &

Watanabe,2003;Ng,2009).그러나 교육 근법을 서구에서 가져와서 그

로 옮겨넣는 방식의 교육 개 은 성공 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Ng,

2009).이에 해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개

의 실패의 원인으로 문화 충돌을 지 하고 있다(Chan& Chan,2005;

Leeetal.,2009;Leu,2005;Zhao-zengetal.,2007).다시 말해,교수-

학습 과정은 교사와 학생이 지니고 있는 문화 가치에 의해 많은 향

을 받으므로(Delpit,1988;Dhindsa,2005;Fisher& Waldrip,1999)사회

문화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새롭게 시도되는 교수-학습 과

정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Chan& Chan,2005;Zhao-zengetal.,2007).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구에서 도입하고자 했던 교육 근법들은

공통 으로 구성주의,사회문화 을 기반으로 하며,탐구 기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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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학생 심 교육학을 포함하고 있는데,이는 이러한 교육학의 발원지

인 서구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Coll& Taylor,2012;Keeves&

Watanabe,2003;Ng,2009;Renshaw,1998).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

른에 한 권 와 복종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사

람 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평등주의(egalitarianism)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구 문화와 문화 으로 상당히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Chan

& Chan,2005;Leeetal.,2009;Leu,2005;Zhao-zengetal.,2007).즉,

이러한 문화 불일치가 서구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 략을 동아시

아 국가에 성공 으로 도입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Dhindsa,2005;Nam,2012;Baker& Taylor1995;Thanh-Pham,

2011).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학습 략도 이

러한 사례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과학 모형 구성 심 학습의 경우,

모형 구성 과정을 과학 탐구의 본질로 보는 모형 기반 이 학교 과

학 교수 학습에 도입되고,이에 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정 인

결론을 내게 되면서 과학 교수 학습에 있어서 모형과 모형 구성 과정

을 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Giere,1988;Giereetal.,2006).

사회 상호작용 역시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교육 연구의 요한

화두로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최희경 외,2004), 재는 사회

상호작용 역시 효과 인 과학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요한 교수⋅학

습 략으로 인식되고 있다(강석진과 노태희,2000;김지 ,2002;배진호

와 옥수경,2009;Stake& Easley,1978).

즉,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탐구 활동 과정에서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과학 모형을 공동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요한 과정이라

는 인식이 리 퍼지게 되면서(Gilbertetal.,2000),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 략을 한국 과학 수업에 도입하려는 연구가

차 증가하고 있다(강은희 외,2012;유희원 외,2012;이신 외,2012;정

은,2012;함동철,2012).

그러나 이를 한국 과학 교실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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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맥락을 엄 하게 검토한 경우는 드물다.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화 충돌을 야기할 수 있고,이로 인해 새로운 학습 략의 도입은

실패로 끝날 수 있다.따라서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

습 략이 성공 으로 도입되어 한국 과학 교실에서 효과성을 가지기

해서는 학교 장에 기반을 둔 실천과 이론 연구를 통해서,우리 문화

와 상황에 맞게 토착화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 2 연구 목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 략을 한국형으로 토착

화하는데 한 연구는 교육이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시 의 한국 과

학 교육에 있어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한 첫 걸음으로서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

이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특성이 무엇인지,이에 합한 특성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국 과학 교실에서 나타나는 문화를 확인해야 한다.교육과

련된 문화로 지칭되는 것에는 교실문화,과학문화,학생문화,교사문화,

학교문화 등 다양한 범주가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그 에서도 학습자

가 가지고 있는 학습자의 문화를 심으로 탐구해보고자 한다.그 이유

는 학습자의 문화가 다양한 문화 에서도 학습에 있어서 매우 요한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Fisher& Waldrip,1997,1999;Jegede&

Okebukola,1992),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의 심 역할을 하는

것도 학습자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에 합한 특성

과 재 한국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학습 략을 한국 과학 교실의 문화 맥락에 맞게 토착화하는데

한 여러 가지 시사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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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목 은 다음과 같다.

1.문헌 연구를 통해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 략

에 합한 특성을 조사한다.

2.서울 일반 학교 학생들의 과학 수업 탐구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

화 특성을 확인한다.

3.문헌에서 조사한 특성과 학생들의 문화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과학 모형의 사회 구성 심의 학습 략을 한국형으로 토착화하는

데 한 시사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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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

제 1 과학 모형

과학 탐구는 찰한 자연 상의 패턴을 설명하고 그 본성에

해 깊이 있게 탐색하는 활동이다(Passmoreetal.,2009).1960년 에 모

형 기반 (model-basedview)이 등장하면서,모형이 과학 탐구에

있어서 특수하고 체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여겨지게 되었고

(Black,1962;Hempel,1965),그 이후로 모형 구성 과정이 곧 과학 탐

구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리 자리잡게 되었다(Giere,1988;Giereetal.,

2006).여기서 말하는 모형이란 특정한 목 하에 타겟의 특정한 측면

혹은 의도한 특성을 원하는 수 으로 표상한 것을 의미한다(Gilbert&

Boulter,2000).이 에서 모형은 과학 이론들을 이해하기 쉬운 형

태로 만든 설명 체계이며,다양한 기호 자원들로 구성되고, 한 과학

추론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Giereetal.,2006;

Nersessian,1999;Windschitl& Thompson,2006).

Giereetal.(2006)은 과학자들이 실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탐구

하기 해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한다.과학자는 실세

계(realworld)의 특정한 측면에 을 맞추고 문제를 찾아낸다.그 다

음 표상하고자 하는 실세계의 특정한 측면에 한 모형(model)을 구성한

다.구성한 모형이 실세계의 일부를 합하게 표상하는지에 해 지속

으로 검토하고 단을 내린다.모형이 합하다고 단이 되면,모형에

한 데이터(data)와 논증(arguments)을 기반으로 다른 과학자들에게 제

시하여 이를 납득하도록 만든다.마지막 단계는 일반 에게 퍼지는

단계로서 과학자뿐만 아니라,교사,기자, 화 제작자 등과 같은 많은

비과학자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이를 통해 모형이 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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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를 통해 과학자의 실세계에 한 탐구가 마무리된다.

문제 발견 (findingaproblem)

 

모형 구성 (constructingmodels)

 

모형의 합 여부 단

(decidingwhetheramodelfits)

 

다른 과학자들의 동의 (convincingothers)

 

(spreadingtheword)

그림 1.과학자의 탐구 과정(Giereetal,2006)

Giereetal.(2006)은 이러한 모형 구성 과정의 네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1)실세계(real-world)-탐구할 상 혹은 과정;(2)

모형(model) - 실세계의 상 혹은 과정에 한 표상;(3) 측

(prediction)-모형이나 실험 상황에서 도출되는,모형이 실세계에 합

할 경우 데이터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한 서술;(4)데이터(data)-모

형에서 도출된 측에 의해 추정되는 실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

어지는 것.이들 네 구성 요소간의 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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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실세계,모형, 측,데이터의 계(Giereetal,2006)

모형과 실세계의 계는 이론 가설 주장,즉 모형이 실세계에 합

한지의 여부로 표 될 수 있다.이때 모형은 실세계의 일부 측면에 해

특정 수 의 정확도로 합하게 된다.만약 모형이 실세계에 합하지

않을 경우,이론 가설은 거짓(false)이 된다. 측은 모형에 한 설계

된 실험 상황에서의 추론 혹은 계산으로 이루어지고,데이터는 실세계에

한 물리 상호작용,즉 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데

이터와 측의 경우,만약 모형이 실세계에 합하게 되면, 측과 그에

한 데이터는 일치하게 된다.만약 모형이 실세계에 합하지 않으면,

데이터와 측은 일치하지 않는다.

모형 기반 은 과학 교육학자들에 의해 모형 기반 교수법으로서

학교 과학 교수 학습에 도입되었다(Clement,2000).모형을 이용한 학

습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데,우선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

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그 다음으로 모형을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로 학습이 일어나게 된다(Morgan,1999).다양한 질 ⋅양

연구에서 이러한 모형 기반 학습이 다양한 주제,다양한 학년의 과학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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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서 정 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Gobert& Clement,1999).과학 수업에서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각 표상

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수 있고(Buckley& Boulter,2000;Gilbert&

Ireton,2003;Nersessian,1999), 한 학생들은 모형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 하고,과학 상을 이해하며,능동 으로 과학 지식을 구

성할 수 있게 된다(Clement,1989;Clement& Steinberg,2002;Ford,

2008).

Clement(2008)는 모형의 발 과정을 GEM cycle로 제시하 는데,여

기서 GEM은 모형의 생성(generation), 평가(evaluation), 수정

(modification)의 순환 과정을 의미한다.이는 다시 Rea-Ramirezet

al.(2008)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료화되었다.

그림 3.GEM cycle

(Rea-Ramirezet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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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사회 공동 구성

1.사회 공동 구성

사회 상호작용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교육 연구의 요한 화두

로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최희경 외,2004).사회 상호작용의

에서 볼 때,지식은 단순히 개인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사회

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정신 속에서 구성되고,사회 합의에 의해 끊

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이다.같은 맥락에서 학습이란 사회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

다(Kumpluainen& Wray,2002).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회 상호

작용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 하고 검증받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

성하는 력 인 사고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학습 과

정에서 사회 상호작용이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Meyer&

Woodreff,1997).

이는 과학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인데,과학 수업에서의 사회 상호작

용에 한 연구에 따르면,사회 상호작용을 강조한 탐구 실험이 학생

들의 과학 학습에 정 인 향을 미치며(김지 ,2002;배진호와 옥수

경,2009;Stake& Easley,1978),사회 합의 략을 용한 학생들이

인지 갈등 략을 사용한 학생들보다 효과 으로 과학 설명을 구성할

수 있다(강석진과 노태희,2000).

공동 구성은 1970년 ,아동의 언어에 한 연구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아동 언어학을 포함한 사회 과학,인류학에 그 근간을 두고 있

다.이후 이는 제2외국어 학습 연구 등으로 확 되어 연구되어 왔고

(Jacoby& Ochs,1995),최근에 들어서 과학 교육 연구에서도 이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과학 교육에서의 공동 구성에 한 정의는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

지 않은데,개인의 독립 학습 과정인 개인 구성(self-construction)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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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를 통해 략 이해가 가능하다.개인 구성과 마찬가지로 공동

구성도 기존의 표상에 새로운 재료가 합쳐지는 과정이며,이 과정에서

사람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이해를 수정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기

술을 구성하게 된다(Jeong,1998).개인 구성은 주제에 한 학습 재료와

학습자의 사 지식에 의해 안내되는 구성 과정인 반면,공동 구성은 학

습 재료와 학습자의 이해뿐만 아니라,함께 활동하는 트 의 지식에

의해서도 안내되는 구성 과정이다.개인 구성은 학습자간에 독립 인 과

정이지만,공동 구성은 학습자간의 상호의존 인 과정이다.개인 구성은

한 사람의 최 의 표상을 변화시키지만,공동 구성은 공동 구성에 참여

한 모두의 표상을 변화시킨다(Jeong,1998).

2.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최근에는 과학 모형을 사회 으로 공동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이들 연구에 따르면,학생들이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에서 보다 높은 수 의 추론과 정교화된 사고 과정을 통해 다

양한 모형을 생성할 수 있었고(이신 외,2012;함동철,2012),자연 상

과학개념을 학습하는데 정 인 효과(정 은,2012)를 가져올 수 있

다. 한 학생들에게 과학 지식의 사회 성격을 경험해볼 수 있는 새로

운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강은희 외,2012;유희원 외,2012;이신

외,2012;정 은,2012;함동철,2012).이러한 에서 과학 수업의 탐

구 활동에서 사회 의 과정을 통해 과학 모형을 공동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은 과학 학습에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학습 략이라 할 수

있다(Gilbertetal.,2000).하지만 이를 일반 학교 과학 수업에 성공 으

로 도입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함동철(2012)는 Clement(2008)의 GEM cycle을 기반으로 과학 모형

의 사회 공동 구성 심 수업 단계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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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수정된 GEM cycle(함동철,2012)

도입 단계에서는 교사가 수업에서의 규칙을 제시하고 과학 지식의 사

회 합의 과정을 안내한다.제시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이 구성해야

하는 목표 모형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실, 상,이론을 데이터로 제시

한다.개인 모형 생성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제시된 데이터를 가지고 개

별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모형을 구성하는 단계이다.모둠 모형 생

성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소그룹별로 각 개인의 모형을 평가하고 수정한

후,합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모둠 모형을 생성한다. 체 모형 생성 단

계에서는 각 소그룹이 자신의 모형을 설명하고 평가받은 받으며,교사가

최종 으로 모형을 정리하고 설명한다.학생들은 개인⋅모둠⋅ 체 모형

을 생성하는 단계 마다 하나의 GEM cycle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모형을 공동으로 발 시키게 된다.마지막으로 최종 모형의 용 확

장 단계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최종 모형을 다른 상에 용⋅확장하여

최종 모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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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학습자 문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학 수업의 탐구 활동에서 사회 의 과정을 통

해 과학 모형을 공동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은 과학 학습에 있어서 매

우 가치 있는 학습 략이라 할 수 있다(Gilbertetal.,2000).하지만 이

를 일반 학교 과학 수업에 성공 으로 도입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

들다.최근에는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 략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강은희 외,2012;유희원 외,2012;이신 외,

2012;정 은,2012;함동철,2012),이들 연구에서는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을 과학 수업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들이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된다는 을 지 하고 있다.이들 연구

에 따르면 일반 인 과학 교실에서는 아직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학습 략에 합한 학습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한

이를 심으로 하는 수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학습 문화와 상황

을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과학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어려움의 원인을 문화의 측면에 을 맞추고

살펴보고자 한다.특히 학생이 가진 문화 배경과 새로운 학습 략의

원리가 되는 서구 문화의 불일치에 을 맞추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에 향을 미치는 요소 하나로서 문화를 살펴보는 연구는 1990

년 후반 이후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연구 주제

의 일환으로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이들 연구에서 사

용하는 문화의 정의는 일반 으로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들의 인지 방식

을 결정하고 사회 행동을 만들어내는 공유된 지식,신념,가치,규범,

정서’라고 정의될 수 있는데(Phelanetal.,1991;Rosenthal,1996), 체

로 그 정의는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으나,문화가 지칭하는 범주는 교실

문화,과학문화,학생문화,교사문화 등으로 연구의 목 에 따라 다양하

게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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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에 따르면,학습 자체가 근본 으로 문화 인 활동이기 때문

에,학습에 한 연구에 있어서 문화는 필수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

분이다(Santagata& Stigler,2000;Jegede,1999).그 에서도 학습자가

가지는 문화 배경은 학습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치며(Fisherand

Waldrip1997,1999,Jegede& Okebukola1992),이는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 그 자체보다도 더 강한 향력을 가진다(Jegede& Okebukola,

1991;Okebukola,1986).이러한 때문에 학습의 문화 측면을 살펴보

는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가지는 문화 배경에 연구의 을 맞추는 경

우가 많다.여기서 말하는 학습자의 문화 배경은 ‘학습자의 태도,생각

하는 방식,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방식에 향을 미치는 특정한 신

념이나 실생활 경험’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Hodson,1992),이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사고 방식 행동 방식의

바탕이 된다(Thaman,1993).

이는 곧 과학 수업에서 시도되는 교수 학습 략들이 학습자가 자

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 학습 략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가 시도하는 교수⋅학습 방식이 학생이 사용해오던 학습 방

식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교수 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학습자의 문

화 배경에 한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Brislin& Yoshida

1994,Thaman,1993;Thomas2000,Triandisetal.1994,Westwood&

Barker1990).이는 특히 비서구권 국가에 있어서 더욱 요한 쟁 이라

고 할 수 있는데,그 이유는 부분의 과학 교육 근법이 비서구권의

문화 배경을 반 하지 않고 서구의 문화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Urevbu,1984).

이에 해 연구한 기존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

시아는 어른에 한 권 와 복종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모형 구성과 사회 상호작용 심 학습 략의 바탕이 되

는 서구 문화는 개인 이고 사람 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평등주의

(egalitarianism)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상당한 불일치를 보인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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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Chan& Chan,2005;Leeetal.,2009;Leu,2005;Zhao-zeng

etal.,2007).선행 연구에 따르면,이러한 문화 충돌은 학습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Spindler(1987)와 Wolcott(1991)는 교수는 문화 달이

며,학습은 문화 습득,즉 동화(assimilation)라고 주장했는데,과학 수업

에서 문화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학생들은 문화 동화을 하지 않게

되고 정보를 암기하기만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 으로 새로운 학습은 일

어나지 않게 된다(Aikenhead& Jegede,1999).따라서 이러한 문화 불

일치는 서구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 략을 동아시아 국가에 도입하

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게 될 어려움의 주된 원인이 된다(Dhindsa,

2005;Nam,2012;Baker& Taylor,1995;Thanh-Pham,2011).

하지만 이러한 문화 특성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래동안 자리잡고

있는 신념과 인식으로서,쉽게 바 거나 없어지지 않는다.즉,문화 특

성을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바꾸려고 해도 쉽게 바 지 않으며,이를 변

화시키도록 강요해도 쉽게 거부된다는 것이다(Fullan,1993;Marzanoet

al.,1995).따라서 새로운 학습 략을 도입할 때,학생들로 하여 문화

를 바꾸도록 강요하기 보다는 교수⋅학습 근법을 학생들의 문화에

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명한 단이라고 할 수 있다(Thanh-Pha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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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방법

제 1 연구 차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 목 세 가지에 따라 단계별로 연구

를 진행하 다.우선 첫 번째 연구 목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

성에 합한 특성을 악하기 해, 련 문헌들을 조사하여 과학 모

형의 사회 공동 구성에 합한 특성을 정리하 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 목 ,일반 학생의 문화 특성을 조사하기

해 설문 조사,수업 찰,그리고 심층 면담을 진행하 다.이는 한 가

지 상에 해 세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삼각 검증법

(triangulation)을 사용한 것인데,삼각 검증법을 사용하게 되면 연구의

상에 한 다각 인 찰을 통해 상에 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

해지고,결과 으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신경

림 외,2004;Stake,2000).학생들의 문화 특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선

행 연구에서는 주로 설문 조사만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문화 특성을

악하고자 하 는데,학생들의 설문 조사 응답이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서

보이는 특성과는 차이가 있어서 설문 조사의 결과가 학생들의 문화 특

성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했다는 한계 이 있었다(Dhindsa,2005).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학생들의 문화 특성을 더욱 정확하게

악하기 해 설문 조사에 추가 으로 수업 찰과 심층 면담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 목 ,문헌 조사를 통해 정리한 특성들과 실

제 학생들의 문화 특성을 비교하여 정리하 다.이를 통해 과학 모

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 략을 한국형으로 토착화하는데 한

시사 을 얻고자 하 다.



-16-

그림 5.연구 차

제 2 문헌 조사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에 합한 특성을 조사하기

해 련 문헌들에 한 검토를 진행하 다.이에 련된 문헌을 찾기

해서 ‘모형(model)’, ‘상호작용(interaction)’, ‘공동 구성

(co-construction)’,‘논변(argumentation)’,‘규범(norms)’,‘학습자 문화

(culture)’를 키워드로 사용하여 검색하 다.검색을 통해 찾은 문헌들은

신 하게 내용을 확인하여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에 련된 단

어나 문장을 정리하 다.이를 다시 ‘학생’,‘학생간 상호작용’,‘학생-교사

간 상호작용’,‘교사’의 네 가지의 역으로 분류하여 배치하 고,그

련된 단어와 문장들끼리 모아서 간략한 문장으로 재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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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설문 조사

1.문헌 연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도구를 개발하기 해 학습 련 문화에

한 연구들을 심으로 문헌 연구를 실시하 다.Rosenthal(1996)에 따르

면,문화는 ‘인간의 인식 방식과 사회 행동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공유

된 지식과 신념의 시스템’이며,이러한 정의는 문화가 하나의 다차원 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같은 맥락에서 학습자의 문화 특성에

한 선행 연구들도 문화를 여러 가지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려는 방

식을 사용하고 있었다.Moos(1979)는 문화를 Relationship,Personal

Development,System maintenance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고,

Hofstede(1986)는 권력 거리(Power Distance), 불확실성 회피

(Uncertainty Avoidance),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

/Collectivism),남성성/여성성(Masculinity/Femininity)의 네 가지 차원으

로 구분하 다.Schwartz(1992,1994)는 Individualism/Collectivism으로

모든 문화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마지막으로 Fisher & Waldrip(1999)는 평등(equity), 동

(collaboration),존 (deference),경쟁(competition),교사의 권 (teacher

authority),모델링(modelling),일치(congruence)의 7가지 역을 학습에

서의 문화 민감 요인들로 구분하 다. 한 이들은 의 7가지 차원에

한 학생들의 특성을 알아보는 설문지, CLEQ(Cultural Learning

EnvironmentQuestionnaire)설문지를 개발하 는데,각 역별로 5개

문항,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이며,각 문항에 해 강한 부정

에서 강한 정까지의 5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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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설명

평등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존 받는다고 인식하는 정도

Theextenttowhich studentsperceivemalesand

femalesaretreatedequally.

동

학생이 개인 활동 보다는 력 활동을 한다고 인식하

는 정도

The extent to which students perceive they

collaboratewithotherstudentsratherthan actas

individuals.

존

학생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고 느끼는 정

도

Theextenttowhichstudentsfeeltheydefertothe

opinionsofothers.

경쟁

학생이 다른 학생과 경쟁하는 정도

Theextenttowhichthestudentsarecompetitive

witheachother.

교사의 권

교사가 수업의 권 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Theextenttowhichstudentsperceivetheteacher

hasauthorityintheclassroom.

모델링

학생이 모델링 과정을 통해 학습하게 될 것이라고 기

하는 정도

Theextenttowhichthestudentsexpecttolearnby

aprocessofmodelling.

일치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집에서 배우는 것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Theextenttowhichthestudentsperceivelearning

atschoolmatchestheirlearningathome.

표 1.CLEQ의 7개 역(Fisher& Waldrip,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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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구 개발

본 연구에서도 CLEQ설문지를 사용하여 7가지 역으로 학생들의 문

화 특성을 악하고자 한다.Fisher& Waldrip(1999)의 7가지 역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아래의 표3에 제시된 것처럼,이 7

가지 역은 Moos(1979),Hofstede(1986)그리고 Schwartz(1992,1994)

의 문화 차원들을 모두 포 한다(Fisher& Waldrip,1999).둘째,CLEQ

설문지를 사용함으로써 특정 집단의 학습자가 가진 문화 특성에 한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Dhindsa,2005).

연구자
Fisher& Waldrip

(1999)

Moos

(1979)

Hofstede

(1986)

역

평등(Equity) Relationship
Masculinity

Femininity

동

(collaboration)
Relationship

Individualism

Collectivism

존 (deference) Relationship
Uncertainty

avoidance

경쟁(competition)
Personal

development

Individualism

Collectivism

교사의 권

(teacherauthority)

System

maintenance
Powerdistance

모델링(modelling)
Personal

development

Uncertainty

avoidance

일치(congruence)
System

maintenance

Uncertainty

avoidance

표 2.Fisher& Waldrip(1999),Moos(1979),Hofstede(1986)의 문화 차원 비교

본 연구에서는 CLEQ를 설문 도구로서 사용하기 한 첫 단계로 한

화하는 작업을 진행하 다.CLEQ는 어로 작성된 설문 도구이기 때문



-20-

에 한 화하는 과정에서 문항의 의미와 수 을 유지하기 해 노력하

다.과학 교육 문가들과의 반복 인 회의를 통해 설문 문항의 의미는

그 로 유지하면서도 설문 조사의 상이 되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

는 수 에 합하도록 수정하 다. 한 2차례의 일럿 테스트를 통해

설문지를 수정⋅보완하 다.

3.설문 상 자료 수집 과정

본 연구는 일반 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이러한 조건

에 합한 학교 후보들을 탐색하 고,교장과의 의를 통해 연구 참여

학교를 선정하 다.연구에 참여하는 학생 원에 해서는 연구자가 연

구의 목 ,의미,과정에 해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었고,이에 한

의문 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추가 인 설명을 제공하 다. 한 학부모

에게도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연구에 한 정보를 제공하 고,학생과

학부모의 충분한 논의 후에 연구에 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다.

설문 상은 S 학교로 서울시 성북구에 치한 일반 학교이며,모

두 남자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이다.학교가 치한 지역은 소득 수

이 권에 속하고,학업 성취도 역시 권에 해당하며,다른 학교에

비해 사교육의 향을 상 으로 게 받은 편이다.각 학 당 학생 인

원은 34명 내외로 교사와 학생의 계는 친 한 편이다.

설문 조사는 1,2학년 547명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이 설문 조

사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학생과 설문 문항에 한 응답을 하지 않

은 학생의 데이터를 제외한 538명의 데이터만을 사용하 다.

설문 조사는 S 학교 교실에서 실시하 으며,아침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의하 다.학생들이 설문

지의 문항에 답을 작성하기 에 연구자가 다시 한 번 본 연구의 목 ,

의미,과정에 해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었고,연구자의 안내가 진행된

순서 로 순차 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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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료 분석 과정

설문지는 7개 역별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문항에

해서는 강한 부정에서 강한 정까지의 5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 다.설문에 한 학생들은 응답은 강한 부정을 1 ,강한 정을 5

으로 수치화하여 통계 분석하 다.

역 Cronbachalpha

평등 0.789

동 0.827

존 0.615

경쟁 0.620

교사의 권 0.615

모델링 0.677

일치 0.798

표 3.설문 데이터 신뢰도 분석

통계 로그램 SPSS를 사용하여 각 역별 5개 문항에 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 다.신뢰도 검사의 경우,CronbachAlpha값이 0.7이상

일 때 신뢰할 수 있다고 단하는 것이 일반 이지만,본 연구의 설문조

사의 결과에서는 존 ,경쟁,교사의 권 ,모델링 역에서 0.6-0.7사이

의 신뢰도 값이 나왔다.

그러나 수학 수,혹은 과학 방문 횟수와 같이 단순한 수치에 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태도나 인식과 같은 심리학 측면에 한 설문

조사의 경우 CronbachAlpha수치가 0.7보다 낮은 경우에 해서도 수

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 이다(Field,2009). 한

Dewitt(2010)에 따르면,설문 조사의 상이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인

경우,그리고 문항의 개수가 5개 이하인 설문지의 경우에도 신뢰할 수



-22-

있다고 단하는 CronbachAlpha값의 범 를 넓게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 역시 어린 학생들이 가진 문화 특성에 한 설

문 조사로서 이러한 조건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자

는 CronbachAlpha값이 0.6-0.7사이에 해당하는 역에 해서도 신뢰

할 수 있는 양 데이터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단하고,질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에 있어서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로 결정하 다.

제 4 수업 찰

학생들의 실제 문화 특성을 확인하기 해 소집단 탐구 활동을 심

으로 구성된 과학 수업을 찰하 다.수업 찰에는 설문을 실시한 S

학교의 2학년 2개 학 ,68명이 참여하 으며,각 학 별로 과학 수업 2

차시 90분 동안 수업이 진행되었다.이 수업은 나무와 강철솜의 연소 비

교 실험과 연소 생성물 확인 실험을 통해 입자 에서 연소를 이해

하는 수업이었다.수업은 S 학교의 과학 담당 교사인 교사P가 진행하

다.

이 학교의 과학 수업은 주로 과학실에서 진행되었으며,4명으로 구성

된 조별로 앉아서 수업에 참여하 다.학생들의 조는 과학 교사들에 의

해 임의로 편성되었는데,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수업 참여 태도 등을 고

려하여 이질 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2개의 캠코더를 사용하여 교실 앞⋅뒤에서 교실

체를 촬 하 고,조별 책상마다 소형캠코더와 녹음기를 설치하여 8개

소그룹의 논의 과정을 촬 ⋅녹음하 고,모든 상⋅음성 데이터를

사하 다.

한 연구자는 보조 연구자와 함께 수업에서 찰된 사항에 한 필드

노트를 작성하 다.학생들의 개인 모형 구성 과정,소그룹 상호작용 과

정,학생별 상호작용 유형 역할,활동지 작성 등을 주안 으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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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 사항을 필드 노트에 상세히 기록하 다.수업 찰 후에 연구자

와 보조 연구자의 필드 노트를 비교⋅종합하여 촬 된 수업에 한 부가

인 데이터로 사용하 다.

제 5 심층 면담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 조사의 결과와 수업에서 찰된 특징에 해 보

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해,수업 찰을 통해 살펴본 학생 68명 15

명의 학생을 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 다.

성숙경과 최병순 (2007)에 따르면 학생들이 과제와 련된 지식을 이

해하고 있는 정도 즉,학습 성취도와 인지 수 에 따라서 상호작용에 참

여하는 양상이 다르며 특히,상 으로 우수한 학생이 소그룹의 상호작

용의 양상에 크게 향을 미친다. 한 유희원 외(2012)는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모형 구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히면서,학생들의 상호작용 유형을 극 참여자,보조 참여자,소

극 참여자,방 자로 구분하 다.

유형 특징

극

참여자

⋅소집단 내에서 과제 해결에 한 의견 제시가 가장 빈번

하고,가장 많은 피드백과 답을 하는 유형

보조

참여자

⋅자신이 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드물고,다른 모둠

원의 질문에 한 답과 의견에 한 피드백만 하는 유형

소극

참여자

⋅수업에 한 심과 집 도가 낮아서 상호작용에 간헐

으로 참여하는 유형

방 자
⋅수업에 한 심이 없고,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으며,

장난을 치거나 수업과 무 한 행동만 하는 유형

표 4.상호작용 특징에 따른 유형 분류 (유희원 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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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면담에 참여할 학생들

을 선정하고자 하 다.과학 교과 담당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찰한 수

업에 참여한 68명의 학생 15명을 선정하 는데,이 2명의 학생이

뒤늦게 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 서,이들을 제외한 13명을

상으로 면담을 실시하 다.이 13명에는 학업 성취도를 기 으로 상

학생이 5명, ⋅하 학생이 각각 4명씩 포함되었고,상호작용 유형을 기

으로 극 참여자 5명,보조 참여자 3명,소극 참여자 2명,방

자 3명이 포함되었다.

학생 학업 성취도 상호작용 유형

A 상 극 참여자

B 상 극 참여자

C 상 극 참여자

D 상 극 참여자

E 상 방 자

F 극 참여자

G 보조 참여자

H 보조 참여자

I 보조 참여자

J 하 소극 참여자

K 하 소극 참여자

L 하 방 자

M 하 방 자

표 5.심층 면담 상 학생들

면담에서는 찰했던 수업 반에 한 질문,CLEQ의 7가지 역에

련된 질문,그리고 면담을 하는 학생이 수업에서 보 던 특징 인 행

동이나 성향에 한 질문 주로 진행되었다.면담은 각 학생별로 20-30

분 가량 진행되었고,면담의 과정은 녹음하여 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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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 결과

제 1 문헌 조사

1.문헌 조사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에 합한 특성을 조사하기

해, ‘모형(model)’, ‘상호작용(interaction)’, ‘공동 구성(co-

construction)’, ‘논변(argumentation)’, ‘규범(norms)’, ‘학습자 문화

(culture)’를 키워드로 사용하여 련 문헌들을 검색하 다.검색한 문헌

의 내용 Fisher& Waldrip(1999)의 7가지 역에 해당하는 문화

특성 련 내용을 찾아서 특성을 도출하 다.이 과정에서 7가지 역

평등(equity) 역과 련된 문헌의 내용은 찾을 수 없었는데,이는

남녀평등에 한 학습자의 문화 신념이 과학 학습에 미치는 향,혹

은 둘 사이의 련성이 매우 기 때문에 이에 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

인 것으로 단된다.

이를 다시 ‘학생’,‘학생간 상호작용’,‘학생-교사간 상호작용’,‘교사’의

4가지의 역으로 분류⋅정리하여 간략한 문장으로 재구성하 다.여기

서 말하는 ‘학생’ 역은 문헌 조사를 통해 정리한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에 유리한 특성들 에서 학생 개인이 자신의 모형

을 구성해보는 개인 모형 구성 과정과 련된 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생간 상호작용’ 역은 학생들이 공동으로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집단 상호작용 과정과 련된 역을 의미한다.‘학생-교사

간 상호작용’ 역은 학생의 모형 구성 과정이나 상호작용 과정에 교사

가 안내를 하거나 스캐폴딩을 제공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학생과 교사 사

이의 상호작용 과정과 련된 역을 의미한다.마지막으로 ‘교사’ 역

은 교사가 수업에서 사용하게 되는 교수 근법이나 교수 략,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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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인식하는 교사의 역할 등 교사가 수업을 비하는 과정에서 교사

가 결정하게 되는 것들과 련된 역이다.

참고한 문헌은 강은희 외(2012),박성선과 조 미(2002),오필석 외

(2007),윤선미(2010),이경 (2012),이신 외(2012),이주연(2003),장지

은(2013), 정 철 외(2008), 조혜자와 방희정(2006), 최지혜(2012),

Blatchfordetal.(2003),Campbelletal.(2012),Crawfordetal.(1999),

Decuyper et al.(2010), Dhindsa(2005), Duschl & Grandy(2008),

Gillies(2004), Harvey & Daniels(2009), Hofstede(1986), Jiménez-

Aleixandre(2007),Mortimer& Scott(2003),Ogbornetal.(1996),Oh&

Oh(2011),Park(2005),Richmond& Striley(1996),Schwarzetal.(2009),

Tan etal(2007),Tan(2007),Tao etal.(2013),Thanh-Pham(2011),

Tucker(2006)이다.

2.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에 합한

특성들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 략에 합한 특성,즉

이에 이상 이라고 할 수 있는 특성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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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특성

학생

⋅학생이 과학 모형 구성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과학 지

식을 구성해야 한다(Campbell& Neilson,2012;Gillies,2004;

Harvey & Daniels,2009;Ogbornetal.,1996;Oh& Oh,2011;

Schwarz etal.,2009;Tan etal.,2007;Thanh-Pham,2011;

Tucker,2006).

⋅학생은 자신의 학습에 한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 으로 학습

해야 한다(강은희 외,2012;박성선과 조 미,2002;이주연,2003;

정 철 외,2008;Crawford etal.,1999;Decuyperetal.,2010;

Harvey& Daniels,2009;Jiménez-Aleixandre,2007;Mortimer&

Scott,2003;Tanetal.,2007;Taoetal.,2013;Thanh-Pham,2011).

학생간

상호작용

⋅학생들이 (단순히 같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모둠별 상호작

용 과정을 통해서 모둠의 모형을 공동 구성해야 한다(강은희

외,2012;박성선과 조 미,2002;이신 외,2012;Gillies,2004;

Harvey & Daniels,2009;Tan etal.,2007;Tao etal.,2013;

Thanh-Pham,2011;Tucker,2006).

⋅학생들이 모둠 활동에 자발 으로 참여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강은희 외,2012;박성선과 조 미,

2002;오필석 외,2007;이주연,2003;정 철 외,2008;Campbell&

Neilson,2012;Crawford etal.,1999;Decuyper etal.,2010;

Dhindsa, 2005; Harvey & Daniels, 2009; Hofstede, 1986;

Jiménez-Aleixandre,2007;Mortimer&Scott,2003;Tanetal.,2007).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은 자유롭게 제시하고 다른 학생의 의견

에 해서는 개방 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박 신,2005;장지

은,2013;Crawfordetal.,1999;Dhindsa,2005;Harvey& Daniels,

2009;Hofstede,1986).

⋅학생들은 주장에 한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

하고,다른 학생의 의견에 해서도 비 으로 검토함으로써,

모둠의 공동 모형을 수정해나가야 한다(박성선과 조 미,2002;

박 신,2005;윤선미,2010;이경 ,2012;이신 외,2012;장지은,

2013;Richmond& Striley,1996).

⋅학생들은 리더나 뛰어난 학생의 의견을 무조건 으로 수용하

거나 의존하기 보다는 의견에 한 비 검토를 통해 구성

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박 신,2005;윤선미,2010;이경

,2012;이신 외,2012;장지은,2013;Decuyperetal.,2010;

Harvey& Daniels,2009;Richmond& Striley,1996).

표 6.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에 합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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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간

상호작용

⋅모둠의 리더나 뛰어난 학생은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하는 배타

인 성향 보다는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존 하는 포용 인

성향을 가져야 한다(박 신,2005;이경 ,2012;이신 외,2012;

이주연,2003;Decuyperetal.,2010;Richmond& Striley,1996).

⋅모둠 내의 학생들이 친 도에 따라 상호작용 여부를 달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강은희 외,2012;조혜정,방희정,2006).

학생-

교사간

상호작용

⋅교사와 학생이 기존의 계 인 계에서 탈피하여,권 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Dhindsa,2005;Duschl& Grandy,2008;

Hofstede,1986;Jiménez-Aleixandre,2007;Thanh-Pham,2011).

⋅학생은 교사의 의견이나 정보를 으로 수용하거나 의존

하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발 시켜야 한다(윤선미,2010;

Harvey & Daniels,2009;Tan etal.,2007;Tao etal.,2013;

Thanh-Pham,2011).

⋅학생들은 교사의 지식이 완 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교사와 자신의 의견 불일치,그리고 이러한 불일치에 한 논

쟁을 하는 것에 해 정 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Crawford

etal.,1999;Hofstede,1986;Thanh-Pham,2011).

교사

⋅교사는 학생들의 집단 기능을 존 하고,학생간의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이주연,2003).

⋅교사는 일방 으로 지식을 달해주는 설명식 교수 근법 보

다는 학생의 생각을 발 시켜 수 있는 화 이고 상호작

용 인 근법을 사용해야 한다(Dhindsa,2005;Hofstede,1986;

Harvey & Daniels,2009;Jiménez-Aleixandre,2007;Oh & Oh,

2011;Taoetal.,2013;Thanh-Pham,2011).

⋅교사는 교실의 지 권 를 독 하는 유일한 지식 달자로서

의 인식을 버리고,학생들이 과학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윤선미,2010;

Blatchford etal.,2003;Gillies,2004;Harvey & Daniels,2009;

Jiménez-Aleixandre,2007;Mortimer& Scott,2003;Tao etal.,

2013;Thanh-Pham,2011;Tucker,2006).

⋅교사는 학생들이 과학과 일상 경험 사이의 련성을 이해하고

과학을 친숙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이경 ,2012;Mortimer

& Scott,2003).

⋅모둠을 구성할 때는 학생간의 친 도에 따라 구성하기보다는,

능력 인 측면에서 이질 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이주연,

2003;최지혜,2012;Thanh-Pham,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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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학생들의 문화 특성 조사

1.통계 분석

학생들의 문화 특성을 확인하기 한 첫 번째 과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설문지는 7개 역별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문항에 해서는 강한 부정에서 강한 정까지의 5 리커트 척도로 응

답하도록 하 다.강한 부정을 1 ,강한 정을 5 으로 수치화하여 통

계 분석하 다.

역 평균 표 편차

평등 4.23 0.89

동 3.78 1.00

존 3.23 0.98

경쟁 2.77 1.16

교사의 권 3.06 1.14

모델링 3.45 0.95

일치 3.40 0.98

표 7.설문 조사에 한 통계 분석

각 역별 통계 데이터를 보면, 역별 평균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는데,평등과 동 역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존

,모델링,일치 역이 간 정도,그리고 경쟁과 교사의 권 역의

수치가 상 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각 역별 평균치에 한

분석은 수업 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질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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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생들의 문화 특성 분석

설문 조사,수업 찰 그리고 심층 면담의 결과를 종합하여 소집단 탐

구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문화 특성을 분석하 다.평등, 동,

존 ,경쟁,교사의 권 ,모델링,일치의 7개 역별로 분석하되 련성

이 높은 동과 경쟁은 하나로 묶어서 비교⋅분석하 다.

가.평등

평등 역의 설문 조사 평균값은 4.23으로 7개 역 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 다.이는 과학 수업에서의 남녀 교사,남녀 학생에 해 평등

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13명의 학생 2명의 학생은 여교사가 더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고 응답했고,나머지 1명의 학생은 남교사에게 배

워본 경험이 없어서 비교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그 외 10명은 남녀 교

사가 동등한 능력을 가졌으며 평등하다고 응답했다.

학생 H의 인터뷰

T : 여자선생님들이랑 남자 선생님들 중에 누가 더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H : 여자선생님이 

T : 여자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주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지?

H : 남자는 막 건성건성 하는 것 같고 여자는 잘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T : 잘가르친다는게 그러면?

H : 이해 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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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L의 인터뷰

T : L이 쭉 초등학교부터 오면서 남자선생님도 있고 여자선생님도 있잖아. 그럼 과

학수업을 받았을 때 

L : 네

T : 남자선생님이 더 좋아요 여자선생님이 더 좋아요?

L : 남자선생님.

T : 남자선생님이 더 좋아요? 왜 그래요?

L : 에? 뭔가 더 재밌어서.

T : 아 뭔가 더 재밌어서. 그럼 과학수업을 가르칠 때 있어서 남자선생님이랑 여자

선생님이랑 누가 더 잘 가르칠 것 같아?

L : 별로. 잘 모르겠는데요.

T : 어. 잘 모르겠어요?

L : 둘 다 비슷해요.

T : 아 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L : 사람마다 달라요.

연구 상인 S 학교는 남자 학교라서 수업 시간에 나타나는 남녀

학생의 과학 학습 태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남녀 학생

에 한 인식은 등학교 과학 수업 경험에 한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13명의 학생 12명의 학생들이 남녀 학생에 해서도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그러나 과학 학습

태도의 측면에서는 일부 다른 응답도 있었는데,2명의 학생들은 여학생

들이 남학생에 비해 과학에 한 심이 다고 응답했고, 다른 2명

의 학생들은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이 과학 탐구 활동 자체 보다는 시험

이나 성 과 련된 활동에만 열심히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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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C의 인터뷰

T : 그럼 너 지금 남중이라서 남자애들끼리 수업 듣지만, 초등학교때는 여자애들이

랑 같이 수업 들었었지?

C : 네 

T : 그럼 과학 시간에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이랑 좀 차이가 있는거 같애?

C : 음.. 네.

T : 어떤 식으로?

C :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떠들고,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떠드는거요. 

T : 그 차이 말고는?

C : 그 차이 말고는 다 똑같아요. 

T : 아 남자애들이 더 과학을 잘하거나 여자애들이 더 과학을 잘하거나, 뭐 적극적

으로 한다던지 이런 차이는 없고?

C : 네 

학생 I의 인터뷰

T : 음. 그럼 지금은 남중이라서 여학생이 없잖아.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여학생들

이 있었잖아. 너가 생각하기에 과학 수업을 듣는데 있어서 여학생들이 남학생

보다 잘하는 것 같애? 못하는 것 같애?

I :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T : 좀 더 잘하는 것 같애?

I : 네

T : 어떤 점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애?

I : 외우는 거나 필기 같은거

T : 그럼 과학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애?

I : 남자애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느낌이에요

T : 여학생들은 좀 적극적이지가 않아? 실험같은 것을 할 때?

I : 뭐, 시험 같은 것을 대비하는 것만 하는 것 같고, 남자 애들은 실험 같은 거를 

재밌어 하니까

T : 여자 애들은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애?

I : 그냥 공부, 시험 중심으로만.......

T : 점수 따는 것이 중요하지, 실험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애?

I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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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A의 인터뷰

T : 너가 생각해봤을 때,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하고 과학 수업에서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애?

(중략)

A : 여자애들은 과학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애들을 보지 못했어요.

T : 아, 여자들이 과학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A : 네

면담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남녀에 해 상당히 평

등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남녀의 능력 측면에

해서도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남녀의 차이는 없다고 응

답한 학생들이 많았다.이는 학업성취도나 소그룹 활동 참여도와는 무

하게 부분의 학생의 응답에서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설문 조

사의 결과와 일치한다.

나. 동,경쟁

동 역과 경쟁 역은 상당히 련성이 큰 역들인데,두 역에

한 학생들의 특성도 상당히 조 으로 나타났다.그래서 이 두 역

은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유의미한 분석을 하고자 노력하 다.

동 역의 설문 조사 평균값은 3.78로 나타났는데,이는 평등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서 상당히 동에 한 인식이 높은 편인 것으로 단된다.

동 역에 한 면담 결과는 설문 조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단되는데,면담에 참여한 13명 12명이 과학 학습에 있어서 동을

선호하고 한 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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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I의 인터뷰

T : 그럼 너가 생각하기에는 조별로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애, 아니면 개인별로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애?

I : 조별로......

T : 조별로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애?

I : 네

T : 그럼 너는 조별로 하는 것이 좋아? 아니면 개인별로 하는 것이 좋아?

I : 저는 조별로

T : 조별로 하는 것이 좋아?

I : 네 

T : 어떤 점이 더 좋은 것 같애?

I : 친구들하고 그냥 같이 의견을 나눌 수도, 더 친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T : 그럼 과학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과학은 뭐 이해를 하고 알고 하는데 있어서, 

조별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아니면 혼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애?

I : 조별로 하는게.....

T : 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I :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또 가르쳐주면서 이해가 될 수

도 있잖아요.

학생 K의 인터뷰

T : 응 그렇구나. 그러면 수업시간에 모둠으로 있으면 같이 토의를 하잖아.

K : 네.

T : 토의를 하고 결정을 딱 하나를 내리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K :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T : 괜찮은 것 같아요?

K : 네

T : 응. 왜 그런 과정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K : 개인의 의견이 다 모여서 결론을 종합적으로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그 의견을 

따르면 맞는 의견을 따르는 거니까

학생들에게 그 게 생각하는 이유에 해서 물어보았을 때,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다.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명,과학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해서 재미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명이 있었다.그러나 면담에서 동을



-35-

선호한다고 응답한 12명 11명의 학생들이 공통 으로 응답한 이유는

내가 혼자 하면 틀릴 수도 있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되면

손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혹은 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다.이

는 학생들이 동을 선호하고 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상당히 의존

이고 수동 인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처럼 학

생들이 상당히 의존 이고 수동 인 태도를 보이는 데는 시험⋅ 수⋅평

가 지향 인 교수 방식이 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단된다.

학생 H의 인터뷰

T : 수업시간에 모둠으로 함께 토의를 하고 토의를 통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H : 친구들이 있으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모둠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면 걔

가 알아서 해줘서 그런건 좋은거 같아요. 

T : 아. 공부 잘하는 애가 있을 때 알아서 해주니까 그게 좋은거 같아?

H : 네 

학생 L의 인터뷰

T : 조별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동교는. 조별 활동하는게 좋아요 혼자 활동 하는

게 좋아요?

L : 조별.

T : 조별활동이 더 좋아요?

L : 네

T : 왜 조별활동이 더 좋아요?

L : 음.. 그냥 점수 잘 주니까. 

반면 경쟁 역의 설문 조사 평균값은 2.77로 7개 역 가장 낮은

수치이다.경쟁 역의 수치가 낮다는 것은 학생들이 과학 학습에 참여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과 경쟁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 편이라는 것

을 의미하며, 한 경쟁에 해서도 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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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에 참여한 13명의 학생들 12명의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경쟁

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신경쓰지 않는다고 응답했다.이

는 설문 조사의 결과와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로서 경쟁에 한 인식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학생 L의 인터뷰

T : 그러면은 만약 혼자 한다고 생각할 때 동교가 따른 친구들보다 못할까봐 걱정

되고 그런게 있어요?

L : 아니요.

T : 오 그러진 않아요?

L : 네

T : 왜 그러진 않아요?

L : 그냥. 그냥 신경 안 쓰는데.

T : 아 그게 신경이 안 쓰여?

L : 네

T : 그럼 혼자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다른 애들이랑 다 경쟁하게 되는 거잖아. 

L : 네.

T :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L : (생각)음. 별로 신경 안써요.

T : 어 아예 그냥 그런게 신경이 안 쓰여요?

L : 네.

T : 경쟁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

L : 네

경쟁의 요성에 한 질문에 해서는 13명 11명의 학생들이 요

하지 않다고 응답했고,나머지 2명의 학생(학생B,학생K)은 요하다고

응답했다.이 2명의 학생은 그 이유로 좋은 학과 취직을 해,혹은 성

향상을 해서 경쟁이 요하다고 응답했는데,이 두 학생은 13명의

학생 경쟁 역의 수치가 3이 넘는 학생들이다(학생B 4.0,학생K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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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K의 인터뷰

T : 응 그렇구나. 그러면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꼭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가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K : 네

T : 그래요. 왜 그래요?

K : 요즘 사회도 그렇고. 다 취직하려고 좋은 대학가고 그래야 하니까. 

T : 응.

K : 그래서. 개인이 더 잘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T : 응. 그것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혼자 활동하게 되면 다 다른 애들이랑 경

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

K : 네

T :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K :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T : 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K : 네.

T : 왜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

K : 그러니까 서로한테 경쟁력이 붙으면 서로가 경쟁이 붙으면 자기가 안한다고 했

던 것도 하게 되고 그러는거니까 

T : 응

K : 성적향상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은 동 역과는 조 으로 경쟁에 한 우려도 고 요성

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이처럼 경쟁에 한 인식이 낮다는 것은 표면

으로 력 인 상호작용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경쟁에

한 인식 부족은 학습에 한 책임감을 가지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Fisher& Waldrip,1999).따라는 이는 학습에 정 인 특성이

라고 보기 어렵다.

Dhindsa(2005)에 따르면, 동과 경쟁 역의 수치는 반비례 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일반 이다.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동

역이 높고 경쟁 역이 낮게 나와서 이에 해당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이처럼 경쟁보다는 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특성은 주로 동아

시아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집단주의 사회의 특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Dhindsa,2005).이러한 동아시아의 집단주의 사회에서 자주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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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특성은 바로 우정 애착을 들 수 있는데,우정 애착은 집단의

구성원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능력보다는 친 도를 기 으로 삼는 경향성

을 말한다.S 학교의 과학 수업은 주로 과학실에서 이루어졌으며,교사

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수업 참여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이질 으로 편

성해 조별로 앉아서 탐구활동을 하고 있었다.이러한 조편성에 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우정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정 애착에 한 질문을 한 11명의 학생들 10명의 학생들이 친한

친구들과 같은 조가 되면 좋겠다는 응답을 했다. 한 부분의 학생들

은 친한 친구와 같은 조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 과학 학습에 도움이 되

는지 여부는 개의치 않는다고 응답했다.이는 많은 학생들이 강한 우정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찰한 수업에서도 학생들은 4명의

소그룹 구성원 원이 논의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소그룹

구성원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을 기 으로,이 학생과 친 한

계인 1-2명하고만 논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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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I의 인터뷰

T : 과학 수업시간에 보면, 테이블별로 한 네명씩 앉던데, 그 조는 누가 짜준거야? 

너희들이 스스로 짠거야?

I : 선생님이.......

T : 그렇게 조를 짜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I : 그냥 그렇다고.......

T : 그러면 누구랑 조를 짜주면 좋을 것 같애?

I : 친한 친구들이랑 많이 짜주면.....

T : 왜 친한 친구들이랑 짜주는게 좋아?

I : 애들하고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친한 친구들하고 있는 시간이 재밌으니까

T :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과학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 

I :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T : 그럼 친하지 않은 애들이랑 조를 짜주면 어떨 것 같애?

I : 좀 어색할 것 같아요

T : 그럼 조가 그렇게 짜져 있어. 그럼 선생님이 실험도 하라 그러고, 조별 논의도 

해서 발표도 하라 그러잖아. 그럼 넌 어떻게 할 것 같애?

I : 그냥 제가 할 일만 할 것 같아요.

T : 할 일만? 왜 할 일만 할 것 같애?

I : 잘 모르는 애들이랑 얘기하면 좀 어색해서.......

T : 어색해서?

I : 네...... 

동과 경쟁 역에서 학생들이 동을 선호하고 경쟁에 한 인식이

낮은,집단주의 사회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

러한 특성은 학습에 한 학생들의 낮은 책임감과 그에 따른 의존 인

성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이는 모둠원들의 극 이고 자발 인 참

여를 요구하는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에 상충되는

특성이다. 한 우정 애착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다른 학생과의 상호

작용 여부가 친 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 는데,이럴 경우 소집

단 체가 참여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따라서 이러한 특성

들은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에 있어서 부정 인 특성이라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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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존

존 역의 설문 조사 평균값은 3.23으로 7개 역 3번째로 낮은

수치이다.존 역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역이다.이러한 수치를 그 로 해석하자면,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자신

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그러나

찰한 실제 수업에서는 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

는 편이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설문 응답과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이유

는 설문 조사가 학생들의 행동이 아닌 학생들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즉,학생들은 설문 조사의 문항에 해

자신의 실제 행동을 단하여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자신의 행동에

한 인식을 다소 이상화하여 응답하기 때문에,설문 데이터와 수업 찰

데이터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Dhindsa,2005).

존 역에 한 학생들의 특징은 몇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학생 A,B,C,D,F는 공통 으로 참여도가 가장 높은,

극 참여자 유형의 학생들이며,학업 성취도도 F학생( 권)을 제외한

원이 상 권이다.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진행된 학 체 논의와

소그룹 논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 다. 한 수업

시간에 진행된 실험에 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자신의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을 어려움 없이 수행하 고,이에 해서도 정 으로 생

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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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C의 인터뷰

T : 응 알았어.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애들한테 의견 계속 물어보잖아. 

C : 네 

T : ‘어떤거 같아?’,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같은거. 그때 발표 열심히 했어?

C : 어 몇 번은 열심히 하고, 어.. 애들이랑 떠들고 있을때는 못들어서 안할때도 있

어요. 

T : 아 그러면 조별로는 막 토의시키는 시간도 있었잖아. 그 실험할 때 

C : 네 

T : 그때는 니 의견 많이 말했어?

C : 네 

T : 왜 많이 말한거지?

C : 어.. 제 의견하고 친구의 의견하고 공통점을 찾아서 답을 적어야 하니까 제 의

견도 많이 내고 친구도 의견을 많이 내야 하니까 

T : 많이 내고 듣고?

C : 네 

(중략)

T : 그러면 선생님이 답을 수업시간에 말 안해주고 개인별로 찾아보라고 했었거든 

그때 수업할 때?

C : 네 

T :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C : 어려웠어도 찾을려고 했던거 같아요. 그 문제의 답을. 

T : 그래서 그게 너한테는 어땠던거 같아? 

C : 가끔씩은 그렇게 해주는게 더 좋은거 같아요. 

T : 왜?

C : 제가 스스로 공부한 거니까 더 빨리 알게 되니까. 

T : 빨리 알게 된다고?

C : 기억에 잘 남을거 같아요. 

한 이들은 의견 충돌시에도 자신의 의견을 쉽게 포기하기 보다는 상

방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융합시키려고 하거나, 의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결정하는 성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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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B의 인터뷰

T : 그렇구나. 그러면은 조별로 토론할 때. 이번 토론이 아니더라도 자기 생각이 친

구들이랑 좀 다를 때가 있잖아.

B : 네.

T :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를 때. 그럴 때는 주로 어떻게 행동을 하니 B는?

B : 그냥. 두 개다 융합 시키거나 주로

T : 응

B : 두 개 의견을 조화시켜서 얘기해요.

T : 어. 조화 시킬려고 하는 편이야?

B : 예를 들어서

T : 응

B : 난 A를 하고 쟨 B를 했을 때 A에서 반 따오고 B에서 반 따와서 두 개 섞어서 

하는 편이에요.

학생 F의 인터뷰

T : 조별 토론을 할 때 이제 F가 생각이랑 다른 친구들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F : 네.

T :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주로, 우준이가 주장하는 의견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스

타일이야? 아니면,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야?

F :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저 혼자 많이 나으면은 계속 몰아붙이고,

T : 응.

F : 뭐 그냥, 쟤가 훨씬 나은 거 같다면 그냥 제가 인정해 주고.

T : 그건 왜 그렇게 해?

F : (고민하다가) 어, 제가 틀린 거를 아는, 틀린 거 같은데, 그렇다고 계속 그걸 몰

아붙일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로 학생 E는 학업 성취도가 상 권이지만 소그룹 활동에 한

참여도는 가장 낮은 방 자 유형의 학생이었다.학생 E는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자신의 모형을 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학생이

지만,소그룹 활동이나 학 체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고 응답했다.이 학생은 모든 학생들이 극 으로 참여하는 이상 인

력 활동을 원하지만,실제 소그룹 활동에서는 그 게 되지 않기 때문

에 차라리 혼자 하는 것이 낫다고 단하고 있었다.학생 E는 같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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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견 충돌시에도 극 으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설명하기 보다

는 자신이 양보함으로써 의견 충돌을 회피하고 있었다.

학생 E의 인터뷰

T : 너가 한 번 개인적으로 적어보고 다같이 조별로 토론해보세요 막 이런 이야기

를 하잖아. 

E : 네.

T :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E : 저희 조 토론을 안 해서 잘 모르.....

T : 하하하. 왜 안 했어?

E : 토론을 해야되는데 토론을 안 했어요. 

T : 그러니까 왜 안 하게 되었는지, 너가 생각하기에. 뭐 다른 아이들의 생각을 너

가 알 수는 없겠지만, 너가 생각하기에 왜 우리조가 토론이 안 됐다. 이거를 말

해줘봐봐.

(중략)

E : 잘, 모둠 활동 같이 해야되는데 같이 안 하면, 참여를 안 하면 혼자 하는게 나

을 것 같은데 

T : 아.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를 하면 같이 하면 좋은데.

E : 네.

T : 열심히 참여를 안 하면 

E :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학생 E의 인터뷰

T : 그럼 너는 그냥 소그룹 활동을 할 때

E : 네

T :
너 얘기를 이렇게 잘 얘기를 하는 편이야? 뭐 선생님이 조별로 토의해보세요 

딱 하고 나서 이렇게 네 명이 전부 앉아있잖아. 

E : 네. 

T : 그 때 너 생각을 잘 말하는 편이야? 

E : 아는 거면 좀 말을 말할 때가 있는데 모를 때는 그냥 계속 듣고만 있어요.

T : 너가 ‘야 이거 답 뭐 이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다른 애가 또 아는 애가 있

어. 가정을 우리가 하는거야. 너랑 다른 답을 이야기를 한 거야.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어. 그러면 그 때는 조에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토의를 해?

E : 저는 거의 양, 양보한다고 해야 하나? 



-44-

세 번째로 학생 G,H,I는 학업 성취도가 권이고,참여도 역시 보

조 참여자 유형이다.이 학생들은 자신의 모형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고 이에 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 H의 인터뷰

T :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답을 바로 말을 해주지 않고 개인별로 답을 

적으라고 하고, 개인별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라고 했었어. 그런거는 좋았어? 

아님 싫었어? 그런 시간이 의미가 있는거 같아?

H : 네

T : 왜?

H :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지는건, 이 답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

고, 그래서 좋았어요. 생각할 수 있어서 자기혼자. 

그럼에도 이 학생들은 자신이 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드물고,

주로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극 참여자들의 질문에 한 답과 의견

에 한 피드백만 하는 편이었다.그 이유에 해서는 잘 몰라서,혹은

그냥 귀찮고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 이들 학생 G,

I는 의견 충돌시 상 방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자신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 방의 의견을 무조건 으로 수용하지만,그 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

의 의견을 어붙인다고 응답했다.

학생 I의 인터뷰

T :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울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수업시간에 선생님께

서 이건 뭐지, 이건 어떻게 될까 하고 물어보시는데,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물

어보실 때, 발표를 많이 하는 편이야? 안하는 편이야?

I : 별로 안하는 편이에요

T : 별로 안하는 편이야? 근데 너가 보통은 그 답을 알고 있잖아?

I :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T : 근데 아는 것도 발표를 안하잖아. 그 이유는 뭐야?

I : 그냥 하고 싶지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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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G의 인터뷰

T : 음,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조별 토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 준영이 

생각이 다른 친구들 생각이랑 다른 경우도 있잖아. 

G : 네.

T : 이런 경우에 준영이는 준영이의 의견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편이야? 아니면 다

른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편이야?

G : 어, 잘하는 애들한테는 그냥 잘하는 애들 의견대로 따르는데, 그냥 못하거나 저

랑 비슷한 애들은 일단 제 의견을 말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따른 걸 하고.

T : 그랬어? 왜 그렇게 생각해?

G : 어, 성적 좋은 애들은 막 예습도 하고 다 하니까. 그런데, 저랑 비슷하거나 못

하는 애들은 그냥 막 던지니까 그렇게 얘기 던지니까 그냥 막 답, 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학생 J,K,L,M은 모두 학업 성취도가 하 권 학생으로,

학생 J,K는 참여도가 소극 참여자 유형이었고,학생 L,M은 방 자

유형이다.이들은 수업에 한 심이 매우 었고,소그룹 활동에도 간

헐 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 학생들은 학습하는 상에 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모형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한 자신의 모형을 구성했어

도 그 모형이 정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소그룹 논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다른 학생의 답을

베껴 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했다.의견 충돌시에도 같은 이유에서 자

신의 의견을 바로 포기하고 상 방의 의견을 따름으로써,의견 충돌을

회피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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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M의 인터뷰

T : 편하게 얘기해.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수업을 할 때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의

견을 물어보시잖아. 이 때 발표를 열심히 하는 편이야?

M : (망설이며) 음...

T : 그렇진 않아?

M : 네.

T : 그렇다면, 왜 열심히 하지 않니?

M : 그냥, 잘 몰라서.

T : 잘 몰라서?

M : 네.

학생 L의 인터뷰

T :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바로바로 답을 안 얘기해 줬어요 그때. 그래서 개인별로 

내 생각을 찾아보라고 했단 말이야?

L : 네,

T : 그랬을 때 내 생각을 적는게 어땠어요? 그 활동이 어땠어?

L : 그냥 친구거 배껴썼는데.

T : 그냥 배겼어?

L : 네

T : 왜 혼자 생각을 못적고 배꼈어요?

L : 그냥 잘 모르니까.

T : 내 생각인데도?

L : 네.

학생 J의 인터뷰

T : 이제 같이 토론을 하는데 만약에 너랑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면 너가 약간 틀린 

말을 했어. 다른 말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편이야?

J : 보통 애들은 걔 말대로 따라가죠.

T : 잘하는 애들?

J : 네. 보통 걔 말이 맞다고 분명 생각하고 있으니까. 

T : 아 잘하는 애가 있을 때. 

J :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물어보거나 진짜 궁금하면. 

T : 아, 진짜 궁금하면. 안 궁금한 경우에는 그냥 잘하는 애가 

J : 하게 냅둬요 그냥.

T : 하게 냅둬? 

J : 그냥 저는 아예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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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네 가지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학업 성취도가 뛰어나고 소그룹

화동에도 극 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개인의 모형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극 이었다. 한 의견 충돌

시에도 의 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의견을 만들려고 노력하 다.이러

한 특성은 모둠의 모형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 과정을 통해 모둠의 모형을 정교화할 수 있게 된다

는 에서,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에 있어서 정 인 특성이

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하 권 학생들은 개인의 모형 구성 여부와 상 없이 소그룹 논

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 의견 충돌시에도 자

신의 의견을 포기하고 무조건 으로 상 방의 의견을 따르는 소극 인

태도를 보 다.이는 모둠의 모형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특정 학생의 모형을 무조건 으로 따르게 됨으로써,모둠의 모형

을 발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에서 매우 부정 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특히 이러한 ⋅하 권 학생들이 일반 학 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에서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을 과학

수업에 도입하는데 있어서 매우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단

된다.

라.교사의 권

교사의 권 역의 설문 조사 평균값은 3.06으로 낮은 편이며,표

편차가 1.14로 상당히 큰 편이다.이는 교사의 권 역과 련된 설문

문항에 한 학생들의 응답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이는

학생들의 면담에서도 그 로 드러났다.

면담에 참여한 13명 7명의 학생들이 교사의 설명이 항상 옳다고

응답했고,5명은 교사의 설명이 틀릴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나머지 1명

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동이나 평등 역에 한 면담에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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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체로 하나의 답에 집 되었던 것과는 달리 학생들의 생각이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L의 인터뷰

T :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는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할꺼야. 수업시간에 선생

님이 막 설명을 많이 해주시잖아. 

L : 네

T :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하는 설명이 다 맞다고 생각해 아니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L : 다 맞다고 생각해요.

T : 왜 다 맞다고 생각해?

L : 에? 선생. 선생님이니까.

T : 아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니까 다 맞다고 생각해요?

L : 네.

학생 G의 인터뷰

T :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수업 시간을 할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G : 어... 

T : 그러니까 다 맞다고 생각해? 아니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G :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T :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해?

G : 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잘 가르친다고 해서 이렇게 백프로 다 맞는 게 아니니

까, 막 혹시 막 특이한 애들이 있거나 잘하는 애들이 질문을 해서 막 모를 수

도 있으니까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T : 아, 그래?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이제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

다고 생각해?

G : 네.

교사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박할 수 있는가에 한 질문에 해

4명의 학생은 그럴 수 없다고 응답했다.이 학생들은 교사가 항상 옳기

때문에,혹은 교사가 틀릴 수는 있지만 그 분야에 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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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K의 인터뷰

T : 그러면 과학 선생님이 한말에 내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생각 하는데요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님 동의하지 않거나?

K :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T : 그 정도는 아니야? 왜요?

K : 선생님은 잘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을 가르키는 거잖아요.

T : 응.

K : 그 때문에 내 의견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선생님을 그 한 분야에 특출 나서 그 

분야를 가르치는 거니까

T : 응.

K :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들 외 9명의 학생은 교사에게 동의하지 않거나 반박할 수 있다고 응

답했다.9명 2명,학생 B와 C는 학업 성취도가 상 권이고,소그룹

활동에서도 리더로서 활동한 극 참여자 유형의 학생들인데,이들은

교사에게 동의하지 않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수업 에 의문이 생기면

주 없이 교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 C의 인터뷰

T : 응 그러면 그때 수업할 때 (중략) 선생님이 말한게 다 맞는거 같애 아니면 틀

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C :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T : 왜?

C :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거잖아요. 

T : 그럼 선생님이 좀 아닌거 같은 얘기를 했어. 그랬을 때 너는 반박할 수 있어?

C : 네 

T : 막 동의하지 않는다고?

C : 그냥 손든 다음에 그건 아닌거 같다고 하고 왠지 틀린거 같다고 말해요. 

T : 아 그렇게 말해?

C : 네

T : 해본적도 있고?

C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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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9명 7명의 학생은 교사에게 동의하지 않거나 반박할 수 있지

만,실제로 그 게 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이 7명 4명(학생 F,G,

H,I)은 교사에게 반박하는 것은 교사에게 드는 것이고 건방진 행동이

기 때문에,혹은 교사가 무서워서 할 수가 없다고 응답했다.나머지 3명

(학생 A,E,J)은 학교 혹은 교실에 그 게 할 수가 없게 만드는 분 기

와 압박감이 있다고 응답했다.이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상당히 권

이고 계 인 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학생 A의

면담에서는 학생 B의 일화를 들을 수 있었는데,교사에게 동의하지 않고

반박했던 학생 B에게 상당수의 다른 학생들이 야유를 퍼붓고,교사 한

이에 해 권 으로 처하는 모습을 보 는데,이는 교실 반에 집

단주의 인 분 기가 존재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학생 I의 인터뷰

T : 그럼 너가 뭐를 알고 있었어. 너가 생각해보니까 너가 답이 A인 것 같애. 근데 

선생님이 설명은 B라고 하시고 있어, 지금. 그럼 넌 어떻게 할 것 같애?

I :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T : 선생님한테 ‘제 생각에는 이거는 A인 것 같은데요’라고 말을 할 것 같애?

I : 어......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서 A가 아닌가요?’하고 .......

T :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선생님 그것은 B가 아니라 A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

는 것은 어떤 것 같애?

I : 좀 건방진 것 같아요.

T : 건방진 것 같다?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건방지다?

I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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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J의 인터뷰

T : 배울 때 만약에 이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그런데 내가 좀 생각하는 거랑 다

른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J : 그러면은 제가 물어봐요. 

T : 아 물어봐?

J : 네. 제가 진짜 궁금하거나 그럴 때 물어봐요. 

T : 아 그런데 선생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별 거부감은 없어?

J : 있겠죠. 공동체니까. 

T : 아 ‘공동체니까’가 무슨 말이야?

J : (생각을 함) 압박, 압, 압박감이라 해야 하나? 공동체... 눈치라 해야 되나?

(중략)

J :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압박감같은 거.

학생 A의 인터뷰

T : 그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너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좀 안맞는 것 같애. 

그러면 선생님한테 ‘저는 이렇게 생각안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학생이?

A : 네 그것은 해도 되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없어요.

T : 왜 그럴까?

A : 어.......

T :
그럼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했잖아. 왜 그럴까?

A : 학생 B가 좀 그런 경우에요. 원자 모형을 비교하는데, 전자가 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태양계에 대해서 얘를 비유를 했어요. 근데 지원이가 정확히 태양이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T : 응

A : 애들은 뭐 그냥 야유를 하고, 선생님도 조금 이렇게, ‘그러면은 차이점을 대면 

얼마나 많이 댈 수 있는데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했고.......

의 결과에서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나 참여도와는 계없이 교사의

권 에 한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이는 설문

조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단된다.하지만 학생들의 인식과는 조

으로 그 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교실 분 기가 존재하고 있었다.

즉,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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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교사-학생간의 계 인 계와 집단주의 인 교실 분 기로 인

해,교사와 자신의 의견 불일치를 드러내거나 이에 해 논쟁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었다.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모형

을 구성하거나,혹은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도

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이때 교사는 정답을 제시해주거나 일방 으로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조력자로서 련 질문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개입

을 통해 도움을 주어야 하고,학생은 자신의 생각에 해 자유롭게 교사

와 상호작용하여 자신의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정교화하게 된다.그러나

학생들에게서 확인된 계 계나 집단주의 분 기는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므로,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 으로 작용할 것이라 단된다.

마.모델링

모델링 역은 모형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아닌,학생들의 의존 인 성

향을 나타내는 역으로 설문 조사의 평균값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의존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모델링 역의 설문 조사 평균값은 3.45로 간

정도의 수치라고 단된다.하지만 존 역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설

문 결과와 실제 학생들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었다.수업에서 찰된 학

생들의 행동이나 면담의 응답에서는 설문 조사의 결과보다 훨씬 높은 의

존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의존 성향은 교사에 한 의

존성과 다른 학생에 한 의존성으로 나눠서 분석하 다.

의존 성향과 련된 면담에서,13명의 학생 5명의 학생은 교사

가 답을 제시해주거나 일방 으로 알려주는 수업 방식 보다는 스스로 답

을 찾아가는 수업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하지만 8명의 학생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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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일방 으로 알려주는 수업,혹은 학생들에 의한 탐구 실험이 아닌

교사에 의한 시범 실험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그 이유에 해서 학생

들은 교사가 제시해 때 정답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혹은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이는 이 학생들이 상당히 교사 의존 인 학

습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흥미로운 은 학업 성취도

가 상 권인 학생 5명(학생 A,B,C,D,E)학생들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

것이다.

학생 D의 인터뷰

T : 응. 그럼 수업시간에 애들 실험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너네끼리 알아서좀 해봐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 뭐가 넌 더 맘에 들어?

A : 선생님이 알려 주시는게

T : 왜?

A : 네..(웃음)선생님이 알려주시는게 더 빠르잖아요.  

T : 빨라서?

A : 네

학생 E의 인터뷰

T : 이렇게 할 때 선생님이 뭔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는 게 좋아 아니면 너가 먼저 

이렇게 너만의 독창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답을 쓰는게 좋아?

E : 선생님이 시범 보여주는 게 나아요. 

T : 왜?

E : 시범을 보여주시면 이게 딱 딱 뭐가 나오잖아요. 

학생 H의 인터뷰

T :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알려주는게 좋은거 같아 아니면 모둠끼리 

답을 찾는게 좋은거 같아?

H : 알려주는게 더 정확하고, 좋은거 같아요. 

T : 선생님이 알려주는게?

H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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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과학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에 해서도 의존 인

성향을 보 는데,특히 자신의 활동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의존성을 보 다.면담에 참여한 13명의 학생 11명의 학생이 실험을

수행하거나 활동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의 활동지의 답이나

실험 결과를 확인한다고 응답했다.나머지 2명의 학생(학생 B,D)은 학

업 성취도가 상 권인 학생들로,자신이 공부를 잘 하기 때문에 남의 것

을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생 I의 인터뷰

T : 그 수업시간에 보면, 애들끼리 서로 활동지 보여주고 보면서 답을 옮겨 적고 

하던데, 너도 그렇게 했었어?

I : 그런 적도 있었죠

T : 왜 그렇게 했어?

I : 그게 수행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T : 그럼 실험을 할 때도 다른 조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래?

I : 가끔

T : 가서 보는 이유는 뭐야?

I : 쟤네들은 답이 어떻게 나왔나 해서

T : 답이 어떻게 나왔나 해서....... 그 이유는 똑같아?

I : 네

2학년 1반 4조의 소그룹 활동

X : Y아, 니 의견 말해 봐

Y : 나는 나무에.....

X : (말을 가로막으며) 우리는 Y 의견만 쓰면 돼. Y야, 너꺼 줘

Y : 나무에 있는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변하기 때문에

X : (자신의 활동지에 받아 적으면서) 뭐라고?

Y : 나무에 산소가 있다는데?

X : (활동지를 가리키며) 줘봐, 줘봐, 줘봐, 잠깐 너꺼 줘봐.

너의 말이 곧 우리에겐 법이야.

4조 (Y의 활동지를 보고 나머지 학생들이 활동지 작성)

실제로 학생들은 수업 모둠의 모형을 구성해야하는 소그룹 활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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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서로의 모형에 해 논의를 하려고 하기 보다는,학업 성취도가

가장 뛰어난 학생의 모형을 그 로 베끼거나 그 학생의 의견을 무조건

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소그룹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소그룹의 학생은 다른 소그룹의 모형을 물어 서 옮겨 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의존성의 원인을 물었을 때,학생들은 자신의 답에

한 확신이 없어서,혹은 자신은 잘 모르기 때문에,혹은 작성한 활동지

가 수행 평가의 수로 반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동 역에서 확인된 바와 마찬가지로,학생들은 학업 성취도나 상호

작용 참여도와 상 없이 많은 학생들이 교사나 다른 학생에 한 높은

의존성을 보 다.이는 모둠원들의 극 이고 자발 인 참여를 요구하

는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에 상충되는 특성으로서,

그 원인이 되는 수⋅평가⋅성 지향 인 교수 방식에 한 재고가 필

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바.일치

일치 역의 설문 조사 평균값은 3.40으로 간 정도의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이는 과학 수업에서 학습하는 것과 일상 세계와의 련성에

한 학생들의 인식이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면담에 참여한 13명 원이 과학 수업에서 배우는 것이 평소 생활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련이 없다고 응답했다.이는 과학 수업에서 학습

하는 것과 일상 경험 사이의 련성에 한 학생들의 인식이 설문 조사

의 결과보다 더욱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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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L의 인터뷰

T : 좋아요 그럼 넘어가서. 학교수업에서 과학 배우는게 있잖아. 이게 평소 생활하

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L : 지금 배우는거요?

T : 응 쭉 학교에서 배우는거 있잖아.

L : 지금은 별로..

T : 도움이 안되?

L : 네

T : 왜 그렇게 생각해요?

L : 그냥 실생활에 쓰이는 것이 제가 배우는 것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8명의 학생들은 과학 수업에서 학습한 것이 어른이 되었을 때,

혹은 장래에 과학 련 직업을 가지게 되면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는데,설문 조사의 평균값이 매우 낮은 수치

가 아닌,3.40으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학생 A의 인터뷰

T : 그러면 과학 수업에서 배우는 게 앞으로, 지금 말고, 어른이 되었을 때,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애?

A : 좀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T : 직업, 일 말고, 일상 생활에서는?

A : 일상 생활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치 역에 한 학생들의 인식은 설문 조사 결과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학교에서의 과학 학습과 일상 세계 사이의 련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은 장기 으로 과학 학습에 한 동기와 흥미를 상실하

게 만들고,결과 으로 과학 과학 학습에 한 부정 인 태도를 가지

게 된다.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특성은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

성 심 학습뿐만 아니라 과학 학습 반에 있어서 부정 인 향을 미

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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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리

설문 조사,수업 찰 그리고 심층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특성을 CLEQ의 7가지 역으로 구분하여 확인해보았다.앞서 과

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에 합한 특성을 학생,학생간

상호작용,학생-교사간 상호작용,교사 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과

마찬가지로,학생들의 문화 특성도 이 네 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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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동

경쟁
존 교사의 권 모델링 일치

학생 ⋅낮은 경쟁 의식
⋅개인 모형 구성

어려움

⋅다른 학생

교사에 한

의존성,수동성

학생간

상호작용

⋅의존 동

선호

⋅우정 애착

⋅의견 제시 꺼림

⋅의견 충돌 회피

⋅다른 학생에

한 의존성과

무조건 수용

학생-교사간

상호작용

⋅학생-교사간

계 계,

집단주의 분

기

⋅교사와의 의견

불일치에 한

거부감 논

쟁 회피

⋅교사에 한

의존성,수동성

교사 ⋅우정 애착
⋅학생-교사간

계 계

⋅교사에 한

의존성,수동성

⋅과학 수업과

일상 세계와의

련성에 한

인식 부족

표 8.한국 학생들의 문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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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비교⋅분석

문헌 조사를 통해 확인한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

에 합한 특성,그리고 설문 조사,수업 찰,심층 면담을 통해 확인한

학생들의 문화 특성을 학생,학생간 상호작용,학생-교사간 상호작용,

교사 역별로 정리하여 비교⋅분석하 다.

1.학생 역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 략 학생 개인의 학습

과정에서 요한 것은 학생의 책무성,자발성,능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그룹 상호작용에서는 각 학생이 스스로 구성한 모형을 서로에게 소

개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이때 모형을 제시한 사람은 자신의 모형을

정당화해야 하며,다른 학생은 이에 해 비 으로 검토해야 한다.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력 으로 소그룹의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정교

화하게 된다.이러한 발 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해서 가장 먼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은 학생이 개인의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모형을 스

스로 구성하는 것이다.기존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나 교과서에 의

해 제시된 모형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제시된 지식을 수용하기만 하면

지만,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 략은 학생에게 높

은 수 의 책무성과 자발성,그리고 능동성을 요구한다.즉,자신의 학습

에 해 책임감을 가지고,스스로 모형 구성 과정에 참여하여 과학 지

식을 능동 으로 구성하는 것이 개인 학습 과정에서의 반드시 필요하며,

이후의 학습이 진행되기 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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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조사 학생들의 문화 특성

학생

⋅학습에 한 책무성

⋅학생이 자발 으로 과학 모형 구

성 과정에 참여

⋅학생이 능동 으로 과학 지식을

구성

⋅낮은 경쟁 의식

⋅다른 학생과 교사에

한 의존성,수동성

⋅개인 모형 구성에 어

려움 겪음

학생간

상호작용

⋅상호작용 과정을 통한 모형 공동 구성

⋅자발 참여와 역할 수행

⋅자유로운 의견 제시 다른 학생의

의견에 한 개방 인 태도

⋅의견에 한 정당화 비 검토

⋅포용 인 리더

⋅친 도와 상 없이 원활하게 상호작용

⋅다른 학생에 의존 인

동 선호

⋅의견 제시 의견

충돌 회피

⋅뛰어난 학생의 의견에

한 무조건 수용

⋅우정 애착

학생-

교사간

상호작용

⋅학생-교사간 계 계 탈피

⋅학생과 교사가 권 를 함께 공유

⋅교사와의 의견 불일치와 이에 한

논쟁에 한 정 인 인식

⋅교사로부터 독립 인 학습 태도

⋅학생-교사간 계

계와 집단주의 교

실 분 기

⋅교사와의 의견 불일치

에 한 거부감 논

쟁 회피

⋅교사에 한 의존성,

수동성

교사

⋅학생들의 집단 기능을 존

⋅학생간의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

⋅ 화 ⋅상호작용 교수 근법

⋅학생의 학습 조력자 역할 수행

⋅능력 이질 모둠 구성

⋅과학과 일상 세계의 련성 인식

⋅학생-교사간 계

계

⋅교사에 한 의존성,

수동성

⋅우정 애착

⋅과학과 일상 세계의

련성 인식 부족

표 9.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에 합한 특성과 한국 학

생들의 문화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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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수업 찰,심층 면담에서는 학생들의 경쟁의식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경쟁에 한 인식이 낮다는 것은 표면 으로 소그룹 논

의 과정에서 력 인 상호작용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오

히려 개인의 학습 과정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경쟁에 한 인

식은 학생이 자신의 학습에 한 책임감을 가지는데 있어서 요한 요인

으로서,경쟁에 한 낮은 인식은 학생으로 하여 자신의 학습에 한

책임감을 고양시키는데 있어서 정 인 향을 수 없다.

한 학생들은 시험⋅ 수⋅평가 지향 인 학습 환경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정답을 얻고,이를 통해 높은 수를 받기 해 교사와 뛰어난

학생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 다.스스로 모형을 구성하기 보다는 뛰

어난 학생의 모형을 그 로 수용하려 하거나,편하게 교사가 제시해주기

를 기 하는 학생들의 의존성과 수동성,이러한 특성은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 략이 요구하는 책무성,자발성,능동성과

는 상충되는 특성들이다.이는 특히 학 의 부분을 차지하는 학업 성

취도 ⋅하 권 학생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는데,이들이 개인 학습자

로서,그리고 나아가 소그룹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지속 인 안내와 훈련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단된다.즉,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이 학생들로 하

여 요구하는 바를 명시 으로 제시해주고,학습에 한 학생들의 경쟁

의식을 고양시키고,능동성과 책무성을 증진시키기 한 훈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2.학생간 상호작용 역

모형 구성 활동과 마찬가지로 학생간의 상호작용은 과학 모형의 사

회 공동 구성 심 학습의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학생들은 발

인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개인의 모형을 발 시켜 소그룹의 모형을

구성하고,이에 한 비 검토와 정교화를 통해 소그룹의 모형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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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게 된다.

이를 해서는 학생들간의 력 인 활동이 필요하다.이는 학생들이

단순히 모여 앉아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발 인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모둠의 모형을 공동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다.학생 개개인은 모둠 활동에 자발 으로 참여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자신의 모형은 자유롭게 제시하

고 다른 학생의 의견에 해서도 개방 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단,이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주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다.자신의 의견에 해서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정

당화하고,다른 학생의 의견에 해서도 비 으로 검토함으로써,모둠

의 모형을 발 시켜나가야 한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사가 지정해 소그룹별로 앉아서 력 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에서도 학생들은 력을 선

호하고 과학 학습에 있어서 요하게 인식한다고 응답했다.학생들의 이

러한 특성은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에 합한 특성

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학생들이 보여 력은 상당히 의존 인

력이었다.리더,혹은 소그룹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의 모형을 그 로 소

그룹의 모형으로 사용하 고,그 외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

기를 꺼려하거나,아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의견 충돌시에도

상 방과의 의를 하려고 하기 보다는 즉각 으로 자신의 의견을 버리

고 상 방의 의견을 수용하 다.이로 인해 모형에 한 학생들의 발

인 논의 과정이 일어나기 어려웠고,결국 소그룹의 모형을 발 시키고

정교화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학생들은 소그룹의 구성원 원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과의 친 도에 따라 상호작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우정 애착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소그룹의 모형을 발 시키

는 진정한 소그룹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특히 소그룹 활동

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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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력을 선호하고 소그룹 형태의 학습 방식에 해서도 불편

함을 느끼지 않는,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에 유리한

문화 특성도 가지고 있지만,의견 제시하는 것을 꺼려하고,의견 충돌

을 회피하며,다른 학생에게 의존하는 합하지 않는 문화 특성도 가

지고 있다.Tucker(2006)와 Gillies(2004)의 연구에 따르면,교사가 지식

을 달해주는 학습 방식이 아닌 개입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교수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다시 말해 학생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답을 제시해

주지 않는 교수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학생들이 자신의 설명을 제

시할 수 있게되고,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다른 학생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활동을 훈련하고 학습에 한 능동성과 책무성을

증진시킨다면,과학자와 유사한 탐구 과정을 통해 과학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학생으로 발 될 수 있을 것이다.

3.학생-교사간 상호작용 역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과

학 수업에서의 지 권 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기존의 교사 심 수

업에서는 교사가 유일한 지식 생산자 달자로서 과학 수업에서의 지

권 를 독 하고 있었다면,새로운 학습 략에서는 학습의 심이

학생으로 변해야하고,교사와 학생이 지 권 를 공유하여야 한다.학생

은 교사의 의견이나 정보를 으로 수용하거나 의존하기 보다는 자

신의 생각을 발 시켜야 한다. 한 교사의 지식이 완 할 것이라는 선

입견을 버리고,교사와 자신의 의견 불일치,그리고 이러한 불일치에

한 논쟁을 하는 것에 해 정 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수업에서 찰된 학생과 교사의 화에서는 학생과 교사 사이

에 계 인 계가 형성되어 있고,이러한 권 계는 교실 체에

서 학생들을 억 르고 있었다.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 교사

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교사의 의견에 해 동의하지 않거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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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려고 하지 않았고,이에 해 교사와 논의하는 것조차 회피하려고

하 다.이로 인해 학생들은 교사와의 발 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충분

히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Hofstede(1986)의 연구에 따르면,아시아 국가의 학습 특성 하나로

‘큰 권력 거리(largepowerdistance)'를 꼽을 수 있는데,이는 불평등한

권력 분배를 수용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교사가 독 으로 지식

을 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학생들은 체로 질문을 하거나,지식을

평가⋅생산하는데 익숙하지 않다,학생은 교사가 완 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참(truth)은 학생 스스로가 발견할 수 없고 교사를 통해

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Kennedy,2002).이는 앞서 확인한 학

생들의 특성과 체로 일치하는 것으로,우리나라도 ‘높은 권력 거리’의

특성을 가지는 국가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생과 교사 사이의 계 이고 권 인 계는 학습의

심에 학생이 치하게 되는 학습 략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

물로서 작용하게 된다(Thanh-Pham,2011).따라서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학생과 교사

의 계에 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학생이 독립 인

탐구자의 역할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교사 역

교사 역은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에 합한 환

경을 학생에게 제공해주는 역이라고 할 수 있다.교사는 수업을 구성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단 기능을 존 하고,학생간의 상

호작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 교사는 일방 으로 지식을 달해주

는 설명식 교수 근법 보다는 학생의 생각을 발 시켜 수 있는 화

이고 상호작용 인 근법을 사용해야 한다.즉,교실의 지 권 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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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유일한 지식 달자로서의 인식을 버리고,학생들이 과학 지식

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의존 이고 수동 인 학습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교

사가 상호작용 인 근법을 사용하고,조력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수업을 제공하게 되면,학생들은 이에 응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따라서 학생들을 진 으로 능동 탐구자로 변화시키기 한

비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교사가 학생들의 소그룹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학생들의 문화 특성

을 고려해야 한다.선행 연구에 따르면,학생들의 소그룹을 형성하는 할

때는 능력이 다른 학생들을 모아서 편성하는 것이 다른 방식보다 학생들

에게 더 유익하다(Watson& Marshall,1995).하지만 이를 근거로 무조

건 으로 학생들을 학업 성취도를 기 으로 편성하게 되면,학생들이 가

진 우정 애착 특성으로 인해,소그룹 내에서 원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

지 못할 수 있다.따라서 소그룹을 편성할 때는 학생들의 능력 인 측면

에서 이질 으로 구성하되,구성원간의 친 도에 해서도 세심하게 배

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일치 역에서 과학 수업에서 학습하는 것과 자

신 주변의 일상 세계와의 련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과

학과 일상 경험 사이의 련성에 한 인식도 학습에 향을 미치는 문

화 신념 하나로서,수업을 구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

다.학생들이 일상 세계와 과학의 련성을 이해하지 못하면,과학에

해 ‘인간 경험 세계의 한 특수한 부분’이 아닌,‘인간 경험 세계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된다.이로 인해 학생들이 자

연 상에 한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발 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 과학과 일상 세계간의 거리감은 학생들에게 과학이 일상 인

경험에 비추어 매우 낯설고 자신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과학 학습을 어렵게 느껴지도록 한다(이경 ,2012;Mortimer& Scott,

2003).이는 곧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뿐만 아니라 과학 학습

자체에 한 부정 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따라서 교사는 학생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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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일상 세계의 련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수업 비에 있어서 충분

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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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토의

제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에 유리한

특성을 문헌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이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특성과 비교⋅분석해보았다.

학생들은 과학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동을 선호하고 요하게 인식

하고 있었으며,소그룹 형태의 활동에 해서도 편안하게 생각하는,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에 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개인의 모형 구성과정이나 상호작용 과정에 있어서

책무성,자발성,능동성이 부족하고 의존 이고 수동 인 학습 태도를 가

지고 있었으며,이로 인해 학생 개인의 모형을 구성하기 어려워하 다.

소그룹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를 꺼려하

고,의견 충돌시에도 의견에 한 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회피하려

는 경향이 있었다.이로 인해 소그룹의 모형을 구성하기 한 다양한 모

델이 제시되지 못했고,이에 한 논의가 원활히 일어나지 않아서 소그

룹 모형이 발 되고 정교화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한 교사와 학생 사

이에는 상당히 계 이고 권 인 계가 형성되어 있었고,이는 교실

반의 분 기로서 학생들을 억 르고 있었다.이로 인해 학생들이 교사

에게 동의하지 않거나 반박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고,교사와 논쟁

하기 보다는 교사의 설명을 그 로 재구성하려는 방식의 학습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학 수업에서 학습한 것과 일상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 사

이의 련성에 한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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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리하면, 동에 한 정 인 태도 외의 특성들이 모두 과학 모

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이 요구하는 특성에 상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이

요구하는 바를 학생들에게 명시 으로 제시해주고 능동성과 책무성을 증

진시키기 한 훈련을 제공해야하며,학생과 교사의 계에 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과학 학습에서의 새로운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 해 안내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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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토의

1.학습 략과 문화 특성

본 연구의 설문 조사, 수업 찰 그리고 심층 면담 결과를

Hofstede(1986)의 4가지 역,권력 거리(PowerDistance),불확실성 회

피(UncertaintyAvoidance),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

남성성/여성성(Masculinity/Femininity)에 따라 분석하여도 같은 맥락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Hofstede(1986)는 각 역별로 문화 특성에 따른 교사와 학생,학생

과 학생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제시하고,세계의 각 국

가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각 역별로 분석하 다.이 표들을

기 으로 특정한 문화 특성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작은 권력 거리와

큰 권력 거리,약한 불확실성 회피와 강한 불확실성 회피,남성성과 여성

성 어느 문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집단주의 사회 개인주의 사회

⋅ 통에 근간을 두는 사회 연 를

지향

⋅배움은 을 때 해야 한다 :어른

은 학생이 될 수 없다

⋅학생은 어떻게 하는지 배운다

⋅개별 학생은 교사가 개별 으로 기

회를 때에만 말을 할 수 있다.

⋅새로움과 련된 사회 연 지향

⋅배움이 나이는 없다 :‘평생 교육’

⋅학생은 어떻게 학습하는지 배운다

⋅개별 학생은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다

표 10. 집단주의/개인주의와 련된 교사와 학생,학생과 학생 사이의 의

사소통의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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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권력 거리 큰 권력 거리

⋅교사는 학생의 독립성을 존 해야

한다

⋅학생 심 교육

⋅학생이 화를 주도하며,학습의

과정도 학생이 스스로 결정한다.

⋅학생은 자발 으로 말을 한다.

⋅학생은 교사를 반박하거나 비 할

수 있다.

⋅학습의 효과는 상호간의 의사소통

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교사는 학생의 존경을 받는다.

⋅교사 심 교육

⋅학생과의 화는 교사가 주도하며,

학생의 학습 과정도 교사가 주도한다.

⋅학생은 교사가 요청할 때 말을 한다.

⋅ 교사를 반박하거나 비 할 수

없다.

⋅학습의 효과는 교사의 우수성에 의

해 결정된다.

표 11.권력 거리와 련된 교사와 학생,학생과 학생 사이의 의사소통의

특징 비교

약한 불확실성 회피 강한 불확실성 회피

⋅구조화되지 않은 학습 상황을 선호

한다.

⋅교사도 모를 수 있다.

⋅학생은 문제를 획기 으로 해결하

면 보상을 받는다.

⋅명확히 구조화된 학습 상황을 선호

한다.

⋅교사를 모든 답을 아는 문가로

인식한다.

⋅학생은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야

보상을 받는다.

표 12.불확실성 회피와 련된 교사와 학생,학생과 학생 사이의 의사소

통의 특징 비교

이를 기 으로 분석해보면,한국 학생들은 4가지 역 3가지 역,

권력 거리,개인주의/집단주의,불확실성 회피 역에서 명확하게 구분되

는 문화를 나타내고 있다.한국 학생들은 권력 거리가 상당히 높고,개인

주의보다는 집단주의가 강하며,불확실성 회피가 강한 문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이 결과에는 앞서 확인한 학생들의 문화

특성들인 책무성,자발성,능동성 부족 의존 성향,교사-학생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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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계,집단주의 교실 분 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에서,

CLEQ의 7가지 역을 기 으로 분석한 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Hofstede(1986)의 분석에 따르면,서구의 국가들은 개인주의가

매우 강하고,권력거리가 낮은 편이며,불확실성 회피가 약한 문화 특

성을 보인다.이는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 략의

기반이 되는 서구 문화와 한국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상당히

조 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2.한국 학생들의 문화 특성

Tanetal.(2007)에 따르면, 통 인 아시아 국가들의 학습 문화에서

는 교사가 일방 으로 달해주는 방식의 수업을 자주 사용하고,학생들

이 수동 으로 학습하며,필기나 시험 비에만 익숙하다고 한다.반면,

특정 주제에 해 학생들이 탐구를 하거나,스스로 혹은 동료들과 함께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한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교 철학의 향을 강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유교 교수⋅학습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한다(An,2004;Li,2004;

Thanh-Pham,2011).유교 교수법에 한 선행 연구를 정리해보면,교

사는 학습자에게 지식을 달하고 의문을 해결해주는 권 이고 지시

인 교수법을 선호하고,수업 시간의 부분을 강의로 채우는 경향이 있

다(Chang& Mao,1999;Gao,1998,1995;Leng,2005).학생은 교사를

극진히 존경하고,교사와 학생 사이의 계 인 계를 요하게 인식한

다고 한다(Leng,2005;Hofstede& Hofstede,2005). 한 학생은 시험

지향 학습을 주로 하고,책을 유익하고 신성하게 여기며,암기 주의

교사 의존 인 학습을 하고,의문을 가지거나 도 하는 것 없이 교사의

말을 그 로 재생산하기만 하는 학습을 하는 것을 바람직한 학습 방법으

로 여긴다(Biggs,1966;Tran& Swierczek,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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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비교해볼 때,2013년 한국 일반 학생들은 서

구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여 히 학습 문화에 있어

서는 통 인 아시아 혹은 유교 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학생들의 의존성과 평가

학생들에서 확인된 문화 특성 하나인 학생들의 의존 성향은

통 인 아시아 국가들의 학습 문화 하나로서,혹은 유교 철학을 기반

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유교 교수법의 일부로서 이해할 수 있다.그러

나 문화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된 것처럼,의존 인 성향

자체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Dhindsa(2005)에 따르면,교사가 시험 지향 인 교수 방식을 사용할수

록,교사에 한 학생들의 의존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한 소그룹 활동

심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소그룹 활동에 해 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에 한 의존도가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Harvey& Danels,2009).Cohen(1994)의 연구에서도 하나의 ‘정답’

과 같이 하나의 지향 만을 목표로 하는 평가 방식은 소그룹의 구성원들

로 하여 소그룹으로서 상호작용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

는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4명씩 모여서 함께 활동하는 소그룹

탐구 활동 심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고,학생들의 활동지는 물론 탐구

활동 과정이 수행평가 수로 반 되고 있었다.학생들의 면담 내용

에서도 13명 11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답에 한 확신이 없어서’,

‘혹은 자신은 잘 모르기 때문에’,혹은 ‘작성한 활동지가 수행 평가의

수로 반 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들에게

의존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들을 정리하자면,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보 던 의존성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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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국가의 통 인 학습 문화의 향이나 유교 문화의 향뿐만 아니

라 학교 과학 수업에서 사용되는 평가⋅ 수⋅시험 지향 교수 방식의

향도 크다고 단된다.따라서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수업을 학생들에게 시도하고자 한다면,기존의 평가 심 교수 방식에

서 탈피하여 다양한 평가 방식에 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4.호주 루나이와의 비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인 CLEQ는 Fisher& Waldrip(1999)에 의

해서 개발된 설문지인데,이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에서 호주(Fisher&

Waldrip,1999)와 루나이(Dhindsa,2005)의 설문 조사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 학생들의 문화 특성이라고 일반

화할 수는 없지만,보다 풍성한 분석을 해 설문 조사 데이터를 비교해

보았다.

역 한국 호주 루나이

평등 4.23 4.53 4.13

동 3.78 4.08 4.24

존 3.23 2.98 3.63

경쟁 2.97 3.03 4.16

교사의 권 3.05 3.02 X

모델링 3.45 3.10 3.76

일치 3.40 3.43 3.85

표 13.한국,호주, 루나이 비교

비교를 해보면,경쟁,교사의 권 ,일치 역은 호주와 유사한 수치이

고,평등 역은 루나이와 유사한 수치이고, 동 역은 호주와 루

나이 둘보다 낮았다.존 과 모델링 역은 두 국가의 간 정도의 수치

를 보 는데,본 연구에서 찰한 실제 수업이나 면담에서는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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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 평균값보다 훨씬 높은 수 의 존 과 의존성을 보 다.따라

서 실제 으로는 존 과 모델링 역도 루나이와 비슷한 수 이거나

더 높은 수치일 것이라고 단된다. 루나이 데이터에서는 교사의 권

역에 한 데이터가 없어서 비교할 수 없었다.

앞서 2013년 한국 일반 학생들이 서구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왔음에

도 불구하고,학습 문화에 있어서는 서구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설문 조사 데이터의 비교에서도 호주와 유사한

역이 7개 역 3개 역에 그쳤다.한편 같은 동아시아권에 해당함

에도 불구하고,이슬람교를 기반으로 하는 루나이는 학습 문화에 있어

서 한국과 많은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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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제언

본 연구는 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수업 찰을 통해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략 심 과학 수업을 한국형으로 토착화하는데 필요

한 한국 일반 학생들의 문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에서 의

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본 연구는 과학 모형의 사회 공동 구성 심 학습 략을

한국형으로 토착화하기 해서 한국 학생들의 문화를 확인하고자 하 지

만, 실 인 문제로 인해 연구 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

다.연구 상인 S 학교는 서울에 치한 일반 남자 학교 는데,이

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여자 학생들의 문화 특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

다. 한 지역 환경이나 사회경제 수 ,사교육 수 등의 요인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하지 못했다.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완 한 의미의 한국 학생들의 문화 특성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 상을 선정하고,이에 한 규모의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 학생들의 문화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본 연구에서 분석틀로서 사용한 7가지 역은 서구의 연구자들

에 의해 개발된 틀로서,서구 학습자들의 문화 특성에 한 연구를 기

반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 학생들의

문화 특성은 서구 문화와 그 뿌리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었다.따라서

서구의 문화 분석틀을 사용하여 한국의 문화를 분석하는 것에는 어느 정

도의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따라서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 학생들

의 문화 특성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재확인하고,이들을 재범주화하고

재명명하여 새로운 문화 분석틀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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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 이후로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세계화된 시

장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기술이 차 변화하고 있고,이러한 요구를 기

존의 교육,특히 유교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교육이 충족시켜주

지 못하고 있었다(Renshaw,1998;Tran& Swierczek,2009).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서구 국가에서 검증되어온 교수⋅학습

근법을 그 로 도입하고 있지만,이를 교육 장에 도입하기 해서는

해결해야할 장애물들이 많이 남아있다.학습자의 문화도 이 하나로서,

오랜 시간 동안 축 되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변화시킬 수는 없

다.하지만 본 연구가 학습 략을 한국형으로 토착화하기 한 시도

던 것처럼,한국 교육의 실질 인 개선을 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

으로 이루어진다면,한국에서 실 가능한 이상 인 교육을 수립⋅구 하

는데 한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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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turalFeaturesofMiddle

SchoolStudentsinSmallGroup

InquiryPractices

Tae-HoonLee

EarthScienceMajorinScienceEducationDivis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Scientificmodelinginsciencelearninghasreceivedmuchattention

and been investigated by many researchers allover the world

recently.InEastAsiancountries,manyresearchersalsotrytostudy

andintroducescientificmodelsintoclassrooms.Theseeffortshave

considered student-centered construction of models and active

interactionamongstudentsandteachersasimportantfeaturesofthis

approach,butfew studieshaveexploredculturalaspectsofAsian

classroomswhichmayaffectsciencelearning.Asaresult,teachers

andstudents’difficultieswithco-constructionofscientificmodelsin

scienceclassroomsinAsiancountrieshavenotbeenfullyunderst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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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explored what cultural aspects affect

co-constructionofscientificmodelsinKoreanscienceclassrooms.We

havereviewedandsynthesizedliteraturesaboutscientificmodeling,

socialinteraction and co-construction.We also tried to identify

culturalcharacteristics ofKorean students with a survey,CLEQ

(CulturalLearningEnvironmentQuestionnaire),toconductinterviews

withstudentsandclassroom observations.Finally,wecompareand

contrast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with those of survey,

interviews,andobservations.

Themajorfindingswereasfollows.Koreanstudentsshowedhigh

dependence on other students and teachers in getting right

informationforbetterscoreinevaluationofworksheetsandtests.

Students hesitated to state their opinions and tended to avoid

conflictsofopinions.Teachershavestrongauthorityagainststudents

as sources ofscientific knowledge.These can be interpreted as

Korean science classrooms have high pressure for test and

atmosphereofcollectivevalue.Thesefeatureshinderco-construction

ofscientificmodelingbyimpedingactiveparticipationanddiscussion

basedonargumentationinsmallgroupsandwholeclassactivities.

WeconcludethatcontemporaryKoreanstudentsmayhavetraditional

learning culture substantially even though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rapidwesternization.

keywords:scientificmodel,socialinteraction,co-construction,

cultural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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