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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과학수업시간에 상호동료멘토링(RPM:

Reciprocal Peer Mentoring) 활동에서 일어나는 담화를 통해 동료 멘토

와 동료 멘티의 특성, 수준에 따른 동질집단 및 이질집단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특성 및 패턴, 지식구성측면에서의 상호작용 특성을 분석하고,

동료멘토링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어려움을 조사하여 그 결과가

과학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논의하는 것이다.

먼저 예비연구로 중학교 2학년 3개 반 110명의 인지수준 및 과학성취도

를 조사하여 2인1조의 그룹을 구성하였고, 사전교육으로 상호동료멘토링

(RPM) 활동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다. 또, 학생들이 담화를 하며 이루

어진 발언과 행위에 기초하여 언어적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 요소를 추출

한 후 또래 상담 요소 및 몸짓 행위 요소를 추가하여 8개 범주, 24개의

코드로 구성된 분석틀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12명의 중학생들을 집중 관찰 대상으

로 하여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9차시의 RPM 활동을 녹화 및 녹

음하여 관찰하고 그들의 담화를 분석틀로 분석하고 인터뷰하여 동료 멘

토와 동료 멘티의 상호작용 특성 및 인지수준별 RPM 활동 그룹에서 일

어나는 상호작용 패턴을 조사하였다. 또,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담화 및

인터뷰, 활동지 결과물을 통해 ‘빛’ 단원의 지식구성측면에 대해 논의하

였다. 이후 RPM 활동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은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

다.

본 연구 결과, RPM 활동의 담화에서 상호작용의 범주별 분포는 정보

제공(26%) > 질문 및 요구(22%) > 과제관리(21%) > 몸짓(10%) > 수

용(9%) > 거부 및 반박(6%) > 영향없는 기여(4%) > 정서적 도움(2%)

의 순서로 나타났다.

RPM활동에서 멘토는 ‘정보제공’ 범주에서 가장 높은 상호작용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멘토들이 ‘멘토링 활동은 과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



- ii -

해 주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멘티의 범주별 RPM 요소 분포에서는 ‘질문 및 요구’ 범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학생들이 멘티의 역할은 당연히 도움을 받는

역할로 인식하고, 특히 사전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여 담화에 투영한 것으

로 보인다.

수준이 유사한 동질집단의 경우 범주별 상호작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특히 ‘거부 및 반박’ 비율이 높았다. 동질집단의 멘티는 설명을 듣거나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 해결을 위한 과제관리 행동도 활발하게

하여 동질집단에서의 RPM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가

장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 집단은 중간수준의 동질집단이고, 높은

수준의 동질집단의 경우 다른 의견에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잘난 체 하는 것으로 인식될까봐 돕는 것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낮

은 수준의 집단에서는 상호작용은 활발하고 논의활동도 잘 이루어진 것

으로 관찰되었으나, 자신들의 그룹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지질하다’는 표

현으로 인식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교사가 그룹을 구성할 때 성취도가

낮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끼리의 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지양

해야 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조사하여 그룹을 결성하더라도 그들의 자아

효능감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인지 수준이 다른 이질집단의 경우 동질집단보다 비교적 상호작용 빈도

수가 적었으나, 특히 멘토가 멘티에 비해 수준이 낮은 경우 상호작용 빈

도수가 가장 적었다. 멘토가 멘티보다 수준이 낮은 경우 멘티의 과제관

리(PM) 행동 빈도가 높았다. 하지만 수준에 관계없이 멘토로서의 역할,

멘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는 사전교

육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RPM활동에서 상호작용의 결과 담화 개시자를 기준으로 멘토가 담화를

개시하는 R패턴에서 R-1, R-2, R-3, R-4의 4가지, 멘티가 담화를 개시

하는 E패턴에서 E-1, E-2, E-3의 3가지, 총 7가지의 상호작용 패턴을

유도해 낼 수 있었다. 각 패턴에서 RPM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 및 과제해결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사례를 제시하였고, R-3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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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패턴에서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RPM활동의 상호작용이 지식구성 측면에 끼치는 영향은 인지적 발달

과정 중 1단계를 중심으로, 근접발달영역이 있는 경우 학생의 담화 및

활동지의 응답에 내면화의 과정 여부를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담화 사례

및 활동지 응답 사례를 분석한 결과 멘토가 멘티보다 수준이 같거나 낮

아도 과학적 개념과 일치하는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근접발달영

역 안에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식 구성 측

면에서는 멘토의 인지수준보다는 학습 내용에 대한 과학적인 사전 개념

유무 및 근접발달영역의 존재 유무가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

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RPM활동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RPM활동이 학습에

더욱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멘토의 역할과 멘티의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함으로써 책임감을 부여받게 되었고, 인지적 학습

측면에서는 동료에게 설명을 함으로써 과제 내용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했고, RPM활동의 어려움으로는 과학 학습 내용, 동료와의

관계, 수업상황에서의 어려움을 들었다.

주요어 : 상호동료멘토링, 동료멘토, 동료멘티, 인지수준, 언어적 상호

작용, 상호작용 패턴

학 번 : 2003-3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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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제 7차 과학과 교육과정 및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2009 개정 과학

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모둠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 개념 이해와

사고력, 학습 동기나 비판성, 개방성, 정직성, 객관성, 협동성 등 과학적

태도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교수전략의 하

나로 협동학습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들도 최근까지 꾸준하

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

게 하는 것이 소집단 토론이라는 생각에 많은 교육학자들이 동의하고 있

다.(Lo, Wheathley, 1994) 소집단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반성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표현한 생각들을 다른 학생으로부터 검증받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협동적인 사고의 장을 경험할 수 있다. 정지숙(2005)

은 학습을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지식을 각

개인이 내면화하는 활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집단 토론은 과학 학습에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수업 활동 중의 하나인 실험활동은 학생

들이 다양한 관련 과학 개념들과 실험 절차를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복잡

한 인지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이루어지

는 실험 활동에서의 담화는 교실에서 과학적 지식을 확립하는데 있어 실

험 활동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Mortimer & Scott, 2003). Newton

등(1999)은 과학 수업의 담화를 가치있게 하는 것은 논쟁이며, 논쟁을 하

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찬반양론을 토론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소집단 실험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질문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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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적 사고 및 개념의 이해점검, 교과 내용에 대한 기억을 증대시킬 수

있다(White & Gunstone, 1992; Woodward, 1992). 과학의 기본 요소인 탐

구는 의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학생의 질문은 탐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 질문하기를 문제해결과정의 한 단계로 간주하기도 한다(Ashmore

et al., 1979). 과학 교육 분야에서 학생의 질문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

행되었는데, 학생이 교사에게 하는 질문 연구에서는 주로 질문만을 분석

하였고, 최근에는 학생 간 질문-응답에 대한 연구까지 그 범위가 더 자세

하고 넓어졌다. 특히 소집단 실험활동에서 일어나는 학생 간 질문-응답에

대한 연구에서는 강의식 수업에서 일대일 상황의 학생 간 질문이 장려되

지 않으므로 학생끼리는 질문하기는 쉬운 점과 학생끼리의 구두질문이 가

능해 즉각적으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학생 간 질문의 응답자

가 서로 유사한 언어를 공유하는 동료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인 설명자

(explainer)가 될 수 있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여, 학생 간 질문이 실험활동의 개방성, 학습자의 학습상태

등을 알려주는 일종의 지표가 될 것이라 하였다(이명숙, 조광희, 송진웅,

2004).

이렇게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맥락에 이어, 학교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들의 요구를 모두 만족하

게 할 수 있는 대안적 수업모형으로 동료 멘토링(Peer Mentoring) 교수학

습법이 모습을 등장하였다.

협동학습의 한 형태인 동료 멘토링(Peer Mentoring)은 또래교수학습이라

고도 불리는데, Piaget(1977)는 또래간의 협력은 적절한 인지갈등을 일으

켜 상대방의 의견을 동화 조절함으로써 평형화를 가져오고 인지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또래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

는 사람은 같은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또래교수자가 더 적절하다

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집단 토론활동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동료 멘토링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아왔

다. 우선 동료 멘토링 교수-학습법의 도입은 정형화된 교육환경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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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전환해 학습을 촉진하는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Bowman &

Perrott, 2009). 또한 자기존중감 강화, 학업성취도 향상, 십대 임신 예방,

교우관계 향상, 학교에서의 문제 행동 감소, 학교 부적응 발생 예방 등 다

양한 분야에 걸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멘토링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오정선(2010)은 수학 학업 성취 상위권 학

생 5명을 멘토, 하위권 학생 5명을 멘티로 선정하여 4주간의 멘토링 수업

을 진행한 후 성적 분석을 통한 학습자의 성취도 변화와 인터뷰를 통한

수학에 대한 정의적인 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멘토의 역할을

한 중상위권 학생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고 자존감이 높아졌다. 멘티 학

생들은 친구 관계가 좋아지고 동기유발, 수학과 관련된 심리적 장애 요인

을 줄임으로써 수학을 배우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임원석

(2009)은 학습부진아 또는 특별보충반 학생 등이 아닌 인문계 고등학교 1

학년 한 개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학급 내 동료 멘토링 활동은 학업 성취도 향상과 학습태도, 학습 동기, 흥

미 등의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 조성과 학습동기유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멘토-멘티

관계를 성적뿐만 아니라 교우 관계를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과학과에서 진행된 연구로는 중학교 과학 수업에서 동료 멘토링 활동이

학업 성취도 및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3개반 학

생을 실험반으로 하여 연구한 문효진(2011)의 연구가 있다. 학업 성취 수

준에 따라 상위-중위 팀, 상위-하위 팀, 중위-하위 팀으로 구성하여 멘토

링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동료 멘토링 활동이 전통적인 수업보

다 과학 학업성취도 향상 및 과학적 태도 변화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

다. 상위권 집단은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중위권 집단은 학

업성취도 향상 및 과학적 태도 변화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지만, 하위권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승희(2012)는 초등학교 6

학년을 대상으로 동료 멘토링 활동이 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 학업 성취

도 및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 동료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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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 멘티의 학업성취도, 과학적 태도변화에 긍

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동료 멘토링 활동에서 구체

적인 학생들의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수업에서 동료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상

호작용을 담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는 멘토의 역할이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형식적 조작기, 과도기, 구

체적 조작기의 인지수준을 가진 학생이 동료 멘토가 되기도 했다가 다른

차시의 수업에서 동료 멘티가 되기도 하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료 멘토링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활동을 동료 멘토링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 설계하고 관찰한 활동은 과학 수업시간에 일어나는 2인 1조 소집단

토론활동이며, 이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서로에게 학업 관련 내용뿐만 아

니라 의사소통을 통한 과학적 사고능력 및 과학의 정의적 영역 측면, 상

대방에 대한 배려, 학습 자세에 대한 본보기, 역할에 대한 안내, 사회적

의사소통 방법에도 영향을 끼친다. 동료 교사(Peer Mentor)는 주어진 과

제를 동료 학생(Peer Mentee)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학습활동을 수행한

다. 특히, 한 학생이 계속적이고 일방적으로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

니라 멘토였던 학생이 멘티의 역할을 부여받는 ‘역할바꾸기’가 매차시마다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활동을 상호동료멘토링(Reciprocal Peer Mentoring

: RPM)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동료학생은 과제를 해결하면서 동료 교사

와 자유로운 질문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므로, 개별화된 교수·학습 및 스스

로 과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찾아보는 자발적인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진

다. RPM활동은 인지적 측면에서의 도움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서의

도움을 포함하고, 언어적인 상호작용과 더불어 비언어적인 몸짓 언어로

표현되는 도움주기 활동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 구

체적인 학습과정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은 학생들의 과제 관련 대화를

촉진시키는 구조화된 상호작용을 유도하므로,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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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다(Ginsberg & Fantuzzo, 1997; King et al., 1998). 특히 직접 동

료를 가르치는 경험은 학생들을 내적으로 동기화시키고(Rittschof &

Griffin, 2001),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

다(Ginsberg & Fantuzzo, 1997; King et al., 1998).

과학수업에서의 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

사, 또 학생과 학생 사이의 과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의미를 도출하고

교환하면서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활동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하은선, 2008).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교육을

학습자 중심으로 연구할 때 자연과학의 추상화된 물리적 세계와는 대조되

는 연구 대상인 학습자는 항상 상황 속에 있으며 거의 동일한 연구 대상

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과정-결과적인 효율성만 언급하는

것으로는 학습자라는 연구 대상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본 연구자가 관찰한 RPM 활동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관계는 개인의

인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학생간의 의사소통의 과정과 결과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상호작용이

라고 한다면, 이를 분석할 준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을 통해 동료 간의 학습을 강조한 이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참여도

자체가 반드시 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고(DeVries &

Mescon, 1975; Edwards & DeVries, 1974; Hanelin, 1978; Johnson, 1979;

Slavin, 1977, 1978), Webb은 상호작용 중 “도움주기”의 요소를 “설명해주

기”와 “설명없이 정보만 제공하기”로 분류하여, 설명해주는 행위 자체는

도움이 되지만 설명없이 정보만 제공하는 행위는 학업성취도에 별로 도움

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Webb, 1980, 1982a, 1982b; Webb & Cullian,

1983; Webb & Kenderski, 1984). 이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분석할 적합한 요소 추출 및 학생과 학생 사이

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의미의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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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지수준을 가진 학생 간 담화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을 분석틀로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RPM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지수준별 그룹의 멘토 및 멘티로서의 특징, 그들의 상호작용

특성 분석 및 상호작용 패턴을 도출하고, 지식구성 측면에서의 상호작용

을 분석하며,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 대한 인식과 활동의 저해요인을 조

사하여 이 결과가 과학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고찰해보도록 하

겠다.

2. 연구문제

멘토링 및 소집단 상호작용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과학성취도를 근거 삼

아 사전 성취수준이 ‘상’인 학생과 ‘중’인 학생 및 ‘하’인 학생을 조사하여

그룹을 조직하고 활동 후 학생들의 성취도의 향상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Piaget의 인지발달이론 및 Vygotsky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인지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인지수준은 그룹

구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생의 인지수준을 고

려하여 조직한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서 인지수준이 동일한 동질집단과

인지수준이 다른 이질집단을 각 2인1조로 조직하여 동료멘토와 동료멘티

의 활동을 담화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예비연구]는 [본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먼저 연구대상

의 인지수준 및 인지수준과 과학성취도와의 관계, 집중관찰대상 12명의

과학에 대한 흥미, 인성, 상호친밀도를 조사 분석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

여 활동 그룹을 조직하였다. 또 상호작용 분석틀을 제작하기 위해 1차시

는 사전교육으로 RPM 활동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후, 5차시의 예비 수업

에서 RPM 활동의 상호작용요소를 추출하였다. [예비연구]의 구체적인 목

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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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연구] 연구대상 분석 및 RPM활동의 상호작용 분석틀 개발

(1)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지수준, 인지수준과 과학

성취도와의 관계, 집중관찰대상 12명의 인성요인을 조사 분석한다.

(2)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요소를 추출하여 상호작

용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작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중관찰대상 12명의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의 담화를 분

석하여 동료 멘토 및 멘티의 인지수준별 특성과 수준별 집단 구성에 따른

상호작용 특성을 조사하고, 지식구성의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며,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 활동에 대한 인

식과 어려움을 분석하고 이 결과가 과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

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 분석

(1) 상호동료멘토링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인지수준별 특성은 어떠한가?

① 동료 멘토 및 동료 멘티의 전체적인 활동양상 분석

② 동료 멘토의 인지수준별 특성

③ 동료 멘티의 인지수준별 특성

(2) 상호동료멘토링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은 어떤 특성을 지녔는가?

① 인지수준별 집단 구성에서 상호작용특성

② 학생들의 담화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패턴

③ ‘빛’ 단원의 지식 구성 측면에서 학생의 상호작용 사례연구

(3) 상호동료멘토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어려움은 무엇인가?

3. 연구과정의 개요

[본 연구]는 [예비연구]에서 RPM활동의 집단 구성을 위한 연구대상의

인지수준을 검사하고, 예비 수업을 통해 상호작용요소를 추출하고,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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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분석틀 조사 및 개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집중관찰대상 12명의

담화 분석과 논의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연구과정의 개요는 [그림 Ⅰ-1]과

같다.

[그림 Ⅰ-1] 연구과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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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4.1 멘토링(Mentoring)

멘토링에 대한 정의는 멘토링 컨설턴트인 Margo(2005)가 ‘멘토링이란 경

험과 기술이 많은 사람을 경험이나 기술이 더 적은 사람과 의도적으로 짝

지어 합의된 목표에 따라 특정 역량을 키우고 개발하는 것’이라고 하였으

며, Micheal(2006)은 멘토링의 의미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기

간에 걸쳐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과 도움

을 제공하고 지도해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Hunt와 Micheal(1983)

은 ‘나이나 경험에서 연장자인 멘토가 경험이 적은 멘티에게 정서적인 지

지, 안내, 경력개발 그리고 개인적 발전을 제공하는 상호관계’라고 정의하

였다. 이상으로 ‘멘토링’ 활동의 주 요소는 ‘도움주기’ 임을 알 수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 활동 분석의 기본 요소를 ‘도움주기’로 규정하였다.

4.2 상호동료멘토링활동(Reciprocal Peer Mentoring)

동료 멘토링(Peer Mentoring)이란 멘토 및 멘토의 신분이나 나이가 비슷

한 또래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신분이나 나이가 비슷한

집단 내에서 우수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동료와 짝을 이루

어 지도, 조언을 하여 도움을 받는 동료의 실력과 잠재력의 개발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용어로는 또래교수, 또래 교수학습법 등이 있다.

동료 멘토링 교수-학습법은 교실의 구성원인 학생을 교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동료 학습자가 교수자의 역할을 맡아 다른 동료의 학습을 도와

줌으로써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협동학습 모형이다.

동료 멘토링 활동은 배우는 학생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학

생에게도 학업 및 정서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능력차와 관계없이 교실 안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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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이상적인 교수-학습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동료 멘토링 활

동은 기존 전통적인 수업 형태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학습자 간의 접촉과

교류(의사소통)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업 구성원인 교사, 학습자 사이에

지식과 감정의 순환을 일으켜 학습자의 정서적 측면 및 사회적 능력의 향

상을 돕는다.

본 연구에서는 멘토의 역할이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형식적 조작기

의 인지수준을 가진 학생이 동료 멘토가 되기도 했다가 다른 차시의 수업

에서 동료 멘티가 되기도 하는 등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다양

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활동을 ‘상호동료멘토

링 활동(Reciprocal Peer Mentoring)’으로 칭하고자 한다.

[그림 Ⅰ-2]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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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동료 멘토(Peer Mentor), 동료 멘티(Peer Mentee)

동료 멘토-멘티 관계에서 도움을 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동료 멘토라

고 하고,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동료 멘티라고 한다.

4.4 과학담화(science discourse)

과학 개념, 원리, 법칙, 현상, 과학의 본성, 과학 관련 사회적 이슈 등 과

학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하여 전개되는 언어적 행위, 즉 과학에 관한

담화(discourse on science)를 뜻한다. 하은선(2008)은 중학교 방과후 모둠

활동에서 형성된 과학담화에 대한 연구에서 과학개념지식 표현의 특징을

구체성(concreteness), 다변성(variability), 일상성(dailiness)로 규정하고,

과학담화의 전개 유형을 반박형(Reputation pattern), 조합형(Combination

pattern), 수용형(Acceptance pattern), 병립형(Parallel pattern)의 4가지로

나누었다.

4.5 과학적 담화(scientific discourse)

어떤 탐구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표

현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의 전개를 형성하는 언어적 행위, 즉 과

학적으로 사고하고 말함으로써, 형성되는 언어행위를 뜻한다.

4.6 담화(discourse)

언어를 통한 생각과 착상의 교환 대화로서, 말이나 글로 나타내는 행위

가 둘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연속체를 뜻하며 텍스트(text)와 텍스트

의 상황(context)을 모두 포함하는 언어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담화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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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언어교환을 일컫는 대화뿐만 아니라 독백, 청

취 등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수업에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과학적 담화와 일상적인 대화를 포함하여 분석하였

으므로 용어 ‘담화’를 채택했다.

5. 연구의 한계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특정 지역에 위치한 특정 학교의 소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일반화에 무리가 있다. 다른 배경 요인에서는 또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 측면을 관찰한 질적 연구이다.

따라서 비교집단이 있는 양적 연구는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상호동료멘토

링 활동과 전통수업 활동 집단 사이의 사후 인지수준의 변화 및 과학성취

도의 향상 정도를 조사할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로, 인지수준이 형식적 조

작기에 달한 자가 학급당 4명 이내이며, 동료멘토링 활동에 대한 선행 경

험이 전혀 없다. 따라서 선행경험이 있거나,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학생

들로만 구성된 집단에서는 그 활동 유형이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또한 해

석도 달리할 수 있다. 이후 선행경험이 있는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을 계속

하여 더 풍부한 사례를 모아 일반화시킬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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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상호동료멘토링(Reciprocal Peer Mentoring) 활동

1.1 청소년기의 동료(Peer)의 의미

또래 관계는 청소년들의 성격 및 사회성 발달에 이바지한다. 학습, 협동,

타협, 감정의 통제, 갈등의 해결을 비롯한 다양한 사교적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며 안정감,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한다(Larson &

Brown, 2007). 성인들은 학생들의 주요 목표를 학업 성취라고 생각하지

만,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교

우 관계이다. 또래는 청소년들의 행동과 신념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사회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래 관계는 주로 학교 내에서 형성

되는데,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조언과 격려를 주고받

는 등 긍정적인 영향의 교류를 경험한다. 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일차적

인 친목도모 목적의 충족을 넘어 학업 성취 향상이라는 큰 이익을 안겨주

는데, 학습은 개인적 과정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

다. 이렇게 그들만의 독특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의

특성의 장점을 이용한 학습 방법이 동료멘토링 활동이다.

1.2 동료멘토링의 이론적 배경

: 동료보조학습전략(PALS: Peer-Assisted Learning

Strategies)

협동학습의 일종인 동료멘토링, 동료교수, 상호동료교수 등은 동료보조학

습전략(PALS: Peer-Assisted Learning Strategies)을 이용한 활동이다.

동료보조학습은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인지심리학, 동기이론, 다중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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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등 다양한 학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Lee et al., 1997). 특히, 사회적

상호의존성, 인지발달, 행동 학습 등에 근간을 두고 행해지는 모형이기 때

문에 심리학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들 이론적 관점은 크게 동기론적, 사

회응집성, 발달적, 인지정교화,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묶일 수 있는데, 먼저

동기론적 관점에서의 동료 보조학습은 집단의 성공이 구성원들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라는 소집단 목표 구조와 소집단의 평균 점수나 개별적인

책임감에 의한 보상 등을 활용한 보상구조를 강조한다(Slavin, 1992; 김경

순, 2005에서 재인용) 집단 보상은 상호의존적인 보상 구조를 야기시키고,

구성원들의 역할과 관련된 노력을 하도록 사회적인 강화를 수반한다. 따

라서 학생들은 집단 보상을 받기 위해 그들의 구성원들이 목표 중심 행동

특성을 활성화한다. 사회 응집성의 관점은 학생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다

른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를 도울 것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관점은 동료 보조 학습의 효과를 인지적인 설명보다는 동

기론적인 측면을 강조한 점에서 동기론적 관점과 매우 유사하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을

도와주는 이유에 대해 동기론적 관점에서는 학습자가 그런 행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지만, 사회 응집성 이론가들은 학습자가 집

단의 성공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사회 응집성 이론에서는

동료 보조 학습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나 자신이 속한 집단을 다른 소집

단 활동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 등을 통한 소집단 건설 활동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 응집성 이론의 관점에서는 동기론적 관점에서 필수 요소로 강

조하고 있는 집단 보상이나 개별적인 책무성을 경시하거나 거부하는 경향

이 있다(Cohen, 1994; 김경순, 2005에서 재인용). 즉, 사회 응집성을 주장

하는 이론가들은 동료보조학습을 하는 동안 학습자는 각각의 개별적인 역

할을 수행하고 과제가 도전적이고 흥미로우면 충분히 그들 자신이 높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Cohen, 1996; 김경순, 2005에서 재인용).

동기론적 관점과 사회응집성의 관점은 동료보조학습에서 모두 소집단 형

성과 개별적인 영향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와는 다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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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점은 인지적인 관점이다. 인지적인 관점은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

하여 학습자의 성취도가 향상되는 과정을 동기보다는 정보를 처리하는 정

신적인 처리 과정으로 설명한다. 실제 동료보조학습은 동기이론이나 사회

응집성 이론으로부터 개발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인지 이론가들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다.

동료 보조학습에 대한 발달적인 견해의 기본적인 가정은 과제와 관련된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중요한 목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킨다는 것이

다. 피아제는 학습자 개개인의 인지 발달에는 물리적 환경, 성숙, 사회적

환경 및 자기조절과정의 4가지 요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학습

자와 물리적 환경과의 접촉은 개인과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새로운 지식의

원천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사회적 환경은 언어와 교육, 다른 사람들과

의 접촉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타인과의 접촉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학습자 자신의 아이디어의 정확성을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의 사회적 경험은 자기 조절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도 중

요하다.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인지갈등은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즉, Piaget는 학습자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자기중심적 개념의 불평형이 일어나고 논리적 구성의 타당

성에 대한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 같은 자기조절

과정은 학습자간 상호작용에 의해 증진될 수 있고, 이런 과정은 개인의

과정으로 특히 학습자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였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상황 속에서 인지갈등이 인지발달에 영향을 준

다는데 대한 또다른 한 가지 설명은 개인의 내적 갈등(intra individual

conflict)이다. 즉, 학습자간 분명한 인지갈등이 없는 경우에도 서로 의견

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런 개인의 내적 갈등이 인지적 능력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Piaget는 수업의 원리로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진리를 재발견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능동적 방법

을 사용하고, 학생들 간의 협동과 상호 교환을 수반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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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관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론적 관점은 인지 정교화(cognitive

elaboration)이다. 인지 정교화이론이 동료 보조 학습의 효과를 설명하는

기제는 피아제의 인지갈등 이론과는 다르다. 인간이 외계의 정보를 저장

하고 인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정보 처리 이론에 의하면 어떤 새로운 정

보를 장기 기억 속에 저장하기 위해 새 정보를 기존의 인지 구조와 유의

미하게 관련지우는 부호화 과정(encoding process)이 필수적이라 한다. 이

런 부호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지 구조는 더욱 고차적으로 변화해 간다.

이것이 학습과정인 동시에 인지발달의 과정이다. 그런데 부호화 과정에서

새 정보는 어떤 형태의 인지 재구조화 과정 즉, 정교화 과정을 거치게 된

다(Wittrock, 1986; 김경순, 2005에서 재인용)

가장 효과적인 정교화 방법의 하나는 학습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

는 것이다. 학습 과제의 주요 부분을 파악하여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

명하고, 또 다른 사람의 설명을 보완하는 정교화 과정은 동료보조학습이

갖는 장점이다. 따라서 인지 정교화 이론에서는 동료보조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간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언어적 활동

수업을 통해 인지 전략이 쉽게 획득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김경순, 2005)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관점은 Vygotsky이론에 기초하는데 Piaget가 자

기 스스로 주도하는 인지적인 발견을 중요시한 반면, Vygotsky는 인지를

심오한 사회적 현상으로 보았다. 즉 개개인의 인지 발달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여 인지하는 것은 자율적인 개인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

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활동이 먼저 존재한 후 나중에 내

재화된다고 하였다. 이 때 아동이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수준으로 정

한 실제 발달 수준(actual developmental level)과 성인이나 앞선 또래가

도와주고 지도해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수준으로 정한 잠재적 발달 수

준(potential developmental level)간의 차이를 근접발달영역(ZPD :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이라고 정의하였다. 학습자의 실제 발달 수준은

측정된 순간 이미 과거의 발달 수준이 되며, 근접발달영역은 미래의 발달

수준이므로 발달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인지적으로 더 발달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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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접발달영역에 있는 학습자를 도울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에는 힌트주기, 암시하기, 모델이 되어주기, 설명하기, 유도 질문하기, 토

론, 함께 참여하기, 격려, 주의를 통제하기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과제에 대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념 작용들을

서로 갈등을 겪지 않고 서로의 계획 속으로 통합할 수 있다. 또한 동료

보조 학습을 통해 각 학습자는 상대편의 행동을 안내하는 말을 하고 또

자기도 상대방으로부터 안내의 말을 듣는 상보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개념적인 비계(scaffolding)를 제공하고 혼자서

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학습과정에서 학습자 간 수행 보조와 가르침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

방적이며, 상호작용에 있어서 피차간의 영향은 상호적이다. 학습자간 상호

작용 활동에서는 언어를 통하여 발달되는 기호와 상징, 활동의 목적과 의

미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의 증진, 인지적 전략과 문제 해결에의 공동참여

등과 같은 상호작용이 개개의 참여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구성원이 참여하면 새로운 상호 주체성이 형성되고, 이것은 모든 구성원

들의 새로운 인지발달에 내면화된다(Gallimore & Tharp, 1990).

1.3 동료보조학습의 종류

1.3.1 동료멘토링(Peer Mentoring)

특수교육학 용어인 동료 멘토링은 또래로 하여금 다른 아동의 학습이나

참여를 촉진하게 하는 학습 전략이다. 동료 멘토링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비계의 개념을 접목하여 ‘Scaffolding Program'으로 불리기도 한다. 학습

자를 또 다른 동료 학습자가 도움을 주는 동료 멘토링과 가장 유사한 개

념으로 지닌 용어로 동료 교수(Peer Tutoring)가 있는데, 교수(Tutoring)

는 학업측면의 지식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맞춘 용어로 멘토링 활동에서

고려하는 정서적 지지, 조언, 위로, 공감 등의 정의적인 측면은 제외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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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다.

[그림Ⅱ-1] 동료 멘토링(Peer Mentoring)과 동료교수(Peer

Tutoring)의 관계

멘토링 활동에서 멘토와 멘티는 학습과 발전이라는 결과를 기대하는 도

움의 관계이다. 멘토와 멘티는 각각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협상하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목표를 세우며,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갈등을 관

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멘토링은 스스로가 발전

하도록 도우며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자신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성취하도록 돕는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멘토링 활동에

서 관계에 대한 약속(commitment)은 중요하다. 따라서 멘토링에서는 관

계맺기 협약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김경준, 2011).

[그림Ⅱ-2] 멘토링 관계의 5단계

본 연구에서 설계하고 관찰한 활동은 과학 수업 및 실험실에서 일어나

는 소집단 토론 활동의 일종이며 조직은 2인 1조로, 학업 관련 내용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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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서적 지지, 조언, 위로 공감 등 정의적 영역의 측면도 영향을 끼

치고, 한 사람이 계속 같은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 매 차시마다 역할이

교환되기 때문에 역할교환을 강조하여 상호동료멘토링(Reciprocal Peer

Mentoring : RPM) 활동으로 명명하였다.

1.3.2 동료교수(Peer Tutoring)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는 활동을 하는 동료 지도 학습 즉, 튜터링

(tutoring)은 이미 학습된 학습 자료를 통해 계획된 강화 작용과 기술로

전개되는 일대일 학습 활동이다. 특히 동료교수(Peer Tutoring)는 '짝활동

'이라고도 불리며 계획된 시간 속에서 학습 기술 수준과 개인의 요구에

따라 학습 활동 내용이 결정되는 과정이다(이정은, 2007). 튜터링 방법은

같은 집단 내에서 어떤 특정한 능력이 더 뛰어난 학생이 다른 학생과 일

대일의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동료 교수 활동은 학생들이 학습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측면에서도 효과적

이라고 한다. 특히 개별적인 지도를 받기 어려운 전체 학습보다 개별화된

학습 지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반응할 수 있

는 기회가 많아지고, 즉각적인 피드백과 수정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

에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Devin-Sheehan et al, 1976).

동료 교수 활동은 동료 교사(Tutor)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Tutee) 모두에

게 매우 효과적이다(Devin-Sheehan et al, 1976). 이 활동은 인지 정교화

이론의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고 Webb(1989, 1992)은 동료 교수(Peer

Tutoring)를 통한 동료 간 협력적인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서로 설명을

주고받음으로써 학습 내용이 그들의 인지 구조 내에 더욱 정교화된다고

설명한다.

서로 다른 연령 간 교수(Cross-age Tutoring)는 비구조화된 동료 지도

학습 방법 중의 하나인데 이 방법은 고학년의 학생들이 저학년의 학생들

에게 학습 자료를 소개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소집단 활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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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저학년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방법이다. 이때 동료 교사는 동료 학생

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 학습계획을 세우고 자기 지식의 부족함과 더 나

이어린 동료 학습자들로부터 주어진 책임감을 수행하기 위해 강한 열의를

보여야만 한다. 이 방법은 동료 교사와 동료 학습자간의 연령차와 경험에

서의 차이가 크면 더욱 이점을 가질 수 있으며 반대로 연령과 경험에서

차이가 적으면 동료 교사에게 더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한다.

1.3.3 상호동료 교수(Reciprocal peer tutoring: RPT)

상호동료교수는 동료 교수와 협동학습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새로운

수업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 학습 방법에서 동료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

스스로 가르치는 자료를 조직화하고 정교화하는 행동을 증가시키며, 가르

치는 것 자체가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보다 학습이

잘 일어나도록 한다. 또한 가르치기 위한 준비와 동료 학생에게 학습 내

용을 제시하는 것,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기와 불분명한 학습 내용에 대

해 수정해주는 활동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가르치는 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공부하는 양과 질에서 정상적인 학습과 차이가 난다.

즉 동료 교사는 더 조직화된 인지구조를 구축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조직

화는 정보의 재생산을 조장한다고 한다. 또 언어적인 정보로 동료에게 학

습 내용을 제시하고 이때 학생들은 동료로부터 언어적, 비언어적인 강화

를 받는다. 이런 강화가 제시되는 경우 동료 교사는 그 학습 내용에 대해

파지가 조장된다.

상호동료교수는 구조화된 동료 교수의 한 형태이다. 또한, 교실 상황에

적합한 좀 더 융통성 있는 수업방법의 형태인 교실 내 동료 교수

(classwide peer tutoring)도 상호동료교수 방법을 이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화된 동료 교수 방법은 동료 교사나 동료학생 모두

에게 다음과 같은 장점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동료 교사는 동료를 돕는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되며, 학습에 대한 영향력을 갖는다. 다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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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필요로 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높아

지고 자아상(self-image)이 바뀐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이

용하여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동료와 의미있

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동료 학생은 개별화된 학습으로부터 오는 학습의 달성에 따른 보람을 느

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가 있으므로 학습이 즐거워지고 성공의 가능

성을 느끼게 되므로 자신감이 생긴다. 또한 어려운 학습 내용을 또래의

인지 구조에 적합한 말로 해석을 해주게 되므로 이해가 쉬워지고 동료의

격려와 지지를 통해 학습이 촉진되고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활동은 상호동료교수가 지향하는 바와 매우 흡사하

지만 튜터링(Tutoring)은 학습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조하는 의미가 크므

로 용어가 적합하지 않고, 차시가 바뀔 때마다 멘토와 멘티의 역할이 교

환되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동료멘토링1)(reciprocal peer mentoring: RPM)

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1.3.4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협동학습은 모든 학생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공동의 과제를 학습하는데

모두가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집단 속에서 학생들이 더불어 하는

학습이다(Cohen, 1994).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서로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게 하는 소집단 학습 방법으로서, 학업 성취도나 태도

의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Johnson & Johnson,

1989; Slavin, 1995). 과학 교육 분야에서도 이는 경쟁학습, 개별학습, 전통

적인 강의식 수업 등에 비해 대체로 효과적이었다(임희준 등, 1998;

Okebukola & Ogunniyi, 1984). 특히, Johnson & Johnson(1989)은 협동학

습이 학생들이 같은 책상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과제를 먼저 해결한 학

1) 본 연구에서 ‘멘토링’의 주 요소는 ‘도움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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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get Vygotsky

상호

작용

대상

더 나이든 아동이나 성인과의 상호작

용 보다는 같은 나이 또래의 상호작용

이 더 유리함

성인 혹은 혼합연령 아동과의 협동을

통한 상호작용을 강조.

또래들과의 갈등은 상호작용하는 협력

자들끼리 논쟁을 해결하고 공동의 의

견을 모으는 경우에만 이해를 증진시

킨다고 함.

상호

작용

시기

구체적 조작기에 이르러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게 될 때까지 또래들과 진정한

의미의 협동적 상호작용이 불가능

또래 간의 협동이 가능해지는 시기를

정해놓지 않음. 새로운 인지능력은 모

든 연령에서 가능

[표 Ⅱ-1] 협동학습에 대한 Piaget와 Vygotsky의 견해 비교

생이 늦은 학생을 개별적으로 돕는 것도 아님을 강조하며, 협동 학습의

본질은 공동의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 집단 목표를 할당하고, 시험에서 집

단의 평균 성적을 높이고, 정해진 규준에 따라 그들 자신의 성적에 근거

하여 집단 전체에 보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Piaget와 Vygotsky도

협동학습에 대해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학습자간의 학습이

인지적인 성장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협동학습의 정의를 정리하면, 학생들이 학습 집단에서 학습 활동

을 하고 그 집단의 성적에 기초를 둔 보상과 인정을 받는 교실 상황에서

의 학습 방법, 또는 학습 능력이 각기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집단 목표를

향하여 소집단에서 함께 활동하는 수업방법으로써 이 학습에서는 팀의 동

료를 격려하고 도우며 학습이 부진한 동료와 협력 학습을 하는 학습체제

이며, 모든 학년 대부분의 교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화된 체계적 수

업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학습의 기본 요소로는 긍정적인 상호의존성(positive

interdependence), 장려적인 대면적 상호작용(promotive face-to-face

interaction), 사회적 기술(interpersonal and small-group skills), 주기적이

고 규칙적인 집단 과정(periodic and regular group processing) 등이 제

안되었다. 이러한 협동학습은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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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1 교수목표를 명료화하기

[표 Ⅱ-2] LT(Learning Together) 모형의 18단계(Knight & Bohlmeyer, 1990)

봉 효과(sucker effect)2), 무임승차효과(free-rider effect), 부익부 효과

(rich-get-richer effect) 등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Johnson &

Johnson, 1990).

협동학습의 모형으로는 STAD(Student Teams-Achievement Divisions),

TGT(Teams-Games-Tournament), TAI(Team Assisted

Individualization), Jigsaw, GI(Group Investigation), LT(Learning

Together) 모형 등이 있다(Slavin, 1995). 이 중 미네소타 대학의 Johnson

이 개발한 LT 모형의 수업 방법으로 18단계의 안내가 제시되었는데

(Knight & Bohlmeyer, 1990), 이 모형은 매우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기 때

문에 적용에 있어서 융통성이 높다(박성익, 1997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LT 모형 2단계를 참조하여 2인1조로 집단을 구성하였지

만, 3단계의 이질적인 구성원뿐만 아니라 인지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동질

적인 구성원도 집단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5단계를 참고로

하여, 2인1조에 자료를 한 부만 배부하는 활동도 진행하였고, 6단계의 역

할부여 측면을 참고로 하여, 학생들이 교대로 멘토의 역할 및 멘티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4단계의 도움주기는 본 활동의 핵심이지

만, LT(Learning Together) 모형에서 제시한 도움주기는 제한적이다. 본

활동에서는 멘토 및 멘티의 역할 부여에 의한 멘토링 활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담화를 중심으로 상호작용 양상을 분석하여 도움주기의 요소

를 풍부히 하고자 한다.

2) 봉 효과(Sucker Effect): Kerr(1983)에 의하면 남들만큼 하기 효과(Sucker Effect)

는 팀의 다른 구성원들이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을 때 나머

지 구성원들도 노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Kerr(1993)가 수행한 연구에

서는 함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제에서 상대방이 능력이 있는데도 계속 실패하자 실

험 참여자의 노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남들만큼 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처럼

타인이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동기가 저하되고, 자신이 봉(Sucker)이 되기보다

는(Kerr,1983) 스스로의 노력을 감소시켜 타인의 노력 수준에 맞추는 것이 남들만

큼 하기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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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2 6명이 넘지 않도록 소집단의 크기를 제한하기
3 능력, 성별, 인종 등의 측면에서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소집단을 구성하기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자리를 원형으로 배치하기

5
학생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 자료를 계획하기 : 각 집단마다 자료를 한 부만 

배부하거나, 각 구성원에게 서로 다른 자료를 주고 이를 취합함으로써 완전한 자료가 되도록 하기

6
상호의존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자, 연구 관리자, 기록자, 격려자, 관찰자 등 구성원의 역할을 분담

하기
7 학생들에게 학습 과제를 설명하기

8
긍정적 목표 상호의존성을 구조화하기: 구성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질문하거나 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정

한 보고서나 활동지에 기초하여 집단 점수를 부여하기

9
개별적 책무성을 구조화하기 : 구성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질문하거나 집단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보

고서나 활동지에 기초하여 집단 점수를 부여하기
10 집단 사이의 협동을 구체화하기
11 성공의 준거를 설명하기

12
요구되는 행동 상세화하기 : 소집단에 참여하기, 서로의 이름 부르기, 교대하기, 토의하기, 다른 사람

의 의견에 동의하기 등의 행동을 제시하기
13 과제 수행이나 협동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기

14
과제 수행에 도움주기: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질문에 답하고 토론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학습 기술을 가르

치기
15 협동적 기술을 교수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논쟁을 조정하기
16 교사나 학생에 의한 요약·정리를 통해 수업 종결하기

17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하기 : 모든 구성원을 동일한 점수로 평가하거나, 개인 점수와 소집단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하거나, 소집단 활동에 대한 보너스 점수와 개인 점수의 합산으로 평가할 수 

있음
18 관찰과 토론을 하는 동안의 집단 과정에 대하여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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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집단 연구

2.1 소집단 구성 방법에 대한 고찰

소집단 내에서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집단의 구성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소집단의 인원

수나 집단 구성 기준 등의 소집단 구성 방법은 과제의 성격이나 목표, 학

생이나 학급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며, 그 효과에 대해서 적

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은 2인으로

구성된 소집단으로, 인원수 측면에 대한 고려는 제외하더라도 구성 기준

이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Piaget의 발달 심리 이론 및

Vygotsky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인지발달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인

지수준을 집단 구성의 한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

서 ‘수준의 향상’을 성취 수준의 향상으로 간주하여 집단을 구성할 때 이

질집단 및 동질 집단을 성취도가 비슷한 집단 및 다른 집단으로 구성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다른 관점으로, Piaget 등이 연구한

인지수준 검사를 통해 알아낸 학생들의 인지수준을 3단계로 나누어, 동질

집단과 이질집단을 구성하였다. 한편,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

타내는 행동 특성은 자신의 인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집단 구성원의

인성 조합도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서 과제의 성취를 조장하거나 방해하

는 등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상호동료멘토링의 집단 구

성의 기준으로 인지수준과 인성 측면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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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인지수준 연구

2.1.1.1 Piaget의 지적 발달 단계 이론

인지론적 학습론의 기저가 되는 지적 발달 단계 이론은 인간의 사고 발

달을 설명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이다(박승재와 조희형, 1992).

Piaget는 행동과 학습을 통제하는 것을 지능이라고 보았고, 지능은 유기

체와 환경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과 발달이 거듭되면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적응 행동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지능의 발달은

질적으로 구분되는 몇 개의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는데 각 단계에 도달하

는 연령은 학습자의 연습, 동기, 환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순서는 누구나 동일하며,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옮겨갈 때에는 기존의

지적 구조가 새로 형성된 보다 고차원적인 지적 구조 속으로 흡수 통합된

다고 하였다.

Piaget는 지적 발달 단계를 그 사고 특징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누었는

데, 다음과 같다(박승재와 조희형, 1992)

1) 감각운동기(Sensory Motor Period : 0-2세)

내면화된 인지구조를 통한 사고를 할 수 없으므로 정신적 활동은 수행하

지 못하고 가시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운동만 수행할 수 있다. 주

로 반사적 행동만을 보이며, 그들의 인지구조는 반사적 행동에 수반되는

감각적 반응과 신체적 운동을 통해서 발달한다.

2) 전조작기(Preoperational Period: 2-7세)

신체적 활동이 정신적 표상화로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난감 놀이를

한다든가, 남의 흉내를 내는 등 어떤 목적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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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아동의 행동이 본질적으로 직관적이며, 가역적 사고가 결핍되어 있

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조작적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시기의 특징

은 비가역성, 병치성, 직관적 경향, 고정 관념 등이다.

3)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Period : 7-11세)

조작적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직관적 사고를 벗어나 논리적 사고 형

태인 가역적 사고와 같은 조작적 지능을 보이기 시작한다. 사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거나 유목화하고, 현상과 현상, 현상과 개념을 일대

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사고 과정을 역으로 바꿀 수도 있고, 수학적 조작

을 할 수 있는 기능 등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그러

나 이들의 논리적 사고는 직접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에 한정

된다.

4)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Period: 11-15세)

자신들의 사고 과정을 생각할 수 있으며 추상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추리

능력도 갖는다. 이들은 추상적 유추와 모형으로 이루어진 이론 및 법칙과

논리적 규칙을 이용하여 추리하고 사고할 수 있다. 이들의 사고에는 특별

한 외적 자극이 필요하지 않고 오로지 내적 정신 상태만이 그 자극원이

된다. 이 단계의 아동은 가설연역적인 사고 및 명제적 사고, 비율과 비례

에 관한 사고, 연역적 추리와 귀납적 추리, 반성적 추상화, 변인들을 통제

하는 능력 등을 갖는다. 특히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의 차이점은

구체적 조작기에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물의 접촉을 통해서만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증명하지 못하는 반면,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구체적 조작기의 경험이나 귀납적 사고 대신 가설연역적인 추리가 가능하

고 자신의 생각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된다는 데 있다.

Piaget의 지적 발달 단계 이론은 지적 발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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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는 연계성과 계속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한종하 등 1982) 이

러한 이론은 아동에 대한 이해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이 학생 개

개인의 인지수준을 파악하고 그와 더불어 학생들의 경험과 사고 방식을

이해하여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과학적 사고는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논리성을 내포한 사고를 의미

한다(한종하 등 1982). Piaget는 인간 지능의 근간을 사고라고 보고, 그

사고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해답을 만들어 내는 지적 작용(mental

operation)이라고 하였다. Piaget는 문제 상황에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사고 유형

(Pattern of thinking)을 찾아내었다. 그 유형의 대표적인 것은 보존 논리,

비례논리, 확률 논리, 조합논리, 변인 통제 논리, 가설 연역적 논리 등이라

고 밝히고 있다.(Piaget and Inhelder, 1958). 이런 사고 유형을 논리와 사

고의 기본 형태라고 보았으며 각 사고 유형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보존(Conservation) 논리

사물을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고 그 체계 안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

도, 외부에서 물질의 출입이 없는 한 전체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논리

이다. 질량, 부피, 에너지, 운동량의 보존 개념이 이에 속한다. Piaget는 물

질 보존(8-10세), 질량보존(10-12세), 부피보존(12세)의 순으로 논리 발달

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2) 비례(Proportionality or Ration) 논리

두 비에 있어서 두 비의 값이 같다는 것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의 정량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논리이다. 이것은 과학에서 양적 관계

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학교 과학 지식의 대부분이 이 비례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밀도, 용해도, 일정 성분비의 법칙, 배수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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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칙, 원자량, 비열, 전하량이 이에 해당된다. Piaget에 의하면 비례 논

리는 수학적 명제적 의미를 지니므로 구체적 조작 단계에서는 형성되지 않

는다.

3) 확률(Probability) 논리

과학 학습 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사상 중에서 어떠한 사상이 일어난

가능성을 계산하는 논리이다.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이나 유전학의 기본 개

념 등은 확률 논리를 토대로 하고 있다. Piaget에 의하면 10-11세 이하의

아동은 수량화된 확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4) 조합(Combination) 논리

과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빠짐없이 또

중복되지 않도록 셀 수 있는 논리이다. Piaget는 조합 논리는 논리적 사고

의 속성으로 형식적 조작기에 형성된다고 하였다. 형식적 조작 수준의 학생

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조합 논리는 확률 논리와 가설 연역 사고의 기초가 된다.

5) 변인 통제(Controlling & Isolating Variables) 논리

어떤 사상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는 여러 변인 중에서 한 변인의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변인 이외의 다른 변인들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

써 사상과 그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논리이다. 변인 통제는 실험

설계의 기본 기능이다. 이 변인 통제는 ‘다른 것이 모두 같다면’의 논리적

조건이 필요하므로 형식적 사고의 한 특성이 된다.

6) 가설 연역적(Hypothetic-deductive)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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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에 의한 사고로서 어떤 추리가 옳은지 그른지 판별할 수 있는 논리와

주어진 명제로부터 연역적으로 추리하거나 관계를 짓는 논리이다. 과학 지

식의 체계가 추상적인 언어 체계로 이루어져있고, 관찰 결과 얻는 정보를

해석하고 이와 가설을 연관지어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

므로 과학에서 요체가 된다. 이 조작 사고의 특징을 가진 학생들은 구체적

상황이나 경험 없이도 과학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Piaget는 과학 지식의 이해나 발견을 이러한 논리적 사고의 작용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지적 작용 능력은 아주 어려서부터 점진적으로 발달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유형은 태어나면서부터 16-17년간 성장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사고 유형이라는 것이 Piaget의 사고 발달 이론

이다.

2.1.1.2 인지수준 검사도구

현대 인식론은 현재의 과학교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심리학

으로서 그 이전까지 과학 지식의 체계에 중심을 두었던 과학 교육의 관점

을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현대 인식론에

서는 학습자가 과학 지식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과학 지식의 체계나 교과

내용을 보다 유의미하게 습득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사전 개념, 학습동기,

학습자의 인지수준, 개인의 지적·정서적·사회적 학습 환경 등을 중시하고

있다. Piaget가 말한 학습자들 개개인의 인지구조는 직접 관찰되거나 쉽

게 측정할 수 있는 속성의 것이 아니므로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공통적 속성이 이 구조의 존재를 입증하며 질적으로 다른 지적 구조를 구

분할 수 있게 한다(박승재와 조희형, 1994. 재인용)

따라서 이러한 각 발달 단계의 공통적 속성을 학습자로부터 알아낼 수만

있다면 이는 과학 지식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변

인 중의 하나인 학습자의 인지발달 단계를 알게 되는 것이며 또한 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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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교과 내용을 선정하거나 수업전략을 작성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학습자들의 인지발달 수준 또는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임상면접법과 지필평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임상면접법에는 개

인별 임상 면접방법과 조별 임상면접 방법이 있고, 지필 검사지를 통한

지필 평가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임상 면접법

학습자가 인지발달 단계 중 어떤 단계에 속하는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

력은 Piaget에 의해 시작되었다. Piaget는 그 동료와 함께 임상면접법

(Piaget & Inhelder, 1958)을 사용하여 개인별 면담을 통한 학습자의 인지

발달 수준을 측정하였다. Piaget가 인지발달 수준을 알아내기 위하여 측정

한 범주는 변인통제,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 비례논리의 사용, 사물의

순열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상 면접법은 학습자의 인지발달 수준을 측정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숙련된 면접 전문가가 요구되며 면접하는데 언

어통제가 필요하고 면접자체가 하나의 변인이 될 수 있어 표준화되기 어렵

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Roadranka 등, 1983).

2) 조별 임상 면접법

학습자의 인지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에 영국의 교과 과정 개

발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SRT(Science Reasoning Task)가 있다

(Shayer and Adey, 1981). 이 도구는 피아제의 임상면접법을 바탕으로 학

생들의 인지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25명 이상의 학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집단 검사 양식으로 개발되었다. 문항은 선다형과 주관식의 두 유형으로 구

성되어 있고, 주관식의 경우 간단한 문장이나 그림으로 답을 작성하도록 하

고 답에 대한 이유나 설명도 쓰도록 하였다. 학습 전체가 볼 수 있는 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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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기구를 이용하여 교사가 시범 실험을 하면서 SRT 검사를 실시한다. 교

사는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융통성 있게 질문을 변형해 가면서 진행

하고, 학생들은 질문이 요약되어 있는 답안지에 답하는 형식으로 검사가 이

루어진다. 학생들의 의견과 예상에 따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교사는 학생의 반응에 기초하여 질문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또 학생의 응답을 추론하여 질문을 할 수 있고, 학생의 설명이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학생의 설명 외에 가능한 또 다른 설

명을 할 수 있는 교사에 의해 SRT가 시행되도록 하였다. SRT에 의해 측

정된 인지발달 수준은 Piaget의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를 더 세분

화하여 초기 구체적 조작기(2A), 후기 구체적 조작기(2B), 초기 형식적 조

작기(3A), 후기 형식적 조작기(3B), 그리고 사이의 단계(2B/3A)등을 넣어

5-6단계로 분류되었다. SRT 검사도구는 Piaget와 Inhelder의 단계별 인

지 특성을 비교하여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 검사도구 역시 임상면

접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습자의 인지수준을 측정하는데 시간이 많

이 걸리고, 면접자의 숙련이 요구되며, 면접 자체가 변인이 될 수 있다는 문

제점들을 안고 있다.

3) 지필 평가 방법

학습자의 인지발달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Roadranka 등

(1983)이 지필평가 형식으로 개발한 GALT(Group Assessment of

Logical Thinking)이다. GALT검사지는 임상면접의 문제점들을 해결하

고, 많은 학습자의 인지수준을 간편하고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지필 평가

형식의 검사도구이다. 지필 평가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학생들

의 읽고 쓰는 능력이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학생들의 생각이 전부 드러

나도록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발된 GALT

검사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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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LT 검사지는 보존논리(Conservation Reasoning), 비례논리

(Proportional Reasoning), 변인통제논리( Controlling & Isolating

Variables Reasoning) , 조합논리(Combinatorial Reasoning), 확률논리

(Probabilistic Reasoning), 상관 논리(Correlational Reasoning)의 6개

논리 유형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2) 검사 문항의 형식은 답과 그 답에 대한 이유를 선택하도록 선다형 형식

을 사용하였다.

3) 실제의 대상물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모든 문항에 포함되었다.

4)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읽고 이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5) 검사지는 구체적 조작기, 과도기, 형식적 조작기를 구분하는데 충분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는다.

6) 검사지는 한 학급 규모에서 대규모 집단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

Roadranka 등(1983)은 이렇게 개발된 지필 평가 검사지를 개인별 임상

면접 방법과의 신뢰도, 타당도, 그리고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별

적인 면담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GALT 검사지는 6개의 논리 유형을 포함하는 21개 문항으로 개발되었으

며 여기에는 보존 논리 4문항, 비례논리 6문항, 변인통제 논리 4문항, 확

률 논리 2문항, 상관 논리 2문항, 조합논리 3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검사지를 통계 처리한 분석결과는 크론바하 α에 의한 내적 신뢰도는

전체 0.95로 상당히 높으며 하위 논리별로는 상관 논리와 조합 논리만이

0.58이하로 나타나고 그 외의 논리들은 0.58-0.8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

다. 문항 난이도는 각 문항별로는 0.02-0.78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하위 논

리별로는 상관논리가 0.11로 가장 어렵고 보존논리가 0.63으로 가장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변별도는 평균이 0.43이고 각 문항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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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0.63의 범위에서 분포되고 있어 대부분의 문항이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을 잘 변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검사지의 타당도는 피아제

의 임상면접과의 상관관계로서 나타내었으며 전체 타당도 계수는 0.71이

고 논리별로는 조합논리가 0.88로 가장 높고 비례 논리가 0.45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따라서 GALT 검사지는 학습자의 인지수준을 측정하는데

상당히 신뢰성 있고 타당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Roadranka 등(1983)은 이렇게 개발된 21문항의 GALT 검사지를 실제로

사용할 때에 시간 제한이나 다른 요인이 있을 경우 변별도를 고려하여 논

리 유형별로 2문항씩을 선택한 12문항의 축소본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

다. 현재는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GALT 완본과 축소본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노정원(1998)은 과학교육연구에서 GALT완본과 축소본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같은 집단에 같은 시간동안 GALT 검사지의 완본

과 축소본을 각각 적용하여 소규모로 적용해본 결과 완본보다 축소본으로

측정한 인지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인지수준

에 따라 집단을 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인지수

준 검사를 실시하였고, GALT 완본을 이용하였다.

2.1.1.3 인지수준에 대한 선행연구

인지론적 학습론을 바탕으로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

로서 학생들의 인지수준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교과 내용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최영준 등(1985)은 GALT(Group Assessment of Logical Thinking) 검

사지를 이용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인지 발달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중학

교 1,2학년 학생들은 60%이상이 구체적 조작기에 있으며, 중학교 3학년에

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들은 40% 가량이 구체적 조작기에 있고,

20%이상이 형식적 조작기에 있음을 알아냈다.

최병순(1987)이 GALT 검사지를 이용하여 중학교 1학년에서 대학교 1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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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학생들의 인지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중학생의 55.5∼74.0%가

구체적 조작기에 있으며 고등학생의 50%가 구체적 조작기, 40∼50%가

과도기, 10%미만이 형식적 조작기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논리 유형

별 형성 정도는 비례 논리의 형성률이 가장 높고 상관 논리의 형성률이

가장 낮다고 하였다.

한종하(1987)는 우리나라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열화 논리,

가설연역적 논리, 이월추리, 비례논리의 형성 정도를 알아보았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생의 경우 계열화 논리(90%이상), 확률 논리(4-13%),

이원 추리(3.6-7.5%), 가설연역적 논리(1.8-6.1%), 조합 논리(5%미만)순으

로 형성되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계열화 논리(90%이상), 비례 논리

(41-53%), 확률 논리(40%), 이원 추리(11.9-18.5%), 가설연역적 논리

(12.0%), 조합 논리(14.9%)순으로 형성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외국의 연구로 Elkind 등(1974)은 오클라호마의 7-12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연구한 결과 70-80%의 학생들이 구체적 조작 사고 수준에 있음을

밝혔다. 영국의 Shayer와 Adey(1981)는 CSMS(Concept in Secondary

Mathematics and Science)프로그램의 하나로 그 결과 10세 학생들은

40%정도만이 후기 구체적 조작기에 도달했으며, 15세에 이르면 약 90%

의 학생들이 후기 구체적 조작기에 도달함을 보고하였다. Piaget는 형식

적 조작 사고가 11-12세부터 15-16세 사이에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위의 연구 결과들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위 선행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연구대상인 중학교 2

학년생들의 인지수준은 16.7%만이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하였고, 44.4%의

학생들은 구체적 조작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를 활동지 제작시 내용수

준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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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인성 연구

2.1.2.1 인성의 정의

인성의 개념은 학문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된다. 윤리교육 분야

에서 인성은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인간성, 심성, 인격, 성격, 도덕성, 성격

과 인격의 통합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김국현,

2002). 일상적인 의미에서나 심리학 분야에서는 인격(character)이나 성격

(personality)을 동의어로 사용하는데, 성격은 가치중립적인 반면, 인격은

규범적이며 가치 평가적인 용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김태훈, 1997). 한편

심리학자들은 타고난 특성은 기질(temperament)이며 획득된 특성은 인격

으로, 천성적 후천적 특성들이 하나의 독특하고 구별되는 전체로 통합된

것으로 본다.

민경환(2002)는 성격 개념의 5가지 특성을 정리하였는데 첫째 성격은 내

적 속성이므로 직접 관찰될 수 없으며 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둘째, 성격은 정신 신체적 체계

들(인지, 감정, 행동)의 통합과정이다. 즉, 성격심리학에서는 부분적인 심

리과정보다는 이들이 어떻게 통합되어 전체로서 작용하는지에 관심을 갖

는다. 셋째, 개인은 고유한 성격을 갖고 있다. 성격은 개인에 따라 다르며,

여러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격 차원이 있다. 넷째, 성

격에는 일관성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성격이 시간에 따라 상당히 안정적

이며 다양한 상황에서의 개인의 행동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다섯 째

성격은 역동적이다. 성격은 개인 내적으로 역동적일 뿐 아니라 외적인 상

황과 상호작용하며 변화한다. 즉 성격은 기질을 핵심으로 하며 심리적, 사

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다차원적인 구조를 가진다(박아

청,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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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학습자변인으로서의 인성

인성 특성이 개인의 성취나 학습에 관계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많이 있으

며 교육에서 인성 요인의 역할은 간과되어왔다(Furnham & Heaven,

1999). 즉, 외향성이나 신경성(neuroticism) 등의 인성 요인을 다른 학습

관련 변인에 추가하여 함께 생각할 경우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성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예로, 내향적 학생은 조용한 곳을 좋아하고, 1일 이상의 장기 기

억을 잘하는 반면, 외향적 학생은 소란스러운 곳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

으며 단기 기억을 잘한다. 또한 외향적인 학생은 지루하고 긴 과제보다는

짧고 흥미 있는 과제를 좋아하며, 에세이 형태보다는 세미나 형태의 구두

과제를 잘한다. 그리고 내향성은 과학 성적을 예언해주는 반면, 외향성은

사회 과학 과목 성적과 관련을 가진다.

학습과 성취에 관련된 또 다른 인성 요인은 불안이다. 할생들의 성취도

에 영향을 주는 것은 특성불안(trait anxiety)이 아니고 상태 불안(state

anxiety)인데 불안 용인은 쉬운 문제에서는 성취도 증가에 기여하지만 어

려운 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불안은 정보의 추출과정에만 영향을

미치며 다른 정보 처리 과정에는 관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언어추리는 방

해하지만 공간 추리에는 영향이 없다. 외향성과 불안요인이 성취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요하게 다뤄져 왔지만, 그 효과는 과제의 유형, 혼

동요인의 유무, 과제의 복잡성 등 학생의 지적 수준, 학교의 유형, 과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Furnham & Heaven, 1999). 한편

Braden(1995)은 인성과 성취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성취동기, 조

절점(locus of control), 귀인 불안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최근 인성 분야의 연구에서는 5가지 인성(Big Five)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인성을 외향성(extraversion), 유화성(agreeableness), 신경성

또는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지능성 또는 개방성(intellec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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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ation), 성실성(conscientiousness) 등의 5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 범

주에 해당하는 특성이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외향성은 학교에서의 성

공과 연결되고 내향성은 대학에서의 성취와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며(DE

Raad & Schouwenburg, 1996), 신경성은 낮은 학문적 성취와 상관이 있

다(De Fruyt & Mervielde, 1996). 벨기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경성은 언어나 역사 전공 학생들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심

리학, 교육학, 자연과학, 공학 전공 학생 순이었다. 언어나 역사, 생명공학

전공 학생들의 외향성은 가장 낮았으며, 심리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전

공자는 개방성이 가장 높고 법학과 경제학 전공학생의 개방성은 가장 낮

았다. 성실성이 높은 전공은 법학, 경제학, 자연과학 학생들이었고, 생명공

학, 언어학, 역사 심리, 교육 전공자의 성실성은 낮았다. 또 자연과학 전공

학생은 유화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지금까지 유화성과 학문적 성취도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는 거의 알려지

지 않았다. 그러나 ‘조용한 태도’가 학문적 성취에 영향을 끼칠 것을 가정

한 상태에서 DE Raad & Schouwenburg(1996)은 유화성과 학습 동기 사

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 근거로 공격적이고 소극적인

(withdrawn) 아동이 비공격적이고 활동적인(outgoing) 아동보다 낮은 점

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인용하였다.

성실성은 학습과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성 변인으로 제안된다(DE

Raad & Schouwenburg, 1996). 성실한 개인은 성취 욕구, 조심성, 집중력,

인내력, 피조직성, 체계성, 효율성, 실제성, 꾸준함 등의 속성을 가지므로

학문이나 직장 상황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성실한 학생의 재시

험 비율은 매우 낮으며, 학문적 성공을 가장 잘 예언한다. 개방성은 지능

성으로도 분류되며 독창성이나 통찰력과 관계된다. 즉 5가지 인성분류는

학문적 성공이나 학습 과정을 예언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Furnham & Heaven, 1999). 5가지 인성에 대한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출발하였지만, 이것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개인차를 기술하는 데에도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다(Mervielde & De Fruy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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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성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변인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

다. 학생의 나이나 능력, 성, 지역, 학급조직, 학급 크기, 교수 방법, 교사

의 인성 등의 요인이 인성과 성취도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Entwistle; 한재영, 2002에서 재인용), 인성과 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논문

들에서 상관 계수는 유의미하지만 아주 낮게 보고된다. 또한 인성과 성취

도 사이의 관계에 다른 매개 변인이 개입할 가능성도 제안되었다.

그러나 전형적인 외향적 학생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적극적인 행

동 양식을 자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유용하고 전형적인 내향적인 학생

이 외향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며,

또한 낮은 성실성을 가진 학생이 시간 관리법 등을 배워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성은 하나의 학습자 변인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한재

영, 2002)

2.1.2.3 인성에 따른 집단 구성에 대한 선행 연구

Kichuk과 Weisner(1997)는 419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3명씩으로 구

성된 생산 설계 작업 팀의 성취도와 인성 구성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

다. 성공적인 집단은 일반적인 인지 능력 수준이나 외향성과 유화성이 높

으며 신경성이 낮았다. 또한 성실성에서의 이질적 집단 구성은 성취도 증

가와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Barry와 Stewart(1997)는 외형적인

학생 수와 집단의 효율성은 비선형적(⋂)관계를 가짐을 알아냈다. 즉, 집

단에 외향적인 학생이 어느 정도 포함될 경우 효율성이 증가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리더와 따르는 사람의 상보적 역할이 배분될 수 없으므로 성취

에 저해요인이 된다.

집단 인성의 이질성의 효과를 연구할 경우 상보성(compatibility) 개념이

주로 사용되는데(Kichuk & Weisner, 1997), 과제의 특성이 다양성을 요구

할 경우에는 인성 유형이 혼합되는 것이 집단의 성취를 최적화시킬 수 있

다. 소수의 연구에서 인성 측면의 이질 집단이 동질집단보다 성취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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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지만, 인성의 다양성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Hoffman & Maiyer,

1961).

국내에서는 학습 상황에서 인성 특성에 따른 소집단 구성의 효과가 연구

되었다. 노태희 등(노태희, 한재영 등, 2000)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93

명을 대상으로 공통과학 수업에서 내·외향성의 측면에서 동질적으로 소집

단을 구성한 협동학습과 이질적으로 구성한 협동학습의 효과를 비교하였

는데, 학업 성취도와 탐구사고력에서는 집단 구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검사에서 동질 집단에서는 내향

적 학생과 외향적 학생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이질 집단에서는 외향적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내향적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향적 학생

은 내향적 학생에 비해 의사소통 불안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소집단 활동

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했다고 인식했다. 내향적 학생은 동질집단에서의

토론 활동에 만족하지만 외향적 학생은 이질 집단에서의 토론 활동에 만

족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외향적 학생은 조 구성원 모두와 원만하

게 상호작용하는 반면, 내향적 학생은 소집단 활동에서 상호작용하기 어

려운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의사소통 불안에 따른

동질 및 이질적 소집단 구성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는(노태희, 서인호

등, 2000), 학업 성취도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학습 동기 중 관련성과 만

족감은 이질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질집단에서 학

생들은 동질집단 학생들에 비해 협동학습 과정에서의 도움 받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한재영(2002)은 인성을 교육적 변화의 대상인 도덕적 특성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쉽게 변하지 않는 학생들의 특성변인으로 학습이나 교육에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가치중립적인 개인의 특성인 성격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 대상으로 소집단 과학학습에서

유화성에 따른 집단 구성의 교수효과 및 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

였다. 그 결과 유화성 측면에서 소집단 구성 방법이 학생들의 언어적 상

호작용 양상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화성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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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동질 집단에서 지식 구성 진술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질 집단

에서는 유화성 하위 학생들의 지식 구성 진술이 가장 적다고 하였다. 즉,

동질적인 집단 구성이 학습의 과정 면에서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음을 시

사한다고 하였다.

2.2 소집단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

사회 문화적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학습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한다. 학습은 학

습자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Piaget의 발달

심리 이론에 근거한 인지적 구성주의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기존 개념을

바탕으로 지식을 구성해가는 개인적인 인지 활동을 강조하였다(Piaget,

1952). 그러한 인지적 구성주의는 학습 과정의 사회적 맥락을 무시하였다

는 비판이 일면서 학습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인지되었다

(Vygotsky, 1978).

Vygotsky(1978)와 같은 사회적 구성주의자는 학습을 학습자가 동료나 교

사와의 변증법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개

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

습 된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학습 과정 중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되고

더 우수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서 사

회적인 상호 작용은 주로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언어를 통한 의미

형성과 언어 분석이 중시되었다.

언어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Bakhtin(1981)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

은 관심을 기울여서 발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이해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발화에 응답하게 되는데, 이 때 응답하는 발화에서

단어의 양과 질이 커질수록 이해는 깊어지고 풍부해진다고 보았다.

Mortimer & Scott(2003)는 교사-학생, 학생-학생간의 상호작용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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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하면서 권위적이지 않고 대화적인 상호작용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Lave & Wenger(1991)는 Vygotsky(1978)의 이론에 기원을 두고 학습을

‘특정 활동, 상황, 문화 아래에서 행위 공동체(community) 내에서의 참여

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적 참여에 초점을 두고, 인지적 발달과

학습 모두에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고, 학습이란

조직이나 문화 속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하였다. Lave & Wenger(1991)에 의하면 공동체 안에서 개인들은 권

력 관계, 나이, 계급, 성, 언어,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역

할을 부여 받게 되는데, 여기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동등한 지위와 역할

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지 않은 개

인들이 모여 공동체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Lave &

Wenger, 1991). 즉, 사회 문화적 접근은 교실에 있는 공동체의 역할과 공

동체에서 나타나는 특수하고 고유한 사회적 관계와 미세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Lave & Wenger, 1991).

Olivia & Sadler(2008)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위한 학습 환경으

로 소집단을 제안하면서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소집단 협동학습을 할

때 공동의 과제에 참여하여 상호 작용하면서 배운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

집단 협동학습에서 학생들이 소집단에서 제시한 애매모호한 의미를 점진

적으로 정제해가며 과학 개념의 의미를 구성하여 공유하게 된다고 하였다

(Olivia & Sadler; 2008).

이현영 등(2002)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한 과학 탐구실험 과정에서

학생-학생 상호작용 유형을 분류하고 인지수준별 모둠 구성 방식에 따른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의 행동을 분

석할 수 있는 언어적 행동 분석틀을 고안하여 상호작용 빈도를 비교한 결

과, 동질집단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하였고, 이질집단에서는 인지수준이 높

은 학생에 의해 상호작용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여러 연구자들이 상호작용을 분석함에 있어 학생의 역할 측면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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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Richmond & Striley(1996)는 10학년 과학 수업에서 일어나는 학

생들의 대화를 분석하여, 특정한 사회적 역할이나 리더의 형태가 소집단

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멘토 및 멘티

의 역할 측면에서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들의 상호작용 분석 측

면을 참고하였다. 특히, Richmond & Striley(1996)는 지식의 공유와 형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리더의 역할에 주목하여 리더를 3가지의 유형

으로 분류하였다.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포용적 리더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구성원을 설득하는데 치중하는 설득적 리더, 구

성원의 참여에 무관심한 채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배타적

리더가 있었다(Richmond & Striley, 1996). 이러한 리더의 유형은 구성원

이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정도와 지식을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소집단의

토론의 질에 영향을 준다(Richmond & Striley, 1996).

Hogan(1999)은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정신 모형 구성 과정에서

소집단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상호작용에 참여하

는 유형을 8가지의 사회 인지적 역할로 구분하였다. 학생의 역할을 소집

단의 논의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과 소집단의 논의과정을 억제하는 역할,

두 가지 주요 범주로 조직화하였다(Hogan, 1999). 학생 역할의 어떤 것은

소집단 논의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고 양쪽에서 중추적인

영향을 끼친다. 깊이 있는 추론이 이루어지는 소집단에서는 반영의 촉진

자(Promoted of reflection)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참여가 협력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는 소집단에서는 신랄한 자 (Promoter of acrimony), 산만한

자(Promoter of distraction), 단순 과제 완수자 (Promoter of simple task

completion or unreflective acceptance of idea), 과묵한 자 (Reticent

participants in collaborative knowledge building)가 있었다. 이 같은 소집

단에서는 야유, 조크,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 성급함 같은

일탈이 널리 퍼져 있어, 학생들이 참여하고 알기를 실패하여 학생들의 대

화는 비생산적이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론과 논의가 피상적으

로 이루어졌다(Hoga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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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Maloney(2007)와 임은희(2013)의 학생의 언어행위 비교

Maloney (2007) 임은희(2013)

1.토의를 시작한다.

2.활동지를 소리내어 읽는다.

3.토론을 지시한다.

23.토론의 끝내도록 한다.

1.활동을 시작한다.

2.활동지를 소리내어 읽는다.

3.활동을 지시한다.

4.활동을 끝을 낸다.

20.조사한다.

21.조사를 제안한다.

5.조사(관찰)한다.

6.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한다.

6.다른 사람에게 질문하여 반응한다.

18.교사에게 질문한다.

22.다른 구성원에게 질문을 요청한다.

7.정보를 얻기 위해 교사에게 질문한다.

8.다른 구성원에서 명료화를 요청한다.

9.다른 구성원에게 정보를 요청한다.

8.다른 사람의 요점을 확인함으로써 반응

한다.

14.아이디어를 반성한다.

10.아이디어를 반성한다.

11.과제를 반성한다.

10.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반

응한다.
12.다른 구성원의 질문에 대답한다.

11.사용된 준거를 정리한다.

12.사용된 증거를 정리한다.

13.준거를 정리한다.

14.증거를 정리한다.

15.정보를 제출한다.

4.주장한다.

5.정당화를 가지고 주장한다.

16.주장한다.

17.정당화를 가지고 주장한다.

7.다른 사람의 문장을 완성함으로써 반응 18.다른 구성원들의 발언을 정교화 시킨다.

Maloney(2007)는 소집단을 구성하는 학생들 모두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역할들로 구성된 소집단에서 많은 증거와 주장이 논

의되어 수준 높은 논변을 구성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Maloney(2007)는 소집단 활동에서 학생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의

발언과 행위를 기초로 하여 23개의 언어행위(speech act)를 추출하였다.

임은희(2013)는 Maloney(2007)의 언어 행위 분석틀을 수정 적용한 분석틀

[표 Ⅱ-3]로 일반적인 학교 과학 수업 상황의 소집단 탐구 활동에서 학생

들의 사회적 역할 및 역할 구성이 과학적 논변 및 수준에 어떻게 반영되

는지를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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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9.다른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반

응한다.

15.마음을 변화시킨다.

19.다른 구성원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13.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20.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17.기여를 만들지 않는다.

19.다른 사람이 낸 아이디어를 반복한다.
21.단순하게 응답한다.(동의, 중립, 무시)

16.과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다. 22.과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다.

23.엎드려 있다.

동질 집단 및 이질 집단의 언어적 상호작용 및 도움주기 요소가 포함된

연구에서 Webb(1982b)은 중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사전 성취도가 동질적

인 소집단과 이질적인 소집단을 구성하여 협동학습을 적용한 후, 학습자

특성, 소집단의 특성, 언어적 상호작용, 그리고 수학 성취도 사이의 관계

를 조사하였다. 협동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을 크

게 1)설명을 제공받지 못함, 2)설명을 제공받음, 3)설명을 제공함, 4)과정

적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받음, 5) 단답형의 피드백을 제공함, 6)계산을

수행함 등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수학 성취도와의 부분 상관을 조

사하였다. 질문이나 실수 이후 적절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는 성취

도 향상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설명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동은 성

취도 향상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언어적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성취 수준, 성별, 내·외향성과 관련이 있었으며, 소집단 구성 방식에 의한

차이도 존재하였다.

Swing과 Peterson(1982)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N=43)을 대상으로 이질

적인 소집단을 구성하고 협동학습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조사하였다.

개념적/순서적 설명, 방향 설명, 정답을 각각 제공하기와 제공받기로 구분

하고, 이러한 언어적 행동과 수학 성취도 검사 및 파지 검사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전 성취도의 영향을 통제한 부분 상관을 조사한 결

과, 정답을 제공받는 것은 성취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개념적/순서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파지 검사의 점수를 높여 주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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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사전 성취 수준별로 부분 상관을 조사한 결과에서

는, 상위 수준 학생의 경우 개념적/순서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성취도

와 파지 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위 수준 학생도 개념적/순서

적 설명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기, 방향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기 등의 행동

이 성취도 향상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중위 수준 학생들은 성취도 향

상에 도움을 주는 언어적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Nattiv(1994)는 초등학생 101명을 대상으로 3주 동안 협동학습을 실시하

고, 소집단 내의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주는 행동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연구 결과 설명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은 성취도와 유의미한 관련

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정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 질문하는 것 등

이 성취도 향상과 무관하였다. 또한 상위 수준 학생들은 설명을 제공하는

행동을 많이 나타내었고, 하위 수준 학생들은 자주 도움을 요청하고 설명

을 듣는 행동을 주로 나타내었다.

Kempa와 Ayob(1991)은 16세 학생 93명을 대상으로 과학 수업에서의 언

어적 행동을 조사하였다. 각 조는 학생들 스스로 구성하도록 하되, 구성

인원은 4명 이하로 제한하였다. 조별 토론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적인 대

화(interpersonal-interactive talk), 인지적 정보에 관한 대화(cognitive

informational talk), 그리고 과제와 관련되지 않은 대화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상호작용적인 대화는 5개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 동의, 제공,

도움 요청의 3개 범주에 대한 행동이 82%를 차지하였다. 인지적 정보에

관한 대화는 기술 수준, 설명 수준, 통찰 수준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

사실적 정보의 교환에 관련된 기술 수준의 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87%). 또한 조 전체적으로 진행 되는 대화보다 2인 사이의 대화가 많았

다.

King(1989)은 초등학교 4학년 36명을 대상으로 협동학습적인 CAI를 실

시하였다. 성취도 상위 집단의 6개조와 평균 집단의 6개조를 각각 3인 1

조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발성사고법으로 조사한 후,

언어적 상호작용(과제, 사회적 상호작용, 유지)과 전략(목표 및 하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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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분석 단위 구체적인 행동

1.정보나 도

움받기

요청 도움 요청하기

기다림 기다리기, 지켜보기, 듣기

명료화
짝의 문제 해결 과정을 자신의 용어로 의역, 재진술하

기

사용 짝의 사고를 확장, 정교화시키기

동의 요청 짝의 동의 여부를 묻기

규칙 결정 역할 등의 규칙 결정하기

2. 정보나 도

움 주기

대답 질문에 대해 답하기

교정 짝의 실수나 잘못을 교정하기

제공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잘못된 것에 대한 '교정' 이외

의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정당화 자신의 생각에 대해 해석, 방어하기

제안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제시하는 것

지지 짝의 생각을 지지해주기

수단-목적 전략, 분류, 구체화시키기, 추상화시키기 등)의 측면에서 분석

하여, 상위 집단/평균 집단, 성공자/실패자의 측면에서 비교 논의하였다.

Ross와 Raphael(1990)은 역할 분담으로 구조화된 협동 집단과 비구조화

된 협동 집단에서의 초등학생의 대화를 분석, 비교하였다. 구조화된 집단

에서는 할당받은 역할에 대한 부담이 크고, 과제 학습 과정과 역할 사이

의 혼동이 야기되므로, 비구조화된 집단의 성취도가 더 높았다. 또한 구조

화된 집단에서는 질문 및 도움 요청이 더 적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

록 대화의 수가 감소했고, 비구조화된 집단에서는 칭찬이나 비판 등의 대

화가 점차 증가하였다.

Derry, Tookey, Chiffy(1994)의 연구에서는 교육 심리학 강의를 수강하

는 대학생 가운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64명을 대상으로, 2인 1

조의 협동 학습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

해 집단 내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틀은 메타인지와 사회적 문

제 해결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개발하였다[표Ⅱ-4]. 마우스 조작

등의 컴퓨터 사용은 ‘정보나 도움주기’ 중 학생들의 ‘제안’ 활동을 촉진하

고, ‘읽기’ 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Ⅱ-4] Derry 등(1994)의 상호작용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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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짝의 진술에 대해 동의하기

읽기 문제를 읽기

3. 비사회적

행동

지지하지 않음 짝의 생각을 비판하는 것

부정적인 영향 지루함을 표현하는 등의 행동하기

소외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

주도 짝의 의견을 무시하고 짝의 행동을 막는 것

기다리지 않음 짝이 행동하도록 기다리지 않는 것

4. 에피소드

충돌 의견 충돌

해결 둘 다 동의하는 방향으로 충돌을 해결하기

협상 의견 충돌 없이 과제를 진행하기

주도 한 학생이 주도하는 것

국내에서는 임희준(1998)이 중학교 1학년 37명을 대상으로 협동학습 소

집단 내의 언어적 행동을 분석하고, 과학 성취도 향상과의 관련성을 조사

하였다. 연구 결과 지식이나 이해 영역 및 전체 학업 성취도의 향상은 학

생들의 언어적 행동과 무관하였으나, 적용 영역의 성취도는 학습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행동과 관련 있었다. 심층적 학습 전략

의 사용이나 자아 효능감의 향상과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는 언어적 행동

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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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에서 빛 단원과 학생의 빛 개념 고찰

3.1 교육과정에서 ‘빛’ 단원

이 절에서는 제 7차 및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성격 및 단원의 내용체계 중심으로 빛 단원의 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3.1.1 7차 과학과 교육과정3)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의 성격을 과학의 단편적인 지식 전달

보다는 기본 개념을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창의성, 개

방성, 객관성, 합리성, 협동심을 기르는 데 유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의사소

통의 측면보다는 탐구의 과정 및 탐구 활동을 강조하였지만 협동심을 기

른다는 측면에서 2007, 2009 개정과학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표 Ⅱ-5]과 같다. ‘빛’ 단원은 3, 5,

7학년의 지식 중 에너지 분야에 속해 있다.

3)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9]; 교육부; 서울, 대한민국,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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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

분야
3 4 5 6 7 8 9 10

 지
 식

에너
지

․자석놀이

․소리내기

․그림자놀이

․온도재기

․수평잡기

․용 수 철 늘

이    기

․열의이동

․전 구 에 불

켜    기

․물 체 의 속

력

․거울과 렌즈

․전 기 회 로

꾸    미

기

․에너지

․물 속 에 서

의     무

게와 압력

․편리한 도

구

․전자석

․빛
․힘
․파동

․여러 가지 

운동

․전기

․일 과 에 너

지

․전 류 의 작

용

․ 에 너

지

․탐구

환경

물  
질

․ 주 변 의 물

질    알

아보기

․여러 가지

  고 체 의

성 질    

알아보기

․물에 가루

  물 질 녹

이기

․ 고 체 혼 합

물    분

리하기

․여러 가지

  액 체 의

성 질    

알아보기

․혼 합 물 분

리    하

기

․열 에 의 한  

    부 피

변화

․모 습 을 바

꾸    는

물

․용 액 만 들

기

․결 정 만 들

기

․용 액 의 성

질    알

아보기

․용 액 의 변

화

․기 체 의 성

질

․여러 가지

  기체

․촛불관찰

․물체의 세

  가 지 상

태

․분 자 의 운

동

․상 태 변 화

와    에

너지

․물 질 의 특

성

․혼합물의

  분리

․물 질 의 구

성

․물 질 변 화

에    서

의규칙성

․물질

생  
명

․초파리의

  한살이

․어항에 생

물    기

르기

․ 여 러 가 지

일    조

사하기

․ 식 물 의 줄

기    관

찰하기

․강 낭 콩 기

르    기

․식물의 뿌

리

․여 러 가 지

동    물

의생김새

․동 물 의 생

활    관

찰하기

․꽃과열매

․식물의 잎

이    하

는일

․작 은 생 물

관    찰

하기

․환 경 과 생

물

․우리 몸의

  생김새

․주 변 의 생

물

․쾌 적 한 환

경

․생 물 의 구

성

․소화와 순

환

․호 흡 과 배

설

․식물의 구

조    와 

기능

․자 극 과 반

응

․생식과 발

생

․유 전 과 진

화

․생명

지  
구

․ 여 러 가 지

돌    과 

흙

․ 운 반 되 는

흙

․둥근지구,

둥근 달

․밝은날,흐

린    날

․별 자 리 찾

기

․강과바다

․지 층 을 찾

아서

․화 석 을 찾

아    서

․날씨변화

․물의여행

․화 산 과 암

석

․태 양 의 가

족

․계절의 변

화

․일기예보

․흔 들 리 는

땅

․지 구 의 구

조

․지각의 물

질

․해 수 의 성

분    과

운동

․지구와 별

․지 구 의 역

사    와 

지각변동

․물 의 순 환

과    날

씨변화

․태 양 계 의

운    동

․지구

[표 Ⅱ-5]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의 ‘빛’ 단원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성취기준은 [표 Ⅱ-6]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7차 교육과정

에서는 ‘빛’ 단원을 7학년에서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7개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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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3학년〉 〈5학년〉 〈7학년〉

단원 (11) 그림자놀이 (5) 거울과 렌즈 (2) 빛

내용

(가) 햇빛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림자를 만들

어 보고, 종이에 여러 가지 

모양의 구멍을 내어 햇빛에 

비추어 봄으로써 그림자가 

생기는 까닭을 이해한다.

(나) 그림자놀이를 통하여 

빛이 물체에 비추어지는 방

향과 거리에 따라 그림자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짐을 안

다.

(가) 여러 가지 거울에 생

긴 물체의 상을 관찰하여 

물체가 거울에 생긴 상의 

특징을 비교하고, 실생활에

서 이용되는 예를 찾는다.

(나) 여러 가지 렌즈로 물

체를 보았을 때 나타나는 

상의 특징을 비교하고, 실

생활에서 이용되는 예를 찾

는다. 그리고 렌즈를 이용

하여 간단한 사진기를 만든

다.

(가) 빛의 반사와 굴절 현

상을 관찰하고, 실생활에서 

그 예를 찾는다.

(나) 프리즘이나 분광기 등

을 이용하여 빛의 분산을 

관찰하고, 환등기나 조명 

장치를 이용하여 빛을 합성

한다.

[심화 과정] 물속에서의 전

반사 관찰하기

[표 Ⅱ-6] 제7차 교육과정의 학년별 성취 기준: ‘빛’단원 중심으로

과정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8학년) 학생들이 연구대상이었고, 따라서

‘빛’ 단원은 8학년에 위치해 있다.

3.1.2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4)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학생 수준에 따라 관찰, 실험,

조사, 토론 등 다양한 탐구 활동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별

활동뿐만 아니라 모둠 활동을 통해 비판성, 개방성, 정직성, 객관성, 협동

성 등 과학적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

다.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는 없었던 의사소

통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구성주의는 과학 교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는데, 기존의

인지적·개인적 구성주의 학습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학습관의 모색으로 이

어졌다(강석진, 2000).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관의 기본적인 전제는 세상에

대한 학습이 사회적 진공상태, 즉 사회와 무관한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서

4)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과학; 교육인

적자원부;서울, 대한민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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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Driver, 1995), 학생들에게는 사회생활을 통

해 형성된 언어와 문화적 사고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강석진, 2000). 사회

적 구성주의에 따르면, 학습이란 학생들이 특정한 상징적 세계에 익숙해

지는 과정이며, 학습에는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이상의 무엇이 요구

된다고 주장한다. 즉, 과학 학습은 학생들이 과학자 사회의 ‘사물을 보는

법(ways of seeing)’과 토의에 문화화(enculturation)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Edwards & Merser, 1987).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관에서는 의미형성

을 사람들의 대화를 포함하는 대화적(dialogic) 과정으로, 학습을 각 개인

이 더 뛰어난 구성원에 의해 문화에 소개되는 과정으로 본다. 지식의 구

성을 개인적인 과정으로만 본다면, 이는 전통적인 발견 학습과 유사해지

므로, 과학 학습은 학생들에게 물리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과학의 개념과

모델에도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모델을 구성하고, 적용 영역을 이

해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Driver, 1995).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표 Ⅱ-7]과 같다. ‘빛’ 단원은

3, 6, 8학년의 ‘운동과 에너지’ 영역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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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3학년〉 <6학년> <8학년>

단원 ⑹ 빛의 직진 ⑵ 빛 ⑹ 빛과 파동

내용

㈎ 그림자가 생기

는 까닭을 빛의 

직진 현상으로 설

명할 수 있다.

㈏ 그림자의 크기

에 영향을 주는 

㈎ 빛의 직진, 반사, 

굴절을 이해하고, 

주변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 물체가 보이는 

과정을 빛의 진행과 

㈎ 빛의 반사 법칙을 이용하여 평면거울에 

의해 상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에 의해 상이 생기

는 원리를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에 의해 상이 생기

는 원리를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Ⅱ-8]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학년별 성취 기준: ‘빛’단원 중심으로

학년

영역
3 4 5 6 7 8 9 10

운동과 

에너지

ㆍ자석의 성질

ㆍ빛의 직진

ㆍ무게

ㆍ열 전달

ㆍ물체의 속력

ㆍ전기 회로

ㆍ빛

ㆍ에너지

ㆍ자기장

ㆍ힘과 운동

ㆍ정전기

ㆍ열에너지

ㆍ빛과 파동

ㆍ일과 에너지

ㆍ전기

ㆍ물체의 운동

ㆍ전자기

ㆍ자연계에

서의 에

너지

물질

ㆍ물체와 물질 

ㆍ액체와 기체

ㆍ혼합물 분리

ㆍ물의 상태 변화 ㆍ용해와 용액

ㆍ산과 염기

ㆍ여러 가지 기체

ㆍ연소와 소화

ㆍ물질의 세 가지 

상태

ㆍ분자의 운동

ㆍ상태 변화와 에

너지

ㆍ물질의 구성

ㆍ우리 주위의 화

합물

ㆍ물질의 특성

ㆍ전해질과 이온

ㆍ화학 반응에서

의 규칙성

ㆍ여러 가지 화학 

반응 

생명
ㆍ동물의 한살이

ㆍ동물의 세계

ㆍ식물의 한살이

ㆍ식물의 세계

ㆍ식물의 구조와

기능

ㆍ작은 생물의

세계

ㆍ우리의 몸

ㆍ생태계와 환경

ㆍ생물의 구성과  

다양성

ㆍ식물의 영양

ㆍ소화와 순환

ㆍ호흡과 배설

ㆍ자극과 반응

ㆍ생식과 발생

ㆍ유전과 진화

ㆍ생명 과학과 인

간의 미래

지구와 

우주

ㆍ날씨와 우리 생

활

ㆍ지층과 화석

ㆍ화산과 지진

ㆍ지표의 변화

ㆍ지구와 달

ㆍ태양계와 별

ㆍ날씨의 변

화

ㆍ계절의 변

화

ㆍ지각의 물질과 

변화

ㆍ지각 변동과

  판구조론

ㆍ태양계

ㆍ별과 우주

ㆍ대기의 성질과

일기 변화

ㆍ해수의 성분

과 운동

ㆍ지구계

ㆍ천체의 운동

[표 Ⅱ-7]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의 ‘빛’ 단원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성취기준은 [표 Ⅱ-8]에 제시하였

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빛’ 단원과 ‘파동’ 단원을 나누어서 제시하였으나,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빛과 파동’ 단원으로 제시하여 한 개 단원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요소의 양이 많아졌다. ‘빛’은 그 성질 측면에서 보면

‘파동’ 부분이 같이 제시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본 단원에서는 빛의

반사와 굴절, 분산과 합성 부분에서 학생들의 담화만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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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안다.

[탐구 활동]

㈎ 그림자를 보고 

물체의 모양을 알

아내고, 물체에 빛

을 비출 때 생기

는 그림자의 모양 

예상하기

㈏ 그림자의 크기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하기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탐구 활동]

㈎ 바늘구멍사진기 

만들기

㈏ 잠망경 만들기

㈐ 레이저를 사용하

여 물속에서의 빛의 

굴절 현상 관찰하기

㈑ 빛의 분산과 합성을 안다. 

㈒ 파동의 발생과 전파 과정을 설명할 수 있

다. 

㈓ 종파와 횡파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각의 

예를 들 수 있다. 

㈔ 소리가 들리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소음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 

수 있다.

[탐구 활동]

㈎ 거울과 렌즈에 의해 생기는 상 관찰하기

㈏ 볼록 렌즈에 의한 상 작도하기

㈐ 물결파를 발생시켜 전파하는 모양 관찰하

기

㈑ 횡파와 종파 관찰하기

㈒ 소음을 줄이는 방안 조사하기

※ 유의 사항

㈎ 거울과 렌즈에서 식은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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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5)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그 목표에서 학생 수준에 따라 관찰,

실험, 조사, 토론 등 다양한 탐구 활동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별 활동뿐만 아니라 모둠 활동을 통해 비판성, 개방성, 정직성, 객관성,

협동성 등 과학적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어, 2007 개

정 교육과정의 성격과 그 맥이 같음을 알 수 있다.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표 Ⅱ-9] 및 [표 Ⅱ-10]과 같

다.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의 개념으로 학교마다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빛’ 단원은 초등

학교 3-4학년군, 초등학교 5-6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의 ‘물질과 에너

지’ 분야에 속해 있다.

학년군

분야
초등학교 3~4학년군 초등학교 5~6학년군

물질과 

에너지

･ 물체의 무게

･ 물체와 물질

･ 액체와 기체

･ 소리의 성질

･ 자석의 이용

･ 혼합물의 분리

･ 거울과 그림자

･ 물의 상태 변화

･ 온도와 열

･ 용해와 용액

･ 산과 염기

･ 물체의 빠르기

･ 전기의 작용

･ 여러 가지 기체

･ 렌즈의 이용

･ 연소와 소화

생명과

지구

･ 지구와 달

･ 동물의 한살이

･ 동물의 생활

･ 지표의 변화

･ 식물의 한살이

･ 화산과 지진

･ 식물의 생활

･ 지층과 화석

･ 날씨와 우리 생활

･ 식물의 구조와 기

능

･ 태양계와 별

･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 지구와 달의 운동

･ 생물과 환경

･ 생물과 우리 생활

･ 계절의 변화 

[표 Ⅱ-9]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의 ‘빛’ 단원(1)

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9]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

학기술부;서울, 대한민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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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군

분야
중학교 1~3학년군

물질과

에너지 과

학

이

란

?

･ 힘과 운동

･ 열과 우리 생활

･ 분자 운동과 상태 변

화

･ 물질의 구성

･ 빛과 파동

･ 물질의 특성

･ 일과 에너지 전환

･ 전기와 자기

･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

성

･ 여러 가지 화학 반응

과

학

과

 인

류  

문

명
생명과

지구

･ 지구계와 지권의 변화

･ 광합성

･ 수권의 구성과 순환

･ 기권과 우리 생활

･ 소화·순환·호흡·배설

･ 자극과 반응

･ 태양계

･ 생식과 발생

･ 유전과 진화

･ 외권과 우주개발

[표 Ⅱ-10]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의 ‘빛’ 단원(2)

학년

군
<초등학교3~4학년군> <초등학교5~6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

단원 (15) 거울과 그림자 (14) 렌즈의 이용 (9) 빛과 파동

내용

이 영역은 빛의 기본 

성질인 반사와 직진을 

다룬다. 우리는 빛을 

통해 사물을 볼 수 있

다. 빛의 경로를 추리

하는 탐구 활동을 통

해 논리적인 사고와 

과학적 태도를 기를 

수 있다.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을 관찰하여 거울

의 성질을 알고, 물체

의 그림자를 관찰하여 

이 영역에서는 여러 가

지 렌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다룬다. 일상생

활에서 많이 쓰이는 렌

즈는 빛의 굴절 현상을 

일으켜 빛을 모으거나 

물체를 확대하여 볼 수 

있는 도구로 학생들에

게 흥미와 호기심을 일

으킨다. 

이 영역에서는 돋보기

나 근시 안경 등의 렌

즈에 의한 빛의 굴절을 

이 영역에서는 빛과 파동을 다룬다. 

사람은 눈과 귀를 통하여 빛과 소리의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므로 빛과 파

동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특히, 이 

영역은 영상 기술, 미술, 음악 등 다

른 교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체를 보는 원리를 알고, 빛의 삼원

색과 색의 합성을 통하여 백색광의 구

성을 알고, 여러 가지 색의 빛이 합성

되는 원리를 학습하여 컴퓨터 모니터

나 텔레비전 화면의 다양한 색깔 표현 

방식을 이해하게 한다. 빛의 진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울에 물체가 

[표 Ⅱ-1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학년군별 성취 기준: ‘빛’단원 중심으로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학습내용 성취기준은 [표 Ⅱ-11]에 제시

하였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과 달리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성취 기준별로 성취 수준을 나누어, 구체적인 내용 영역의 성취 정도를

상, 중, 하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취기준에 어느 부분과

연계되는지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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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군
<초등학교3~4학년군> <초등학교5~6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

단원 (15) 거울과 그림자 (14) 렌즈의 이용 (9) 빛과 파동

그림자가 생기는 원리

를 알게 한다. 또 조건

을 달리하면서 결과를 

비교하는 탐구 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거울과 

그림자를 일상생활에

서 사용하는 예를 찾

게 한다.

이 영역은 5~6학년군

의 ‘렌즈의 이용’과 중

학교 1~3학년군의 ‘빛

과 파동’과 연계된다. 

[학습 내용 성취 기

준]

㈎ 거울에 비친 물체

의 모습을 관찰하여 

거울의 성질을 이해한

다.

㈏ 여러 가지 물체의 

그림자를 비교하고, 그

림자가 생기는 원리를 

이해한다.

㈐ 전등과 물체 사이

의 거리에 따라 그림

자의 크기가 달라짐을 

안다. 

㈑ 일상생활에서 거울

이나 그림자를 사용하

는 예를 찾는다. 

[탐구 활동]

㈎ 거울에 비친 물체

의 모습 관찰하고 거

울의 성질 추리하기

㈏ 투명한 물체와 불

중심으로 다룬다. 렌즈

를 통해 물체의 모습이 

확대되거나 축소되어 

보임을 관찰하게 하고, 

돋보기로 햇빛을 한 점

으로 모을 수 있음을 

알게 한다. 또 렌즈가 

이용되는 일상생활의 

예를 찾고 그 기능을 

설명하게 한다.

이 영역은 중학교 1~3

학년군의 ‘빛과 파동’과 

연계된다.

빛의 경로를 그리는 활

동은 지양하고 렌즈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을 

다룬다.

[학습 내용 성취 기준]

㈎ 돋보기나 여러 가지 

안경을 통해 보이는 물

체의 모습과 실제 모습

의 차이를 안다. 

㈏ 돋보기를 사용하여 

햇빛을 한 점으로 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안

다.

㈐ 일상생활에서 렌즈

가 사용되는 예를 찾고 

그 기능을 설명한다.

㈑ 렌즈를 사용한 도구

를 고안한다.

[탐구 활동]

㈎ 여러 가지 렌즈로 

물체 관찰하기

비취는 현상에 빛의 반사 법칙을 적용

하고, 렌즈에 의해 상이 생기는 원리

를 빛의 굴절 법칙을 적용하여 이해하

게 한다. 또한 매질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파동의 발생과 전파 과정을 알

고 파동의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리가 

들리는 과정과 여러 가지 악기가 내는 

소리의 특성을 알게 한다.

이 영역은 3~4학년군의 ‘소리의 성

질’, 5~6학년군의 ‘렌즈의 이용’에서 

학습한 소재, 현상적 경험과 연계된

다.

[학습 내용 성취 기준]

㈎ 물체를 보는 원리를 안다.

㈏ 빛의 삼원색으로 다양한 빛을 합성

할 수 있음을 알고, 이 원리가 영상장

치에 활용되는 것을 안다.

㈐ 여러 가지 거울과 렌즈를 통해 나

타나는 상을 관찰하고, 평면거울과 볼

록 렌즈에 의한 상의 생성 원리를 이

해한다.

㈑ 파동이 발생하는 과정과 파동의 종

류를 안다.

㈒ 파동의 진행에서 반사와 굴절 현상

을 이해한다.

㈓ 소리가 들리는 과정을 알고 파동의 

진폭, 진동수, 파형으로부터 소리의 

세기, 높낮이, 맵시를 안다.

[탐구 활동]

㈎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한 빛의 삼원

색과 색의 합성 원리 탐구하기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거울과 렌

즈의 종류를 찾고 특징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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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군
<초등학교3~4학년군> <초등학교5~6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

단원 (15) 거울과 그림자 (14) 렌즈의 이용 (9) 빛과 파동

투명한 물체의 그림자 

비교하기

㈐ 전등과 물체 사이

의 거리에 따른 그림

자의 크기 실험하기

㈏ 돋보기로 햇빛 모으

기

㈐ 간이 사진기 만들기

㈐ 물결파 실험 장치를 통하여 파동의 

성질 관찰하기

㈑ 파형 분석을 통한 여러 가지 악기

의 특성 분석하기

㈒ 빛이나 파동 현상이 기술과 예술 

등 다른 분야에서 활용되는 예를 찾아

보기

3.2 학생의 빛에 대한 개념 연구

평면거울에 의한 거울상이나 평평한 단일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굴절에

의한 굴절상은 광원에서 온 빛이 물체에서 난반사되고 물체의 각 점에서

난반사된 빛 중 일부가 거울에서 반사되거나 경계면에서 굴절한 후 관찰

자의 눈에 입사되어 망막에 각각의 상을 형성함으로써 물체의 상 전체가

인식된다. 이때 관찰되는 상의 위치는 눈에 입사된 광선을 역추적하여 파

악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상(image)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빛의 이

동경로, 눈의 역할, 물체에서 빛의 난반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반사

의 법칙과 굴절의 법칙 및 물체를 보는 원리에 대한 정성적인 이해를 필

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8학년 학생들이 과학수업시간에 빛 단원의 학

습내용을 중심으로 나누는 담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나누는 담

화에서 드러나는 광학개념은 문화적, 언어적 영향에 관계없을 뿐만 아니

라 전 세계적인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Osborne & Black, 1993). 우선, 광

학개념 전반에 걸친 학생들의 선개념 연구에서는 10-14세 학생들을 대상

으로 빛의 속성, 그림자, 빛의 전파, 반사, 시선, 거울상 등에 대한 학생들

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 학생들은 빛을 실체로 인식하기보다는

효과나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다(1985, Guesne). Guesne(1985)은 250명의

13-14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3의 학생만이 빛의 직진

개념을 이용해서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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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세의 학생들의 빛과 물체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빛을 실체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거울에서의 빛의 반사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 반면 빛을 실체로 인식하는 13-14세의 학생들은 거울

에서 빛이 반사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 학생들에 대한 설문과 면담을

바탕으로 보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을 크게 넷으로 나누었다. 첫 번

째는 물체, 눈, 빛 사이에 아무런 상호작용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눈과 물체 사이의 중계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빛

이 물체를 밝게 해줌으로써 물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눈에 대한 능동적인 시각개념으로 빛이 물체를 밝게 해주면 눈에

서 무엇인가가 물체로 나감으로써 물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이

다. 마지막은 과학적 개념으로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감으

로써 물체를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표 Ⅱ-12].

1 2 3 4

[표Ⅱ-12] 보는 것에 대한 학생 개념

Galili(1996)는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광원, 볼록렌즈에

의한 상, 평면거울에 의한 상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전ㆍ후의 개념변화를

분석하고, 각각에 대한 교수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광원에 대한 학생들

의 개념 변화를 살펴보면 수업 전 ‘정적인 빛 모형’에서 수업 후 ‘섬광 모

형’으로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그림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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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3]광원에 대한 수업 전ㆍ후의 학생 개념

이러한 섬광모형은 과학적 지식과 모순되지는 않지만 상의 형성과 같은

광학현상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Galili(1996)

의 광원에 대한 학생의 개념은 빛과 파동 1차시 활동지 제작에 참고하였

다.

빛의 인식 및 물체가 보이는 이유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김응태(1991)

는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빛에 대한 그들의 선개념을 조사하였다.

시각 개념 조사 결과,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눈으로 들어와 물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적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눈이나 빛에 있어

서 혹은 나의 시력이나 보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김한

호(1991)는 학생들의 빛과 소리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한국과 영국의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시각에 관한 지배적인 개념 유형은 ‘눈→물체’, ‘광

원→물체’, ‘광원→눈→물체’, ‘광원→물체→눈’으로 나타났다. 저학년일수

록 ‘눈→물체’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광원 혹

은 눈→물체’ 혹은 ‘광원→물체→눈’이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많아졌다. 영

국의 학생들은 ‘눈→물체’라는 대답이 지배적이었으나 한국학생들의 답변

유형은 매우 다양했고 이를 통해 한국 학생들이 영국 학생들에 비해 시각

에 대한 분화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원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1993)는 3년간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기본 과학개념(빛, 소리, 생장, 증발과 응결) 형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 중 빛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4학년 학

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전후를 비교하여 조사하였다. 학생들은 수업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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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눈→물체’와 ‘광원 혹은 눈→물체’의 유목에 가장 많은 개념을 가

지고 있었으나, 수업 후에는 ‘광원→물체→눈’과 ‘물체→눈’이라고 대답하

는 경향이 강했다. 오원근과 김재우(2002)는 중학교 1,2,3학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시각 및 빛의 성질에 대한 개념을 조사했다. 1학년 학생들은 제7

차 교육과정에서 ‘빛’ 단원을 배웠고, 2, 3학년 학생들은 제6차 교육과정의

과학교과서로 학습하였으므로 ‘빛’단원을 배우지 않은 상태였다. 시각에

관한 문항에서 1학년 학생들은 다른 학년 학생들과는 달리 ‘눈에서 나온

빛과 물체에서 나온 빛이 만나서’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았다. 이는 수업

전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눈에서 빛이 나와서 물체가 보인다’는 선개념과

학습을 통해 얻은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와서 보인다’는 개념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개념

선행연구는 빛의 반사 활동지 문항을 제작하는데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형식적 조작기의 학생 일부 및 과도기, 구체적 조작기의

인지수준을 가진 학생들은 수업 후에도 과학적 개념으로 표현하지 못했으

며, 형식적 조작기의 학생의 도움을 받은 학생이 과학적 개념으로 고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Galili(1996)는 고등학생과 사범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볼록렌즈에 의한

상의 형성에 관한 개념을 조사했는데, 연구 결과 기하광학을 학습한 후의

학생들이 주로 ‘상 투영 개념(IPC: Image Projection Conceptualization)’적

인 사고, 즉 물체의 한 점에서 나온 한 줄기의 광선이 물체의 정보를 가

지고 이동해서 상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C

이전 단계, 즉 가장 초보적인 개념단계를 ‘전체적 개념(HC: Holistic

Conceptualization)’이라고 하는데, 물체에서 나온 상이 그대로 이동하다가

렌즈에서 상하가 바뀐 뒤 다시 이동하여 스크린에 맺힌다는 생각이다[그

림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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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4] 볼록렌즈에 의한 학생의 상 개념

이러한 오개념을 가진 학생은 스크린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

며 단지 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상을 정지시키거나 잡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a)와 같은 개념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그림Ⅱ

-5]와 같이 광원, 볼록렌즈, 스크린을 배치하고 학생들에게 렌즈의 반을

가렸을 때 관찰되는 것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인지갈등을 유발시키는 전략

을 제안하였다.

[그림Ⅱ-5] 반 가려진 볼록렌즈에 의한 상

(a)와 같은 개념을 가진 학생들은 스크린에 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실제 실험결과를 관찰시키는 것은 효과적인 학습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b)와 같은 개념을 가진 학생들은 상의 크기가 렌

즈와 스크린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늘구멍에

렌즈를 붙여 렌즈와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키며 관찰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평면거울에 의한 상 개념은 [그림Ⅱ-6]와 같이 수업 전 ‘전체적 개념

(HC: Holistic Conceptualization)’에서 수업 후 ‘상 투영 개념(IPC: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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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ion Conceptualization)’으로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거울상에

대한 상 투영 개념은 (a)는 반사의 법칙에 위배되고 있으며(IPC1), (b)는

반사의 법칙을 잘 적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 광선에 의한 상 투영으로

써 상의 위치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어려운 경우이다(IPC2).

[그림Ⅱ-6]수업 전ㆍ후 학생의 거울상 개념

이러한 개념을 가진 학생들 대부분은 눈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관찰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이 형성될 수 있다고 확

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Ronen과 Eylon(1993)는 학생들이 기하광학에서 느끼는 많은 어려움의

기원을 공식에 대한 이해 부족, 보는 것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들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렌즈나 거울과 같은 광학적 기구에 의해 형성되는 실상

및 허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은 두 가지 전통적 교

육과정의 틀에서 기원된다고 주장했다. 첫째, 눈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렌즈에 대한 특성을 먼저 학습해야한다. 둘째, 교육과정이 주로 광학

기구에 의한 상의 형성에만 치중할 뿐 눈의 필요성은 간과한다. 즉, 상과

상을 관찰하는 관찰자 사이의 관계를 무시한 채 광학기구에 의한 상의 형

성만을 학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하광학에 대한 교수-학습

초기에 보는 것에 대한 개념 소개 및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상의 형성과

상의 관찰이 동등하게 강조되어야하며 상의 형성을 다룰 때마다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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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을 볼 수 있나?” 와 같은 물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onen &

Eylon, 1993).

학생들이 갖는 오개념의 특징은 상황에 따라 답변을 달리하는 상황의존성

이다. 이러한 상황 의존적 특징은 광학개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Guesne(1985)의 13-14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울과 흰 종이

에서 빛의 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 대부분은 거울은 반사하지만

흰 종이에서는 빛이 반사되지 않고 머물러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흰색

벽과 검은색 벽의 비교에서는 30%의 학생들이 흰색 벽이 빛을 반사해서

물체를 비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를 참고로 ‘빛의 반사’ 활동지 중

정반사와 난반사 개념 문항을 제작하였다. 또한 15-16세의 인도 학생들

200명을 대상으로 한 Mohapatra(1988)의 연구에서도 평면거울에 적용되

는 반사의 법칙이 구면거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45%나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상황-의존적 개념에 대

한 처치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Branford et al,

2000). 첫째, 학생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풀게 하고, 비슷

한 경우의 문제들을 부가적으로 풀게 한다. 둘째, 학생들을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학습하게 하고 “만약 이 문제에서 이 부분이 바뀐다면? 또는 저

부분을 바꾼다면?”과 같은 질문을 통해 이해를 증진시킨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켜 단순히 한 문제에만 적용되는 답이 아니라 유

사한 문제들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답을 학생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는

것이다. 즉, 한 가지 개념을 여러 다른 상황에 적용해 봄으로써 개념에 대

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권경필(2007)은 거울상

에 대한 수업 전후 학생의 광학 개념변화 연구에서 바닥에 반듯하게 놓은

평면거울,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평면거울, 구면거울에서 반사의 법칙을 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 반사면의 기울어짐과 곡면에

따른 입사광선과 반사광선, 입사각, 반사각을 표시할 수 있는 문제를 제작

하여 1차시 3번에 투입하였다.

Goldberg와 McDermott(1986)는 기하광학을 이수한 학생과 이수하지 않



- 65 -

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시험 인터뷰를 통해 평면거울에서의 상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였고, Goldberg와 McDermott(1987)는 볼록렌즈의 상에 관

한 내용을 연구하여 이를 Tutorials in introductory physics and

homework package(McDermott, 2001)의 기하광학 부분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utorials in introductory physics에 제시된 문제를 참고로 평

면거울 및 구면거울, 볼록렌즈 및 오목렌즈의 문항을 제작하는데 참고하

였다.

색에 대한 연구에서 Anderson과 Smith(1983)은 227명의 학생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하였는데, 오직 2%의 학생만 백색광에 모든 색의 빛이 포

함되어 있다6)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61%의 학생은 색깔을 물체의 본

유적 성질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학생들은 광원의 색깔에 상관없이 물

체의 색은 언제나 정해져 있다고 믿고 있다(김진희, 2004, 재인용).

Zylbersztajn과 Watts(1982)는 150명의 13세 학생들에게 빨간 필터를 끼

운 프로젝터에서는 왜 빨간 빛이 나오는지를 설명하게 했는데, 2%만 ‘특

정 진동수의 빛만 투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흡수되어서’라고 대답했다. 학

생들의 반은 백색광이 빨간 필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변형되었다고 설명

했으며, 이 중 1/3학생은 필터에서 빨간 색깔이 더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와 사범대학 학생들 166명을 대상으로 한

Galili(2000)의 연구에서는 반 이상의 학생들이 색깔이 있는 빛을 섞으면

점점 더 어두워진다고 생각하였으며, 빛을 섞는 것은 다른 액체들을 섞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국내에서 오원근과 김재우(2002)는 중학교 학생들

에게 ‘빨간 사과를 초록빛 전등 밑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50%의 학생이 ‘보라색’으로 대답했다.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

유는 사과의 빨간색과 광원의 초록색이 합쳐져서 다른 색깔이 나올 것이

라고 예측했기 때문인데, 이는 고전파 화가들이 물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일치한다. 인상파 화가들이 물체의 색을 대상과 광원의 상호작용

으로 파악한 것과는 달리 고전파 화가들은 물체의 색을 빛과의 상호작용

6) 이 내용은 빛의 분산 관련 활동지(8차시) 문항 작성에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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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물체의 본질적 속성으로 이해했다. 학생들 역시 고전파 화가들처

럼 물체의 ‘본래 색’인 빨간색과 광원의 색인 초록색을 합쳐서 보라색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내용은 9차시 ‘빛의 합성’ 활동지 제작에 참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빛과 파동’단원에서 빛 부분만을 9차시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였고, 교사의 15-20분 내용 설명 후,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을 통해 과제활동지를 15-20분에 걸쳐 해결해내어야 한다. 과제 활동

지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맞추어, 위 선행연구를 참고로 문항을 작성

하였다. 그러나 학생의 오개념이 나타나도 교사가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

라 동료와의 도움주고 받기 활동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하는 구조이기 때

문에 [예비연구]에서 조사한 학생들의 인지수준을 고려하여 20분 동안 해

결할 수 있는 문제 수준과 문항의 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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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절에서는 중학교 과학 수업에서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을 수행할 연구

대상 및 환경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본 논문의 전체적인 연구방법을 제시

하였다.

1. 연구대상 및 환경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Y중학교 2학년 9개 학급 중 3개 학급의 학습자

(110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되 집중 관찰은 연구에 자발적이고 긍정적으

로 참여한 A반의 12명을 대상으로 하고, 인터뷰도 집중 관찰대상학생과

실시하였다. 한 반은 37-38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학부모의 사회경

제적 수준은 중하위 정도이고, Y중학교가 위치한 곳이 공업지역이라 학부

모들은 대부분 공업 및 상업에 종사하고, 교육에의 열의가 높은 편이 아

니다. 또 Y중학교 학생 중 40%이상이 전문계고로 진학을 하고 있고, 수

업 참여도가 높지 않다. 한 학급에서 약 78%(38명 중 30명)의 학생들이

학원(소규모 보습학원, 공부방 등)에 다니고 있으나 이는 학생 혹은 학부

모의 교육에 대한 열의라기보다는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마지못해 학원

에 다니고 있으며, 학원에조차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하교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되 학습에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어릴 때

부터 학원에서의 학습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학습이 습관

화되어 있지 않고 학습 능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Y중학교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폭력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선도학교로 교사들 모두 나서서 분위기를 쇄신해야 할 정도였고,

수업시간에 수업내용보다도 학생지도 및 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위기였다. 현재는 일부 학생들이 법원에서 사회봉사경고를 받는 등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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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동안 이어져오던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어, 담임교사가 힘들지 않게

반항기가 심하고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들을 한 학급에 한 명씩 골고

루 나누어 넣도록 학급을 편성하는 편이다. 또한 정신지체 및 정서장애

학생들이 함께하는 특수반7)이 운영되고 있고, 이 학생들은 일반 학급에서

하루에 1시간∼3시간의 학습을 같이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3개 반은 과학 과목 학업 성취도 평균이 비슷하다.

편의상 A반, B반, C반으로 칭하도록 하겠다. A반은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이며, 타과목 교사들의 판단을 빌면 집중도가 높지만 성취도는 높

지 않은 반이고, 함께반 학생이 2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극적으로 나서

는 학생이 없는 반이다. B반은 심하게 산만하며 수업분위기를 매우 심하

게 해치는 학생이 2명,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엎드려있기만 한

학생이 1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산만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개별적으로

는 매우 적극적이며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 또한 A반에 비해 높은 학생들

이 많다. C반은 교사들이 다루기 힘들 정도로 거친 학생이 2명 포함되어

있지만 거의 지각을 하고 바로 조퇴를 하는 등 수업일수만 채우려고 등교

하는 터라 수업시간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수업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3개 반 모두 논리적 사고력 검사(GALT) 완

본에 의한 평균 점수가 21점 중 7.7-8.9점으로 평균편차 1.1 정도이고, 수

학 및 과학과목에서 평균편차 3점 내외로 비슷한 성취도를 보인다. 하지

만 B반은 형식적 조작기의 인지수준을 가진 학생이 1명, C반은 2명으로

다양한 그룹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두 학급을 포함한 세 학급에서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되 여기서 얻은 자료는 상호작용요소를 추

출하는 예비연구에 이용하여 선행연구의 분석틀을 수정·보완하였고, 그

중 A반을 2인 1조로 구성하여 연구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12명의 학생

들을 집중관찰대상으로 담화를 통해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7) 특수반: ‘함께반’으로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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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유형
보존논리 비례논리 변인통제

확률

논리

상관

논리
조합논리

문항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형성 3~4 4~6 3~4 2 2 2~3

과도기 2 2~3 2 1 1 1

미형성 0~1 0~1 0~1 0 0 0

형성률

(%, 

인원)

50.9(56명) 19.1(21명) 31.8(35명)
30.0

(33명)

0.9

(1명)
35.5(39명)

[표 Ⅲ-1] GALT의 논리별 문항번호 및 연구대상들의 논리 형성 실태

2. 연구 방법

멘토링 및 소집단 상호작용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과학성취도를 근거

삼아 사전 성취수준이 ‘상’인 학생과 ‘중’인 학생 및 ‘하’인 학생을 조사하

여 그룹을 조직하고 활동 후 학생들의 성취도의 향상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Piaget의 인지발달이론 및 Vygotsky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

한 인지발달 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전 인지

수준을 먼저 조사한 후 인지수준이 같거나 다른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질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Piaget가 말한 학습자들 개개인의 인지구조는 직접 관찰되거나 쉽게 측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측정하는 타당도 있고 신뢰도 높은 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인지적 특성을 분석한 후 그룹을 조직한 후,

학생들의 인지수준이 실제로 성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분

석하였다. 또한 과학 수업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학생들의 과학에 대

한 흥미, 인성 및 둘 사이의 상호친밀도 역시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를

조사하여 그룹 구성에 참고하였다.

인지적 특성은 21문항으로 구성된 논리적 사고력 검사지(GALT)를 이용

해서 학생들의 인지수준을 조사 후 분석했다[표 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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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인지 수준별 학생 조직

동질집단

형식적 조작기-형식적 조작기 

과도기-과도기 

구체적 조작기-구체적 조작기

이질집단

형식적 조작기-과도기 

과도기-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구체적 조작기

[표 Ⅲ-2] 인지수준별 그룹 조직

형식적 조작기, 과도기, 구체적 조작기의 학생을 분류하여, 동질집단은

형식적 조작기-형식적 조작기, 과도기-과도기, 구체적 조작기-구체적 조

작기, 이질집단은 형식적 조작기-과도기, 과도기-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구체적 조작기 수준의 2인 1조로 조직하였다[표 Ⅲ-2].

예비 연구가 끝난 후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집중 관찰대상으로 참여한

학생 12명의 과학에 대한 흥미 및 5가지 인성 요인 및 상호 친밀도는 과

학담당교사 및 그들의 담임교사, 타교과 담당교사 2인, 총4인의 의견과 대

상학생들의 면담을 통한 자가진단 의견을 종합하여 그룹 구성에 반영하였

다.

2012년 8월 중순부터 비디오 촬영을 시작하였고, 멘토링 활동에서 관계

에 대한 약속 및 상호간의 협약이 중요하므로, 사전교육으로 상호동료멘

토링(RPM: Reciprocal Peer Mentoring) 활동에 대한 안내를 1시간 실시

하고[표 Ⅲ-3], 5차시의 예비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 사이의 담화를

통해 RPM활동의 상호작용 요소를 추출하여 상호작용 분석틀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9월 중순부터 ‘빛과 파동’ 단원 중 ‘빛’ 부분만을 9차시에 걸

쳐 수업을 진행하며 RPM활동을 관찰했고, 장소는 Y중학교의 2층 과학실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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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멘토의 역할 동료멘티의 역할

l 나는 멘티를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l 나는 멘티보다 조금 더 아는 수준이다.

하지만 가르쳐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온

다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줄

것이다.

l 나는 멘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

께 배우고 익히면서 발전할 것이다.

l 나는 멘티에게 잘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줄 것이다.

l 나는 멘티에게 좋은 자세를 보여줄 의

무가 있다.

l 나는 멘토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l 나는 멘토와 서로 도우며 함께 더 알

아가고 발전할 것이다.

l 나도 곧 멘토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

해서 멘토의 자세를 확실하게 보고 배

울 것이다.

l 나는 멘토에게 당당히 요구하고 질문

할 수 있다.

l 나는 멘토의 좋은 자세를 본받고, 설명

을 경청할 것이다.

[표 Ⅲ-3] 동료 멘토와 동료 멘티의 역할 안내(일부)

수업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식 또는 실험수업의 형태로 진행되

었으며 한 차시의 수업 시간 45분 중 학생들은 교사의 15-20분 내용 설

명을 듣거나 실험을 한 후,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을 통해 과제활동지를

15-20분에 걸쳐 해결 후 제출하게 된다. 과제 활동지는 교육과정에 제시

된 목표를 근간으로 하고, 선행연구를 참고로 문항을 작성하였지만, 학생

의 오개념이 나타나도 교사가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의 도움주고

받기 활동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비연구]에서 조

사한 학생들의 인지수준을 고려하여 20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수준

과 문항의 수를 제시하였다.

자료는 RPM 활동에서 오간 대화, 참여관찰기록, 과제 보고서, 학생면담

등을 연구 자료로 수집하였다. 관찰한 수업내용을 모두 비디오로 촬영하

였고 학생의 대화를 녹음장치로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수업이 끝

나고 필요할 때마다 학생이 제출하는 과제 활동지[부록8-16]을 보며 대상

학생들과 개별인터뷰를 하였다. [표 Ⅲ-4]는 차시별 활동지에서 다룬 개념

과 문항작성에 참고한 선행연구와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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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활동주제 내용요소 선행연구와의 관련

1 빛의 반사

광원에 대한 개념 Galili(1996)

보는 것에 대한 개념 Guesne(1985), 김응태(1991)

반사의 법칙 권경필(2007), Mohapatra(1988)

평면거울의 상 Ronen과 Eylon(1993)

정반사, 난반사 Guesne(1985)

2
오목거울에

의한 상

오목거울에 의한 상,

초점 개념, 작도
McDermott(2001)

3
볼록거울에

의한 상

볼록거울에 의한 상,

작도
McDermott(2001)

4 빛의 굴절

입사각과 굴절각과의

관계, 굴절률, 빛의

속도

McDermott(2001)

5
볼록렌즈에

의한 상

곡면 유리 경계면에

서 빛의 진행, 볼록렌

즈에 의한 상 작도

Galili(1996), McDermott(2001)

6
오목렌즈에

의한 상

오목렌즈에 의한 상

작도
McDermott(2001)

7 렌즈의 이용
렌즈를 이용한 시력

교정, 근시, 원시,
Ronen과 Eylon(1993)

8 빛의 분산
가시광선, 백색광, 프

리즘, 무지개
Anderson과 Smith(1983)

9 빛의 합성

빛의 삼원색, 보색관

계, 물체가 나타내는

색

Galili(2000), 오원근과 김재우(2002)

[표 Ⅲ-4] 차시별 활동주제 및 내용요소와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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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논문은 [예비연구]와 [본연구]로 나뉘며 [예비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을 인지수준, 과학성취도, 인성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룹을 구성하

는데 이용하였다. 또한 인지수준과 과학성취도와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

석하였고,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의 제작 과정을 다

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RPM 활동에서의 상호작용 분석 및 상호작용 패

턴, ‘빛’단원의 지식구성 과정에서의 사례, RPM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

식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1. 예비연구

1.1 연구대상 분석-인지수준, 과학성취도, 인성요인을 중심

으로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실제로 수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설문조사를 모두

치른 중학교 2학년 학생 110명이며, 상호작용 요소는 5차시에 걸친 예비

수업에서의 담화에서 추출했고, 그 중 연구에 긍정적이고, 자발적으로 참

여한 A반의 12명을 집중 관찰 및 인터뷰하였다.

먼저 21문항으로 된 GALT 검사지 완본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인지적 수

준을 조사하였다. GALT 검사지 완본에서 전체 맞은 개수가 16개 이상이

면 형식적 조작기, 9∼15개이면 과도기, 8개 이하이면 구체적 조작기로 분

류하였다[표 Ⅳ-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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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수(개) 인지발달수준

0∼8 구체적 조작기

9∼15 과도기

16∼21 형식적 조작기

[표 Ⅳ-1] GALT 검사지 완본에 따른 인지수준의 구분

연구대상의 인지수준 분포는 [표 Ⅳ-2]와 같다.

인지수준 A반 B반 C반 전체

형식적 조작기 11.4%(4명) 2.6%(1명) 5.6%(2명) 6.4%(7명)

과도기 28.6%(10명) 35.9%(14명) 38.9%(14명) 34.5%(38명)

구체적 조작기 60.0%(21명) 61.5%(24명) 55.5%(20명) 59.1%(65명)

합계 100.0%(35명) 100.0%(39명) 100.0%(36명) 100.0%(110명)

[표 Ⅳ-2] 연구 대상 학생들의 인지수준

또한 GALT검사지를 구성하고 있는 6가지(보존논리, 비례논리, 변인통

제, 확률논리, 상관논리, 조합논리)의 논리유형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논리

유형별 형성정도를 알아보았다. 논리유형별로 보존논리는 4문항, 비례논리

는 6문항, 변인통제는 4문항, 확률논리는 2문항, 상관논리는 2문항, 조합논

리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므로 6문항 중 4문항이상, 4문항 중 3문항이

상, 3문항 중 2문항 이상, 2문항 중 2문항 모두 맞은 경우에는 해당 논리

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6문항 중 2문항이상, 4문항 중 2문

항이상, 3문항 중 1문항 이상, 2문항 중 1문항을 맞은 경우는 과도기, 6문

항 중 1문항이하, 4문항 중 1문항이하, 3문항 및 2문항 중 맞춘 문항이 없

는 경우는 미형성으로 분류하였다[표 Ⅳ-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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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유형 보존논리 비례논리 변인통제
확률

논리

상관

논리
조합논리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형성 3~4 4~6 3~4 2 2 2~3

과도기 2 2~3 2 1 1 1

미형성 0~1 0~1 0~1 0 0 0

[표 Ⅳ-3] GALT의 논리별 문항번호 및 논리형성 기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연구대상들 전체의 인지수준에 따른 논리유형별 형

성 정도를 나타내면 [표 Ⅳ-4]과 같다.

인지수준 형성정도 보존논리 비례논리 변인통제 확률논리 상관논리 조합논리

형식적

조작기

16.7%

형성(%) 83.3(5명) 50(3명) 16.7(1명) 100(6명) 0 100(6명)

과도기(%) 16.7(1명) 50(3명) 83.3(5명) 0 16.7(1명) 0

미형성(%) 0 0 0 0 83.3(5명) 0

과도기

38.9%

형성(%) 42.9(6명) 28.6(4명) 0 21.4(3명) 7.1(1명) 85.7(12)

과도기(%) 50(7명) 42.9(6명) 50(7명) 28.6(4명) 7.1(1명) 14.3(1명)

미형성(%) 7.1(1명) 28.6(4명) 50(7명) 50(7명) 85.7(12) 0

구체적

조작기

44.4%

형성(%) 18.8(3명) 0 0 6.3(1명) 0 25(4명)

과도기(%) 56.3(9명) 43.8(7명) 18.8(3명) 6.3(1명) 12.5(2명) 50(8명)

미형성(%) 25(4명) 56.3(9명) 81.3(13) 87.5(14) 87.5(14) 25(4명)

[표 Ⅳ-4] 인지수준에 따른 전체 학생들의 논리유형별 형성정도

구체적 조작기와 과도기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의 모든 논리유형

에 대해서 과도기 및 미형성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Ⅳ-4]. 그러므

로 복잡한 추리를 통한 결론도출이나 가설을 세우고 체계적인 검증을 통

해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식의 수업형태로는 '빛' 단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험도구들을 직접 조작

해보고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주어진 개념에 따라 해석해보는 구체적이

고 해석적인 관찰로 이루어진 수업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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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수준에 따른 논리유형별 형성 정도를 반별로 나타내면 [표 Ⅳ-5]∼

[표 Ⅳ-7]과 같다.

인지수준 형성정도 보존논리 비례논리 변인통제 확률논리 상관논리 조합논리

형식적 

조작기

11.4%

(4명)

형성(%) 75.0(3명) 100.0(4명) 100.0(4명) 100.0(4명) 0 100.0(4명)

과도기(%) 25.0(1명) 0 0 0 0 0

미형성(%) 0 0 0 0 100.0(4명) 0

과도기

28.6%

(10명)

형성(%) 40.0(4명) 40.0(4명) 50.0(5명) 60.0(6명) 0 70.0(7명)

과도기(%) 40.0(4명) 30.0(3명) 30.0(3명) 20.0(2명) 0 30.0(3명)

미형성(%) 20.0(2명) 30.0(3명) 20.0(2명) 20.0(2명) 100.0(10명) 0

구체적

조작기

60.0%

(21명)

형성(%) 47.6(10명) 0 23.8(5명) 4.7(1명) 0 9.5(2명)

과도기(%) 28.6(6명) 9.5(2명) 19.1(4명) 19.1(4명) 4.7(1명) 47.6(10명)

미형성(%) 23.8(5명) 90.5(19명) 9.5(2명) 76.2(16명) 95.3(20명) 42.9(9명)

[표 Ⅳ-5] A반의 인지수준에 따른 논리유형별 형성정도

A반에서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학생은 4명이고 이중 상관논리가 형성

된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논리, 변인통제, 확률논리, 조합논리

는 4명 모두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1명은 보존논리가 형성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기 수준의 학생 10명 중 10명 모두

상관논리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과도기 수준의 학생 중

50%이상이 변인통제, 확률논리, 조합논리가 형성되어 있었다. 구체적 조

작기의 인지수준에 머물러 있는 학생은 21명으로 A학급의 60%이다. 이중

보존 논리를 제외하고 25%이하의 학생이 각 논리유형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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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수준 형성정도 보존논리 비례논리 변인통제 확률논리 상관논리 조합논리

형식적 

조작기

2.6%(1명)

형성(%) 100(1명) 100(1명) 100(1명) 100(1명) 0 100(1명)

과도기(%) 0 0 0 0 0 0

미형성(%) 0 0 0 0 0 0

과도기

35.9%(14명)

형성(%) 78.6(11명) 35.7(5명) 57.1(8명) 42.9(6명) 0 64.3(9명)

과도기(%) 14.3(2명) 21.4(3명) 28.6(4명) 42.9(6명) 7.1(1명) 21.4(3명)

미형성(%) 7.1(1명) 42.9(6명) 14.3(2명) 14.3(2명) 92.9(13명) 14.3(2명)

구체적

조작기

61.5%(24명)

형성(%) 33.3(8명) 0 4.2(1명) 0 4.2(1명) 25.0(6명)

과도기(%) 25.0(6명) 16.7(4명) 12.5(3명) 16.7(4명) 12.5(3명) 41.7(10명)

미형성(%) 41.7(10명) 83.3(20명) 83.3(20명) 83.3(20명) 83.3(20명) 33.3(8명)

[표 Ⅳ-6] B반의 인지수준에 따른 논리유형별 형성정도

B반에서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학생은 1명이고 이중 상관논리가 형성

된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논리, 변인통제, 확률논리, 조합논리

는 모두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도기 수준의 학생 14명 중 14명 모

두 상관논리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과도기 수준의 학생

중 50%이상이 보존논리, 변인통제, 조합논리가 형성되어 있었다. 구체적

조작기의 인지수준에 머물러 있는 학생은 24명으로 B학급의 61%가 넘는

다. 이 중 형성되지 않은 비례 논리와 확률 논리를 제외하고 34%이하의

학생이 각 논리유형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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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수준 형성정도 보존논리 비례논리 변인통제 확률논리 상관논리 조합논리

형식적 

조작기

5.6%(2명)

형성(%) 100(2명) 100(2명) 50.0(1명) 100(2명) 0 100(2명)

과도기(%) 0 0 50.0(1명) 0 0 0

미형성(%) 0 0 0 0 0 0

과도기

38.9%(14명)

형성(%) 78.6(11명) 35.7(5명) 57.1(8명) 85.7(12명) 0 50.0(7명)

과도기(%) 14.3(2명) 35.7(5명) 14.3(2명) 14.3(2명) 7.1(1명) 35.7(5명)

미형성(%) 7.1(1명) 28.6(4명) 28.6(4명) 0 92.9(13명) 14.3(2명)

구체적

조작기

55.5%(20명)

형성(%) 30.0(6명) 5.0(1명) 10.0(2명) 10.0(2명) 0 5.0(1명)

과도기(%) 40.0(8명) 15.0(3명) 15.0(3명) 10.0(2명) 0 45.0(9명)

미형성(%) 30.0(6명) 80.0(16명) 75.0(15명) 80.0(16명) 0 50.0(10명)

[표 Ⅳ-7] C반의 인지수준에 따른 논리유형별 형성정도

C반에서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학생은 2명이고 이중 상관논리가 형성

된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논리, 비례논리, 확률논리, 조합논리

는 2명 모두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1명은 변인통제 논리가 형성되어

가는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기 수준의 학생 14명 중 14명

모두 상관논리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과도기 수준의 학

생 중 50%이상이 보존논리, 변인통제, 확률논리, 조합논리가 형성되어 있

었다. 구체적 조작기의 인지수준에 머물러 있는 학생은 20명으로 C학급의

55.5%이다. 이 중 30%이하의 학생이 각 논리유형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

났다.

각 반의 논리유형에 따라 형성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Ⅳ-1]∼[그

림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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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A반의 인지수준에 따른 논리유형별 형성률

[그림Ⅳ-2] B반의 인지수준에 따른 논리유형별 형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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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C반의 인지수준에 따른 논리유형별 형성률

그래프로부터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관관계논리의 형성 정

도가 매우 낮으며, 특히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례논

리를 비롯한 거의 모든 논리 유형에서 과도기 및 미형성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Ⅳ-5]∼[표 Ⅳ-7]. 따라서 복잡한 추리를 통한 결론도출이

나 가설을 세우고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식의 수업

형태로는 빛 단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동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

하고 활동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실험도구들을 직접

조작해보고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주어진 개념에 따라 해석해보고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형태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인지수준과 과학성취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대상 학생들의 바로 직전 학기의 과학성취도 점수를 이용하여 형식적 조

작기의 인지수준을 가진 학생들을 집단 1, 과도기의 인지수준을 가진 학

생들을 집단 2, 구체적 조작기의 인지수준을 가진 학생들을 집단 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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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 통계량 df1 df2 유의확률

3.034 2 107 0.052

[표 Ⅳ-9] 분산의 동질성 검정

　변량원 제곱합 df 평균제곱 F 값 유의확률

집단-간 20822.491 2 10411.246 23.46 0.000＊

집단-내 47485.327 107 443.788 　 　

합계 68307.818 109 　 　 　

＊:p< 0.05

[표 Ⅳ-10] 과학성취도와 인지수준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표

구성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대한95%신뢰구간

최저점 최고점
하한값 상한값

1 7 90.0 9.61 3.63 81.1 98.9 78.8 100

2 38 61.6 20.2 3.28 55.0 68.3 18.2 97.8

3 65 41.5 22.3 2.76 36.0 47.0 5.00 94.0

합계 110 51.5 25.0 2.39 46.8 56.3 5.00 100

[표 Ⅳ-8] 연구대상의 과학성취도 점수 기술통계

형식적 조작기의 학생들은 110명 중 7명으로 이들의 평균은 90.0이고 최

고점은 100점, 최저점은 78.8점이다. 과도기의 학생들은 38명으로 평균은

61.6점이고, 최고점은 97.8점이고, 최저점은 18.2점이다. 구체적 조작기의

학생들은 65명으로 평균은 41.5점이고 최고점은 94점이고 최저점은 5점이

다[표 Ⅳ-8].

유의확률이 0.052로 유의수준 5%보다 크다. 따라서 집단의 분산이 같다

는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므로 각 집단의 분산은 같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Ⅳ-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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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지수준 (J) 인지수준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1
2 28.36* 8.66 0.006 6.85 49.87

3 48.53* 8.38 0 27.73 69.33

2
1 -28.36* 8.66 0.006 -49.87 -6.85

3 20.17* 4.30 0 9.49 30.85

3
1 -48.53* 8.38 0 -69.33 -27.73

2 -20.17* 4.30 0 -30.85 -9.49

*. 평균차는 0.05수준에서 유의함.

[표 Ⅳ-11] 다중비교(Scheffé)

인지수준 N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1 2 3

3 65 41.5 　 　

2 38 　 61.6 　

1 7 　 　 90.0

유의확률 　 1.00 1.00 1.00

[표 Ⅳ-12] 동일집단군

검정통계량(F)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3개

집단의 과학성취도는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표 Ⅳ-10].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후비교(post hoc

comparison)를 실시한 결과는 [표 Ⅳ-11]에 제시하였다. 집단 간 사례수

가 다르기 때문에 Scheffé 방법을 이용하였다.

사후비교결과 집단1, 2, 3의 평균의 유의확률이 0 혹은 0.006으로 유의수

준 0.05보다 작게 나타난다. 즉, 집단 1,2,3의 과학성취도 점수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후비교를 토대로 동일집단군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인지수준으로 나눈

1, 2, 3집단은 모두 다른 집단임을 알 수 있다[표 Ⅳ-12]. 즉, 인지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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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3집단의 과학성취도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으며, 사후검정결과 형식

적 조작기의 학생들은 과학 성취도가 가장 높고, 구체적 조작기의 학생들

은 과학 성취도가 가장 낮다. 따라서 인지수준별 집단 구성은 과학성취도

별 집단 구성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은 인지수준 및 과학 성취

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및 인성, 사회성도 고려해야 한

다. Neuman 등(1999)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상호적

(reciprocal) 과제에서는 유화성(agreeableness)과 개방성(imagination)의

인성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협상기술을 요하는 과제에서는 다른 구성

원과의 협동을 조장하는 인성 특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Neuman et

al., 1999). Good 등(1992)은 소집단에서의 지배적 활동, 수동성, 효율적 협

동 행동 등에는 인성 유형이 연관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 박재용 등

(2012)은 소집단 구성방식이 자유탐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소

집단 구성방식의 효과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학생과 교사 모두 인지적

인 특성으로 소집단을 구성하기보다는 정의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소집단

을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학생들의 경우 성격 유형에 따른 소집

단 구성방식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한재영(2003)은 소집단 활동에 대한 가

치나 태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인성변인 중 유화성이라고 말하

며, 이는 소집단 환경에서 다른 학생들을 배려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도움을 주는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소집단 활동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유화성 측면에서 동질적인 집단을 구성하

는 것이 인지적·정의적 학습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집단 학습에서 학생들의 성적에 따른 이질적 집단 구성에 유화성이라는

인성요소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Norman(1963)에 의해 유화적-비유화적(agreeable-disagreeable)의 관계

가 제안된 이후, Goldberg의 자연어 연구에 기반한 5가지 인성 요인의 하

나로 정리되어 연구되고 있다. Costa와 McCrae에 의하면 5가지 인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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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요인의 하위척도 높은 사람의 특징 낮은 사람의 특징

신경성: 불안, 분노를 수반

한 적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성, 상처받기 쉬움.

↔안정성

걱정이 많음, 신경질적, 감

정적, 불안정한, 부적격적

침착한, 이완된, 냉정한, 대

담한, 확고한, 자족적인

외향성: 따뜻한, 사교성, 자

기주장성, 활동성, 흥분추

구, 정적 정서

붙임성있는, 활동적인, 말

이 많은, 대인지향적, 낙천

적, 재미를 추구하는, 애정

이 넘치는

과묵한, 근엄한, 힘없는, 초

연한, 과제지향적, 수줍은, 

조용한

개방성: 환상, 미적감수성, 

감정, 행위, 관념, 가치

호기심많은, 흥미가 다양

한, 창의적, 독창적, 상상력

이 풍부한, 비전통적인

평범한, 현실적인, 흥미가 

편협된, 기교없는, 비분석

적인

유화성: 신뢰, 솔직함, 이타

성, 순종성, 겸손, 온유함

상냥한, 착한, 잘 믿는, 도

움을 주는, 용서하는, 속기

쉬운, 솔직한

냉소적인, 무례한, 의심이 

많은, 비협동적인, 보복적

인, 무정한, 성급한

성실성: 유능함, 질서, 의무

감, 성취노력, 자기절제, 신

중함

정돈된, 의지할 수 있는, 

근면한, 자기수양적인, 규

clr적인, 세밀한, 꼼꼼한, 

의욕적인, 끈기있는

목적이 없는, 신뢰못할, 게

으른, 부주의한, 엄밀하지 

않은, 태만한, 의지가 약한, 

쾌락적인

[표 Ⅳ-13] 5가지인성의 특성비교

인에는 6개의 하위척도가 있으며, 이것과 각 인성 특성이 높거나 낮은 사

람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Ⅳ-13]과 같다(Pervin & John, 1997, 한재영,

2002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으로 집중관찰대상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및 5가지 인성 요인을 과학 담당 교사 및 그들의 담임교사, 타

교과 담당교사 2인(수학, 사회) 총 4인의 의견과 대상학생들의 면담과정에

서 자가진단을 한 결과를 종합한 후 집중관찰대상 12인의 특성을 분석하

였다[표 Ⅳ-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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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표기

과학

성취

도

과학에

대한 

흥미

외향성 유화성 안정성 개방성 성실성
상호

친밀도
그룹

1 F1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중* ①

2 F2 상 상 상 중* 상 상 상

3 F3 상 상 중* 중* 중* 상 상
중*

②,

④4 T1 중 상 중* 중* 상 중* 중*

5 F4 상 상 중* 상 상 상 상
중*

③,

⑦6 C1 하 중* 상 상 상 중* 중*

7 T2 중 상 상 상 상 상 상
상 ⑤

8 T3 중 상 중* 상 중* 중* 상

9 T4 중 중* 중* 상 상 중* 상
상

⑥,

⑧10 C2 하 중* 중* 중* 상 중* 상

11 C3 하 중* 중* 중* 상 중* 상
중* ⑨

12 C4 하 중* 상 중* 중* 중* 상

[표 Ⅳ-14] 집중관찰대상 12인의 인지적, 인성적 특성 분석: 과학담당교사 및 담임교사,

타교과교사2인, 각 대상의 자가진단 의견을 종합함. “상”과 구별하기 위해 *표시함.

[표 Ⅳ-14]에서 과학성취도는 앞선 조사 결과에 따라 인지수준이 형식적

조작기 학생의 과학성취도는 ‘상’, 과도기 학생의 과학성취도는 ‘중’, 구체

적 조작기 학생의 과학성취도는 ‘하’로 표시하였다. 과학에 대한 흥미, 외

향성, 유화성, 안정성, 개방성, 성실성의 요소에 대해서도 높으면 ‘상’, 중

간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중’, 낮거나 거의 없다면 ‘하’로 표시하였다. 집중

관찰대상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는 ‘중’ 이상이었고 인성 요인 중 성실

성도 ‘중’ 이상이었는데, 이는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룹 구성 후 조원간의 친밀도 역시 친하면 ‘상’, 친하지도 않

고 사이가 나쁘지도 않은 관계이면 ‘중’, 사이가 좋지 않으면 ‘하’로 표시

하였다.

소집단 환경에서 다른 학생들을 배려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도움을 주

는 성향은 인성요인 중 유화성인데 ②, ④그룹의 형식적 조작기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 이상의 유화성을 가졌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①, ⑤,

⑨ 그룹은 인지수준도 상호작용 인성요인인 유화성도 동일한 동질집단이

며, 나머지 그룹도 인성요인은 ‘상-중’의 한 단계 차이이거나 동일한 수준

이기 때문에 이질적인 인성요인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역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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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대상 학생들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노태희 등(2000)은 외향적 학생들이 조 구성원 모두와 원만하게 상호작

용하는 반면 내성적 학생들은 소집단 활동에서 상호작용하기 어려운 학생

이 상대적으로 많고, 의사소통 불안 즉 안정성이 낮은 혹은 신경성 측면

의 인성 요인으로 집단 구성을 한 결과 이질 집단의 학생들이 동질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협동학습 과정에서의 도움 받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하였다. 집중관찰대상 중 대부분 ‘중’ 이상의 외향성을 가지고 있었고, 구

체적 조작기의 학생 1명을 제외하고는 안정성은 ‘중’ 이상으로 대부분 불

안을 느끼지 않았다. 12명 중 호기심을 드러내고, 흥미가 다양하고 창의적

인 인성요인인 개방성은 ‘중’ 이상이었다.

집중관찰대상학생들의 인성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이들은 인성 수준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지만 구체적 조작기의 학생들은 형식적 조작기나 과도

기 학생들보다는 인성 수준이 ‘중’인 경우가 다소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다. 따라서 이들의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서의 상호작용은 인성 요인 측

면 및 관계성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집중관찰대상 12명의 인지수준별 그룹 조직은 [표 Ⅳ-15]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①, ⑤, ⑨ 그룹은 인지수준이 같은 동질집단이다. ②,

③, ⑥그룹은 멘토의 인지수준이 멘티의 인지수준보다 높은 이질집단이고,

④, ⑦, ⑧그룹은 멘티의 인지수준이 멘토의 인지수준보다 높은 이질집단

이다. 특히 ②, ④그룹은 형식적 조작기 학생과 과도기 학생으로 이루어진

동일 구성원인데 역할이 바뀐 경우이며, ③, ⑦ 그룹은 형식적 조작기의

학생과 구체적 조작기의 학생, ⑥, ⑧ 그룹은 과도기의 학생과 구체적 조

작기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동일 그룹이며 매차시마다 역할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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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ee

Mentor

형식적 조작기

Formal

operational period

과도기

Transition

operational period

구체적 조작기

Concrete

operational period

형식적 조작기

Formal

operational period

①FRS8)-FES ②FRS-TES ③FRS-CES

과도기

Transition operational

period

④TRS-FES ⑤TRS-TES ⑥TRS-CES

구체적 조작기

Concrete

operational period

⑦CRS-FES ⑧CRS-TES ⑨CRS-CES

[표 Ⅳ-15] 인지수준에 따른 R과 E의 그룹 조직 예

각 용어의 의미는 다음 [표 Ⅳ-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T는 교사, FRS

는 인지수준이 형식적 조작기인 동료 멘토 학생을 의미하고 FES는 인지

수준이 형식적 조작기인 동료 멘티 학생을 의미한다.

용어 의미

T 교사

FRS 인지수준이 형식적 조작기인 동료 멘토

TRS 인지수준이 과도기인 동료 멘토

CRS 인지수준이 구체적 조작기인 동료멘토

FES 인지수준이 형식적 조작기인 동료 멘티

TES 인지수준이 과도기인 동료 멘티

CES 인지수준이 구체적 조작기인 동료 멘티

[표 Ⅳ-16] 용어정리

8) FRS: 여기서 F는 형식적 조작기 Formal operational period의 앞 글자, R은 멘토

mentoR의 맨 뒷 글자 R, S는 학생 Student의 앞 글자 S를 따서 만든 약자임. 본

논문에서 나오는 모든 약어에 대한 정리는 [부록 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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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의 상호작용 분석틀 개발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서 오간 대화, 참여관찰기록, 실험보고서, 학생면

담 등을 연구 자료로 수집하였다. 관찰한 수업내용을 모두 비디오로 촬영

하였고 학생의 대화를 녹음하여 기록하였다. 이후 촬영분에 대한 전사 및

코딩을 실시하였다. 코딩을 위한 상호작용 분석틀은 Maloney(2007)의 소

집단 활동에서 학생들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23개의 언어행위를

기반으로 임은희(2013)가 수정한 분석틀에 RPM 활동의 특색인 또래상담

요소9)를 추가하여 제작하였고, 본 연구의 RPM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담화를 분석하는데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분석틀은 Sinclair와

Coulthard(1975), Edward와 Mercer(1987), 정민수 등(2007), 김영순(2010)

등이 개발하고 수정한 IRF 패턴이론을 이용하는데, 대부분 교사와 학생사

이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 활용되었고 본 연구의 RPM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오히려

소집단 논의활동의 언어행위를 분류하여 학생의 역할을 규정한

Maloney(2007), 임은희(2013)의 분석틀이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서 일어

나는 상호작용과 일부 일치하고, 멘토와 멘티의 역할 특성을 규명하기에

적합하여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RPM활동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표 Ⅳ-17].

Maloney(2007)는 학생들에게 미리 증거를 제시하고 토론을 통하여 증거

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수업 활동 과정에서 23개의 언어

행위를 추출하였다. 임은희(2013)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실험을 하고 설

명 모형을 구성하는 과학 탐구 활동 과정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Maloney(2007)의 언어행위에 몸짓 행위를 추가한 후 수정 적용하여 역시

23가지의 언어행위(지표)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상호동료

멘토링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 행위 및 몸짓(비언어적) 행위로 인

9) 또래상담요소: 경청, 위로, 공감 등



- 89 -

범주 코드 상호작용 요소(Interaction type)

1.과제관리

(Project

Management)

PM1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지시 또는 상호작용 시도

PM2 다음절차 제안 또는 안내

PM3 상대방의 행동 적극 제지

PM4 면박 혹은 비난

2.정보제공

(Information

Contributing)

IC1 요구에 대해 상대한 설명 없는 정보 제공

IC2 요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곁들인 정보 제공

IC3 요구가 없는데 정보 제공

IC4 상대방의 발언 정교화

IC5 혼자 묻고 답하기

3.질문 및

요구(Question

& Request)

QR1 단순확인질문

QR2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질문

QR3 정답만 묻기

QR4 과정 설명을 요구 혹은 이유 묻기

QR5 실험도구(apparatus) 요구

4. 수용(Agree)　
A1 상대방의 의견 적극 수용

A2 상대방의 의견 소극 수용

5.거부 및 RR1 상대방의 제안이나 설명에 이의 제기

[표 Ⅳ-17] RPM 활동의 상호작용 분석틀

지수준별 동료 멘토의 특성 및 동료 멘티의 특성을 찾아내고, 멘토-멘티

의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에서 추출된 언

어 행위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5차시의 예비

수업 및 9차시 본 수업의 RPM활동에서 나타나는 인지수준별 멘토-멘티

집단에서의 담화를 전사하고, 전사된 자료에서 나타난 학생의 언어적, 비

언어적 상호작용 요소에 기초하여 분석틀을 수정, 보완하였다[표 Ⅳ-17].

RPM활동의 상호작용 분석틀을 이용한 코딩에 대한 평정자간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 외 과학교육전공 석사학위를 소지한 현직 과학교사

2인의 담화 코딩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94.6%의 일치도를 나타냈다.

분석틀은 과학교육전문가 2명, 석사학위를 소지한 현직교사 3명, 상담교사

1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고, 검증과정에서 모호한 표현을 간결하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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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Refuse&

Rebuttal)

RR2 상대방의 제안이나 설명에 소극 거부

6.영향없는

기여

(Non-influential

Contributing)

NC1 무관심 혹은 무시

NC2 과제와 관계없는 발언

7. 몸짓

(Gesture)

G1 비언어적 긍정행동 보여주기

G2 비언어적 긍정행동을 따라하기

8. 정서적

도움(Emotional

Help)

EH1 위로 및 공감

EH2 경청

분석틀은 과제관리(Project Management), 정보제공(Information

Contributing), 질문 및 요구(Question & Request), 수용(Agree), 거부 및

반박(Refuse & Rebuttal), 영향없는 기여(Non-influential Contributing),

몸짓(Gesture), 정서적 도움(Emotional Help)의 총 8가지의 범주로 구성되

어 있다. 과제관리(Project Management) 범주에는 교사가 15-20분간 이

론을 설명하고, 이후 15-20분 과제풀이를 하는 동안 RPM활동을 하게 되

므로 상대방과 함께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시하거

나, 과제를 나누려는 등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PM1), 상대방에게 다음 절

차를 제안하고 안내하는 행위(PM2), 과제해결과 상관없는 낭비행동을 하

는 상대방의 행동을 제지하는 행위(PM3), 과제를 수행하지 않거나 답이

아닌 제안을 한 상대방에게 면박을 주거나 비난하는 행위(PM4)의 4가지

코드를 포함하였다. Webb은 “도움주기”의 요소를 “설명해주기”와 “설명

없이 정보만 제공하기”로 분류하여 설명해주는 행위 자체는 도움이 되지

만 설명없이 정보만 제공하는 행위는 학업성취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

는다고 했다(Webb, 1980, 1982a, 1982b; Webb & Cullian, 1983; Webb &

Kenderski, 1984). 이를 참고로, RPM활동에서 멘토와 멘티 사이에서 정보

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정보 공유의 양상이 드러나므로 정보제공

(Information Contributing)의 범주에 상대방의 요구에 풀이과정 없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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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알려주거나, 과제해결과 관련 없는 정보를 주는 행위(IC1), 상대방의

질문이나 요구에 상세한 설명을 곁들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IC2), 상대

방의 요구나 질문이 없는데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IC3), 상대방의 발언

에 추가 설명이나,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정교화시키는 행위(IC4), 정보를

제공할 확신이 없으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혼자 묻고 답하는 행위

(IC5)의 5가지 코드를 포함하였다. RPM활동에서 멘티가 멘토에게 질문

을 하거나, 요구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고, 멘토가 멘티에게 질문하거

나 요구하는 모습이 일부 관찰되므로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 되묻는 행위

(QR1), 정보를 얻기 위해 상대방은 무시하고 교사에게 질문하는 행위

(QR2), 정답만 묻거나 베끼는(요구하는) 행위(QR3), 과정설명을 요구하는

행위(QR4), 실험도구를 요구하는 행위(QR5)의 5가지 코드는 질문 및 요

구(Question & Request) 범주로 분류하였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질문에

인정하고 동의하는 등 적극적인 수용 행위(A1)와 상대방의 의견이나 질

문에 짧게 대답하거나(응), 고개만 끄덕이는 등 소극적인 수용 행위(A2)

의 2가지 코드는 수용(Agree) 범주로 분류하였다. 상대방의 제안이나 설

명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RR1)와 상대방

의 제안이나 설명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행위(RR2)는 자주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RPM활동의 특정한 양상 발생 빈도가 적어도,

의미있는 행위를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 2가지 코드를 거부 및 반

박(Refuse & Rebuttal) 범주로 분류하였다.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거나 상

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NC1)와 과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행

위(NC2)의 2가지 코드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

에, Maloney(2007)의 영향없는 기여자를 분류하는 범주를 인용하여 영향

없는 기여(Non-influential Contributing) 범주로 분류하였다. RPM활동에

서는 언어 행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위도 동료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특히 본 연구에서 관찰된 학생들의 비언어적

행위는 책이나 참고자료를 찾아보거나, 먼저 문제를 풀어나가는 등 주로

긍정적인 행동이었으므로 비언어적인 긍정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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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하는 행위(G1), 비언어적인 긍정행동을 따라하는 행위(G2)의 2가지

코드를 몸짓(Gesture) 범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RPM 활동에서는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의 도움주기 활동도 관찰되었으

므로 상대방이 과제해결을 못해 좌절할 때 위로해주거나 공감해주는 행위

(EH1), 상대방의 의견이 옳든 그르든 경청해주는 행위(EH2)의 2가지 코

드는 정서적 도움(Emotional Help)범주로 분류하였다.

2. 본 연구

: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 분석

2.1 상호동료멘토링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인지수준별 특성

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분류할 때 기준이 된 요인은 인지수준이다. 이

절에서는 학생들의 담화를 분석틀에 의거하여 동료멘토 및 동료 멘티의

전체적인 활동양상, 인지수준에 따른 동료 멘토의 특성, 동료 멘티의 특성

을 분석하고 인성 측면에서의 해석을 덧붙였다.

2.1.1 동료 멘토 및 동료 멘티의 전체적인 활동양상

12개의 2인 1조 소집단이 9차시에 걸쳐 활동한 담화 자료 중 RPM활동

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관찰된 담화는 54개였다. 이 중 RPM 활동의 상

호작용 분석틀로 분석한 요소는 총 441개였으며 학생들의 담화에서 추출

한 상호작용 요소의 범주별 비율 분포는 정보제공(Information

Contributing)(26%) > 질문 및 요구(Question & Request)(22%) > 과제

관리(Project Management)(21%) > 몸짓(Gesture)(10%) > 수용

(Agree)(9%) > 거부 및 반박(Refuse & Rebuttal)(6%) > 영향없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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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influential Contributing)(4%) > 정서적 도움(Emotional

Help)(2%)의 순서로 나타났다[그림 Ⅳ-4].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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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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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짓(G)

정서적 도움(EH)

범주별 RPM 활동 요소 분포

[그림 Ⅳ-4] 범주별 RPM 활동요소 비율 분포

:정보제공, 질문요구, 과제관리 범주 비율이 높다.

특히 정보제공(Information Contributing), 질문 및 요구(Question &

Request), 과제관리(Project Management)범주는 멘토의 범주별 RPM 활

동요소 분포 및 멘티의 범주별 RPM 활동요소 분포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과제관리 범주는 RPM활동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과제 관리 범주의 활동 빈도로 멘토 및 멘티의

개별 특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Richmond & Striley(1996)가 제시

한 리더의 유형을 관찰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Richmond &

Striley(1996)는 리더는 구성원이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정도와 지식을 이

해하는 정도, 그리고 소집단의 토론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Richmond & Striley, 1996).

정보제공 범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RPM활동 사전교육시간을 통

해 학생들이 도움을 주는 방식이 정보제공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으로 보인

다. 또, RPM 활동은 멘토가 다음 차시에서는 멘티가 되기도 하는 등 역

할이 수업시간마다 교환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활동 자체는 수준에 관

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수업시간에 줄 수 있

는 도움은 과목에 대한 지식이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Sw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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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on, 1982).

         범주

  

  그룹       

과제

관리

(PM)

정보

제공

(IC)

질문

요구

(QR)

수용

(A)

거부

반박

(RR)

영향

없는 

기여

(NC)

몸짓

(G)

정서적 

도움

(EH)

멘토(빈도,(%)) 48(22) 71(32) 38(17) 18(8) 12(5) 9(4) 22(10) 4(2)

멘티(빈도,(%)) 42(19) 44(20) 57(26) 23(11) 16(7) 10(5) 22(10) 5(2)

[표 Ⅳ-18] 멘토와 멘티의 범주별 상호작용 빈도 및 비율

멘토와 멘티의 RPM활동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서 멘티는 멘토보다

수용(Agree) 범주와 거부 및 반박(Refuse & Rebuttal) 범주 빈도 및 비

율이 비교적 높다[표 Ⅳ-18]. 또한 멘티는 멘토보다 질문이나 요구의 빈도

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질문이나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설명을 해주

거나, 지시를 하는 과정이 뒤따라 나온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수용 혹은

거부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멘토는 오히

려 과제관리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비해 수용(A)과 거부 및

반박(RR)의 반응이 멘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멘토의 역할이

Richmond & Striley(1996)가 말한 리더의 모습처럼 RPM활동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동일한 과제 상황에서도

소집단마다 다른 역할과 상호 작용의 유형이 나타나고(Cooper et al.,

1986; Hogan, 1999; Maloney, 2007), 구성원의 참여 형태는 여러 가지 방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Richmond & Striley; 1996). Richmond &

Striley(1996)는 소집단의 학생들을 리더, 학습도우미, 방해자, 방관자 등 4

가지 유형의 사회적 역할로 나누고, 이 중 리더는 포용적 리더, 설득적 리

더, 배타적 리더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리더의 유형에

따라 소집단에서 토론의 시간, 참여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고 구성원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형성하는데 다른 양상을 나타난다(Richmond & Striley;

1996). 그런데 위 자료에 따르면 RPM활동에서처럼 멘토, 멘티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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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멘토가 동료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료를 대

화에 끌어들이는 등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리더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배타적 리더나, 설득적 리더처럼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리더의 유형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담화가 지속되는 모습이 보였

다.

2.1.2 동료 멘토의 인지수준별 특성

멘토의 범주별 RPM 활동 요소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주가

가장 높은 비율(32%)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도움주기 활동은 과제 해결

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Ⅳ-5].

21.6

32.0

17.1

8.1

5.4

4.1

9.9

1.8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과제관리(PM)

정보제공(IC)

질문요구(QR)

수용(A)

거부반박(RR)

영향없는 기여(NC)

몸짓(G)

정서적 도움(EH)

멘토의 범주별 RPM요소 분포

[그림 Ⅳ-5] 멘토의 범주별 RPM 활동요소 비율분포

:정보제공 범주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런데 인지수준별 멘토의 활동요소 빈도는 과도기의 인지수준을 가진

멘토가 가장 높았다[표 Ⅳ-19]. 과도기의 인지수준인 학생들의 인성을 살

펴보면, 외향성은 한명을 제외하고는 외향적이지도, 내성적이지도 않은 중

간 수준이며, 유화성은 한 명을 제외하고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안정성

은 한 명을 제외하고 높은 수준이었으며, 개방성은 한 명을 제외하고 높



- 96 -

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수준이었다. 성실성 역시 한 명을 제외하고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그 한 명이 모두 동일인물은 아니다.

  범주

  

멘토   

과제

관리

(PM)

정보

제공

(IC)

질문

요구

(QR)

수용

(A)

거부

반박

(RR)

영향

없는 

기여

(NC)

몸짓

(G)

정서적 

도움

(EH)

합계

(빈도)

FRS 14 26 9 7 1 1 8 0 66

TRS 21 23 19 4 6 5 5 2 85

CRS 13 22 10 7 5 3 9 2 71

[표 Ⅳ-19] 인지수준별 멘토의 범주별 상호작용 빈도

2.1.2.1 형식적 조작기의 멘토(FRS)

인지수준이 형식적 조작기의 멘토는 역시 정보 제공 범주의 활동을 주로

했다[그림Ⅳ-6]. 성격이 외향적이든, 내성적이든 관계없이 활동지를 해서

조별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시간이 임박했을 때는 상대방의 활동지

를 검토하고, 틀린 부분을 찾아내 지적하고, 답을 알려주는 등의 정보 제

공 활동이 활발했다. 그 밖에 과제 관리 범주의 활동 비율도 높았는데, 이

역시 활동지를 제출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수행했는

지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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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인지수준이 형식적 조작기인 멘토의 범

주별 RPM 활동요소 비율분포

:정보제공 범주 비율이 가장 높다.

또, 형식적 조작기의 학생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상대방과의 협동심

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성적을 관리하려는 의도된 행동이 보였다. 그

래서 RPM 활동 시 상대방을 다그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표 Ⅳ-20].

범주 내용

과제관리
빨리 써, 시간 다 돼가...아, 안쓰고 뭐했어? 이거 그대로 쓰라니까.

보고 써. 언제 다할래. 이거 뭐라고 쓴 거야?(제대로 쓰라고)

[표 Ⅳ-20] 인지수준이 형식적 조작기의 멘토의 발언 예시

그런데 형식적 조작기의 멘토는 거부하고 반박하거나, 과제와 관계없는

행동을 하거나, 정서적 도움을 주는 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다른 수준

의 멘토들이 다양한 측면의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 형식적 조작기의 멘토

들은 정보제공 활동에 집중하는 목표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상호친밀

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형식적 조작기의 인지수준을 가진 학생이 속한 그

룹의 상호친밀도는 친하지도 않고 사이가 나쁘지도 않은 사이였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정보제공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2.1.2.2 과도기의 멘토(TRS)

인지수준이 과도기인 멘토 역시 정보제공 범주의 활동 비율이 높았다[그

림 Ⅳ-7]. 하지만 과제관리 및 질문요구의 비율도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



- 98 -

다. 세 가지 인지수준 중 과도기 멘토들의 상호작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표Ⅳ-12]. 박재용(2012)은 소집단 구성방식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학생들

이 인지적인 특성으로 소집단을 구성하는 것보다 정의적인 특성에 기초하

여 소집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선호한다는 것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는데,

형식적 조작기의 멘토보다 과도기의 멘토가 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RPM활동에서의 상호작용도 인지수준보다는 개인의 성향, 정의적 영역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서 과도기의 멘토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TRS: ...재밌었냐구요? 아뇨...아, 네! 재미는 있어요...아...재미라고 하기

는...그냥 막 재밌는 거는 아니고...다른 시간에는 자는데, 과학시간에는 잘

수가 없는 게 짜증났었는데요, 하다보니까 별 게 아닌 거에요. 저는 원래 공

책정리 같은 거 잘 못하는 애들 보면 막 해주고 그러거든요.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거는 아닌데, 이상하게 못하는 애들 보면 해주고 싶고 그래요.

근데 이 활동(RPM활동)하면서 제가 멘토일 때는 자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좀 보람도 느껴지고...그리고 말을 하다보니까, 모르는 용어도 내가 말하다

보니까 다시 알게 되고...신기했어요...

(TRS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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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인지수준이 과도기인 멘토의 범주별

RPM 활동요소 비율분포

:정보제공, 과제관리, 질문요구 범주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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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자 담화내용
R의 RPM 

요소

E의 RPM 

요소

TRS
야, 법선 그렸어? 아....이거는 곡면이니까 접선부

터 그려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해봤잖아.
QR1, IC1

FES 나는 대강 그려도 다 맞아. RR2

TRS 근데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가는데? QR1

FES 뭐? 그니까...나는 제대로 그렸는데? 니꺼랑 달라? QR1

TRS
어 달라. 이거 빛이 서로 퍼지게 나가야 하는 거 아

냐?
IC3, QR4

FES 어 그치...(지우개로 지운다) 또 뭐? A1

TRS
그리고 오목렌즈에서는 거리랑 상관없이 작고 똑바

로 서 있는거 아냐?
QR4

FES 아니, 초점보다 멀리 있으면 거꾸로지. RR2, IC2

TRS 그래? 아닌데...볼록렌즈가 그런 건데...너 거울이 QR1, IC4

[표 Ⅳ-21] 담화자료(그룹4 TRS-FES, 6차시)

과도기의 멘토는 질문요구 범주의 활동 빈도도 높았는데, 이는 무엇인가

를 물어보고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멘티가 자신의 답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들이었다[표Ⅳ-14]. Fuchs, Fuchs, Bentz,

Phillips 와 Hamlett(1994)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료 교수 활동

(Reciprocal Peer Tutoring)에서 훈련과 연습을 받은 처치 집단 학생들이

상호작용적인 설명을 교환했고 설명조직자(explanatory prompts)10)를 더

많이 활용했고 더 자주 질문하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이는 학업성취도에

효과적이었음을 밝혔다. 과도기의 멘토가 RPM활동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멘티에게 계속적인 질문으로 멘티가 자신의 오류를 발견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행동은 멘티의 파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

다.

10) 설명조직자: 새로 학습할 내용이 기존의 학습 내용에 비해 생소한 정보인 경우

적절하고 근사한 포섭자를 제공하는데 사용한다. Ausubel은 유의미학습의 지도 원

리에서 선행조직자(advanced organizer)를 설명하였다. 선행조직자는 새로운 과제

를 학습하기 전에 학습자가 이미 학습한 내용과 새로 학습할 내용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역할을 하며 제공 방식에 따라 설명조직자와 비교조직자로 나뉜다

(Ausubel,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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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렌즈랑 헛갈린거 아냐?

FES 응? QR1

또한 과도기의 멘토는 멘티가 형식적 조작기의 인지수준을 가질 때와 과

도기의 인지수준을 가질 때 그 반응 유형이 다른데 이 역시 다음 절에서

논의된다.

2.1.2.3 구체적 조작기의 멘토(CRS)

인지수준이 구체적 조작기인 멘토도 정보제공 범주의 활동 비율이 가장

높았다[그림Ⅳ-8]. 즉, 인지수준에 관계없이 멘토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조작기의 멘토의 특징은 상호작용 빈도가 다른 수

준의 멘토에 비해 적지 않으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인터뷰 결과 상대방에 비해 자신이 더 수준이 같거나, 낮기 때문에 내용

지식을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방

을 인정해주고,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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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의 RPM활동 요소 분포

[그림 Ⅳ-8] 인지수준이 구체적 조작기인 멘토의

범주별 RPM 활동요소 비율분포

:정보제공 범주 비율이 가장 높다.

인터뷰한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정말 말이 없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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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교사의 질문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단답형으로 대답하

곤 했었는데, 인터뷰에서 상당히 조리있게 자신의 상황을 풀어내었다. 특

히, 인터뷰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낸 것으로 보아, RPM활동으

로 인해 적어도 한 학생은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CRS: 저는...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멘토를 해야 한다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럼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C4(다른 구체적 조작기의 학

생)도 다른 조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저도 걔 정도는 하니까... 근데 해

보니까 짝궁(멘티)도 제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고요... 잘못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짝궁이(한테) 잘한

다고 칭찬해주는 거에요. 저도 칭찬받고 하면 더 잘하거든요.

(CRS 인터뷰 중에서)

2.1.2.4 동료 멘티의 인지수준별 특성

멘티의 범주별 RPM 요소 분포[그림 Ⅳ-9]에서는 질문요구(Question &

Request)범주가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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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티의 범주별 RPM요소 분포

[그림 Ⅳ-9] 멘티의 범주별 RPM 활동요소 비율분포 :

질문요구 범주 비율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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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는 멘토의 역할과 받는 멘티의 역할이 교환되면서, 멘티가 되

었을 때 학생들은 당연히 도움을 받는 역할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특히

사전교육 항목 중 ‘나는 멘토에게 당당히 요구하고 질문할 수 있다.’는 내

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담화에 투영한 것으로 보인다.

TRS : 그럼 넌 (광선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

CES : 아니, 몰랐지. 나는 니가 다 하면 그 담에 쓰려고 기다리고 있어. 니

가 가르쳐주는 거잖아.

(그룹6 TRS-CES, 3차시)

인지수준별 멘티의 범주별 상호작용은 [표 Ⅳ-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도기의 인지수준인 멘티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멘토의 경우와 같

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범주

  

멘토   

과제

관리

(PM)

정보

제공

(IC)

질문

요구

(QR)

수용

(A)

거부

반박

(RR)

영향

없는 

기여

(NC)

몸짓

(G)

정서적 

도움

(EH)

합계

(빈도)

FES 13 18 8 9 6 1 9 2 66

TES 17 21 24 4 5 1 8 3 83

CES 12 5 25 10 5 8 5 0 70

[표 Ⅳ-22] 인지수준별 멘티의 범주별 상호작용 빈도

2.1.2.5 형식적 조작기의 멘티(FES)

인지수준이 형식적 조작기인 멘티는 다른 수준의 멘티와는 달리 멘토의

경우에서처럼 정보제공의 범주에서 높은 활동 빈도를 보였다. 동료 멘토

의 인지수준에 따라 그 활동유형이 달랐는데, 멘토의 인지수준이 낮은 경

우, FES는 동료멘토의 역할을 빼앗고 과제수행의 주도권을 잡아서 자신

이 멘토의 역할을 대신 하는 모습이 보였다.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모

습으로 동료멘토가 활동지를 풀고 있으면 따라서 풀고, 동료 멘토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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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동료 멘토가 그에 응하지 못한 경

우 독자적으로 과제를 수행해버리는 모습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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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인지수준이 형식적 조작기인 멘티의

범주별 RPM 활동요소 비율분포

:정보제공 범주 비율이 가장 높다.

다음 인터뷰에서처럼 인지수준이 형식적 조작기인 멘티는 자신보다 인지

수준이 낮은 멘토는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역할이 바뀌었을 때는

자신의 것을 베끼기만 했다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형식적 조작기의 멘티

는 과제수행의 완성도에 가치를 높게 두고, 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주지

못한다면 멘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

다.

FES: 저한테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렸었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 거

에요. 그런데 저한테 가르쳐줄 생각도 안하고, 뭐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구요....(중략)... 그래도 저는 도움받는 입장이어야 하니까...근데 걔는 계

속 제 답만 베껴요. 그리고 확인도 안하고요. 그니까 저를 도와줄 수가 없다

니까요.

T: 그럼, 너는 걔(CRS)가 공부를 못하니까 너를 전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FES: 솔직히 그래요. 걔가 나대고 활발하기는 해도, 진짜 문제 풀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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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입다물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간

끝나면 활동지 내야 하니까, 제가 하자고 안하면 우리는 안 풀고 내야 하거

든요. 저는 그러기는 싫어요.

T: 시간이 많으면 기다려 줄 수 있었다는 말이야?

FES:....네...아뇨, 근데 걔는 아마 시간 많아도 제 눈치만 보고 있을 걸요.

(FES와의 인터뷰에서)

하지만 4차시가 더 진행된 후 이 학생은 생각을 바꾸게 되고, 멘토의 역

할을 인정하고 자신도 멘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쪽으로 행동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음을 다음 인터뷰로 알 수 있었다.

T : 오늘은 C가 잘했나보네. 활동도 활발히 하고...둘다 말이 없어서 이번에

도 그럴 줄 알았는데...

FES: 네, 저는 걔가 하기 싫어서 안하고, 저만 따라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

요. 근데, 제가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난 다음에...다른 애한테 얘기를 들었나

봐요. 쪽팔리다고 학원에서 막 공부했대요. 다른 반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대요. 예습도 하고요. 저는 예습은 안하거든요.

T: C가 노력했네. 그래서?

FES: 그니까요, ..네,..그렇잖아요, 공부해서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암튼

걔가 노력했다고 하니까, 저도 걔 말을 열심히 들어줬어요. 틀리게 말하는

거는 고쳐주기도 했지만...

(FES와의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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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과도기의 멘티(TES)

인지수준이 과도기인 멘티는 같은 수준의 멘토와 비슷하게 활동 빈도가

높았다. 또, 질문요구 범주의 활동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역할에 충실했

음을 알 수 있었고, 정보제공 및 과제관리 범주도 빈도가 높은 편으로 보

아 아예 멘토에게 기대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역시 과도기

의 멘티도 멘토가 누구냐에 따라 행동특성이 달랐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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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 의 RPM활동 요소 분포

[그림 Ⅳ-11] 인지수준이 과도기인 멘티의 범주별

RPM 활동요소 비율분포

:질문요구 범주 비율이 가장 높다.

과도기의 인지수준을 가진 멘티 중 한 명과 인터뷰한 결과 교사가 발문

을 했을 때 대답하는 것은 떨리고, 일어나면 아는 것도 제대로 답하지 못

할 때가 많은데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불필요한 긴장감이 생

기지 않아 RPM활동을 하는 것에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TES: 우선...음..저는 좋아요.. 수업시간에 말하면 떠든다고 맨날 혼났는데,

이거(RPM활동)하면서부터는 지적을 안당해요. 그리고 내가 멘토할 때도

있고 멘티할 때도 있어서 아예 잘하는 애한테 기대지 않으니까 저도 공부

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 대답하라고 하면 아는 것도 떨려서

대답을 못했는데요, 굴절같은 거요, 지난번에 입사각 굴절각 물어볼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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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는 거 알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대답할 때는

꼭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이 작아진다고 답을 하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애들 막 웃고...근데. 문제 풀면서 말을 해가면서 푸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고, 말을 한번 해보니까 선생님이 물어볼 때 입이 풀리는 기분이에요.

T: 응? 입이 풀려?

TES: 히히, 네. 목푸는 것처럼 입도 풀려서도 말이 잘 나와요.

(TES와의 인터뷰에서)

2.1.2.7 구체적 조작기의 멘티(CES)

구체적 조작기의 인지수준인 멘티는 예상대로 질문요구 범주 활동이 매

우 활발했다. 인터뷰를 하지 않고 겉으로만 관찰했다면 아예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RPM활동의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해본 결과 다른 인지수준

을 가진 멘티보다도 구체적 조작기의 인지수준을 가진 멘티에게는 RPM

활동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17.1 

7.1 

35.7 

14.3 

7.1 

11.4 

7.1 

0.0 

0.0 10.0 20.0 30.0 40.0

과제관리(PM)

정보제공(IC)

질문요구(QR)

수용(A)

거부반박(RR)

영향없는 기여(NC)

몸짓(G)

정서적 도움(EH)

CES 의 RPM활동 요소 분포

[그림 Ⅳ-12] 인지수준이 구체적 조작기인 멘티의

범주별 RPM 활동요소 비율분포

:질문요구 범주 비율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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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저는 솔직히 계속 멘티를 시켜줄 줄 알았어요. 못하니까요...

T: 네가 못하는게 뭔데?

CES: 저는 다 못해요....그리고 과학실 와서 자리에 막 렌즈 있고, 레이저

있고 하면 겁부터 나요. 다 고장낼까봐...저는 뭐든 만지면 고장나거든요. 집

에서도 그래요... 자리에 실험도구가 있으면 겁부터 나고...뭘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고...딴소리도 하고..그리고 사실은....지난번에 렌즈...그거 제가 깬

거에요.

T: 뭐? 근데 왜 그날 안 남았어? (웃음) 괜찮아, 안다쳤으면 된거야. 고장

난거는 니가 사오면 되는 거지. (웃음) 해본 소리야...계속 얘기해 봐. 너 참

말 잘하네.

CES: 선생니임~~~...네, 아무튼...그래서 멘토한테 계속 도와달라고만 하고,

알려달라고만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멘토할 때 멘티도 짜증났을 것 같아

요....(중략)...근데 지난번에 제가 멘토한테 뭘 물어봤었는데요, 걔도 모르는

거에요. 저는 이제, 걔가 선생님처럼 저한테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거든요. 처음에는 싫어하다가 좀 지나서는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친

해졌는데, 걔도 모르더라구요. 몰라서 대답 못해주는 거랑 아는데도 대답안

해주는 거랑은 틀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안심이 되는 거에요. 나만 모

르는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서요...

T: 좋은 거 배웠네.

CES: 네, 그래서 걔랑 더 친해졌어요.

T: 뭘 친해져...아웅다웅하면서...

CES: 아뇨아뇨, 걔가 계속 저한테 알려주기만 하고 그랬으면 저는 멘토 역

할은 해보지도 못하고 끝났을 거에요.

(CES와의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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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시 구체적 조작기의 멘티도 멘토에 따라 그 반응 유형이 달랐

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 절에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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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

  

  그룹       

과제

관리

(PM)

정보

제공

(IC)

질문

요구

(QR)

수용

(A)

거부

반박

(RR)

영향

없는 

기여

(NC)

몸짓

(G)

정서적 

도움

(EH)

R>E(빈도,(%)) 20(42) 25(35) 11(29) 3(17) 1(8) 5(56) 2(9) 0(0)

R=E(빈도,(%)) 20(42) 28(39) 20(53) 9(50) 9(75) 2(22) 12(55) 1(25)

R<E(빈도,(%)) 8(17) 18(25) 7(18) 6(33) 2(17) 2(22) 8(36) 3(75)

계 48　 71　 38　 18　 12　 9　 22　 4　

[표 Ⅳ-23] 그룹에 따른 멘토의 범주별 상호작용 빈도 및 비율

2.2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은 어떤 특

성을 지녔는가?

2.2.1 인지수준별 집단 구성에서 상호작용 특성

인지수준별로 조성한 그룹에서 멘토의 범주별 상호작용은 멘토와 멘티의

인지수준이 비슷한 동질집단의 경우가 가장 활발했다[표 Ⅳ-23]. 특히 동

질집단에서 멘토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타집단에 비해 거부반박(Refuse &

Rebuttal)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 그룹에서는 인지수준이 다른 그룹보

다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하고,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다. 인지수준이 유사

한 모둠의 경우 반론을 제기하며 의미를 보다 발전시키는 형태의 상호작

용이 이루어졌다(김조연 등, 2001)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멘토가 멘티보다 인지수준이 높거나 낮은 이질 집단의 경우 동질집단보

다 담화의 수가 적어 상호작용이 비교적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멘

토가 멘티보다 인지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멘토의 담화 빈도수가 가장 적

었다. 이는 자신이 멘티보다 성적이 낮고, 잘 모르는데도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감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멘토가 멘

티보다 인지수준이 낮은 경우에 멘토만의 범주별 상호작용 빈도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정보제공(IC) 범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지수준이 낮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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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멘토의 그룹별 RPM활동요소 비교

:동질집단(r=e)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 특히 거부

반박 범주가 높다.

하고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된 학생은 멘티에게 학습내용을 가르쳐주거나

활동관리를 위해 다시 책을 찾아보고, 앞으로 해야 할 상황을 정리하는

등 자발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역할 부여’가 자

기주도학습이 일어나는 통로라고 해석할 수 있고, RPM활동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그룹에 따른 멘티의 범주별 상호작용은 역시 멘토의 범주별 상호작용와

비슷하게 멘토와 멘티의 인지수준이 비슷한 동질 집단의 경우가 가장 활

발했다[그림 Ⅳ-13]. 전체적으로 살펴본 멘티의 상호작용 특징과 같이 동

질집단에서는 질문, 요구(QR) 범주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보제

공(IC) 범주도 높아, 멘티도 설명을 듣기만 하고 요구만 하지 않고, 정보

를 제공해주고 과제 해결을 위한 과제 관리 행동도 활발하게 하는 등 활

동에 활발하게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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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

  

그룹       

과제

관리

(PM)

정보

제공

(IC)

질문

요구

(QR)

수용

(A)

거부

반박

(RR)

영향

없는 

기여

(NC)

몸짓

(G)

정서적 

도움

(EH)

R>E(빈도,(%)) 8(19) 13(30) 21(37) 8(35) 9(56) 5(50) 3(14) 2(40)

R=E(빈도,(%)) 14(33) 20(45) 25(44) 12(52) 5(31) 3(30) 13(59) 0(0)

R<E(빈도,(%)) 20(48) 11(25) 11(19) 3(13) 2(13) 2(20) 6(27) 3(60)

계 42　 44　 57　 23　 16　 10　 22　 5　

[표 Ⅳ-24] 그룹에 따른 멘티의 범주별 상호작용 빈도 및 비율

특이하게도 멘토의 인지수준이 멘티의 인지수준보다 낮은 경우(r<e) 멘

티의 과제관리(PM) 범주에서의 상호작용 요소 빈도가 높았다[표 Ⅳ-24],

[그림 Ⅳ-14]. 이는 멘토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멘토의 자신감 부족으로 인한 소극적인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

고 멘티가 주도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동질집단에서는 정서적 도움

(EH)행동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질집단에서는 정서적 도움이 나타나고 있

는데, 수준이 높은 상대방에 대한 열등감이 언뜻 드러나고, 수준 높은 상

대방은 이를 위로해 주는 모습이 보인다. 또, 수준이 낮은 상대방이 엉성

하게나마 하는 설명을 경청해 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해 주

는 모습도 RPM활동을 하는 이질집단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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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4] 멘티의 그룹별 RPM활동 요소 비교

:동질집단(r=e)의 상호작용이 높은 편이지만, 멘티의

인지수준이 높은 경우 과제관리 및 정서적 도움 범

주 비율이 높다.

2.2.1.1 동료멘토가 동료멘티보다 인지수준이 높을 때(r>e)

멘토의 인지수준이 멘티의 인지수준보다 높은 집단의 상호작용이 다른

집단보다 덜 일어났다. 특히 빈도분석 자료만 살펴보면 이 집단에서 동료

멘토는 동료멘티에게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과제와 관계없는 잡담을

한다. 이는 학생들은 학습의 동료와 경쟁자라는 이중의 관계 때문에 토론

하는 것을 약간 부담스러워하고 다른 의견에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높은 성취도의 학생은 잘난 체 하는 것으로 인식될까봐 돕는

것을 주저한다(Lee 등, 2003)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룹＼범주

과제

관리

(PM)

정보

제공

(IC)

질문

요구

(QR)

수용

(A)

거부

반박

(RR)

영향

없는 

기여

(NC)

몸짓

(G)

정서

적 

도움

(EH)

계

r(%) 29.9 37.3 16.4 4.5 1.5 7.5 3.0 0.0 100

e(%) 11.6 18.8 30.4 11.6 13.0 7.2 4.3 2.9 100

[표 Ⅳ-25] 멘토의 인지수준이 멘티보다 높을 때(r>e) 범주별 멘토-멘티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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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자 담화내용
R의 RPM 

요소

E의 RPM 

요소

TES f3아,내가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PM111)

FRS (프린트에서 눈을 떼지 않고)뭔데? QR1

TES

그게…레이저 말야, 저번에도  그랬고,,,레이저는 빛이 가는 길

이 안보이잖아. 거울에 반사시킬 때도 빨간 선이 안보였는데 

어떻게 광선을 그려?

QR4

FRS 응? 광선? 보이는데? 레이저 가는 길 당연히 보여. IC4
TES 아닌데…안보여, 이거봐(레이저를 평면거울에  쏘아본다) RR1, IC4

[표 Ⅳ-26] 담화자료(그룹2 FRS-TES, 5차시)

이 집단에서 멘티의 RPM활동의 상호작용은 질문요구(QR)범주가 높다

[표 Ⅳ-25].

동료 멘티들은 멘토가 자신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못한 것을 마음껏 질문한다. 담화자료 및 인터뷰에서 동료 멘토가 제대로

대답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멘토를 자신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 여기

고 편하게 질문하는 내용에서도 질문요구(QR)범주가 높은 이유를 알 수

있다. 또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거부반박(RR)이 자연

스럽게 일어남을 관찰할 수 있다[표 Ⅳ-26].

2.2.1.2 동료멘토와 동료 멘티의 인지수준이 같을 때(r=e)

멘토 인지수준이 멘티와 같은 동질 집단의 상호작용은 다른 집단보다 훨

씬 활발했다[표 Ⅳ-27].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동질집단의 멘토,

멘티 특성은 전체적인 멘토, 멘티의 상호작용 특징과 거의 일치한다. 이

집단에서 멘토들의 상호작용은 정보제공(IC)범주가 가장 높았고, 질문요

구(QR), 과제관리(PM)의 범주도 높은 편이며, 멘티는 질문요구(QR)범주

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정보제공(IC)범주의 비율도 다음으로 높았다. 상호

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동질집단에서 더 논의활동이 활발하고 담화가 지

11) [표 Ⅳ-17] RPM 활동의 상호작용 분석틀(89쪽)의 ‘코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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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범주

과제

관리

(PM)

정보

제공

(IC)

질문

요구

(QR)

수용

(A)

거부

반박

(RR)

영향

없는 

기여

(NC)

몸짓

(G)

정서적 

도움

(EH)

계

r(%) 19.8 27.7 19.8 8.9 8.9 2.0 11.9 1.0 100

e(%) 15.2 21.7 27.2 13.0 5.4 3.3 14.1 0.0 100

[표 Ⅳ-27] 멘토의 인지수준이 멘티와 같을 때(r=e) 범주별 멘토-멘티의 상호작용

속되는 정도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집단에서는 아래 과도기-과도기 집단의 담화의 예에서와 같이 인지

적 측면에서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도움뿐만 아니라, 몸짓언어(G)

를 포함한 정의적 측면에서의 도움주기 활동으로 멘티를 활동에 끌어들이

는 역할을 함으로써 멘티 학생들의 탐구기능(관찰) 및 자아효능감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TRS: 오목렌즈는....내 안경이지! 내 안경이랑 이거(오목렌즈)랑 똑같다.

TES: (TRS가 자기 안경과 오목렌즈를 비교하는 것을 보더니 자신의 안경

도 벗어본다.) 내 것도 그렇네.

(그룹5 TRS-TES, 6차시)

또한 아래 멘티의 발언에서와 같이 멘토만 멘티에게 도움주기 활동을 하

는 것이 아니라, 멘티도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발언으로 멘토의 자아효능

감의 향상에 일조하는 도움주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ES: 와~ 근데 너는 선생님 말씀을 다 알아듣는 거야? 나는 못 알아듣겠

는데....법선도 그려봐.

(그룹 1 FRS-FES, 4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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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은, 둘다 인지수준이 형식적 조작기인 높은 수준의 집단에서는

멘토와 멘티의 상호작용이 다른 집단에 비해 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성측면에서 살펴보면, 둘 다 인지수준이 형식적 조작기인 학생들의 유

화성은 ‘상’, ‘중’으로 낮은 편이 아니었고, 게다가 외향성, 안정성, 개방성

및 성실성도 둘 다 높은 편이었다. 상호친밀도는 서로 친하지도 않고 사

이가 나쁜 편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인터뷰 해본 결과

높은 성취도의 학생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선생님처럼 행동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잘난 척하는 것처럼 서로 인식할까봐 조심스러워 하였으

며, 상대방이 과제풀이를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에 도와주기 위해

상대방을 매우 인식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

히려 몸짓(G) 빈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T: F1아, 너희는 별로 친하지 않은가봐? 다른 애들처럼 얘기를 많이 나누

질 않네.

FRS: 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친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F2보다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서 가르쳐주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가르쳐주려고 하

면 이미 다 했고...

T: 그렇구나. 근데 이번엔 네가 멘토였는데,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은 해

봤어?

FRS: 음.... 그게요, 제가 알려주면 F2가 저를 나서는 애, 아니면 잘난 척

하는 애로 생각할까봐 좀 그래요. 저도 딴 애가 그럼 좀.....그래도 F2가 활

동지 작성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 꺼랑 바꿔보자고 말은 꺼내봤어요.

자대고 안 그린 거랑, 단어 틀린 거랑 알려주고요. 기분 안 나쁘게....

(그룹1 FRS-FES 중 FRS와 인터뷰 중에서...)

다만, 둘다 인지수준이 구체적 조작기로 이루어진 낮은 수준의 집단의

경우 상호작용도 활발하고 논의활동도 잘 이루어진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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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자 담화내용

R의 

RPM 

요소

E의 

RPM 

요소

CES 칠판에 있네.  마젠타라고...자홍색이야 IC4

CRS 내가 기억해서  말할라고 했지! RR2

CRS

아무튼, 그래서  분홍색 비슷한 마젠타가 되는 

거고, 빛의 삼원색이 알쥐비니까 알이 레드, 쥐가 

그린, 비가 블루야, 그니까 쥐만 더 필요한거지. 

그린~  거봐, 나도 도움이 되지? 우리가 찌질하

긴해도 다 풀잖아.

IC4

CRS, CES (웃음) EH1

[표 Ⅳ-28] 담화자료(그룹9 CRS-CES, 9차시)

자신들의 그룹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지질하다’는 표현으로 인식한 측면이

있었다[표 Ⅳ-28]. 인성측면에서 살펴보면 유화성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 수준이었고, 안정성과 외향성도 한 사람만 ‘상’이었고 나머지 한사람

은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성실성은 둘 다 높았으며, 개방성은 둘 다 ‘중’

수준이었다.

두 학생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난 이유에 대해 한 사람씩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책을 찾아보고, 다른 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답인 것 같은 정보가 들리면 서로 받아 적는

노력이 있었다. 즉, 성실성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더

불어,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힘겨웠기 때문에 짝이 싫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잘하는 아이와 짝을 바꿔주면 더 잘 할 수 있겠다고 귀띔을 하기도

하였다.

CRS: 원래 우리는 친하지 않았는데요, 같이 하다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근데 같이 얘기할 때는 좋은데, 이제 시험지(활동지) 내고 할 때는 서로 자

신이 없는 거에요......(중략).....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열심히 들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옆에 애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있다가 베껴쓰고, 그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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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전략)...(RPM활동을) 하다보니까 친해져서 서로 말은 잘해요.....근

데 걔나 저나 1학년 때도 잘 못했거든요. 아직 중간고사도 안봐서 실력도

잘 모르겠고...근데 이번엔 (성적이)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어요....(중략)....같이 얘기하다가 저는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은데, 걔는 우

기고.... 그럼 싸우는 것처럼 돼버리고...암튼 걔가 싫은 건 아닌데, 공부할

때는 잘하는 애랑 하면 (저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나중에 열심

히 해서 냈는데, 다 틀렸다고 하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룹9 CRS-CES 중 CRS 및 CES, 각각의 인터뷰 중에서...)

이는 교사가 그룹을 구성할 때 성취도가 낮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끼리의 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조

사하여 그룹을 결성하더라도 그들의 자아효능감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시

사한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이 두 학생이 이뤄낸 성과가

인지수준이 높은 다른 학생과 함께했을 때도 이뤄낼 수 있었을 지에 대해

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2.2.1.3 동료멘토보다 동료멘티의 인지수준이 높을 때(r<e)

이 그룹에서는 멘토보다 멘티의 RPM 활동 요소의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표 Ⅳ-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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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자 담화내용
R의 RPM 

요소

E의 RPM 

요소

CRS

휴우~ 니가 더  잘하는데 내가 멘토하라고 하네. 

나는 너보다 수학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는데...너

는 전교에서 놀잖아, 전교일등을 내가 어떻게 가

르쳐....

PM1

FES

(가만히 듣고 있다가)아냐, 너는 체육을 잘하잖

아.  사회도 잘하고, 아, 말도 잘하고..활발하잖

아. 다들 잘하는 건 한가지씩은 있는 것같아.

EH1

[표 Ⅳ-30] 담화자료(그룹7 CRS-FES, 1차시)

그룹＼범주

과제

관리

(PM)

정보

제공

(IC)

질문

요구

(QR)

수용

(A)

거부

반박

(RR)

영향

없는 

기여

(NC)

몸짓

(G)

정서적 

도움

(EH)

계

r(%) 14.8 33.3 13.0 11.1 3.7 3.7 14.8 5.6 100

e(%) 34.5 19.0 19.0 5.2 3.4 3.4 10.3 5.2 100

[표 Ⅳ-29] 멘토의 인지수준이 멘티보다 낮을 때(r<e) 범주별 멘토-멘티의 상호작용

특히, 상대방보다 낮은 수준의 멘토는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나보다

수준 높은 동료를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열등감을 드러내어 오히려 상대

방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보였다. 하지만 이 그룹 멘토의 상호작

용 빈도가 낮은 데 비해 수용(Agree) 범주, 몸짓(Gesture) 범주의 비율이

높다. 이는 자신이 없기는 하지만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기도 했고,

인지적인 도움, 즉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는 힘들지만, 다른

도움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한 것으로 해석된다[표 Ⅳ-30].

이 그룹에서는 멘티한테서 과제관리 범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수준이 높은 멘티가 다음에 해야 할일을 지시한다든지, 정

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멘토가 주로 하는 역할을 대신 하는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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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자 담화내용
R의 RPM 

요소

E의 RPM 

요소

CRS 야, 줘봐,  거울 줘봐~ QR5

TES
너는  문제나 풀어. (안주고 계속 거울을 들여다 본다) 어? 뒤

집어도 거울이네
PM1, IC3

CRS
어디 줘봐! (거울을 뺏고는) 이게 오목거울이고, 이게  볼록거

울이지~
QR5, IC4

TES 아,  내놔~(다시 거울을 뺏어 들고는) 히히 못생겨가지고는… QR5, PM4

CRS
(선생님 눈치를 보더니)아씨~나도 좀 보자! 내가 봐야  알려주

지!(다시 거울을 확 뺏어들고 관찰한다.)
PM3

TES (r의  모습을 어이없이 보고 있다가)답이나 써봐. 니가 알겠냐? QR3, PM4

CRS 당연히 알지! 2번은 크게 보여. 아, 어지러워. IC1
TES 그건 니가 눈이 삐꾸라서(해석:나빠서) 그래. PM4
CRS (e에게 눈을 흘기며)꺼져. (자를 들고 상을  작도한다) PM4, G1

TES
(r이 문제푸는 것을 보더니 자신도 1번 문제의 상을  작도한

다.)
G2

[표 Ⅳ-31] 담화자료(그룹9 CRS-TES, 2차시)

서로 친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과

제관리 행동을 하더라도, 멘토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

습이 보인다[표 Ⅳ-31]. 즉, 수준이 높든 낮든 멘토와 멘티의 역할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RPM 활동을 시작하기 전 사전 교육이 반

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 120 -

2.2.2 상호동료멘토링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담화에서

상호작용 패턴

Webb(1985)는 협동학습 과정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을 정

리하면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1)비구체적 상호작용(nonspecific

interaction), 2)도움주기(Giving Help), 3) 도움받기(Taking Help), 4)연속

적인 행동 : 도움 요청에 대하여 응답하기)sequences of behavior :

responses to requests for help)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학업성

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도움주기는 다시 1)모든 유형의 도움

주기, 2)설명하기, 3)단답식 반응으로 구분하였고, 여기서 설명하기는 문제

해결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상세히 가르쳐 주는 것

을 말하고 이와는 달리 단답식 반응은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답을

얻는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정답만을 제시해주거나 또는 정답이나 설명

없이 틀렸다고 지적만 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유형의 도움 주기는 전반

적으로는 성취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나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

고, 설명을 하는 것은 일관되게 성취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단답식

반응은 성취도와 무관하였다. 또 도움받기도 1)모든 유형의 도움받기, 2)

설명듣기, 3) 단답식 반응 듣기로 구분하였다. 성취도와의 관계에서 단답

식 반응을 듣는 것은 성취도와 부적인 상관이 있었고, 설명을 듣는 것은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은 상세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올바른 과정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받

음을 알아내었다. 본 연구의 2.1.1-2.2.3의 결과에 의하면 동료 멘토의 상

호작용은 정보제공 범주가 높아 도움주기의 역할을 주로 하고, 동료멘티

의 상호작용은 질문요구 범주가 높아 도움받기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RPM활동의 상호작용 요소 분류틀에서 각 코드들

을 도움주기와 도움받기의 측면으로 분류하였다[표 Ⅳ-32]. 학생들의

RPM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도움주기 및 도움받기 측면에

있어서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및 중립적인 영향(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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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지 않는) 요소로 코드를 분류하여 상호작용패턴의 조각을 찾아내

는데 이용하였다.

코드분류 도움주기 도움받기

긍정(+1)
P1, P2, P3, IC2, 

IC4, G1, EH1, EH2

QR1, QR4, A1, A2,

 RR1, G2, EH1, EH2

중립(0) IC1, IC3, IC5 QR2, QR5, , RR2

부정(-1) P4, NC1, NC2 QR3, NC1, NC2

[표 Ⅳ-32] RPM활동의 상호작용 요소의 코드별 분류

긍정적인 도움주기 요소에는 과제관리(Project Management) 범주에서

상대방과 함께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과제를 나누려는 등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PM1), 상대방에게 다음 절차

를 제안하고 안내하는 행위(PM2), 과제해결과 상관없이 낭비행동을 하는

상대방의 행동을 제지하는 행위(PM3), 정보제공(Information

Contributing)의 범주에서 상대방의 질문이나 요구에 상세한 설명을 곁

들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IC2), 상대방의 발언에 추가 설명이나,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정교화시키는 행위(IC4), 몸짓(Gesture) 범주에서는 비언

어적인 긍정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G1), 정서적 도

움(Emotional Help)범주에서는 상대방이 과제해결을 못해 좌절할 때 위로

해주거나 공감해주는 행위(EH1), 상대방의 의견이 옳든 그르든 경청해주

는 행위(EH2)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중립적인 도움주기의 요소는 정보제공(Information Contributing)의 범

주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풀이과정 없이 답만 알려주거나, 과제해결과 관

련없는 정보를 주는 행위(IC1), 상대방의 요구나 질문이 없는데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IC3), 정보를 제공할 확신이 없으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혼자 묻고 답하는 행위(IC5)로 분류되었다.

도움주기의 요소에는 포함되나 RPM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

로는 과제관리(Project Management) 범주에서 과제를 수행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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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아닌 제안을 한 상대방에게 면박을 주거나 비난하는 행위(PM4), 영

향없는 기여(Non-influential Contributing) 범주의 상대방에게 무관심하

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NC1)와 과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행위(NC2)가 있다.

긍정적인 도움받기 요소에는 질문요구(Question & Request) 범주에서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 되묻는 행위(QR1), 과정설명을 요구하는 행위

(QR4), 수용(Agree) 범주에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질문에 인정하고 동의하

는 등 적극적인 수용 행위(A1)와 상대방의 의견이나 질문에 짧게 대답하

거나(응), 고개만 끄덕이는 등 소극적인 수용 행위(A2), 거부 및 반박

(Refuse& Rebuttal) 범주에서 상대방의 제안이나 설명을 적극적으로 거부

하고,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RR1), 몸짓(Gesture) 범주에서 비언어

적인 긍정행동을 따라하는 행위(G2) 및 도움주기 요소와 중복되게 정서적

도움(Emotional Help)범주에서는 상대방이 과제해결을 못해 좌절할 때 위

로해주거나 공감해주는 행위(EH1), 상대방의 의견이 옳든 그르든 경청해

주는 행위(EH2)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동료 멘티의 상대방의 제안이

나 설명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RR1)에 대

해서 동료 멘토가 그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배움이 일

어난다고 인식했다.

중립적인 도움받기 요소에는 질문요구(Question & Request) 범주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상대방은 무시하고 교사에게 질문하는 행위(QR2), 실험

도구를 요구하는 행위(QR5), 거부반박(Refuse& Rebuttal) 범주에서 상대

방의 제안이나 설명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행위(RR2)가 분류되었다.

도움받기의 요소에는 포함되나 RPM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

로는 질문 및 요구(Question & Request) 범주에서 정답만 묻거나 베끼

는(요구하는) 행위(QR3) 및 도움주기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된 영향없

는 기여(Non-influential Contributing) 범주의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NC1)와 과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행위(NC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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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개시자

분류

코드
내용

동료

멘토

패턴

R

R-1 도움주기(G)-도움받기(T)-도움주기(G)-도움받기(T)-반복

R-2 도움주기(G)-도움받기(T)-대화단절(SD)

R-3 도움주기(G)-도움받기거부(NT)-도움주기(G)-도움받기(T)

R-4 도움주기(G)-도움받기거부(NT)-대화단절(SD)

동료

멘티

패턴

E

E-1 도움요청(RH)-도움주기(G)-도움받기(T)-반복

E-2 도움요청(RH)-도움주기거부(NG)-대화단절(SD)

E-3
도움요청(RH)-도움주기거부(NG)-도움요청(RH)-도움주기(G)-도움받기

(T)

[표 Ⅳ-34] 담화개시자별 패턴 분류 코드: 총7가지의 패턴이 있다.

상호작용 패턴 요소 설명

G 도움주기(Giving help)

NG 도움주기 거부(Negative Giving), 부정적 도움주기

T 도움받기(Taking help)

NT 도움받기 거부(Negative Taking), 부정적 도움받기

RH 도움요청하기(Request for Help)

SD 대화단절(Severance of Discourse)

[표 Ⅳ-33] RPM활동의 상호작용 패턴 분류 요소에 대한 설명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한 담화에서는 RPM활동의 상호작용 패턴을 유

도하기 위해 크게 ‘도움주기(Giving help)’, ‘도움주기 거부(Negative

Giving)’, ‘도움받기(Taking help)’, ‘도움받기 거부(Negative Taking)’, ‘도

움요청하기(Request for Help)’, ‘대화단절(Severance of Discourse)’의 6가

지 요소로 나누었다[표 Ⅳ-33].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서 동료멘토와 동료멘티의 상호작용은 담화개시자

에 따라 다음과 같이 7가지의 패턴으로 정리할 수 있다[표 Ⅳ-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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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패턴 R : 동료 멘토가 담화 개시자인 경우의 상호작용

패턴

동료 멘토가 담화를 시작하는 경우의 패턴이다. 동료 멘티의 도움요청이

없는(without requests) 상황에서 과제해결 혹은 문제해결을 위해 동료멘

토가 담화를 시작한다.

(1) 패턴 R-1

이 패턴은 RPM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패턴이다. 동료멘토가

과제해결을 위해 동료 멘티에게 도움을 주고, 동료 멘티는 도움을 받는다.

[그림Ⅳ-15]패턴R-1 : 도움주기(G)-도

움받기(T)-도움주기(G)-도움받기(T)가

반복되는 패턴이다.

이렇게 멘티가 멘토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검

토하지 않고 수동적인 자세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과제해결이 성공

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두 경우가 나타난다. 도움을 주는 동료 멘토가 내

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과제해결방법을 적절하게 제시하여, 멘티가

동료 멘토의 답만 따라 쓰고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과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표 Ⅳ-35]. 즉, 멘티는 무임승차를 한 것이며, 멘티의 배움

이 제대로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멘티가 무비판적으로 내용을 받아들였

기 때문에 교사가 멘티에게 개별적 질문을 했을 때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

며, 옳은 대답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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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자 담화내용

CRS
(한숨쉬며) 아...1번은 모르겠다. 2번부터 내가 해볼게.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설명 열심

히 듣는 건데... 오목렌즈는 빛이 반사하는데...

FES
야, 렌즈야, 렌즈. 빛이 반사하는 건 거울이고...그리고 웃기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 계속 가

르쳐줬잖아. 잘 좀 해봐. 나한테만 시키면서....장난이야, 장난~

[표 Ⅳ-36] 담화자료(그룹7 CRS-FES, 6차시)

담화자 담화내용

FRS 굴절이란... 굴절은..야, 내가 쓸테니까 보고 받아써. 아무것도 안하면 안돼.
CES 어. (필기구가 없어서, FRS의 필통해서 볼펜을 꺼내 쓴다)
FRS 야, 볼펜말고 샤프써. 볼펜으로 하면 못 지워. 굴절은 경계면에서 빛이 꺾이는 현상....
CES 어. 굴절은....

FRS
빨리 쓰라니까. 그담에 이거 아까 선생님이 말한거다, 굴절하는 이유는...빛의 속도가 달

라서....
CES 어...

[표 Ⅳ-35] 담화자료(그룹3 FRS-CES, 4차시)

하지만 동료멘토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가르쳐 주는 경우, 동료 멘티

가 무비판적으로 받아적기만 하고 검토하지 않는다면, 이 상호작용 패턴

에서의 과제해결을 실패하게 된다.

(2) 패턴 R-2

[그림 Ⅳ-16]패턴R-2 :

도움주기(G)-도움받기(T)-대

화단절(SD)패턴이다.

이 패턴은 동료 멘토가 동료 멘티보다 인지수준이 낮을 때 주로 나타난

다. 과제해결을 위한 내용지식은 잘 모르지만 멘토의 역할을 하기 위해

담화를 개시했으나, 동료 멘티가 동료 멘토의 발언에 비난을 하거나, 지적

을 하는 등의 반응이 있을 때 더 이상 동료 멘토는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고 대화는 단절된다[표 Ⅳ-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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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7]패턴R-3 : 도움주기(G)-도

움받기거부(NT)-도움주기(G)-도움받기

(T) 패턴이다.

CRS .....(이미 상처받음)

담화자 담화내용

FRS 이번에는 너도 좀 해봐. 이번에는 쉬워. 책보고 해도 된대.

TES 어...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FRS (한숨쉬며) 이거 지난번에 숙제로 해오라고 한건데...그래도 내가 하면 답만 물어보지 말고 찾아봐.

TES 어...(책을 들춰보며)그래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FRS 왜 몰라, 나도 이제 답만 알려주지는 않을 거야.

TES 그래 뭐...

[표 Ⅳ-37] 담화자료(그룹2 FRS-TES, 5차시)

담화자 담화내용

CRS
(먼저 말을  걸지 않고 자신의 안경을 벗어서 만지작거리면서)나는 근

시이고 난시인데, 내 안경은 그럼...오목렌즈구나.

TES (CRS를 힐끗 보더니, 자신의 안경도 벗어서  관찰한다.)

CRS
혼잣말을 하며 답안을 작성한다.) 여기는...  오목렌즈....오목렌즈는 빛을 

퍼뜨리니까...상이 망막 앞에 생기는 것을 뒤로 보낸다.  그니까..근시

[표 Ⅳ-38] 담화자료(그룹8 CRS-TES, 7차시)

또, 동료 멘토가 동료 멘티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동료 멘티가 답만

베껴쓰려고 하고,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상

호작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동료 멘토는 더 이상 상호작용

을 시도하지 않는다[표 Ⅳ-37].

(3) 패턴 R-3

이 패턴은 동료 멘토가 담화를 개시했는데, 동료 멘티가 받아주지 않음

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여 결국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

난다[표 Ⅳ-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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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TES의 학습지를 힐끗 보면서, TES쪽으로 자신이 작성한 학습지를 볼 

수 있게 밀어준다.)

여기까지 동료 멘

토가 계속 대화를

시도하지만, 멘티

가 거부하여 잠시

대화가 단절된 것

같아 보인다.)

TES 뭐하라고?

CRS 보라고. 

TES 안봐도되는데? 

CRS 그럼 말든가... (책을 뒤적거리면서 자신의 학습지를  작성한다.)

TES
(CRS가 책을 뒤적이는 모습을 보더니, 자신도 책을  찾아보면서 학습지를 

작성한다.)

그러나 동료 멘토

의 계속적인 대화

시도로 상호작용

이 일어나 대화단

절 현상은 사라진

다.

CRS
(다시 TES와 대화를 시도한다)이거 했어? 원시?  이거는 근시랑 다 

반대인데…

TES 알어. 

CRS 너는 원래 눈이 좋았어? 안경 원래 안썼어?

TES
아니, 나도 0.7인가 그래. 잘 안보이는데, 안경쓰면  눈이 더 나빠진

다고 해서..

CRS 근데 우리 반에는 볼록렌즈 안경쓰는 애들은 없지?  (주변을 둘러본다)

TES (시큰둥하게)엉. 볼록렌즈는 할머니들이 쓰는거잖아.  노안이야, 노안.

CRS 그럼 원시가 노안이냐?

TES 음....그럴껄.

(4) 패턴 R-4

[그림 Ⅳ-18]패턴R-4: 도움주

기(G)-도움받기거부(NT)-대화단

절(SD)패턴이다.

사이가 좋지 않거나, 친하지 않은 사이의 동료들이 같은 조가 되었을 때

초기에는 동료 멘토가 멘티에게 대화를 시도해도 멘티의 반응이 부정적이

면 대화가 단절되는 패턴이 보인다. 특히, 동료 멘토가 멘티보다 인지수준

이 높을 때는 두 가지 양상이 보이는데, 한 가지는 동료 멘토가 잘난척을

한다고 인식하고 무시해 버리는 양상[표 Ⅳ-39], 다른 한 가지는 아예 동

료 멘토가 하는 대로 모든 해결과정을 맡겨버리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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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자 담화내용

FRS
(활동지를 받자마자 자를 대로 문제를 풀다가) 이거..., 1번과 3번 답이 같을 걸. 나는 같

다에 한표.
TES ...나도 알아. 잘난 척 그만하고 니꺼나 해. 
FRS ...

[표 Ⅳ-39] 담화자료(그룹2 FRS-TES, 3차시)

2.2.2.2 패턴 E : 동료 멘티가 담화 개시자인 경우의 상호작용

패턴

동료 멘티가 담화를 시작하는 경우의 패턴이다. 과제해결 혹은 문제해결

을 위해 동료 멘티가 먼저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멘티의 도움요청에

대한(about requests) 동료 멘토의 도움주기로 이어진다. 임희준(1998)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동학습이 이루어질 때 도움받은 행동 및 내용에 대

한 인식조사에서 다른 학생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이유로 자신이 아는 것

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가르쳐 주었다는 응답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물

어보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응답이 많음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도움

을 요청하는 행동이 활발할 때, 도움을 주는 행동도 활발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비해 동료와의 상호

작용은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기 때문에(Minstrell,

1992; Webb, 1982a)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수동적인 학습

자로 남아 있다면 동료와의 상호작용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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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턴 E-1

[그림 Ⅳ-19] 패턴E-1: 도움요

청(RH)-도움주기(G)-도움받기

(T) 패턴이다.

패턴 E-1은 일반적으로 동료 멘티가 도움을 요청한 후 동료 멘토가 도

움주기 반응을 하고 자연스럽게 동료 멘티가 도움받기 활동을 반복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도 패턴 R-1과 마찬가지로 도움받는 동료 멘티가 아무

런 비판 없이 동료멘토의 일방적인 도움을 받기만 할 때, 만약 동료 멘티

의 내용 지식이 부실하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과제해결에 실패한다는 단

점이 있는 유형이다. 하지만 좋은 측면으로는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상

호작용이 오래 지속되는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표 Ⅳ-40]. 특히 이 경우

에는 동료 멘티가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한 것인

만큼 동료 멘토의 발언을 정교화시키는 과정이 드러나 주목할 만한 패턴

으로 판단된다.

담화자 담화내용

TES 야, 프리즘 할 때도 법선이랑 뭐 그런거 그려야 하냐?
TRS 그치. 법선이랑, 입사각, 반사각 그리면 될 껄. 야, 1번부터해 1번. 쉽네~
TES 어. 왠지 그림 나오면 빨리 그려야 할 것 같아서...
TRS 어. 그래.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고...너도 이거 빨리 써. 너도 알지?

TES 당연하지. 그담에 빛의 분산은 빛이 퍼지는 거지
정교화

~
TRS 어. 근데 5번은 왜 이렇게 칸이 크냐? 무지개, 무지개~~~

[표 Ⅳ-40] 담화자료(그룹5 TRS-TES, 8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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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턴 E-2

[그림 Ⅳ-20]패턴E-2 : 도움요청

(RH)-도움주기거부(NG)-대화단절

(SD) 패턴이다.

패턴 E-2는 동료 멘티가 문제를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동료 멘

토가 도움주기를 거부하거나 동료 멘티를 비난하거나 면박을 주어 대화가

단절되는 유형이다[표 Ⅳ-41],[표 Ⅳ-42]. 두 구성원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거나, 사이가 좋았는데 싸웠거나, 감정을 건드렸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하고 과제해결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다.

담화자 담화내용

CES 야, 굴절각이 뭐냐?
TRS 거기 책에 있잖아. 여기 위에도 나와 있고....알면서 물어봐.
CES ...(면박을 당하는 바람에 시무룩해졌음)

[표 Ⅳ-41] 담화자료(그룹8 TRS-CES, 4차시)

담화자 담화내용

ces 아, 근데 볼록거울은 어디에 상이 생겨야 하는 거야?
TRS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CES ...

[표 Ⅳ-42] 담화자료(그룹8 TRS-CES,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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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턴 E-3

[그림 Ⅳ-21] 패턴E-3: 도움요청(RH)-도움주기거부

(NG)-도움요청(RH)-도움주기(G)-대화단절(SD) 패턴이

다.

동료 멘티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지만 동료 멘토의 시큰둥하거나 무관심

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움을 요청하여 결국 도움주고 받는 상호작

용을 이끌어낸 패턴이다[표 Ⅳ-43]. 동료 멘티의 담화 시도 노력 및 배우

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 등 동료 멘티의 태도가 중요하다. 동료 멘토가

담화를 개시한 R-3 패턴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동료 멘티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멘토나 멘티의 인지수준보다는 참여도의 문제로 해

석된다. 즉, 함께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조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 패턴에서는 특히 멘

토의 도움주기를 거부하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요청으로 도움을

이끌어냈다는 측면에서 멘티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대방의 거부반응에 도움 받고자 하는 혹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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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자 담화내용

TES FRS야,내가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FRS (프린트에서 눈을 떼지 않고)뭔데?

TES

그게…레이저 말야, 저번에도  그랬고,,,레이저는 빛이 가는 길이 안

보이잖아. 거울에 반사시킬 때도 빨간 선이 안보였는데 어떻게 광선

을 그려?

FRS 응? 광선? 보이는데? 레이저 가는 길 당연히 보여.

TES 아닌데…안보여, 이거봐(레이저를 평면거울에  쏘아본다)

FRS 어? 진짜네? 이상하네? 책에는 그렇게...(안나오는데..)

TES
그치? 책에는 광선 보이는 것처럼 빨간 색으로 그어놨잖아. 그래서 

헛갈렸다니까.

FRS 뭐야, 책이 잘못된 거 아냐?

[표 Ⅳ-43] 담화자료(그룹2 FRS-TES, 5차시)

담화자료[표Ⅳ-43]에서 멘티는 멘토가 가지고 있는 선개념과 불일치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멘토의 반응을 이끌어내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2.2.3 RPM활동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생들의 지식구성 과정

에 대한 사례 연구

Vygotsky에 따르면, “학생의 인지능력이 발달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

결에 있어서 자기 조절 능력이 점차 증가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덜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근접발달영역에서 멘티는 멘

토의 도움을 받는 수행으로부터 멘토의 도움없이 자기 조절에 의한 수행

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Tharp 등(1988)은 근접 발달 영역내에

서 발달을 몇 가지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Tharp & Gallimore,

1988)[그림 Ⅳ-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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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2] ZPD를 통한 인지능력 발달 과정

사회 문화적 구성주의는 Vygotsky(1978)의 발달 심리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의 인지적 발달과 기능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내면화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Vygotsky는 내면화가 단순한 ‘모사’ 혹은 ‘베끼기’의

과정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임을 강조한다. 이번 절에서는 사회문화적 구

성주의 관점에서 과학적 사고와 지식 구성 과정에 RPM활동의 개인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학생의 ‘빛’ 단원 활동지 및 활동지에 제시

된 문제의 해결과정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즉, RPM활동에서 상호작

용을 통해 내면화의 과정이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담화 및 활동지의 분석에서 두 학생 모두 과학적 개념을 가지

고 있거나 두 학생 모두 비과학적 선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근접발

달영역(ZPD)이 없기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도 미비하여 1단계의 인지발달

과정도 시작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내면화가 보이는

지식구성과정을 논의할 수 있는 경우는 두 학생 사이의 개념이 다른 경우

담화에 반영이 되었는지, 활동지에 반영하여 과학적 개념으로 수정하였는

지의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활동지에서 요구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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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보는 것에 대한 학생의 개념(1차시)

Guesne(1985)은 학생들에 대한 설문과 면담을 바탕으로 보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을 크게 넷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물체, 눈, 빛 사이에

아무런 상호작용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눈과 물체 사이

의 중계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빛이 물체를 밝게 해줌으로

써 물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눈에 대한 능동적

인 시각개념으로 빛이 물체를 밝게 해주면 눈에서 무엇인가가 물체로 나

감으로써 물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은 과학적 개념

으로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감으로써 물체를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그림 Ⅳ-23].

개념 1 2 3 4

도식

해석

눈, 빛 사이에 아

무런 상호작용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눈과 물체 사이

의 중계자의 필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빛

이 물체를 밝게

해줌으로써 물체

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눈에 대한 능동

적인 시각개념.

빛이 물체를 밝

게 해주면 눈에

서 무엇인가가

물체로 나감으로

써 물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과학적 개념. 빛

이 물체에서 반

사되어 눈으로

들어감으로써 물

체를 볼 수 있다

는 개념

[그림 Ⅳ-23] 보는 것에 대한 학생 개념 도식과 해석

오원근과 김재우(2002)는 시각에 관한 문항에서 1학년 학생들은 다른

학년 학생들과는 달리 ‘눈에서 나온 빛과 물체에서 나온 빛이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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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대답하는 빈도가 높음을 알아내었다. 이는 수업 전 학생들이 가

지고 있던 ‘눈에서 빛이 나와서 물체가 보인다’는 선개념과 학습을 통

하여 얻은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와서 보인다’는 개념이 결

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집중 관찰 대

상 12명의 학생들 중 구체적 조작기의 학생과 과도기 학생 2명이 눈에

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어 광원으로 가는 개념을 보였고 나머지

학생들은 오개념을 보이다가도 RPM활동을 통해 과학적 개념으로 수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다음 경우는 학생이 잘못된 개념을 그려놓은 후

RPM활동 과정에서 담화를 나누다가 오류를 발견하고 볼펜으로 그려

수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옆에 과학적 개념으로 다시 그려놓은 예이다.

[그림 Ⅳ-24] CES의 응답(1차시2번)-CRS-CES 그룹 : 옆에 과학적

개념으로 다시 그려놓음.

[그림 Ⅳ-24]는 9그룹의 CRS와 CES의 1차시 활동지의 2번 문제에 대한

응답이다. CES는 처음에는 ‘광원→눈→물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CRS의 활동지를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담화를 나누다 자신의 활동지

를 올바른 개념(‘광원→물체→눈’)으로 수정하였다. 이 경우 개인 간의 상

호작용이 지식 구성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담화

과정 중 멘티의 발언에서 개념의 정교화가 드러나면서 내면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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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나도 보여줘봐. 너만 해?

CRS: 야, 너나 나나...

CES: (앞의 조 활동지를 살피며 자신의 활동지와 멘토의 활동지를 비교해

본다.) 야, 내가 틀렸으면 말을 해줘야지.

CRS: 니가 뭐가 틀렸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CES: 니가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 아, 그렇지~ 눈으로 들어와야 보이지.

CRS: 몰랐냐?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아예 어두우면(빛이 없으면) 아

무것도 안 보인다고...

CES: 어, 그니까, 빛이 물체에 반사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눈으로 들어오

는 거지
정교화

.

그래야 보이는 거지. 오케이~

2.2.3.2 반사의 법칙에 대한 학생의 개념(1차시-3번 문항)

반사의 법칙은 첫째,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둘째, “입사광선과 반사

광선 및 법선은 한 평면상에 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책이나 시

험에서 반사의 법칙을 적용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평면에서 입사광선에

대한 반사광선을 찾는 활동이나 입사각과 반사각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

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법칙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공간상에서 반사광선의 방향을 찾을 때는 반드시 적용해야만 하는 법칙이

므로 두 가지 법칙을 함께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권경필,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반사의 법칙에 대한 학생의 개념을 알아보

는 문제는 평면거울을 바닥에 놓았을 때, 비스듬하게 기울여놓았을 때, 곡

면거울에서 입사광선을 그려주고 그에 따른 반사광선을 반사의 법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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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리도록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림 Ⅳ-25] FES의 응답(1차시 3번)

또, 강의에서도 입사각, 곡면이라면 접선을 설명한 후 법선, 입사각, 반

사각, 반사광을 그리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강조하였더니 집중관찰

대상이 된 학생 모두 거울 면에서 법선을 그리고 입사각과 반사각을 표시

하였으며, 곡면 거울에서 접선을 그린 후 법선을 그리는 정확한 개념을

보였다.

담화에서도 1차시 3번 문제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담화를 시작한 학생은

없었다. 지식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집중관찰대상이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접발달영역이 형성되지 않아 상호작용이 생기지 않

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인성 측면에서 볼 때, 참여한 연구대상들이

모두 성실성 요인이 높아서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하여

듣고 필기한 결과로 해석된다.

2.2.3.3 평면거울의 상에 대한 학생의 개념(1차시)

본 연구에서 평면거울에 의한 학생의 개념을 활동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

집중관찰대상 12명 중 거울을 보는 상황에서 광원 → 물체 → 거울 → 눈

으로까지의 빛의 이동경로를 알고 있는 학생은 9명이었고 이 중 물체의

한 점에서 2개의 광선추적을 시도한 학생은 단 1명이었다.

권경필(2007)의 연구에서는 거울을 보는 상황에서 빛의 이동경로를 알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27.8%(10명), 광원 → 물체 → 거울까지만 표시한 학

생이 13.9%(5명)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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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거울에 의한 상 개념은 앞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그림 Ⅱ

-6](63쪽)와 같이 수업 전 ‘전체적 개념(HC: Holistic Conceptualization)’

에서 수업 후 ‘상 투영 개념(IPC: Image Projection Conceptualization)’ 및

과학적 개념으로 종합할 수 있다.

[그림 Ⅱ-6] 수업 전ㆍ후 학생의 거울상 개념

거울상에 대한 상 투영 개념 중 (a)는 반사의 법칙에 위배되고 있으며

(IPC1), (b)는 반사의 법칙을 잘 적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 광선에 의

한 상 투영으로써 상의 위치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어려운 경우이다

(IPC2).

[그림 Ⅳ-26] FRS의 응답(1차시4

번)-FRS-TES 그룹-과학적 개념에 가까움

[그림 Ⅳ-27] TES의 응답(1차시4

번)-FRS-TES 그룹

위 그림들은 그룹 2의 FRS와 TES의 1차시 활동지의 4번 문제에 대한

응답이다. FRS는 그림 속에서 광원에서 오는 광선 중 일부가 물체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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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반사될 때, 반사되는 광선 2개를 선택하여 평면거울 면에 반사되

어 눈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상의 모습을 광선추적을 하여 정확하게 과학

적 개념이 드러나도록 그렸다. 이 학생은 12명의 학생 중 유일하게 평면

거울의 상에 대해 과학적 개념에 가까운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점 2개를

선택했다면 상의 크기도 가늠할 수 있다. FRS는 평면거울에서 상을 그리

는 방법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내면화하여 그렸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그

림 Ⅳ-26], TES는 한 점에서 2개의 광선이 반사되어 나오도록 그린 FRS

의 그림을 물어보고 따라 그렸음을 알 수 있다[그림 Ⅳ-27]. 하지만 평면

거울에서 반사의 법칙을 표시하지 못했고, 한 점에서 반사되는 2개의 광

선을 추적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2개의 점에서 광선 하나씩을 추적한

것으로 IPC2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내면화

의 진정한 의미인 ‘창조’가 아니라 ‘모사’의 수준의 과정으로 보인다. 그러

나 두 학생의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담화에서는 TES가 정확하게 이해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담화와 실제의 문제풀이 과정에는 괴

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경우에는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담화에는

영향을 주었으나, 과학적 사고와 지식 구성 과정에는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FRS : 한 점에서 2개 뽑아내라니까.

TES: 한 점? 나도 한 점에서 2개 반사되는 것처럼 그렸는데?

FRS: 야, 자를 안대고 그리니까 광선이 휘어지잖아.

TES: 나도 알아. 한 점에서 2개 안 나오면 위치 안 나오잖아.
상호작용 영향

그림을 못그

릴뿐..

FRS: 잘 아네. 그러니까 고쳐봐.

TES: 그래도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둘래. 다음 거(문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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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거울과 종이에서의 반사 및 정반사와 난반사의 구분에

대한 학생의 개념(1차시)

본 문항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 12명의 활동지 분석 결과 4명을 제외하

고 종이는 반사가 되지 않아서(반사 부정) 혹은 반사가 잘 되지 않아서

(반사되는 정도가 낮음) 얼굴이 비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Guesne(1985)의 13-14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울과 흰 종

이에서 빛의 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 대부분은 거울은 반사하지

만 흰 종이에서는 빛이 반사되지 않고 머물러있다고 답하였다. 권경필

(2007)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난반사에 대한 개

념을 묻는 문항에서 종이는 빛을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흰 종이에서는 얼

굴이 비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52.8%(19명), 설명을 못하

거나 응답하지 않은 학생은 16.7%, 명확히 종이에서 난반사 일어나기 때

문이라고 진술하고 그림으로도 잘 나타낸 학생의 비율은 13.9%(5명)임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RS-TES 그룹과 CRS-CES 그룹의 학생들은 평면거울

은 반사해서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만, 종이는 반사하지 못해서 자신의 얼

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오개념을 드러내었고, 정반사와 난반사의 차이를

그림으로 그리고 반사의 법칙을 이용하여 설명하라는 문제에서는 과학적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TES: 내가 거울 먼저 볼게. 줘봐.

TRS: 야, 뭘 그렇게 오래봐. 그냥 보면 되지. 봐, 거울에는 니가 비치지?

근데 종이에는 안비치지? 그럼 뭐겠어?

TES: 종이는 반사하지 않는다?

TR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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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 종이는 반사를 안해?

TRS: 그렇다니까. 봐, 반사를 하면 보여야 하잖아.

TES: 그렇구나...

위 학생들과 CRS-CES 그룹의 학생들은 비슷한 담화를 나누었고, 비친

다, 비치지 않는다는 정반사 난반사 개념이 아니라, 반사의 여부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이 개념의 경우 둘 다 과학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근접발

달영역(ZPD)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단계의 인지발달도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2.3.5 오목거울 및 볼록거울의 반사-광선추적으로 상 그리기

(2,3차시)

2차시는 오목거울의 상을 광선추적으로 찾아내기, 3차시는 볼록거울의

상을 광선추적으로 찾아내기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12명 모두 제

일 처음 나오는 오목거울 앞에 물체가 초점보다 멀리 떨어진 경우의 상을

그리는 문제해결은 실패하였다. 형식적 조작기의 학생들마저 그러했는데,

광선을 2개 그려 교차하는 과정까지는 성공하였으나, 광선이 거울 면에서

반사의 법칙에 따라 반사하는 과정이나, 상을 광축에서부터 거꾸로 그리

는 과정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다. 아래 그림은 과학적 개념에 가까운

응답 예시 및 같은 조원의 응답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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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8] 과학적 개념(1)(2차시 2번-오목거울

에 의한 상):광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과 거울

의 중심을 향해 입사하는 광선에 의한 상 작도

[그림 Ⅳ-29] FRS의 응답(2차시 2

번)-FRS-FES 그룹

[그림 Ⅳ-30] FES의 응답(2차시 2

번)-FRS-FES 그룹

FRS-FES 조에서 오목거울 앞에서 초점보다 멀리 떨어진 경우의 상을

그리는 응답은 동일하다.

FRS: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하는 광선은 초점을 지나게 반사하고....

FES: 근데 오목거울에서도 반사의 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 그린거야?

FRS: 뭐? 아래 광선? 응. 그리고 초점보다 멀리 떨어져있긴 하지만 초점 2

배보다는 가깝잖아. 그니까 거꾸로 도립, 확대된 거 맞잖아.

FES: 어 맞네. 그래서 여기(동그랗게 표시한 부분)에도 반사 법칙 표시해

놓은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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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원래 응답 수정된 응답 기술(記述)

물체가 초점보다 멀리(초점의 2배 거

리보다 가까이) 있으면 상이 도립, 확

대되어 보인다.

[그림 Ⅳ-31] FRS의 응답(2차시 2번 작도에 대한 설명)-FRS-FES 그룹

이 과정에서 FES는 FRS에게 질문을 하였지만 역시 둘다 과학적 개념

이 미비하여 근접발달영역이 없었기 때문에 과학적 개념으로의 상호작용

을 통한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림 Ⅳ-32] 과학적 개념(2)(2차시 2번-오목거울에 의한

상):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과 초점을 지난 광선에

의한 상 작도

[그림 Ⅳ-33] FRS의 응답(2차시 2번)-FRS-CES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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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4] CES의 응답(2차시 2번)-FRS-CES 그룹

FRS-CES 그룹에서 FRS는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하는 광선은 초점을

지나도록 반사하고, 초점을 지나도록 입사한 광선은 광축에 평행하게 반

사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FRS가 과학적 개념에 근접하게

광선을 그렸으나 오목거울에서 반사되는 모습에서 보면 수직표시를 엉뚱

하게 표시하여, 법선을 옳지 않게 그렸음을 알 수 있다[그림14]. CES의

응답을 보면 FRS의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려 ‘베끼기’의 상호작용이 일어

났음을 알 수 있다. 둘 사이의 근접발달영역은 있었으나 역시 진정한 의

미의 내면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2.3.6 빛의 굴절 및 굴절률(7차시)

교과서에 빛이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되는 이유는 매질에 따라 빛이

진행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정의와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학생들은 별다른 개념적 갈등 없이 받아들였

지만,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은 어떻게 될까 하는 교사의 발문에 여러

번 ‘작아진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활동지에 같은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

집중관찰대상의 학생들은 제대로 된 답을 기재하였고 역시 이 문제에 대

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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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곡면유리로의 굴절 및 볼록렌즈, 오목렌즈에서 광선추

적으로 상 그리기(5,6차시)

위로 볼록한 곡면 유리나 아래로 오목한 곡면유리로 세 광선이 입사하

는 경우 학생들은 그동안의 학습에 의해 접선을 그리고 법선을 세운 후

입사광의 입사각과 굴절각을 표시한 후 굴절광을 그리는 방식을 따르기는

했으나 다음의 경우 법선을 제대로 그리지 못한 경우이다. 역시 담화에서

는 제대로 알고 있으나 이를 활동지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이다.

[그림 Ⅳ-35] 위로 볼록한 곡면 유리에

서 빛의 굴절-과학적 개념

[그림 Ⅳ-36] TRS의 응답(5차시 1

번)-TRS-TES 그룹

[그림 Ⅳ-37] TES의 응답(5차시 1

번)-TRS-TES 그룹

TRS-TES 그룹에서 멘토의 역할을 하는 TRS의 응답을 보면 세 번째

광선이 입사될 때 법선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는

멘티가 근접발달영역의 상위부분에 있어 멘토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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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둘의 인지수준이 비슷하므로 반드시 인지수준이 높아야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반례가 될 수 있다. 멘토와 멘티가 역할을 바꿔가며 활동

하기 때문에 차시별로 더 이해를 잘한 영역이 있고, 이해를 잘 못한 영역

이 있음을 멘티가 도움을 주는 상황이 되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TRS의

활동지에 잘못된 개념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제출할 시간이 임박하여 수정

하지 못하고 제출했기 때문임을 다음 담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담화에서

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으로 지식 구성 측면에 도움을 받았지만, 활동지

로만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이다.

TRS: 난 다했음.

TES: 어. 나도. 낼 시간도 다 됐어. 우리 언제 내지?(제출하지?)

TRS: 어? 여기...법선! 아 그렇지~~~ 아, 나 고쳐야 하는데.

TES: 빨리 고쳐. 아...이제 내래.

볼록렌즈 및 오목렌즈에서 상을 광선 추적법을 이용하여 찾을 때 집중

관찰대상학생이 자주한 실수는 거울과 렌즈를 혼동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담화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혼동은 조원과의 상호작용으로 해소되는 것

으로 보였으며, 이로서 상호작용은 지식구성 측면 및 담화에 영향을 끼쳤

다고 볼 수 있다.

TES:야, 근데 이거(볼록렌즈)는 크게 보이잖아. 어떻게 그려야지?

TRS: 크게 보이는 거랑 뭔상관? 아~ 귀찮다. 자 줘봐.

TES: 어,여기.

TRS: 이거도 광축에 나란하게 들어가면 반사되는거 아냐?, 이렇게…

TES: 아니지,통과하지. 굴절이잖아 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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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그렇네. 어, 그리고 초점을 지나고… 또…이 점에서 또 나와, 그래서

렌즈 중심 지나면서 그냥 직진…

2.2.3.8 빛의 분산과 합성에 대한 학생의 개념(8,9차시)

Anderson과 Smith(1983)의 연구에서 22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하였는데, 오직 2%의 학생만 백색광에 모든 색의 빛이 포함되어 있다

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61%의 학생은 색깔을 물체의 본유적 성질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학생들은 광원의 색깔에 상관없이 물체의 색은 언

제나 정해져 있다고 믿고 있다(김진희, 2004, 재인용).

국내에서 오원근과 김재우(2002)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빨간 사과를 초록

빛 전등 밑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50%의 학생이

‘보라색’으로 대답했다.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사과의 빨간색과

광원의 초록색이 합쳐져서 다른 색깔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인

데, 이는 고전파 화가들이 물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일치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제작한 활동지에서 프리즘에 형광등 빛(백색광)

과 빨간색 레이저를 쏘았을 때 빛의 분산에 대해 응답하는 문항이 있었는

데 집중관찰대상학생들은 백색광에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섞여있음을 인지

하고 있었다. 다만 프리즘 안에서는 빛이 분산됨을 표현하지 않았거나, 빛

이 프리즘에 들어갈 때만 꺾이고 나올 때는 직진을 한다거나, 프리즘에

들어갈 때는 꺾이지 않지만 나올 때는 꺾이는 오개념을 보여주었지만 이

에 대해서는 논의가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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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8] 형식적 조작기 학생의 응답(7차시

2번)-과학적 개념

[그림 Ⅳ-39] 구체적 조작기 학생의 응답(7차시

2번)-백색광이 프리즘 안에서는 분산되지 않고

밖으로 나올 때만 분산되도록 표현

[그림 Ⅳ-40] 과도기 학생의 응답(7차시 2번)-프

리즘 안에서 빛의 굴절이 일어나고 빛이 공기

중으로 나올 때 빨간 빛을 제외하고는 굴절되지

않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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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1] 과도기 학생의 응답(7차시 2번)-백

색광이 프리즘으로 입사할 때 빨간 빛이 더 빨

라지는 모습으로 표현

빛의 합성에서는 같은 세기의 빨간 빛과 파란 빛을 합성했을 때 보이는

빛의 색은 무엇인지, 노란색 옷을 입은 아이가 파란 조명 아래 서 있을

때 아이 옷이 무슨 색으로 보이는지 물었는데, 빛의 합성 장치를 이용하

여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면서 매우 신기해하며 활발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담화가 진행되었다. 또 집중관찰학생들의 성실함으로 자홍색의

명칭을 다홍색이나 주홍색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분홍색, 자

홍색 등 적절한 응답을 하였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지식구성과정 측면에서 RPM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상

호작용을 살펴보았다. “ZPD를 통한 인지발달과정”에서는 보다 유능한 타

자에 의한 도움을 1단계로 제시하였는데, 여러 사례에서 “보다 유능하다”

는 정의는 인지수준이 높은 멘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식구성 측면에서는 인지수준이 같거나 낮아도, 과학적 개념과 일치하는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근접발달영역 안에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

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식 구성 측면에서는 멘토의 인지수준보다는 관련

단원 과학 지식에 대한 올바른 선개념 유무 및 근접발달영역의 존재 유무

가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만 보면 반드시 수준이 높은 학생

이 동료 멘토일 필요는 없지만, 지식 구성 측면에서 본다면 멘토가 되기



- 150 -

문항 내용
긍정

(명(%))

중립

(명(%))

부정

(명(%))

종전동일

(명(%))

무응답

(명(%))

계

(명(%))

1 나는 과학이 좋아졌다. 51(46.4) 15(13.6) 38(34.5) 6(5.5) 0 110(100.0) 

3 나는 평소에도 과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47(42.7) 8(7.3) 23(20.9) 30(27.3) 2(1.8) 110(100.0) 

5 나는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복습한다. 16(14.5) 13(11.8) 78(70.9) 2(1.8) 1(0.9) 110(100.0) 

6 나는 배운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졌다. 53(48.2) 21(19.1) 31(28.2) 3(2.7) 2(1.8) 110(100.0) 

7
나는 다음시간에 배울 내용이 궁금해졌고 기대하게 되었

다.
49(44.5) 24(21.8) 35(31.8) 1(0.9) 1(0.9) 110(100.0) 

8 나는 과학시간에 집중하게 되었다. 35(31.8) 32(29.1) 34(30.9) 4(3.6) 5(4.5) 110(100.0) 

10
나는 과학문제를 보면 반드시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다.
31(28.2) 41(37.3) 27(24.5) 5(4.5) 6(5.5) 110(100.0) 

[표 Ⅳ-44] RPM활동 후 과학 과목 학습에 대한 인식

위해서는 적어도 그 시간에 다루는 과학 지식이 더 많은 학생이 멘토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3 상호동료멘토링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어려움은

무엇인가?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 대해 110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 익명으

로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은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을 할 때 인터뷰 및 활

동지에 대한 학생 및 동교과 교사 4명의 의견을 종합하여 총 22문항으로

제작하였고 18문항은 응답 후 이유를 쓰도록 했고, 4문항은 자유롭게 서

술식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1번부터 13번까지는 과학 과목 및 수업, 학습

내용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문 내용과 결과이다.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을 한 후 1번, 과학이 좋아졌는지 묻는 응답에 원래

그랬다는 학생은 6명(5.5%)이었고, 긍정적으로 답한 학생이 51명(46.4%)

으로 RPM활동을 한 후 과학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친구가 인정을

해줘서 자신감이 생겨서 등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부정적으로 답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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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과학이 좋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원래 과학은 어렵고 지루하다고

답하였으며, 친구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관

심도 없고, 피곤하기만 하다고 답했다. 특히 2명의 학생이 과학시간에 같

이 앉는 짝궁이 맘이 들지 않아서 과학이 더 싫어졌다고 답하였다. 즉, 상

호친밀도가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번 평소에도 과학을 공부하게 되었는지 묻는 문항에 평소에 학원에서 공

부하는 것에 대해 문의가 들어와 학원에서 하는 공부도 평소 공부에 포함

된다고 하였더니 원래 그랬다는 응답에 27.3%나 답하였고, RPM활동을

하면서 평소에도 과학을 공부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으로는 42.7%,

부정적인 답변에는 평소에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공부하지 않는

다, 공부가 재미없다 등으로 전반적인 학습상황에 대해 써놓은 학생도 있

었다.

5번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복습하는지 묻는 문항에 원래 그랬다고 응답

한 학생은 2명(1.8%)이었고, 부정적인 응답이 78명(70.9%)이었다.

6번 배운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어졌는가 묻는 문항에 긍정적인 응

답이 53명(48.2%)이나 되었는데, 이는 늘 다음 시간의 도입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난 시간에 도움주기 활동에서 모르는 내용이 무엇이었고,

활동을 한 후 알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구두로 질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RPM활동을 한 후 추수 활동도 교사가 수업을 계획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판단되는 내용이다.

7번 다음시간에 배울 내용이 궁금해졌고, 기대하게 되었는가 묻는 문항

에서는 긍정적으로 답한 학생이 49명(44.5%)으로 다음 시간에 동료 멘토

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학생이 많았다.

8번 과학시간에 집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긍정적인 응답과 부

정적인 응답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산출되었는데, 긍정적인 응답에의 이

유로는 집중하지 않으면 과제해결을 할 힌트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고, 부

정적인 응답에는 조별 활동을 할 때, 성적이나 과학에 관심없는 애들은

계속 마주 보거나 앞에 앉은 애, 뒤에 앉은 애랑 떠들어서 조별활동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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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긍정

(명(%))

중립

(명(%))

부정

(명(%))

종전동일

(명(%))

무응답

(명(%))

계

(명(%))

2 나는 어려웠던 과학이 보다 쉽게  느껴진다. 51(46.4) 20(18.2) 37(33.6) 2(1.8) 0 110(100.0) 

4 나는 과학을 잘하게 되었다. 52(47.3) 30(27.3) 23(20.9) 3(2.7) 2(1.8) 110(100.0) 

9 내 과학성적은 향상될 것이다. 46(41.8) 16(14.5) 38(34.5) 2(1.8) 8(7.3) 110(100.0) 

11 나는 혼자서 과학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24(21.8) 16(14.5) 58(52.7) 4(3.6) 8(7.3) 110(100.0) 

12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한 소단원 이상의 과학 문

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
25(22.7) 15(13.6) 58(52.7) 4(3.6) 8(7.3) 110(100.0) 

13
나는 잘 풀리지 않는 과학 문제도 계속  공부하면 풀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64(58.2) 12(10.9) 26(23.6) 3(2.7) 5(4.5) 110(100.0) 

[표 Ⅳ-45] RPM활동 후 과학 과목 성적에 대한 기대 및 자신감

장이 있다는 이유가 있었다.

10번 과학문제를 보면 반드시 풀어보고 싶은가 묻는 문항에는 쉽게 보이

면 풀고 싶고, 어렵게 보이면 풀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있었고, 무응답 및

보통이다(중립)에 응답한 학생이 41명이었다.

2번 어려웠던 과학이 예전보다 쉽게 느껴진다는 문항에 원래 쉬웠다고

응답한 학생은 2명이었고, 긍정적으로 대답한 학생은 51명(46.4%)으로, 부

정적으로 답한 학생 37명(33.6%)보다 많았다. 긍정적으로 답한 이유에 대

해서 도움주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만 배우고 넘

어갈 텐데, 친구를 가르쳐줄 차례가 자꾸 돌아오니 예습을 하게 되고, 한

번 본 내용이 수업에 나오면 왠지 더 아는 것 같고 뿌듯하다는 응답이 있

었다. 부정적으로 답한 이유에 대해 RPM활동을 해도 짝궁이 도와주질 않

고, 조금 틀려도 비난을 받고, 답을 다 썼다고 생각해서 같이 제출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모조리 틀렸는데, 동료는 틀린 사실도 모르고 있어 기가

막혔다는 응답이 있었다.

4번 과학을 잘하게 되었다는 응답에 평소 형성평가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

보라고 했더니, 1학년 때보다는 잘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47.2%나

되었다. 그 이유로 RPM활동을 하니 책을 한번이라도 더 보게 된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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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긍정

(명(%))

중립

(명(%))

부정

(명(%))

종전동일

(명(%))

무응답

(명(%))

계

(명(%))

14
나는 과학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
32(29.1) 16(14.5) 51(46.4) 8(7.3) 3(2.7) 110(100.0) 

15 우리 조는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이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37(33.6) 39(35.5) 25(22.7) 3(2.7) 6(5.5) 110(100.0) 

16 나는 멘토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22(20.0) 55(50.0) 24(21.8) 4(6) 5(4.5) 110(100.0) 

17 나는 멘티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30(27.3) 49(44.5) 23(20.9) 3(2.7) 5(4.5) 110(100.0) 

22
나는 과학시간마다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을 하는 것에 긍

정적으로 생각한다.
77(70.0) 11(10.0) 13(11.8) 1(0.9) 8(7.3) 110(100.0) 

[표 Ⅳ-46]RPM활동의 과정 및 역할에 대한 인식

문제가 나올지 예습하게 된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

생들의 이유를 살펴보니, 원래 못했고, 점수는 기억도 못한다,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잘하게 된 건 아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있었다.

9번 과학성적이 향상될 것인가 하는 물음에는 16명의 학생이 시험보기 전

엔 모르겠다고 답했고, 8명이 무응답이었으며, 원래 그랬다고 답한 학생은

2명이었는데, 이 학생들은 작년 1학년 과학에서 4번의 총괄평가 모두 100

점을 맞은 학생들로 추정된다.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은 38명, 긍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은 46명이었다. 역시 지금까지는 RPM활동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이 더 많았다.

11번 혼자서 과학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문항에 그렇지 않

다, 아직은 도움이 필요하다, 같이 풀면 잘 풀리는 문제도 혼자 풀려면 안

풀린다고 응답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따라서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더 높

았다.

12번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한 단원 이상의 과학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

는지 하는 물음에도 11번과 비슷한 비율의 응답을 얻었다.

13번 잘 풀리지 않는 과학 문제도 계속 공부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

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항에는 무려 64명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즉 다들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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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과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게 되었는지 묻는

문항에는 32명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이유에 대

해서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돕나, 알려줬다가 망신당할까 두렵다, 알려주

면 잘난 척 한다고 할까봐 알려주지 못한다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15번 우리 조는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

항에 잘 되었다고 대답한 학생이 37명이었다. 잘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조 친구랑 친해서, 도움받는 친구도 날 도와줘서, 공부는 모르겠지만

서로 못하는 것을 위로해줘서 등으로 답했고,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이 잘

진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동료와 친하지 않아서, 성별이 달라 서먹해

서, 둘다 아무것도 몰라서, 떠들기만 해서, 도와줬더니 계속 답만 물어봐

서 화가 나서, 선생님이 자꾸 돌아다녀서 등의 답변이 있었다. RPM활동

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임희준(1998)은 협동학습의 저해요인에 대해 학생

들의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듯(이양락, 1997;

Mulryan, 1994; Slavin, 1995) 아이들이 떠들어서 분위기가 산만하다는 지

적이 RPM활동의 저해요인으로도 지적되었다. 임희준(1998)의 연구에서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없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협동학습의 학습에 비효율적인 단점이라고 지적되었는데, RPM활동에서도

학생들은 ‘둘 다 아무것도 몰라서’라고 활동의 저해요인을 꼽았다.

16번∼17번은 자신이 멘토 혹은 멘티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에 대한 문

항인데, 대부분 자신의 수행도에는 보통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18번 자신이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 얻은 점과 느낀 점에 친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다가 내가 궁금했던 것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았다, 똑똑해

야겠다, 안 똑똑해도 잘 가르쳐 줘야겠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19번 멘티 역할을 하면서 얻은 점과 느낀 점에 ‘생각을 하지 않고 멘토의

것만 보고 베껴도 활동지를 작성할 수 있어 편했다’, 막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멘토를 보니 잘못

가르쳐주면 둘 다 망하니까 멘토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공부를 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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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20번 좋은 멘토의 조건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

주는 사람, 잘 이끌어 주는 사람 등으로 응답했고 21번 좋은 멘티란 말

잘듣고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멘토의 설명도 잘 듣고, 멘토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주며, 의견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응답했다.

22번 과학시간에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학생(77명, 무응답 8명 제외)이 도움을 주고

받는 멘토-멘티의 활동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PM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RPM활동이 학습에 더욱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멘토의 역할과 멘티의 역할

을 번갈아가면서 함으로써 책임감을 부여받게 되었고, RPM활동의 어려움

으로는 과학 학습 내용, 동료와의 관계, 수업상황에서의 어려움이 활동 저

해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156 -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인지수준에 따라 2인 1조

의 그룹을 조성하고, 상호동료멘토링(Reciprocal Peer Mentoring) 활동을

진행하여, 학생들 사이의 담화를 통해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 및 RPM활

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RPM활동에서 드러난 상호작용 패턴 등을 조사

하였다. 먼저 예비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RPM활동에서의 상호작용

요소를 추출하여 RPM활동의 상호작용 분석틀을 수정 및 보완하였고, 학

생들의 인지수준을 검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RPM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지수준별 그룹의 멘토 및 멘티로서의 특

징, 그들의 상호작용 특징을 분석하였고, 상호작용 패턴을 담화 개시자를

기준으로 크게 ‘도움주기(Giving help)’, ‘도움주기 거부(Negative Giving)’,

‘도움받기(Taking help)’, ‘도움받기 거부(Negative Taking)’, ‘도움요청하

기(Request for Help)’, ‘대화단절(Severance of Discourse)’의 6가지 요소

로 7가지 패턴을 알아내었다. 또한 ‘빛’ 단원의 지식구성적 측면에서 학생

들의 상호작용을 학생의 활동지 및 담화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고, 마지막

으로 RPM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더불어 RPM활동의 어려움을 설

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지수준은 전체

110명의 학생 중 6.4%(7명)의 학생이 형식적 조작기의 인지수준에 도달하

였고, 34.5%(38명)의 학생들은 과도기의 인지수준이며, 59.1%(65명)의 학

생들이 구체적 조작기의 인지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별로 분석하면, A반

은 11.4%(4명)의 학생이 형식적 조작기의 인지수준에 도달하였고,

28.6%(10명)는 과도기, 60.0%(21명)이 구체적 조작기의 인지수준에 머물

러 있다. B반은 2.6%(1명)의 학생만이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하였고,

35.9%(14명)의 학생이 과도기, 61.5%(24명)의 학생이 구체적 조작기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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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 있다. C반은 5.6%(2명)의 학생이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하였고,

38.9%(14명)가 과도기이며, 55.5%(20명)의 학생이 구체적 조작기에 머물

러 있다. 따라서 집중 관찰 대상 학급을 정하고 집중 인터뷰 대상 그룹을

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 인지수준에 도달한 학생이 4명이상이 되어야

집단을 골고루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관찰 학급은 A반으로 정하였

고, 그 중 12명을 집중 관찰 및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학생들

은 상관관계논리의 형성 정도가 매우 낮으며, 특히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례논리를 비롯한 거의 모든 논리 유형에서 과도기

및 미형성 상태에 있다. 집중관찰대상 12명의 인지수준별 그룹 조직은 총

9종류로 조직하였다. ①, ⑤, ⑨ 그룹은 인지수준이 같은 동질집단이다.

②, ③, ⑥그룹은 멘토의 인지수준이 멘티의 인지수준보다 높은 이질집단

이고, ④, ⑦, ⑧그룹은 멘티의 인지수준이 멘토의 인지수준보다 높은 이

질집단이다. 특히 ②, ④그룹은 형식적 조작기 학생과 과도기 학생으로 이

루어진 동일 구성원인데 역할이 바뀐 경우이며, ③, ⑦ 그룹은 형식적 조

작기의 학생과 구체적 조작기의 학생, ⑥, ⑧ 그룹은 과도기의 학생과 구

체적 조작기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동일 그룹이며 매차시마다 역할이 바뀐

다.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수정한 분석틀에 RPM 활동의 특색인 또래상담 요소12)를 추가

하여 제작하였다. 소집단 논의활동의 언어행위를 분류하여 학생의 역할을

규정한 Maloney(2007), 임은희(2013)의 분석틀이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

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일부 일치하고, 멘토와 멘티의 역할 특성을 규명

하기에 적합하여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RPM활동에서 학생들의 상호작

용 분석틀을 8개 범주, 24개 코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담화를 분석한 결과 먼저 상호동료멘토링에서 나

타난 학생들의 상호작용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9차시에 걸친 RPM 활동의 담화에서 상호작용의 범주별 분포는 정

12) 또래상담요소: 경청, 위로, 공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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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제공(Information Contributing)(26%) > 질문 및 요구(Question &

Request)(22%) > 과제관리(project management)(21%)>몸짓

(Gesture)(10%) > 수용(Agree)(9%) > 거부 및 반박(Refuse &

Rebuttal)(6%) > 영향없는 기여(Non-influential Contributing)(4%) > 정

서적 도움(Emotional Help)(2%)의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서 동료 멘토의 RPM활동 상호작용은 정보제

공 범주가 가장 높은 비율(32%)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도움

주기 활동은 과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지수준별 멘토의 활동요소 빈도는 과도기의 멘토가 가장 높았으며, 인

지수준이 형식적 조작기인 동료 멘토는 정보제공 범주의 활동 빈도가 가

장 높았다. 특히 형식적 조작기의 멘토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거나 상

대방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기 보다는 활동지를 완성하여 제출하는 활동이

자신의 성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성적관리의 차원에서 동료 멘티를 다그치

는 모습이 보이는 등 목표지향적인 측면이 보였다. 인지수준이 과도기인

동료 멘토 역시 정보제공 범주의 활동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밖에 질문

요구 범주의 활동 빈도도 높았는데 멘티가 자신의 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들이었다. 선행연구에서 질문은 학업성취도에 효과적이었다

는 결과로 볼 때, 과도기 멘토의 활동은 멘티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준 것

으로 판단된다. 인지수준이 구체적 조작기인 동료 멘토도 정보제공 범주

의 활동 빈도가 높았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특히 과학

내용 지식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보완한

행동은 매우 바람직한 발상이었고, 인터뷰 결과 RPM활동은 구체적 조작

기의 동료 멘토가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

으로 보인다.

셋째,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서 동료 멘티의 범주별 RPM 요소 분포에서

는 질문요구(Question & Request)범주가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이는 멘티의 역할이 학생들은 당연히 도움을 받는 역할임을



- 159 -

인식하고, 특히 사전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여 담화에 투영한 것으로 보인

다. 인지수준이 형식적 조작기인 동료 멘티는 다른 인지수준의 멘토와 달

리 정보 제공 범주의 활동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 수준의 멘티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활동의 주도권을 쥐게 되어 멘

토의 역할을 빼앗아버리는 특징을 보였다. 멘토가 자신보다 낮은 수준이

라고 생각하면, 학습 측면에서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단

정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RPM활동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을 인정

해주고 기다려주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인지수준이 과도기인 동료 멘티

는 동료멘토에게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고 기대어 버리는 모습을 보이기보

다는 서로 협동을 한다는 자세로 RPM활동에 임했고, 인터뷰한 학생은

RPM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긴장이 생기지 않아 더 적극적일 수 있었다는

호평을 했다. 인지수준이 구체적 조작기인 동료 멘티는 질문요구 범주의

활동 빈도가 다른 수준의 멘티보다 높았고, 과제해결 활동을 할 때도 거

의 멘토에게 기대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 RPM활동

을 한 구체적 조작기의 멘토는 예상과 달리 스스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

는 과정을 겪었고, 다음 차시의 멘토의 자세를 확립해 가는 모습을 보여

줬다.

이상으로 인지 수준별 동료 멘토와 동료 멘티의 특성을 알아보았지만, 상

대방의 태도 및 인지수준에 따라 상호작용은 다양했다.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서 집단 구성에 따른 상호작용특성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인지수준이 유사한 동질집단의 경우 범주별 상호작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특히 거부반박(Refuse & Rebuttal)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

다. 인지수준이 유사한 모둠의 경우 반론을 제기하며 의미를 보다 발전시

키는 형태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선행연구와 일치했다.

둘째, 동질집단에서 멘토들의 상호작용은 정보제공(IC)범주가 가장 높았

고, 질문요구(QR), 과제관리(PM)의 범주는 그 다음으로 높은 편이었다.

멘티는 질문요구(QR)범주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정보제공(IC)범주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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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음으로 높았다. 상호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동질집단에서 더 논의

활동이 활발하고 담화가 지속되는 정도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동질집단의 멘티는 설명을 듣기만 하거나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 해결을 위한 과제관리 행동도 활발하게 하여 동질집단에서의 RPM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집단에서는 인지적 측면에서

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도움뿐만 아니라, 몸짓언어(G)를 포함한 정

의적 측면에서의 도움주기 활동으로 멘티를 활동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함

으로써 멘티 학생들의 탐구기능(관찰) 및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멘토만 멘티에게 도움주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멘

티도 멘토의 자아효능감의 향상에 일조하는 도움주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넷째, 가장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 집단은 중간수준의 동질집단이고,

수준이 높은 동질집단의 경우 다른 의견에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몸짓으로 의사소통하였으며, 잘난 체 하는 것으로 인식

될까봐 돕는 것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낮은 수준의 동질 집단에서는 상호

작용이 활발하고 논의활동도 잘 이루어진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자신들의

그룹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지질하다’는 표현으로 인식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교사가 그룹을 구성할 때 성취도가 낮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학

생들끼리의 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조사

하여 그룹을 결성하더라도 그들의 자아효능감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한다.

다섯째, 인지수준이 다른 이질집단의 경우 동질집단보다 비교적 상호작용

빈도수가 적었고, 특히 멘토가 멘티에 비해 인지수준이 낮은 경우 상호작

용 빈도수가 가장 적었다.

여섯째, 멘토의 인지수준이 멘티의 인지수준보다 높은 경우, 멘티의 RPM

활동의 상호작용은 질문요구(QR)범주가 가장 높았다. 동료 멘티들은 멘토

가 자신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못한 것을 마음껏

질문했고, 담화자료 및 인터뷰에서 동료 멘토가 제대로 대답해주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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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도 멘토를 자신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 여기고 편하게 질문하

는 내용에서도 질문 및 요구(QR)범주가 높은 이유를 알 수 있다. 또한 질

문에 대한 응답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거부 및 반박(RR)이 자연스럽게

일어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일곱째, 멘토가 멘티보다 인지수준이 높은 경우 멘티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멘토가 멘티보다 인지수준이 낮은 경우 멘티의 과제관리

(PM) 상호작용 요소의 빈도가 높았다. 이 그룹에서는 멘토보다 멘티의

RPM 활동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또, 이 그룹에서 멘토의 상호작용 빈도

가 낮은 데 비해 수용(Agree) 범주, 몸짓(Gesture) 범주의 비율이 높았는

데, 이는 자신이 없기는 하지만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기도 했고,

인지적인 도움, 즉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는 힘들지만, 다른

도움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인지수준이 낮음에

도 불구하고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된 학생이 활동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자발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 ‘역할 부여’가 자기주도학습

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RPM활동의 중요

한 의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멘티한테서 과제관리 범주 비율이 높게 나

타났는데, 과제관리 행동을 하더라도, 멘토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습이 보인다. 즉, 인지수준에 관계없이 멘토로서의 역할, 멘티

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는 사전교육의 결과로

보인다.

상호동료멘토링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담화에서 상호작용 패턴은

담화 개시자가 동료 멘토인지 동료 멘티인지에 따라 R패턴과 E패턴으로

나뉘며 크게 ‘도움주기(G:Giving help)’, ‘도움주기 거부(NG:Negative

Giving)’, ‘도움받기(T:Taking help)’, ‘도움받기 거부(NT:Negative

Taking)’, ‘도움요청하기(RH:Request for Help)’, ‘대화단절(SD:Severance

of Discourse)’의 6가지 요소로 R-1, R-2, R-3, R-4, E-1, E-2, E-3의 모

두 7개의 패턴을 유도해 내었다.

패턴 R은 멘토가 먼저 도움을 주려고 시도하는 패턴으로 R-1은 도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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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도움받기(T)-도움주기(G)-도움받기(T)가 반복되는 과정이고, 멘토의

도움을 멘티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을 때, 멘토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이 패턴에서 과제수행은 실패하게 된다.

패턴 R-2는 도움주기(G)-도움받기(T)-대화단절(SD)로 상호작용이 더 이

상 진행되지 않는 패턴으로 멘티가 멘토의 도움은 받으면서 놀리거나 비

난하는 경우 멘토의 감정이 상해 상호작용이 단절된다. 또, 멘티가 멘토의

도움을 받기만 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거나, 당연하게 받기만 하

는 경우에도 대화단절 현상이 나타나게 되므로 이 경우 멘티의 도움받는

자세가 좀더 우호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패턴 R-3은 도움주기(G)-도움받기거부(NT)-도움주기(G)-도움받기(T) 패

턴으로 이후 패턴 R-1로 이어지게 된다. 이 경우 멘티가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멘토가 도움을 주면, 도움받기를 거부하는데, 계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등 도움주기를 시도하여 결국 멘티가 도움을 받아들이는 패턴이

다. 멘토의 적극성, 멘티에게 거부당해도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태도가

멘티의 마음을 돌려놓고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는 패턴이다.

이 패턴이 보이면 그 후에는 둘 사이의 관계도 돈독해진다. 이 패턴을 보

이는 그룹은 사회적 의사소통 방법을 깨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패턴 R-4는 도움주기(G)-도움받기거부(NT)-대화단절(SD)의 형태이다.

패턴 R-3가 멘티의 도움받기 거부 반응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패

턴이라면, R-4는 멘티의 거부반응을 멘토가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

난다.

패턴 E는 멘티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로 E-1은 도움요청(RH)-도

움주기(G)-도움받기(T)가 반복되는 패턴이다. E-2는 도움요청(RH)-도움

주기거부(NG)-대화단절(SD)로 이어지는 패턴이다. E-3패턴은 도움요청

(RH)-도움주기거부(NG)-도움요청(RH)-도움주기(G)-도움받기(T)로 E-3

패턴에서 도움주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적인 도움요

청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R-1패턴으로 이어지면서,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

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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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단원의 지식 구성적 측면은 인지적 발달 과정 중 1단계를 중심으로,

근접발달영역이 있는 경우 학생의 담화 및 활동지의 응답에 내면화의 과

정 여부를 살펴보았다. 인지수준이 같은 경우 상호작용이 지식 구성 과정

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 및 수준에 관계없이 과학개념을 둘 다 가지고 있

는 경우나, 과학적 개념이 둘 다 없는 경우 근접발달 영역이 형성되지 않

아 상호작용이 지식구성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사례 등으로, 멘토의 인

지수준보다는 학습 내용에 대한 과학적인 사전 개념 유무 및 근접발달영

역의 존재 유무가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요인이었음

을 알 수 있었다.

상호동료멘토링활동에 대한 인식 및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에서 학생들은

RPM활동으로 과학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어려웠던 과학이 좀더 쉽게 느

껴지게 되었으며, 과학을 잘하게 된 것처럼 느꼈고, 앞으로 맡을 역할인

동료 멘토의 활동에 대비하여 배운 내용에 대한 질문과, 앞으로 배울 내

용에 대한 궁금증 및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고 답했다. 또, 상호동료멘토링

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많았으며, 멘토 및 멘티의 역할의 수행

정도에 대한 응답에도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비율이 높았

다. RPM활동의 어려움으로 저해요인을 조사하였는데, 동료와 친하지 않

아서, 성별이 달라 서먹해서, 둘다 아무것도 몰라서, 떠들기만 해서, 도와

줬더니 계속 답만 물어봐서 화가 나서, 선생님이 자꾸 돌아다녀서 등의

답변이 있었다. RPM활동의 저해 요인과 관련하여 임희준(1998)은 협동학

습의 단점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여러 연구에서 지적

되듯(이양락, 1997; Mulryan, 1994; Slavin, 1995, 재인용) 아이들이 떠들어

서 분위기가 산만하다는 지적이 RPM활동의 저해요인으로도 지적되었다.

임희준(1998)의 연구에서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없이 내용

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협동학습의 학습에 비효율적인 단점이라고 지

적되었는데, RPM활동에서도 학생들은 ‘둘 다 아무것도 몰라서’라고 활동

의 저해요인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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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시사점

중학교 2학년 과학수업에서 RPM활동에서의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담화

를 중심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틀을 수정·보완한 RPM

활동의 상호작용 분석틀은 동료 도움주기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상호

작용 특징 및 상호작용 패턴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었다. 분석틀이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요소가 제대로 포함되었는지가 중

요하다. 본 연구는 상호동료멘토링이 주된 활동이었기 때문에 분석틀에

도움주기 및 도움받기 요소 및 멘토링 활동에서 강조하는 또래상담 요소

중 정서적 도움 범주의 코드들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둘째, RPM활동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과제관리, 정보제공, 질문 및 요

구 범주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RPM 활동의 사전교육의 중요

성을 시사해 준다. 상호동료멘토링 협약사항을 확인하고 협약서를 작성하

는 활동이 포함된 사전교육으로 학생들은 책임감을 부여받게 되며, 역할

을 인식하게 되고, 이 과정이 상호작용에 반영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

지수준이 동일한 동질집단이 이질집단보다는 상호작용 빈도가 높으나, 이

질집단에서는 정서적 도움 및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보이고 동질집단에서

는 볼 수 없었는데, 인성측면에서 해석한 결과 동료 멘토 및 멘티의 상호

작용 특성은 인지수준보다는 인성 및 상호친밀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RPM활동의 그룹을 구성할 때, 인성 및 상호친밀도

를 미리 검사하여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유도한 RPM활동에서 상호작용 패턴은 학업 성취의 측

면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와의 의견 합의 과정이나 상호 협력 등의 사회

적 의사소통 과정을 반영한다. 학생들의 RPM활동에서의 인식 조사에서

도 학생들은 좋은 멘토 및 좋은 멘티의 조건으로 받기만 하지 않고 의견

을 말하기, 경청해주기, 상대방의 태도를 인내하기 등의 응답을 보여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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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10여 년간 교육과정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나 상호협력

등의 사회적 기술을 강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

화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고, 더 활발한 RPM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움주기와 도움요청하기 및 도움받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빛’ 단원의 지식 구성 측면에서의 상호작용 사례연구를 통해 인지

수준보다는 내용지식에 대한 과학적인 사전개념의 유무 및 근접발달영역

의 존재 유무가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보는 것에 대한 학생의 개념, 평면거울의 상에 대한 학생의

개념, 거울과 종이에서의 반사 및 정반사와 난반사의 구분에 대한 학생의

개념 부분의 사례분석에서는 학생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과학적 개념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평면거울, 곡면거울, 볼록렌즈

및 오목렌즈의 상을 광선추적 법을 이용하여 찾아내는 부분은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미리 고려하여 활동지를 제작해

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지수준 외에 별도의 내용지식 평가를 시행

하고 이 결과를 그룹 구성을 할 때 반영하는 것도 학생의 상호작용 및 인

지발달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학생들의 상호동료멘토링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학생들은 RPM활

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알아내었다. 적합한 학습 과제가 제공된다

면 소집단 협동학습은 성취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수준이 학생들에게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임희준, 1998). 학생들은 동료 학습자와의 의견 교환

이나 동료에게 설명을 듣는 것이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

며, 이러한 결과는 이질적인 집단 구성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들 사이에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이 학생들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

다. 과학수업에서 RPM활동을 적용해본 결과 학생들은 수준에 관계없이

RPM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소통, 배려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을 열어준 활동이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RPM활

동의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과학 학습 내용, 동료와의 관계, 수업상황에서

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 교사가 학생들을 좀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상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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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적절한 학습과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과학을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다면 이제는 과학을 싫어하고 못하는 학생

들, 소위 과학 과목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수업방안이 필요하다. 이공

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점차 심각해져 이제는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인

다. 이는 이제는 이공계에 대한 특히 과학, 물리에 대한 기대심리조차 사

라졌다는 뜻이다. 이제 과학교육에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지도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과학수업에서 조별 활동을 할 때 실험도구를 만지고, 활동지를

작성하는 일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없

어.”라는 소극적인 생각 및 무관심한 태도를 가진 소외된 학생들에게 과

학 수업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RPM활동은 과학

과목에서 소외된 대다수의 학생들도 활발하게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어

후에 과학을 전공하지 않을 학생들도 과학 과목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며, 과학적 소양을 가진 성인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업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특정한 지역의 중학교 3개 학급을 대상으로 ‘빛’ 단원 9

차시 수업에 대한 사례분석으로 전체 중학교 과학수업에서 RPM활동을

분석한 결과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수업에서 나타나는 상호작

용 중 교사의 역할을 최소화하여 교사와 학생사이의 대화를 포함하지 않

은 제한점이 있다. 또, 중학교급의 45분 수업 중 20분-25분의 시간동안

학생들의 활동이 진행되었으므로 더 심도있는 담화가 등장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 블록타임제를 활용하여 보다 도전적인 문제해결과정에

서의 RPM활동을 진행해본다면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다른 패턴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업 시작 전 RPM 교육에 의한 효과

가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RPM 교육의 체계

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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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略語)

설명

CES

구체적 조작기의 멘티 학생을 의미함. 여기서 C는 구체적 조작기 Concrete

operational period의 맨 앞 글자, E는 mentee의 맨 마지막 글자 E, S는 학생

Student의 앞 글자 S를 따서 만든 약어

CRS

구체적 조작기의 멘토 학생을 의미함. 여기서 C는 구체적 조작기 Concrete

operational period의 맨 앞 글자, R은 mentor의 맨 마지막 글자 R, S는 학생

Student의 앞 글자 S를 따서 만든 약어

E
본문 및 그래프 등에서 e로도 표기하며, 동료학생(Peer Mentee)의 영문표기에

서 맨 마지막 글자를 딴 약어

FES

형식적 조작기의 멘티 학생을 의미함. 여기서 F는 형식적 조작기 Formal

operational period의 맨 앞 글자, E는 mentee의 맨 마지막 글자 E, S는 학생

Student의 앞 글자 S를 따서 만든 약어

FRS

형식적 조작기의 멘토 학생을 의미함. 여기서 F는 형식적 조작기 Formal

operational period의 맨 앞 글자, R은 mentor의 맨 마지막 글자 R, S는 학생

Student의 앞 글자 S를 따서 만든 약어

G 상호작용 패턴 요소. 도움주기(Giving help)

GALT 논리적 사고력 검사(Group Assessment of Logical Thinking)

LT 협동학습 모형의 일종(Learning Together)

NG 상호작용 패턴 요소. 도움주기 거부(Negative Giving), 부정적 도움주기

NT 상호작용 패턴 요소. 도움받기 거부(Negative Taking), 부정적 도움받기

PALS 동료보조학습(Peer-Assisted Learning Strategies)

PM
동료멘토링(Peer Mentoring)의 영문 표기에서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약어

PT 동료 교수(Peer Tutoring)

R
본문 및 그래프 등에서 r로도 표기하며 동료교사(Peer Mentor)의 영문표기에

서 맨 마지막 글자를 딴 약어임.

RH 상호작용 패턴 요소. 도움요청하기(Request for Help)

RPM
상호동료멘토링(Reciprocal Peer Mentoring)의 영문 표기에서 각 단어의 앞글

자를 따서 만든 약어.

RPT 상호동료교수(Reciprocal Peer Tutoring)

SD 상호작용 패턴 요소. 대화단절(Severance of Discourse)

SRT 과학 추론능력 검사(Science Reasoning Task)

T
상호작용 패턴 요소. 도움받기(Taking help), 교사(Teacher)의 발언을 지시할

때도 있다.

TES

과도기의 멘티 학생을 의미함. 여기서 T는 과도기 Transition operational

period의 맨 앞 글자, E는 mentee의 맨 마지막 글자 E, S는 학생 Student의

앞 글자 S를 따서 만든 약어

TRS

과도기의 멘토 학생을 의미함. 여기서 T는 과도기 Transition operational

period의 맨 앞 글자, R은 mentor의 맨 마지막 글자 R, S는 학생 Student의

앞 글자 S를 따서 만든 약어

[부록 1]

약어(略語)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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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대상 동의서

학번: _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

위 학생이 본 연구(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의 연구대상

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합니다. 

(※ 녹화 및 녹음되는 학생의 활동과정, 학생과의 인

터뷰 자료는 본 연구 외에 다른 곳에는 절대 제공되

지 않고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보호됨을 알려드

립니다.)

년    월    일

 학    생: __________________(인)

학 부 모: __________________(인)

담    임: __________________(인)

연 구 자: __________________(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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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동료멘토링 활동 안내

담당교사 : ○○○      

e-mail : ○○○○@○○○○○○

1. 과학 수업시간에는 2인 1조의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을 하며, 수업시간

마다 공동과제를 제출한다.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이란 매 시간마다 멘토/

멘티의 역할을 바꿔가며 서로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2. 공동과제는 3-5문제로 이루어져있으며, 과제 보고서의 평가점수는 수

행평가의 과제수행 항목에 일부 포함된다(10%).

3. 수업시간에 조원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조는 +1점의 상점

을 부여한다. 특히,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질문으로 표현하기!

4. 매 시간마다 상호동료멘토링 실천상황보고서를 작성해서 한 단원이 끝

나면 제출한다.

5. 동료멘토와 동료멘티의 역할

동료 멘토의 역할 동료멘티의 역할
l 나는 멘티를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

다.
l 나는 멘티보다 조금 더 아는 수준이

다. 하지만 가르쳐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줄 것이다.

l 나는 멘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익히면서 발전할 것이
다.

l 나는 멘티에게 잘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줄 것이다.

l 나는 멘티에게 좋은 자세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

l 나는 멘토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l 나는 멘토와 서로 도우며 함께 더 알
아가고 발전할 것이다.

l 나도 곧 멘토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멘토의 자세를 확실하게 보고 
배울 것이다.

l 나는 멘토에게 당당히 요구하고 질문
할 수 있다.

l 나는 멘토의 좋은 자세를 본받고, 설
명을 경청할 것이다.

6. 조원이 심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선생님께 따로 의사표현할 것. 

단, 되도록이면 서로 맞춰가며 활동하기.

7. 조원은 매평가(1학기 1차평가, 1학기 2차평가, 2학기 1차평가, 2학기 

2차평가) 마다 교체될 수 있다. 단, 계속 같은 조원과 활동하기를 원하면 

선생님께 따로 의사표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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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동료멘토링 협약서

  우리는 동료멘토/동료멘티로서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과학시간

마다 역할을 바꿔가며, 역할에 충실할 것과 우리 조의 

발전을 위하여 성심을 다해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년    월    일

조원 : 학번            이름:            (인)

       학번            이름:            (인)

               담 당 교 사: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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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동료멘토링 실천상황 보고서

조원 : 학번            이름:

       학번            이름:

날짜 단원
역할

(○표시)
배운 것/알려준 것 확인

멘토/멘티

멘토/멘티

멘토/멘티

멘토/멘티

멘토/멘티

멘토/멘티

멘토/멘티

멘토/멘티

멘토/멘티

멘토/멘티

멘토/멘티

작성자: 학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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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학습에 대한 인식 조사

※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과학 학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본 설문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답변은 연구에만 사용되

고, 익명이 보장됩니다. 모든 항목에 솔직하고도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번

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과학을 좋아한다.

2 나는 과학이 어렵다.

3 나는 평소에 과학공부를 하지 않는다.

4 나는 과학을 잘한다.

5 나는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복습한다.

6
나는 배운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

다.

7
나는 다음시간에 배울 내용이 궁금하고 

기대된다.

8 나는 과학시간에 집중이 잘 된다.

9 내 과학성적은 향상될 것이다.

10
나는 과학문제를 보면 반드시 풀어보고 

싶다.

11
나는 혼자서 과학 공부를 잘 할 수 있

다.

12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한단원 이

상의 과학 문제를 풀 수  있다.

13
나는 잘 풀리지 않는 과학 문제도 계속 

공부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과학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친구

를 도와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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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내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원래 

그랬

다.

1 나는 과학이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2 나는 어려웠던 과학이 보다 쉽게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3 나는 평소에도 과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4 나는 과학을 잘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5 나는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복습한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6
나는 배운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졌

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7
나는 다음시간에 배울 내용이 궁금해졌고 기

대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8 나는 과학시간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9 내 과학성적은 향상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10
나는 과학문제를 보면 반드시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과학 수업 및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

※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과학 수업 및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본 설문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답변은 연구에만 사용되고, 익명이 보장됩니다. 모든 항목에 솔직하고도 성의 있

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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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내용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원래 

그랬

다.

11
나는 혼자서 과학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되

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12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한단원 이상의 

과학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13
나는 잘 풀리지 않는 과학 문제도 계속 공부

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14
나는 과학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친구를 도

와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15
우리 조는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이 잘 되었다

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15-1

만약 활동이 잘 안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써주세요.(예를 
들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안되어서 등등)

16 나는 멘토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17 나는 멘티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18
내가 멘토역할을 하면서 얻은 점과 느낀점

은?

19
내가 멘티역할을 하면서 얻은 점과 느낀점

은?
20 내가 생각하는 좋은 멘토는…
21 내가 생각하는 좋은 멘티는…
22

나는 과학시간에 상호동료멘토링 활동을 하

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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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Ⅵ. 빛과 파동

1. 빛의 반사

반   번  이름 :

활동날짜     년   월   일   요일 조원

준비물: 필기구, 각도기, 자, 평면거울

1. 촛불에서 빛이 나가는 모습을 그리시오.

2. 그림은 사람이 물체를 보고 있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

지 고치고, 고친 이유를 쓰시오.

3. 다음 그림은 빛이 거울 면에 입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입사각, 반

사각, 반사광을 표시하시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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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면거울을 통해 물체를 보는 경우, 거울에 비친 물체의 경로를 그리시오.

5. 한 학생이 거울과 종이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고 있다. 거울을 볼 때와 종이를 

볼 때 나타나는 차이점을 쓰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6. 정반사와 난반사를 그림과 반사의 법칙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정반사 난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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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Ⅵ. 빛과 파동

2. 오목거울에 의한 상

반   번  이름 :

활동날짜     년   월   일   요일 조원

준비물: 필기구, 자, 오목거울

1. 초점이란?

2. 오목거울 앞에 화살표가 초점보다 가까이 놓여있다. 이 화살표의 상을 그리시

오. 

3. 위 2번에서 물체와 상의 위치와의 관계, 물체와 상의 크기를 비교하고 상이 

서있는 모습에 대해 설명하시오. 

4. 오목거울 앞에 화살표가 초점보다 더 멀리 놓여있다. 이 화살표의 상을 그리

시오.

5. 위 4번에서 물체와 상의 위치와의 관계, 물체와 상의 크기를 비교하고 상이 

서있는 모습에 대해 설명하시오.

6. [더 생각하기] 물체가 초점의 2배 거리보다 더 멀리 있을 경우에도 4번의 작

도 및 5번에 답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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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Ⅵ. 빛과 파동

3. 볼록거울에 의한 상

반   번  이름 :

활동날짜     년   월   일   요일 조원

준비물: 필기구, 자, 볼록거울

1. 볼록거울 앞에 화살표가 놓여있다. 이 화살표의 상을 그리시오.

2. 위 1번에서 물체와 상의 크기를 비교하고 상이 서있는 모습에 대해 설명하시

오.

3. 볼록거울 앞에 1번 문제보다 화살표가 거울 가까이 놓여있다. 이 화살표의 상

을 그리시오.

4. 위 1, 3번에서 작도한 결과를 가지고 볼록거울 앞에서 물체와 상의 위치와의 

관계, 물체와 상의 크기를 비교하고 상이 서있는 모습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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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Ⅵ. 빛과 파동

4. 빛의 굴절

반   번  이름 :

활동날짜     년   월   일   요일 조원

준비물: 필기구, 자, 빛의 굴절 실험장치

1. 굴절이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그림은 공기 중에서 직진하던 빛이 물속으로 굴절해 들어가는 모습이다. 그림

에 입사광, 굴절광, 입사각, 굴절각을 표시하시오. 그림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

면 더 추가하여 표시하시오. 

만약 A가 커진다면 B의 값은 어떻게 될까?

4.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서 물과 유리로 빛을 입사시켰더니 유리에서 더 크게 

굴절하였다. 공기, 물, 유리의 굴절률 및 빛의 속도를 비교하시오.

(1) 굴절률

(2) 빛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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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Ⅵ. 빛과 파동

5. 볼록렌즈에 의한 상

반   번  이름 :

활동날짜     년   월   일   요일 조원

준비물: 필기구, 자, 볼록렌즈

1. 다음 곡면 유리에 세 광선에 평행하게 입사하고 있다. 굴절광, 입사각, 굴절각

을 표시하시오. 세 광선은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가?

2. 볼록렌즈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볼록렌즈 앞에 화살표가 놓여있다. 상을 작도하시오.

    

4. 위 3번에서 물체가 초점보다 멀리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상의 위치와 크기

와 서 있는 모습은 어떠한가?

(1) 초점보다 가까이 있을 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초점보다 멀리 있을 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더 생각하기] 물체가 초점의 2배 거리보다 더 멀리 있을 경우에도 3번의 작

도 및 4번에 답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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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Ⅵ. 빛과 파동

6. 오목렌즈에 의한 상

반   번  이름 :

활동날짜     년   월   일   요일 조원

준비물: 필기구, 자, 오목렌즈

1. 다음 곡면 유리에 세 광선에 평행하게 입사하고 있다. 굴절광, 입사각, 굴절각

을 표시하시오. 세 광선은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가?

2. 오목렌즈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오목렌즈 앞에 화살표가 놓여있다. 상을 작도하시오.

        

4. 위 3번에서 물체가 초점보다 멀리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상의 위치와 크기

와 서 있는 모습은 어떠한가?

(1) 초점보다 멀리 있을 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초점보다 가까이 있을 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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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Ⅵ. 빛과 파동

7. 렌즈에 의한 시력교정

반   번  이름 :

활동날짜     년   월   일   요일 조원

준비물: 필기구

1. 그림은 어떤 사람의 눈에 물체의 상이 맺힐 때의 빛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1) 우리 눈에는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   ㉠    )가(이) 있어서 물체에서 나온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한다. ㉠에 알맞은 용어를 쓰고 위 그림에 ㉠

의 위치를 표시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위 그림처럼 상이 망막 뒤쪽에 맺히는 눈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며, 어떤 

도구로 교정할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1번 눈과 정반대되는 상태가 있다. 1번의 풀이를 참고로 1번 눈과 반대 상태

의 눈을 무엇이라고 하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며, 어떤 도구로 교정해야 하는

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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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Ⅵ. 빛과 파동

8. 빛의 분산

반   번  이름 :

활동날짜     년   월   일   요일 조원

준비물: 필기구, 자, 레이저, 프리즘

1. 가시광선이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다음 빛들이 프리즘에 입사하고 있다.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어떻게 나아갈지 

예상하여 그리고, 그렇게 그린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유: 이유: 

3. 빛의 분산이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무지개가 보이는 상황을 쓰고, 왜 무지개가 보이는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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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Ⅵ. 빛과 파동

9. 빛의 합성

반   번  이름 :

활동날짜     년   월   일   요일 조원

준비물: 필기구, 빛의 합성 장치

1. 그림에서 겹치는 부분에 보이는 색은?

2. 위 1번에서 두 빛이 겹치는 부분에 다른 색을 더 비추어서 흰색으로 보이게 

하려고 한다. 어떤 색을 얼마만큼의 세기로 비추어야 할까? 답과 설명을 쓰시오.

3. 노란색 옷을 입은 아이가 파란 조명 아래 서 있다. 아이의 옷은 무슨 색으로 

보일까? 그 이유는?

4. 빛의 삼원색이란?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빨, 주, 노, 초, 파, 남, 보의 

여러 가지 색으로 분산되는데, 왜 3가지만 정하여 빛의 삼원색이라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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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Interactions 

on Reciprocal Peer Mentoring  

in Middle School Science Classes

Sunkyung, Kim

Physics Education Major in Science Education Divis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peer mentors and peer mentees characteristics appeared

in reciprocal peer mentoring(RPM), interaction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ccurs in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groups according

to the cognitive level and interaction characteristics in terms of

knowledge construction is analyzed and students' recognition for RPM

and the difficulties they suffered are investigated to discuss its

implications for science education.

First, cognitive level and science achievement of three 8th grade class

consist of 110 students are examined to configure pair groups.

Information about RPM activities are provided as a pre-training. Also,

an analysis framework consists of 8 categories, 24 codes is constructed

based on the interaction elements from students discourse. From

September to October 2012, RPM of 12 volunteer student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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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 and recorded. By analyzing their discourse with the

framework, interaction characteristics between peer mentor and peer

mentee and interaction patterns observed in RPM groups with different

cognitive level. Also, student’s knowledge construction progress about

“light” chapter in textbook is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 from

interaction, interview and worksheet. Students recognition for RPM and

the difficulties are examined through questionnaire.

The result shows that the categorical distribution of interaction in

RPM is as follows; Information Contributing (26%) > Question &

Request (22%) > Project Management (21%) > Gesture (10%) >

Agree (9%) > Refuse & Rebuttal (6%) > Non-influential Contributing

(4%)>Emotional Help (2%).

In RPM, mentor ranked highest ratio in the “Information

Contributing” category indicating that peer mentor recognizes the

mentoring as providing information for solving the problem. In

contrast, mentee ranked highest in “Question & Request” category and

it implies that peer mentee recognize his or her role as to get help

from mentor and it seems that the students are affected by the

pre-training.

Homogeneous group, which is similar in cognitive level, showed most

frequent interactions and especially “Refuse & Rebuttal” was in

highest ratio. Peer mentee in homogeneous group not only listened to

the explanation or require answers , but also conducted project

management activities.

Mid-level homogeneous group showed most frequent interactions.

Low-level group showed frequent interactions and well formed

discussions but in some point, they considered themselves as

“Good-for-nothing”. This implies that “Self-efficacy” must be

considered when teacher groups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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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terogeneous group, whose members are in different cognitive level,

showed relatively low frequency in interaction especially when the

mentor’s cognitive level was lower than that of mentee’s and in this

case, mentee showed frequent “Project Management” activities. But

disregard to the level, they tried to pursue their role and it seems that

this behavior is result of pre-training.

Discourse in RPM can be categorized by discourse initiator, which is

pattern R and E. Pattern R , in which mentor initiates discourse,

showed 4 type of interaction pattern which is R-1, R-2, R-3 and R-4.

In pattern E, in which mentee initiates discourse , 3 types of pattern

(E-1, E-2 and E-3) could be observed. It is observed that the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were improved in R-3 and E3 pattern.

Case study about process of knowledge construction in RPM revealed

that even when mentor’s cognitive level is lower than that of mentee’s

, if mentor has correct prior knowledge of scientific concepts, he or

she still can help others in zone of proximal development(ZPD). This

means that, interaction depends on the existence of ZPD and scientific

concept rather than the mentor’s cognitive level.

Examination on Questionnaire showed that , students are motivated

by RPM in class and in the term of cognitive learning, explaining to

colleagues helped them to understand the scientific concept more. The

difficulties in RPM were about learning the science content,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and teaching situations.

Keyword: reciprocal peer mentoring, peer mentor, peer mentee,

cognitive level, interaction, interaction pattern

Student N umber : 2003-3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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