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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교실에서의 교수학습은 교사가 조직한 수업활동에 학생들이 참여

함으로써 이루어진다.일반 으로 학생들은 발화,듣기,쓰기,읽기

등의 행동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며,특히 과학수업에서는 이러한 일

반 인 행동들뿐만 아니라 찰이나 측정과 같은 행동들을 통해서

도 수업에 참여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과학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언어 행동

(발화)뿐만 아니라 비언어 행동도 함께 나타나는데,상당수의 교

사들은 학생들이 발화를 할 때만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한다고 인

식한다.기존의 과학교육 연구들도 발화를 심으로 한 학생의 이해

에 을 맞추고 있다.반면에 비언어 행동까지 고려하여 학생의

수업참여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다.

이에 본 연구는 언어 행동(발화)과 비언어 행동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학수업 참여 양상을 악하고자 하 다.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첫째,한 차시의 과학수업동안 학생들이 언

어 행동(발화)과 비언어 행동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은

각각 얼마나 되는가?둘째,과학수업에서 학생들은 주로 어떤 비언

어 행동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는가?셋째,수업에 참여하기

한 학생들의 행동은 교사의 강의를 들을 때와 실험을 수행할 때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본 연구는 최 등(2015)이 개발한 비디오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수도권 소재 A 학교의 한 과학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 개개인의

행동을 비디오 분석하 다.이 분석도구는 신체 움직임과 시선을

바탕으로 학생의 14가지 행동(자유발화,음독,경청하기,묵독,쓰기,

주의 집 하기,손들기,이동,비참여 움직임,과제움직임, 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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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분류하기,실험도구다루기)의 지속시간을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여 학생의 수업참여 상태를 4가지(참여 발화,

비참여 발화,참여 침묵,비참여 침묵)로 분류해 다.분석의

상이 되었던 수업은 강의 심의 ‘일반활동’과(75%)조별 실험

심의 ‘실험활동’(25%)으로 이루어졌으며,4 의 카메라를 통해 행동

과 시선 등이 모두 찰 가능한 6명의 학생(A～F)을 상으로 분석

하 다.

과학수업을 비디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부분의 학

생들은 주로 비언어 행동을 통해 수업에 참여했고(참여 침묵 2

5～69%),언어 행동(발화)을 통한 참여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참여 발화 0～3%).둘째,참여 침묵 상태인 학생들은 경청하기

를 통해 수업에 참여하는 비 이 높았다(참여 침묵 상태 31～

47%).이어서 교사 혹은 미디어 자료 등을 응시하는 주의 집 하기

(21～36%)와 실험행동인 찰하기(9～24%)를 통해 수업에 참여하

다.셋째,학생들의 비언어 행동을 통한 수업참여가 일반활동

(참여 침묵 29～64%)에 비해 실험활동 (참여 침묵 11～85%)

에 반 으로 높아졌다.일반활동 에는 학생들이 주로 경청하기

를 통해 수업에 참여한 반면에(40～59%)실험활동 에는 주로

찰하기를 통해 수업에 참여하 다(35～71%).

결과 으로 학생들은 과학수업의 부분의 시간동안 침묵하고 있

었으며(발화 0～19%,침묵 81～100%),주로 경청하기나 주의 집

하기와 같은 비언어 행동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실험이 동반된 과학수업에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

여하고 있는지를 비언어 행동에 을 맞춰 분석해 으로써 향

후 과학수업 참여 활성화를 한 후속 연구와 실천방안의 탐색을

한 토 를 넓힐 수 있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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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연구 동기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목표 달성을 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차

시의 수업으로 조직하고 실행한다.그리고 학습이 이루어지기 해

서는 학생들이 교사가 조직한 수업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학생들의 수업참여에 해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이 발화를 함으로

써 수업 화에 참여할 때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

해 왔다(Li,2001;Ollin,2008;Schultz,2009).그러나 실제로 학생들

은 말하기뿐만 아니라 듣기,쓰기,읽기 등의 행동을 통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Lemke(1990)에 따르면 과학수업은 다른 교과와 다르게 교사

의 시범실험,학생의 찰 측정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한다.

각 활동에 해 수업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생각해본다면 시

범활동 에는 학생이 교사에게 시선을 두고 주의집 하기만 해도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학생 스스로 실험을 할 때에

는 실험도구를 보고 만지는 행동을 수업에 참여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학생들은 과학수업에서 언어 행동(발화)뿐만

아니라 시선,몸의 움직임 등의 비언어 행동들을 통해서도 수업에

참여하기도 하며,이러한 행동들은 과학교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탐구 과정에서 매우 요한 행동들이다.

따라서 과학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을 이해하기 해서는 언어 행

동(발화)뿐만 아니라 비언어 행동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그

러나 많은 과학교육 연구들은 학생들의 언어 행동(발화)을 바탕으

로 학생을 이해하고 있으며(유은정 외,2008;이정아,2012;K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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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비언어 행동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업참여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었다(Lee& Anderson,199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학교 과학수업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언어 행동(발화)뿐만 아니라 비언어 행동을 함께 고려하여 학생

들의 수업참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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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 목

본 연구는 학교 과학수업의 한 사례에서 발화와 비언어 행동

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의 수업 참여 양상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수도권 소재

A 학교의 과학수업 사례를 찰하고 녹화하여 비디오 분석을 수행

하 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언어 행동(발화)과 비언어 행동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학교 학생들의 과학수업 참여 양상은 어떠한가?

이에 따른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한 차시의 과학수업동안 학생들이 언어 행동(발화)과 비언어

행동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은 각각 얼마나 되는가?

(2)과학수업에서 학생들은 주로 어떤 비언어 행동을 통해서 수업

에 참여하는가?

(3)수업에 참여하기 한 학생들의 행동은 교사의 강의를 들을 때

와 실험을 수행할 때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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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용어의 정의

� 학생의 과학수업 참여와 비참여

학생의 과학수업 참여는 교사에 의해 조직된 과학 수업 활동에

학생이 계하는 것을 말한다.Skinner& Pitzer(2012)가 제시한 네

가지 참여수 에 따르면 기 수 에서는 학교,학교수 에서는 학

활동,학 수 에서는 교과학습에 한 학생의 참여를 의미한다.

반면에 비참여는 교사에 의해 조직된 과학 수업 활동에 학생이

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행동 참여

주의집 ,질문하기,학 화에 참여하기,읽기,쓰기 등과 같이

행동을 통해 배움과 학습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행동이

란 신체를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 발화 (Speech)

발화는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언어 행 는 그에 의하여 산출

된 일정한 음의 연쇄이며, 을 보고 소리 내어 말로 나타내는 것을

포함한다.

� 침묵 (Silence)

침묵은 학생 개인이 아무 발화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상태를

말한다.즉,개인의 상태를 의미한다.만약 한 교실에 속한 학생 모

두가 이러한 침묵 상태에 있다면 집단의 침묵상태 즉,교실 침묵이

라고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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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언어 행동(nonverbalbehavior)

비언어 행동은 개인의 행동 에서 발화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행동을 말한다.물론 듣기,읽기,쓰기 등과 같은 행동은 언어사용을

수반한다는 측면에서 언어 행동(linguisticbehavior)으로 이해될

수 있다.따라서 ‘비언어 행동’보다는 ‘비음성 행동(nonvocal

behavior)’이라는 표 이 더 할 수 있지만,통상 으로 듣기

(listening)가 비언어 의사소통(nonverbalcommunication)의 범주

에 포함된다는 을 참고하여 비언어 행동으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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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수업 참여에 한 문헌 연구

⇩

분석도구 선정

등학교 과학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행동 참여 분석을 한 상 분석 도구

(최 등,2015)

⇩

학교 과학수업 촬 상 분석

⇩

학교 학생들의 과학수업 참여행동 분석

[그림 1-1]연구 과정의 개요

1.4연구 과정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engagement)에 한 문헌연구

를 통하여 비언어 행동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악하

고 이해하기 한 분석도구를 선정하 다.이 과정에서 참여의 의미

를 ‘행동 참여’로 한정하 으며,녹화된 과학수업 상을 통해 비

참여 찰을 하면서 최 등(2015)이 개발한 상 분석 도구를 이

용하여 학교 과학수업 상 속 학생 6인의 수업 행동을 분석

하 다.연구과정의 개요는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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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비언어 행동을 고려하여 학생의 과학수업 참여의

양상을 악하기 해 비디오 분석도구를 이용해 한 과학수업의 사

례를 분석하 다.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분석도구에서 측정하는 일부 행동은 수업참여 여부를 찰

자가 단하게 되어 주 성이 개입될 수 있다.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고자 분석도구를 이용한 분석과정과 찰된 행동에 해 구체

으로 기술하 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비디오 분석을 통해 학생의 행동 즉,겉으로

드러나는 학생의 신체 움직임이 분석되었다.따라서 학생의 정서

혹은 인지 참여는 찰된 행동을 바탕으로 일부분만 추론될

수 있다.

셋째,한 학교의 한 학 에서 이 진 과학수업을 듣고 있는 학

생들을 상으로 이 진 사례분석이기에 연구결과를 체 학교

학생으로 일반화하여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다.따라서 행동을 바탕

으로 학생의 수업참여를 분석하는 연구가 더욱 더 많은 학생을

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추가 인 연구를 통해 침묵하고 비언

어 행동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성향이 일시 인 상

인지 혹은 일반 인 특성인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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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연구와 이론 배경

2.1참여의 의미

참여란 어떤 환경에 한 물리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정할 수도 있지만(이정아 등,2014), 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되며(Almqvist, Uys, & Sandberg, 2007), participation,

engagement,involvement,flow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어 왔다.

교육학 분야에서는 주로 participation과 engagement가 혼용되어

왔으며(Fredricks,etal.,2004),특히 기의 engagement에 한 연

구들은 학생의 engagement를 찰 가능한 행동으로 정의함과 동시

에 participation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하 다(Fredricks,et

al.,2011).연구자들이 학생의 정서 인 역 한 고려하게 되면서

engagement의 개념이 행동 참여(behavioralengagement)와 정서

참여(emotionalengagement)를 심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이정아 등,2014),participation은 그 에서도 행동 참여와 동일

한 개념으로 제시되거나(Finn,1989;Finn& Voelkl,1993)행동

참여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제시되기도 하 다(Fredricks,

Blumenfeld,& Paris,2004).

이처럼 학생들의 참여는 지난 20년간 활발히 연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해서도 합의가 충분치 못할 정도로 더욱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개념이다.본 에서는 기존의 학생의

참여에 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살펴본 몇몇 연구자들의 리뷰를 바

탕으로 학생의 참여에 한 이론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 참여(engagement)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의(definition),

측정,기제(precursor),결과(outcome)의 측면에서 종합하여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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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ricks,Blumenfeld,& Paris(2004)에 따르면,참여는 행동 참

여(Behavioralengagement),정서 참여(Emotionalengagement),

인지 참여(Cognitiveengagement)로 구분될 수 있다.정서 참여

는 교사,환경,학문,학교 등에 해 학생이 갖는 정 혹은 부정

인 반응을 뜻하며,수업에 한 학생들의 태도,흥미,가치 등과

련되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다.인지 참여는 ‘복잡한 생각을 이

해하고 어려운 기술을 익히고자 하는 노력을 하려는 의지가 가득한

상태’와 ‘생각에 잠긴 상태’를 포함하며,동기(motivation)와 련되

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다,행동 참여는 리 통용되는 표 인

participation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학술 (academic),사

회 (social),교육과정 외 (extracurricular)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포 한다.학생들의 학습 활동 과제 수행과 련되어 연구가 많

이 이루어지며,학자들에 따라서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의한다.

1)규칙을 지키거나 학 규범에 맞게 행동하는 등 정 의미의

수행,혹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

2)노력,집 (concentration),주의집 ,질문하기,학 화에 참여

하기 등과 같이 배움과 학습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것

3)체육,학 운 등 학교 활동에 참가(participation)하는 것

한편,Fredricks,J.A.는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참여를 측정하는

도구를 검토하면서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되어 온 참여의 하 범주

를 그가 제시한 세 가지 범주를 기 으로 정리하 다(Fredricks,et

al.,2011).정리된 내용은 부록에 포함된 [표 6-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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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chly& Christenson(2012)는 참여의 의미를 역사 으로,그리

고 학문 역과 이론에 따라 살펴보았다.이들의 연구에 따르면,참

여라는 개념은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해 도입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기에는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시간만을 의미하다가 최

근 들어서는 학업실패(dropout) 성공(completion)에 한 이론에

서부터 감정,행동,인지 인 역까지 포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여 히 학습 과제,활동과 연결되고 있다.참여는 개의 경

우 2~4개의 하 범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 되는데,그 정의

(definition)에 해서는 공통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단지 공통

으로 학생의 참여라고 인정되는 참여 인 행동들과 정의

(affective)요소들이 일부 있을 뿐이다.이 최소한의 행동과 정의

요소에 어떤 이들은 인지 인 참여를 추가하기도 하며,혹은 행동을

다시 학업 인 측면(과제수행)과 행동 인 측면(활동 참가)으로

세분화하여 표 하기도 한다.하지만 여 히 참여의 정의에 해서

는 공통된 합의된 바는 없으며,세분화된 하 범주들에 해서도 합

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정의하기에 따라서 하 범주들

이 포함하는 요소들 한 달라진다.한편,참여는 학생의 학업성취

를 측하는 변수로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학생의 참여와 학업에

한 기 모형은 Finn(1989)의 참여(Participation)-확인

(Identification)모형이다.이 모형에 의하면 학생의 참여는 성공 인

학교생활(학업)을 거쳐 학업성공(completion)으로 이어진다.반면에

학생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공 이지 못한 학교생활(학업)을

거쳐 학업실패(dropout)로 이어진다.학생의 참여와 학업에 한

다른 모형은 환경(context)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학생의 참여는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증진되거나 하될 수 있다.그 결과로 나

타나는 학생의 참여는 학생의 학업 인 측면,사회 인 측면,정서

인 측면의 성취에 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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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다양한 모형이 있지만 어떤 모형에서든 학생의 참여는

학업성취에 직 인 향을 미친다.그리고 이러한 을 고려하면

참여는 과정 인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환경과 상호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참여는 결과 인 속성을 지니기도 한다.

학업실패(dropout)라는 용어가 수업에서의 이탈을 내포한다는 측면

에서도 보면 참여는 결과 인 속성을 지니며,따라서 참여는 과정

이면서도 결과 인 속성을 지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Skinner& Pitzer(2012)에 따르면 참여는 학교생활을 통해 쉽게

변화할 수 있으면서도 학생의 학업성취를 측할 수 있게 하는

요한 변수이다.그 지만 그 개념자체는 행동 ,정서 ,인지 ,심

리 인 역까지 포 하는 복잡한 개념이다.따라서 연구자들은 참

여에 해 연구할 때 그 개념에 한 정의와 모형을 명확하게 제시

할 필요가 있는데,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동기(motivation)가 외

으로 즉,행동을 통해 표출되는 것을 참여라고 정의하 다.학생의

참여수 은 기 수 에서의 참여(e.g.교회,학교,가정 등),학교에

서의 참여(e.g.클럽활동,운동,학생회,학 활동 등),학 에서의 참

여(e.g.교사 동료학생들과의 상호작용,교과학습 등),교과학습에

서의 참여라는 네 가지 수 에서 고려될 수 있다.그 에서도 학

에서의 참여는 학생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며,학습과 련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며,학생의

지 발달을 진시키는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요하다.이

연구에서의 정의에 따르면 참여는 동기가 외 으로 즉,행동을 통해

표출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학생의 학업과 련된 실제 인 행 이

고,따라서 찰될 수 있는 행동이다.한편,행동 인 요소뿐만 아니

라 정서 인 측면(emotion)과 인지 인 측면(Cognitiveorientation)

도 내포하고 있다.

Mahatmya,etal.(2012)의 연구에서도 참여에 해서는 기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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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Fredricks,Blumenfeld,& Paris(2004)가 제시한 것처럼 행동

참여,정서 참여,인지 참여로 구분하 다.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인지 참여를 동기(motivation)와 련하여 고려한 반면에

Mahatmya,etal.(2012)에서는 Bluemenfeldandcolleagues(2006)가

제시한 것처럼 동기를 행동 참여,정서 참여,인지 참여를 이

끌어내는 요소로서 세 가지 참여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요소로 제시

하 다.Mahatmya,etal.(2012)는 한 연령 즉,발달단계에 따라

학생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의 참여 한 다른 모습으

로 나타남을 강조하며 학생의 참여에 해 수행된 연구 상의 참여

를 발달단계 즉,연령 별로 살펴보았다.먼 유아기의 학생들에게

는 학교에서 이 지는 읽기,쓰기,수학학습을 한 기 인 행동

,인지 ,사회정서 기술의 습득이 요하다.따라서 이 시기의

학생들의 참여는 주로 학 규칙을 지키거나 과제를 수행하거나 동

료와의 력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유년기 학생들의 참여는 행동

,인지 ,정서 측면이 구분되기 시작한다.행동 참여는 수업

에 귀 기울이거나 지시에 한 반응,혹은 주도 인 행동을 의미하

며,기술(skill)의 발 ,사회 상호작용의 증 ,정서 참여를 이끌

어내는 요한 요소이다.인지 참여는 활동에 한 학생들의 신념

과 흥미를 의미하며,미래에 학생들의 참여에 향을 주는 요소이

다.정서 참여는 학교에 한 소속감,학습에 한 가치부여,학

에 한 기 등을 의미하며,학생들의 학 활동에 한 참여나 학

업성취에 향을 다.청소년기에는 학생의 참여가 차 감소한다.

행동 참여는 과제하는 시간,공부 행동,출석, 수업 화에 한

참여를 의미하며,교사들은 이따 학생이 몸을 움직여서 행동할 때

행동 참여로 인식하기도 한다.그리고 이 시기의 행동 참여와

련된 많은 연구들은 학생의 결석 혹은 이탈 이 맞춰져 있다.

한편,인지 참여는 과제에 한 집 ,도 의식 등을 의미하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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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동기에 을 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다.끝으로 정서

참여는 공포,걱정,지루함 등과 같이 학생이 느끼는 감정을 의미하

며,학생이 갖는 감정이 행동 참여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

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과학 련 비형식 환경에 한 등학생들의 참여를 조사한 이정아

등(2014)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참여의 정의와 구성 요소들을

연구의 이론 배경으로 제시하 다.이정아 등(2014)에 따르면 참

여는 participation,involvement,flow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왔는데,

물리 인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participation보다는 깊으면서도

involvement나 flow보다는 폭넓고 지속 이다.참여는 일반 으로

사람이 어떤 활동이나 업무에 하여 극 으로 여하는 것,혹은

사람과 활동이 연결되는 행동의 에 지라 정의된다.특히 교육학 분

야에서는 참여가 ‘학교에 한 소속감,학교 환경을 존 하는 감정

등과 같은 학생들의 감정과 인식,출석 혹은 집 하기 등과 같은 학

생들의 행동,학업성취,교사와의 연 감’등을 포 하는 개념으로서

제시되고 있다.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그 구성요소를 제시하는 방

식으로 참여를 정의하 다. 부분의 연구에서 구성요소로 행동

참여와 정서 참여를 제시하 으며,연구에 따라서 심리 참여,

인지 참여,학업 참여 등을 추가하기도 하 다.

2.2참여와 침묵

침묵하는 학생들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에서 학생들의 참

여와 침묵의 계를 이해하기 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먼

행동을 심으로 학생들을 찰함으로써 수업태도(attitude),특히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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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 속에서 뚱해 있는(sulking)학생들에 해 기술한 Gilmore(1985)

의 연구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학생들은 몸짓(gesture)을 통하여서

의사표시를 하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었다.설문과 인터뷰

를 통하여 어권 교실에서 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의 침묵

의 기능을 살펴본 Tatar(2005)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말을 함으로

써 수업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깊게 다른 이들의 말을 들

으면서 몸짓(gesture),바디랭귀지,노트필기 등을 이용해 반응하거

나, 비물을 챙기거나(gathering the necessary equipment for

activities), 을 옮겨 거나(copyingarticles),수업활동을 비하

는 것 등의 행동을 수업에 참여하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Reda(2009)는 학 쓰기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기와 침묵의

계를 고찰하고 침묵의 의미를 탐색하면서 무언가를 쓰는 것

(writing) 한 화의 한 방법이며, 군가의 말을 듣는 것

(listening) 한 수업에 참여하는 행동임을 명시 으로 언 하 다.

한편,교실 침묵의 유형,의미 등을 탐색한 Schultz(2009)는 학생

들이 침묵 속에서 듣기,읽기,쓰기 등의 행동을 하고 있기도 하지

만,침묵 자체가 다른 학생들로 하여 발화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행동일 수 있다는 에서 수업 참여의 의미를 지닌 침묵

(silenceasaform ofclassroom participa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

기도 하 다.

2.3과학교육에서 행동 참여

본 에서는 과학교육에서 ‘참여’를 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살

펴보고자 한다.

먼 Lee& Anderson(1993)는 Skinner& Pitzer(2012)가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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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참여 수 을 바탕으로 보면,Lee& Anderson(1993)의 연구

는 기 수 에서는 학교,학교수 에서는 학 활동,학 수 에서

는 교과학습에 한 학생의 참여를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다.읽기,

쓰기,실험,학 화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행동을 찰하고,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업의 목 과 과학에 한 태도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 다.즉,이 연구에서는 찰을 통해 학생

의 행동 참여를 조사하고,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의 인지

참여 정도를 유추하 다.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에 한

참여 정도(thequalityoftaskengagement)를 결정하 다.학생의

행동 참여,인지 참여,학업에 한 참여 정도는 특정한 패턴으

로 나타났다.이들의 연구에 참여한 12명의 학생들에게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참여패턴이 나타났다:1)과학을 학습하고자 하는 동

기부여가 내 으로 이미 되어있는 학생,2)동기부여가 된 학생,3)

과제를 회피하는 학생,4) 극 으로 반항하는 학생.

이정아 등(2014)은 등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을 통해 과학과

련된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지를 조사하 다.이 연구에서 조사한 활

동이란 Skinner& Pitzer(2012)가 제시한 네 가지 참여 수 에서

도 ‘기 수 에서 어느 기 에 참여하는지’와 ‘학교 수 에서 어떤

활동(e.g.방과후 수업,클럽활동)에 참여하는지’가 혼합된 개념이었

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일상 야외에서 과학 련 활동에 참여를 많

이 하고 있으며 방과 후 교실 학원,과학 박물 등의 순으

로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지역사회 기반 비형

식 환경에서 이 지는 과학 련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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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참여의 측정

학생들의 참여는 일반 으로 세 가지 방식(학생들의 자기보고식

설문,교사의 평정, 찰)의 측정도구들을 이용하여 측정된다.본

에서는 Fredricks,etal.(2011)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등학생의

참여부터 고등학생의 참여까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정리한 내용

을 바탕으로 참여 측정도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Fredricks,etal.(2011)가 제시한 참여 측정도구는 총 21개 다.물

론 모든 참여 측정도구 에서 락된 도구가 일부 존재할 수도 있

고,특정한 이유로 인해 검토에서 제외된 도구도 있음을 밝히고 있

었다.각 측정도구가 Fredricks,Blumenfeld,& Paris(2004)이 제시

한 참여 범주의 구분(행동 참여,정서 참여,인지 참여)에 따

라 어떤 범주를 측정하고 있는지,학교 수 에서의 참여와 학 수

에서의 참여 어느 수 의 참여를 측정하고 있는지,각 도구가

개발된 목 과 활용될 수 있는 목 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각 도

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가 보고되어 있다.

먼 도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총 21개의 도구 에서 학생의

자기보고식 설문도구가 14개,교사 평정도구가 3개, 찰도구가 4개

있다.그 9개의 자기보고식 설문도구가 학교수 에서의 참여를

측정하기 해 개발 사용되었으며,나머지 12개의 도구는 학

수 에서의 참여를 측정한다.

각 도구에 의해서 측정되는 하 범주를 살펴보면,5개의 자기보고

식 설문도구와 1개의 교사 평정도구가 행동 참여와 정서 참여

와 인지 참여를 모두 측정하 다.두 종류의 하 범주를 측정하는

도구는 8개,하나의 하 범주만 측정하는 도구는 7개 다.범주별로

는 행동 참여를 측정하는 도구가 17개로 가장 많았으며,정서

참여를 측정하는 도구가 14개,인지 참여를 측정하는 도구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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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동 참여의 측정

행동 참여를 측정하는 14개의 도구 에서 그 에서 4개의 자

기보고식 설문도구,3개의 교사 평정도구,3개의 찰도구가 학

수 에서 학생의 참여를 측정하기 해 개발되고 사용되었다.도구

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ornbusch,S.& Steinberg,L.(1990)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설문

도구인 SchoolEngagementScale/Questionnaire(SEQ)는 개발 당시

에는 6 리커트 척도 형식의 4개의 문항을 통해 수학, 어,사회

교과 수업에서의 학생의 행동 참여를 측정한다.그러나 이후

Perry(2008),Kenny,etal.(2003)등의 연구에서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사용되었으며,설문의 문항은 학생이 과제를 하기

해 투자하는 시간,수업시간에 한 출석,수업 집 하는 정도

등을 묻는다(Perry,2008).

1999년에 ChicagoPublicSchool에서 개발된 자기보고식 설문도구

인 Consortium on Chicago School Research/Academic

EngagementScale(CCSR/AES)은 개발 당시에는 4 리커트 척도

형식의 6개의 문항을 통해 읽기,교양 수업 수업에서의 학생의 학업

에 한 참여(academicengagement)를 측정한다.그러나 최근의 연

구에서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설문의 문항

은 수업에 한 기 ,학업을 해 노력하는 정도,수업에 한 흥

미 등을 묻는다(UChicago Consortium on Chicago School

Research,2013).

Miller,etal.(1993)이 개발하고 Miller,etal(1996)에 의해 수정된

자기보고식 설문도구인 Attitudes Towards Mathematics

Survey(ATM)은 5 리커트 척도 형식의 28개의 문항을 통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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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지 참여를 측정한다.5가지 하 범주를 가지고 있고 그

인내심(Persistence)는 Frericks,etal.(2011)의 구분에 따르면 행동

참여의 하 범주로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설문의 문항

은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한 노력의 정도,과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려는 마음가짐 등을 묻는다(Miller,etal.,

1996).

Wellborn& Cornell(1987)이 개발하고 지속 으로 수정되어 온 자

기보고식 설문도구인 Education versus Disaffection with

Learning(EvsD)은 학생의 자기보고식 설문도구와 교사 평정도구로

구성되어 있다.먼 학생의 자기보고식 설문도구는 4 리커트 척

도 형식의 24개의 문항을 통해 학생의 행동 참여와 정서 참여

를 측정한다.설문의 문항은 학교나 학 에서 노력하는 정도,학

화에 참여하는 정도,수업 듣기에 집 하는 정도 등을 묻는다.한

편,교사 평정도구의 구성은 학생의 자기보고식 설문도구와 유사하

다(Skinner,Kindermann,& Furrer,2009).

교사 평정도구인 ReadingEngagementIndex(REI)는 은 4 리커

트 척도 형식의 8개의 문항을 통해 학생의 읽기 련 참여를 측정

한다.학생이 자발 으로 책을 읽는 정도,읽기 략의 사용 여부

등을 묻는 문항들을 통해 학생의 행동 ,정서 ,인지 참여를 함

께 묻는다.

InstituteforResearchandReform inEducatioan[IRRE.](1998)

이 개발한 ResearchAssessmentPackageforSchools(RAPS)은 학

생의 자기보고식 설문도구와 교사 평정도구로 구성되어 있다.그

학생의 자기보고식 설문도구는 학교 수 에서의 참여를 측정하며,

교사 평정도구는 학 수 에서의 참여를 측정하는 도구이다.교사

평정도구는 4 리커트 척도 형식의 3개의 문항을 통해 학생의 행

동 참여와 정서 참여를 측정한다.설문의 문항은 수업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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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태도, 비성 등을 묻는다.

한편, 찰을 통해 학생의 행동 참여를 측정하는 도구는

classroom AIMS, Behavioral Observation of Students in

Schools(BOSS), Ecobehavioral Assessment Systems

Software(EBASS)등이 있다.

classroom AIMS는 3 척도로 평정하는 75개의 찰항목을 바탕

으로 학 풍토와 학생의 참여를 측정하게 되어있다.학생의 참여는

4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되며,학생이 말을 함으로써 수업활동에

한 기 를 표 하는지,학생이 손을 듦으로써 활동에 참여하는지 등

을 찰한다(Roehrig& Christesen,2010).

한편,BOSS와 EBASS는 체계 인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학생의

행동을 분류하고 시간표집 기록법을 이용해 학생의 행동 참여를

측정하며,ADHD,수업이탈 등 수업 에 이상행동을 하는 학생을

찰하기 해 사용한 연구들이 있었다(Wallace,etal.,2002).

Shapiro(2004)가 개발한 BOSS는 학생의 행동을 5가지( 극 참

여:ActiveEngagedTime,소극 참여:PassiveEngagedTime,

비참여 행동:Off-TaskMotor,비참여 발화:Off-TaskVerbal,소

극 비참여:Off-TaskPassive)로 분류하고 매 15 마다 각 행동

이 나타났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참여를 측정하는 도구

이다(Shapiro,2010).

마지막으로 Greenwood,etal.(1994)이 개발한 EBASS는 매 15

마다 교실환경,교사의 행동,학생의 행동을 찰함으로써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학생의 행동을 이해하기 해 사용된다.학업

참여,과제 참여,비참여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19개의 항목이

찰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행동 참여가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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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등학교 과학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행

동 참여 분석을 한 상 분석 도구

최 등(2015)은 classroom AIMS,BOSS,EBASS와 같은 기존

의 행동 참여 분석도구들이 범교과 인 학생의 행동들만을 분석

한다는 에서 과학교과의 특성을 반 하고,이러한 도구들이 분석

방식으로 채택하는 시간표집 기록법(momentarytimesampling)의

단 을 보완하고자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 다.

개발된 도구는 과학교과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실험과 련된 행

동들을 세분화하여 일반 인 과제활동과는 구분되는 행동으로 포함

하고 있다.그리고 기존의 시간표집 기록법이 일정한 시간 간격 안

에 특정한 행동이 나타나면 해당되는 시간구간을 그 행동이 유하

는 방식으로 기록되기 때문에([그림 3-2])실제를 반 하는데 한계

가 있으므로 사건 심 기록법을 채택하 다.

[그림 3-2]시간표집 기록법의 분석 방식

분석도구 개발의 첫 단계는 기존 연구들에서 학생의 행동 참여

조사를 해 사용해 온 CCSR(Consortium on Chicag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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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AcademicEngagementScale),ATM(AttitudesTowards

MathematicsSurvey),EvsD(Education versusDisaffection with

Learning), REI(Reading Engagement Index), RAPS(Research

AssessmentPackage forSchools)와 같은 설문지,Classroom

AIMS,BOSS(BehavioralObservation ofStudents in Schools),

EBASS(EcobehavioralAssessmentSystemsSoftware)와 같은

찰 분석도구,Gilmore(1985),Ollin(2008)등의 학생 침묵을 주제로

다룬 문헌들에서 학생의 행동들을 수집하는 것이었다.문헌에서 수

집되지 않은 행동들이 등학교 과학수업 찰을 통해 추가 으로

수집되었고,수집된 행동들은 연구자들의 의를 거쳐 14가지(자유

발화,음독,경청하기,묵독,쓰기,주의 집 하기,손들기,이동,비참

여 움직임,과제움직임, 찰하기,측정하기,분류하기,실험도구다

루기)로 범주화되었다.

� 자유발화 (SpontaneousSpeech)

자유발화는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언어 행 는 그에 의하여

산출된 일정한 음의 연쇄이다.

� 음독 (ReadingAloud)

음독은 을 보고 소리 내어 말로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다.

� 경청하기 (Listening)

경청하기는 소리를 내는 상(교사,학생,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향해 시선을 두거나 화 상황에서 발화와 발화 사이에 침묵하는

상태이다.

� 묵독 (ReadingSilently)

묵독은 책,문서 등의 기록물에 시선을 두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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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Writing)

쓰기는 필기도구나 자 등을 이용하여 문장이나 자를 고 있

는 상태이다.

� 주의 집 하기 (PayingAttention)

주의 집 하기는 침묵하는 교사,소리가 나지 않는 멀티미디어 자

료(시뮬 이션,슬라이드 등),침묵 속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

생 등에 시선을 둔 상태이다.

� 손들기 (RaisingHand)

손들기는 발언권을 얻기 하여 손을 든 상태이다.

� 이동하기 (Moving)

이동하기는 움직여 자리를 바꾸고 있는 상태이다.

� 비참여 인 움직임 (Non-participatoryMotion)

수업활동과 무 하게 신체를 움직이거나 시선을 움직이는 상태이

다.

� 과제움직임 (ActivityMotion)

과제활동 에 교사가 제시한 과제활동에 해당되는 몸의 움직임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 찰하기 (Observing)

실험활동 에 교사가 제시한 실험자료를 으로 직 보거나,시

각을 이용한 도구( 미경,돋보기,망원경,거울과 즈)를 통하여

보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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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하기 (Classifying)

분류하기는 실험활동 에 어떤 방법이나 체계에 따라 상을 나

고 배열하고 있는 상태이다.

� 측정하기 (Measuring)

측정하기는 실험활동 에 측정도구의 이나 수치에 시선을 두

고 있는 상태이다.

� 실험도구 다루기 (HandlingApparatus/Specimen)

실험활동 에 비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험도구를 다루고

있는 상태이다.

둘째 단계에서는 발화여부와 참여여부에 따라 학생의 상태를 네

가지로 분류하 다(참여 발화,비참여 발화,참여 침묵,비참

여 침묵).먼 참여 발화(ParticipatorySpeech)는 학생이 발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화의 내용이 수업과 련 있는 상태이며,비

참여 발화(Non-ParticipatorySpeech)는 학생이 발화하고 있는 상

황에서 발화의 내용이 수업과 무 한 상태이다.

참여 침묵(ParticipatorySilence)은 학생이 발화를 하지 않고 침

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언어 행동들을 통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다.그리고 비참여 침묵(Non-ParticipatorySilence)은

학생이 발화를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발화와 음독

을 제외한 비언어 행동들을 통하여서도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

은 상태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14가지 범주의 학생 행동을 기록하고 학생의

상태를 악할 수 있도록 MicrosoftExcel기반의 기록 분석도구

가 개발되었다. 재까지 개발된 도구를 이용한 분석은 개발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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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등학교 학생 2명을 상으로 분석도구를 시 으로

용한 결과만이 보고되었다. 등학교 학생 2명 모두 발화 없이 비언

어 행동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는 ‘참여 침묵’상태에 있는 시간

이 가장 길었으며,비언어 행동 에서는 ‘경청하기’와 ‘찰하기’

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교사가 조직

한 수업활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5 -

[그림 3-1]학 의 자리 배치 캠코더의 배치

3.연구 방법

3.1연구 상 연구 차

연구 상 수업으로 수도권 소재 A 학교 2학년 한 학 에서 5차

시 분량의 과학수업이 녹화되었다.수업에서 다 진 주된 내용은

학교 2학년 과학의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과 ‘여러 가지 화학 반

응’이었다.

2명의 찰자가 참여 찰을 수행하면서 4 의 캠코더를 이용하여

총 31명의 학생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 7명을 제외한

24명의 모습을 촬 하 다([그림 3-1]).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과학

교육학 박사 학 를 가진 16년 경력의 교사 고,각 차시에서는 각

각 앙 생성반응 실험,과제활동,이온검출 실험,모형 그림 그리기,

시범실험이 이루어졌다.

상 분석 도구를 이용한 실제 분석은 실험활동이 이 진 3차시

수업 상에서 시선과 행동이 안정 으로 포착된 6명의 학생(A～F)

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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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등학교 과학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행동

참여 상 분석 도구

본 연구에서는 과학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비언어 행동을

악하고 분석하기 하여 최 등(2015)이 개발한 ‘과학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행동 참여 상 분석 도구’를 사용하 다.이 도

구는 등학교 과학수업 찰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나 기록되고

분석되는 행동들은 일반 인 학교 과학수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

는 행동들이기에 학교 과학수업 분석에 사용되었다.

(1)분석도구를 이용한 분석 차

분석도구를 이용한 학생 행동의 기록,분석과정은 [그림 3-2]와 같

다.분석의 첫 단계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촬 한 수업 상들의 재

생 시간의 동기화가 이루어졌다.두 번째 단계에서는 교사를 찰하

면서 교사의 발화,침묵의 지속시간,읽기 지시,학생들에게 제시하

는 수업활동을 기록한다.세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을 찰하면서 학

생의 행동과 시선을 기록하며,마지막 단계에서는 기록을 바탕으로

학생의 14가지 행동이 나타난 지속시간을 산출하고,수업 학생의

4가지 수업참여 상태의 분포를 악한다.

상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행동을 분석하기 해서는 분

석 상 학생이 자리에 앉아 한 방향만을 응시하지 않고 고개를 돌

리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최소한 두 방향에서 촬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확인하기 해서 교사의 치를

포함하여 교실 체의 모습이 촬 되어야 한다.결과 으로 학생 한

명의 행동을 분석하기 해서는 최소 세 방향에서 촬 이 이루어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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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 상들의 동기화

⇩

교사 찰

� 발화,침묵의 지속시간 기록

� 학생들에게 ‘읽기’를 지시한 시간 기록

� 수업활동 기록(일반활동,시범실험,멀티미디어제시활동,

과제활동,실험활동)

⇩

학생 찰

� 학생의 행동 기록:자유발화,음독,경청하기,쓰기,손들

기,이동,비참여 움직임,과제움직임,분류하기,실험도

구 만지기

� 학생의 시선 기록:문서,칠 ,교사,말하는 학생,침묵하

는 학생,멀티미디어자료,실험자료&도구,측정도구,기타

⇩

찰 기록을 14가지 행동 범주로 재조직

⇩

학생의 행동과 수업참여 분석

[그림 3-2] 상 분석의 차

세 방향에서 촬 된 수업 상이 확보되고 나면 세 상의 동시 재

생을 한 동기화 과정이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Adobe사의 동

상 편집 소 트웨어인 PremiereProCS6을 이용하여 세 상을 동

기화하 다.그리고 멀티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그림 3-3]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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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향에서 포착한 학생의 모습과 교사의 모습을 한 화면에서 확

인할 수 있도록 설정한 후에 상학생을 찰하 다.

[그림 3-3] 상 분석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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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 도구의 구성 구조

분석도구는 MicrosoftExcelVisualBasic을 이용해 제작된 세 개

의 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첫 번째 로그램은 교사 행동

찰기록용 로그램으로 교사를 찰하며 교사의 발화시간,침묵시

간,학생들에게 읽기를 지시한 시간,수업활동(일반활동,시범실험,

멀티미디어제시활동,과제활동,실험활동)을 기록하기 해 사용된다

([그림 3-4]).

[그림 3-4]교사 행동 찰기록용 로그램

수업활동은 Lemke(1990)가 제시한 ‘과학수업에서 나타나는 수업활

동의 유형(TheActivityTypesofScienceClassrooms)’을 최

등(2015)이 일반활동,시범실험,멀티미디어제시활동,과제활동,실험

활동으로 재조직한 것이다.

일반활동(GeneralActivity)은 교사의 강의,교사와 학생 간의 담

화 등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며,시범실험은(Demonstration)교사가

교실 앞에서 어떤 상이나 활동을 시범 으로 보여주는 시간이다.

멀티미디어제시활동(MediaPresentation)은 시범실험과 유사하나 교

사가 직 시범을 보이기보다는 동 상이나 컴퓨터 시뮬 이션 등

의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시간이다.과제활동(Seatwork)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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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교사가 제시한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이며,실험활동

(Labwork)은 과제활동과 유사하나 학생들이 실험도구나 실험재료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간이다.

[그림 3-5]학생 행동 찰기록용 로그램

두 번째 로그램은 학생 행동 찰기록용 로그램으로 학생을

찰하며 학생의 행동(자유발화,음독,경청하기,쓰기,손들기,이동,

비참여 움직임,과제움직임,분류하기,실험도구 만지기)과 시선

(문서,칠 ,교사,말하는 학생,침묵하는 학생,멀티미디어자료,실

험자료&도구,측정도구,기타)을 기록하기 해 사용된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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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그림 3-6]학생의 행동 수업참여 분석 로그램

세 번째 로그램은 학생의 행동과 수업참여를 분석하는 로그램

이다.교사 행동의 찰기록과 학생 행동의 찰기록을 종합하여 14

가지 범주의 학생 행동들(자유발화,읽기,경청하기,묵독,쓰기,보

기,손들기,이동,비참여 움직임,과제움직임, 찰하기,측정하기,

분류하기,실험도구다루기)이 나타난 시간을 산출하고 학생이 수업

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시간을 산출한다([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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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분석 도구의 구조

찰을 통해 기록되는 항목들과 최종 으로 분류되는 14가지의 행

동 범주 사이의 계는 ([그림 3-7])와 같다. 찰을 통해 기록되는

항목들 에서 일부는 그 로 학생의 행동으로 기록되며,일부는 다

른 항목과 결합하여 학생의 특정 행동으로 기록된다. 를 들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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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화와 음독은 학생을 찰한 기록이 그 로 자유발화와 음독으

로 분석된다.반면에 ‘교사의 발화(교사가 발화할 때)’와 ‘시선:교사

(교사를 향한 시선)’는 두 항목이 결합되어야만 학생의 행동 의

‘경청하기’로 분석된다. 다른 로 학생 찰을 통해 쓰기를 기록

하 다면 이러한 기록은 그 로 ‘쓰기’로 분석되는 반면,‘수업활동:

실험활동(교사가 제시한 수업활동이 실험활동인 상황)’과 ‘시선:실

험자료&도구(학생의 시선이 실험 자료나 실험도구를 향해 있는 상

태)’는 두 항목이 결합될 때 학생의 행동 ‘찰하기’로 분석된다.

이 게 교사와 학생을 찰한 기록이 14가지의 행동으로 분류되

면,학생의 수업참여 상태는 학생의 행동에 따라 네 가지(참여 발

화,비참여 발화,참여 침묵,비참여 침묵)로 분류된다.

학생이 수업과 련된 내용이 담긴 자유발화를 하거나 수업과

련된 내용을 소리 내어 읽는다면 학생은 발화를 하면서 수업에 참

여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경우에 학생은 ‘참여 발화’상태에 있

다.

학생이 수업과 무 한 내용이 담긴 자유발화를 하거나 수업과

련되지 않은 내용을 소리 내어 읽는다면 학생은 발화를 하지만 수

업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이러한 경우에 학생은 ‘비참여 발화’

상태에 있다.

학생이 발화를 하지 않는다면 침묵 상태에 있는 것이다.침묵 속

에서도 교사의 이야기를 경청하거나(경청하기)교사가 제시하는 멀

티미디어 자료에 주의를 집 하거나(주의집 하기)실험자료를 찰

하고 있다면( 찰하기)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이뿐만 아니

라 학생은 14가지의 행동 범주 에서 ‘비참여 움직임’을 제외한

13가지의 행동을 통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그리고 ‘자유발화’

와 ‘음독’을 제외한 11가지의 행동을 통하여 수업에 참여한다면 침

묵 속에서 비언어 행동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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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상태에 있다.

한편 침묵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업과 무 한 발화를 하고 있는 동

료의 말을 경청하거나(경청하기)낙서를 하고 있는 경우(쓰기)에는

침묵 속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경우에 학

생은 ‘비참여 침묵’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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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결과 논의

4.1학생들의 체 수업에 한 수업참여 상태

(1)수업의 진행

찰된 수업에서 교사는 수업 시작을 선언한 후 약 37분 24 동

안 수업을 진행하 다.수업이 시작한 지 약 13분까지 교사는 이

차시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새로운 앙 생성반응을 설명하 으

며,이번 차시 실험을 통해 학습해야할 내용을 안내하 다.수업이

시작한 지 13분에서 21분 사이에 학생들은 자리배치를 바꾸어 조별

로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결과를 칠 에 기술하 다.이후 28분까지

학생들이 한 명씩 자발 으로 칠 앞으로 나와서 실험결과를 설명

하 으며,수업이 종료될 때까지 교사가 이번 차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 다([그림 4-1].

[그림 4-1] 찰된 수업의 진행

최 등(2015)이 제시한 수업활동 유형에 따라 수업의 진행을

살펴보면,수업 부분의 시간은 교사가 강의식으로 설명하고 학

생들과 화를 주고받는 일반활동(75%)으로 이루어졌으며,나머지

시간은 학생들이 조별로 실험을 수행하는 실험활동(25%)으로 이루

어졌고,시범실험,미디어제시활동,과제활동은 없었다([그림 4-2],

[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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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찰된 수업의

수업활동 구성(비율)

[그림 4-3] 찰된 수업의

수업활동 구성(시간배분)

(2)학생들의 수업참여 상태

학생들의 수업참여 상태는 [그림 4-4]와 같이 나타났다.교사가

체 수업 시간 에서 42%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발화하고 58%에 해

당하는 시간동안 침묵한 가운데,학생 F만이 체 수업의 약 19%의

시간동안 발화(참여 발화+비참여 발화)하 을 뿐 다른 5명의 학

생은 부분의 시간동안 침묵하고 있었다.

[그림 4-4]학생들의 체 수업에 한 수업참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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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학생들(A,B,D,F)은 체 수업 시간의 가장 오랜 시간동

안에 비언어 행동을 통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참여 침묵 상태

다.그리고 부분의 학생들이 발화를 거의 하지 않았기에 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던 시간을 제외한 남은 시간동안은 부분 비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다.학생 F만이 유일하게 상당시간동안 발화를

하 지만,발화의 부분은 수업과는 무 한 발화 기에 비참여

발화 상태에 있던 시간이 비참여 침묵 상태에 있던 시간의 뒤를

이었으며,학생들 모두 발화를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

었다.

한편 2명의 학생들(C,E)은 체 수업 시간의 가장 오랜 시간동안

에 어떠한 행동으로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참여 침묵 상태

다.두 학생 모두 발화를 거의 하지 않았기에 참여 침묵 상태에

있는 시간이 뒤를 이었다.

4.2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비언

어 행동

학생들의 수업참여 상태를 살펴본 결과,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발

화를 거의 하지 않거나,한다고 해도 비참여 인 발화를 하는 경우

가 부분이었다.반면에 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의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비언어 행동을 통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참여

침묵’상태에 있었다.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비언어 행동은 [그림 4-5]와 같다.

학생 F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업과 련된 발화를

하고 있는 군가에 시선을 두고 경청하고 있는 시간이 가장 길었

다(경청하기).경청하기의 뒤를 잇는 비언어 행동은,교사가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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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교사를 응시하거나 교실 앞으로 나가

서 발표하는 친구들을 응시하는 것과 같이 수업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곳을 향해 시선을 두는 ‘주의 집 하기’다.

수업활동으로 실험활동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실험활동 시간에 실

험자료에 시선을 두는 ‘찰하기’가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났다.그러

나 특이하게도 학생E는 실험자료를 찰하지 않고,활동지의 빈칸을

채우거나(쓰기)가만히 활동지를 응시하고 있는 시간이 길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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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학생들이 ‘참여 침묵’상태일 때 나타난 비언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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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업활동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참여 상태 변화

(1)일반활동 학생들의 수업참여 상태

일반활동 에 나타난 학생들의 수업참여 상태는 [그림 4-6]와 같

다.일반활동 시간이 체 수업 시간 75%의 시간을 차지하 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상태는 체수업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교

사가 50%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발화하고 50%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침묵한 가운데,학생 F만이 약 21%의 시간동안 발화(참여 발화+

비참여 발화)하 을 뿐,다른 5명의 학생은 부분의 시간동안 침

묵하고 있었다.

[그림 4-6]학생들의 일반활동에 한 수업참여 상태

4명의 학생들(A,B,D,F)은 체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활

동 시간의 가장 오랜 시간동안에 비언어 행동을 통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참여 침묵 상태 다.그리고 일반활동 시간에 부분의

학생들은 발화를 거의 하지 않았기에 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던

시간을 제외한 남은 시간동안은 부분 비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

다.학생 F만이 유일하게 상당시간동안 발화를 하 지만,발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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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수업과는 무 한 발화 기에 ‘비참여 발화’상태에 있던

시간이 비참여 침묵 상태에 있던 시간의 뒤를 이었다.

한편 2명의 학생들(C,E)은 체 수업 시간의 가장 오랜 시간동안

에 어떠한 행동으로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참여 침묵 상태

다.두 학생 모두 발화를 거의 하지 않았기에 참여 침묵 상태에

있는 시간이 뒤를 이었다.

일반활동이 교사의 강의뿐만 학생들의 화가 바탕이 되는 활동

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모두 발화를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는 드물었다.

(2)비언어 행동을 통한 일반활동 참여

학생들은 일반활동 에도 발화를 거의 하지 않거나 한다고 해도

비참여 인 발화를 하는 경우가 부분이었으며, 부분 가장 오랜

시간동안 침묵 속에서 비언어 행동을 통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참

여 침묵’상태에 있었다.학생들이 일반활동 에 수업에 참여하

는 과정에서 나타난 비언어 행동은 [그림 4-7]과 같다.

모든 학생들은 가장 오랜 시간동안 수업과 련된 발화를 하고 있

는 군가에 시선을 두고 경청하고 있었고(경청하기),그 뒤를 이어

수업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곳을 향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주

의 집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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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일반활동 학생들이 ‘참여 침묵’상태일 때 나타난 비언어 행동



- 43 -

(3)실험활동 학생들의 수업참여 상태

실험활동 에 나타난 학생들의 수업참여 상태는 [그림 4-8]과 같

다.조별 실험이 주된 활동이었기 때문에 교사는 다른 활동에서와

달리 은 시간동안 발화하 고(16%)상 으로 침묵하고 있는 시

간이 길었다(84%).학생들의 경우에도 다른 활동에서와 달리 학생

F뿐만 아니라(13%)학생 D도 상당한 시간동안 발화하 다(8%).

[그림 4-8]학생들의 실험활동에 한 수업참여 상태

체 수업에서 가장 오랜 시간동안에 참여 침묵 상태에 있던 4

명의 학생들(A,B,D,F)은 실험활동 시간에도 가장 오랜 시간동안

에 참여 침묵 상태 다.이 학생들은 발화를 거의 하지 않았기에

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던 시간을 제외한 남은 시간동안은 부분

비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다.학생 D가 체 수업에서에 비해 많

은 시간동안 발화하고,학생 F도 상당시간동안 발화를 하 지만,두

학생들의 부분의 발화는 수업과는 무 한 발화 기에 ‘비참여

발화’상태에 있던 시간이 비참여 침묵 상태에 있던 시간의 뒤를

이었다.

한편 체 수업 시간의 가장 오랜 시간동안에 비참여 침묵 상태

던 두 명의 학생들(학생 C,E) 에서 학생 C의 경우,실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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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체 수업에서에 비해 비언어 행동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

는 비 이 높아졌다.반면에 학생 E는 수업에 참여하는 비 이 체

수업에서에 비하여 오히려 높아졌다.

(4)비언어 행동을 통한 실험활동 참여

학생들은 실험활동 에도 발화를 거의 하지 않거나 한다고 해도

비참여 인 발화를 하는 경우가 부분이었으며, 부분 가장 오랜

시간동안 침묵 속에서 비언어 행동을 통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참

여 침묵’상태에 있었다.학생들이 실험활동 에 수업에 참여하

는 과정에서 나타난 비언어 행동은 [그림 4-9]와 같다.

교사가 안내한 실험이 화학약품을 혼합할 때 생성되는 앙 을

찰하는 실험이었기 때문에 부분의 학생들은 실험활동의 가장 오

랜 시간동안 ‘찰하기’를 하고 있었다.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때 나타난 다른 비언어 행동으로는 주의 집 하기와 경청하기가

나타났는데,실험도구를 조작하고 있거나 실험내용에 해 이야기하

고 있는 동료학생을 응시하는 경우 다.

한편,학생 E의 경우,실험활동 에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묵묵히 활동지를 응시하거나(묵독)활동지의 빈

칸을 채우거나(쓰기)혹은 실험내용에 해 발화하는 동료를 응시함

으로써(경청하기)실험활동 시간의 일부동안이나마 수업에 참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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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실험활동 학생들이 ‘참여 침묵’상태일 때 나타난 비언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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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업의 진행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참여 상태와 행동의 변화

찰된 수업은 학생 1인이 표로 지난 차시에 은 수업일기를

교실 앞에 나와서 읽기,이 차시 학습내용의 복습,새로운 앙 생

성반응의 학습,앙 생성반응 실험활동, 표 학생들의 실험결과 설

명,이번 차시 학습 내용의 정리로 구성되었다([그림 4-1].이러한

수업의 진행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참여 상태와 행동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학생A

학생A는 체 수업에서 60%의 시간동안 참여 침묵 상태 고,

37%의 시간동안 비참여 침묵 상태 던 학생이다.수업의 진행에

따른 교사의 발화,침묵 상태와 학생A의 수업참여 상태,행동의 변

화는 [그림 4-10]과 같다.

[그림 4-10]수업의 진행에 따른 학생 A의 수업참여 상태의

변화 행동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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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학생이 교실 앞에서 수업일기를 읽고 있는 동안에 학생A는

주로 경청하기와 주의집 하기를 하고 있는 참여 침묵 상태에 있

었다.교사가 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학생A는

표학생의 발화에 해 경청하고 주의를 집 함으로써 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차시 수업에서 작성하 던 활동지에 남아있는 빈칸을 함께 채

우는 시간은 교사의 질문에 학생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교사의 발화는 지속 으로 이루어졌지만,학생A는 이 시간의

반부에는 발화도 하지 않고 교사의 말을 경청하거나 교사에게 주의

집 을 하지 않은 채 비참여 침묵상태에 있었다.시간이 조 흐

르고 나서야 경청하기와 주의집 하기를 하는 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으며, 게나마 발화를 통해 참여하기도 하 다.

새로운 내용(앙 생성반응)을 학습하는 시간도 교사가 발화를 통

해 주도하고 있었다.학생A는 ‘ 차시 활동지를 함께 채우던 때’와

는 다르게 교사가 학습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의 시간동안 경청하

기와 주의집 하기를 하면서 참여 침묵상태에 있었다.그리고 상

당한 시간동안 교사가 칠 에 필기하는 내용을 노트에 옮겨 고

있었다.

교사가 이번 차시에 수행되어야 할 실험을 안내하는 시간 상당

한 시간동안 학생A는 다시 비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다.이어진

실험활동 시간은 조별로 실험을 수행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교사

는 학생들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도록 한 후 상당한 시간동안 침

묵을 지키고 있었다.교사가 침묵한 시간동안 학생A는 실험자료를

찰함으로써 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는데,교사가 다시 발화를 시

작한 반부부터는 경청하기와 주의 집 하기,발화를 통해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물론 일부 발화내용은 수업과 무 한 내용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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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의 정리는 교사가 발화를 통해 학생들의 실험결과를 언

하고 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었다.교사가 발화를 통해 주도

한 반부엔 학생A도 교사의 말을 경청하고 교사에게 주의 집 함

으로써 수업에 참여하는 참여 침묵 상태 다.하지만 교사가 학생

들 에서 개인 발표 할 사람을 모집하기 시작한 반부 이후에는

학생A 한 비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다.

학생들 한명씩 표로 교실 앞으로 나가 실험결과와 교사가 정

리한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해주는 시간 반부에 교사는

표학생의 설명을 보충하거나 의문을 제기하 기 때문에 상 으

로 발화를 많이 하 다.하지만 마지막 표학생이 발표하는 시간에

교사는 부분의 시간동안 침묵하고 있었다.반면에 학생A는 반

부에는 표학생들의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하 으나,마지막

표학생이 발표하는 시간에는 비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다.

교사가 이번 차시의 학습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는 시간은

새로운 학습내용을 설명하던 시간과 유사하게 교사가 발화를 통해

주도하 고,학생A 한 경청하기와 주의집 하기를 하면서 참여

침묵상태에 있었다.

학생B

학생B는 체 수업에서 69%의 시간동안 참여 침묵 상태 고,

27%의 시간동안 비참여 침묵 상태 던 학생으로 찰 상 학생들

에서 수업에 가장 오랜 시간동안 참여한 학생이다.수업의 진행에

따른 교사의 발화,침묵 상태와 학생B의 수업참여 상태 행동의

변화는 [그림 4-11]과 같다.

표학생이 교실 앞에서 수업일기를 읽고 있는 동안에 학생B는

학생A와 달리 반의 시간동안만 경청하기와 주의 집 하기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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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다.

차시 수업에서 작성하 던 활동지에 남아있는 빈칸을 함께 채

우는 시간의 반부에도 학생B는 학생A와 마찬가지로 발화도 하지

않고 교사의 말을 경청하거나 교사에게 주의집 을 하지 않은 채

비참여 침묵상태에 있었다.시간이 조 흐르고 나서야 경청하기

와 주의집 하기를 하는 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으며,틈틈이 발화

를 통해 참여하기도 하 다.

[그림 4-11]수업의 진행에 따른 학생 B의 수업참여 상태의

변화 행동의 분포

교사가 발화를 통해 주도한 새로운 내용(앙 생성반응)을 학습하

는 시간에 학생B는 부분의 시간동안 경청하기와 주의집 하기를

하면서 참여 침묵상태에 있었다.그리고 조 이나마 교사가 칠

에 필기하는 내용을 노트에 옮겨 고 있었다.발화는 드물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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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매번 짧은 발화만이 이루어졌고 체 행동에서 큰 비 을 차

지하지는 않았다.

학생B는 한 교사가 이번 차시에 수행되어야 할 실험을 안내하

는 시간의 반부에는 교사에게 주의를 집 하고 교사의 발화를 경

청하 지만 설명이 길어지자 비참여 침묵 상태로 변화하 다.이

어진 실험활동 시간에 학생B는 실험자료를 찰함으로써 참여 침

묵 상태에 있었고 간에 일정시간 찰한 내용을 필기하는 시간이

나타났다.교사가 다시 발화를 시작한 반부에도 학생B는 여 히

주로 실험자료를 찰하고 있었으며, 찰을 모두 마친 후반부엔 비

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다.

실험결과의 정리 교사가 발화를 통해 주도한 반부엔 학생B

도 교사의 말을 경청하고 교사에게 주의 집 함으로써 수업에 참여

하는 참여 침묵 상태 다.하지만 교사가 학생들 에서 개인 발

표 할 사람을 모집하기 시작한 반부 이후에는 비참여 침묵 상

태에 있었다.

교사가 이번 차시의 학습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는 시간은

새로운 학습내용을 설명하던 시간과 유사하게 교사가 발화를 통해

주도하 고,학생B 한 경청하기와 주의집 하기를 하면서 참여

침묵상태에 있었다.

학생C

학생C는 체 수업에서 43%의 시간동안만 참여 침묵 상태 고,

57%의 시간동안 비참여 침묵 상태 던 학생으로 수업에 비참여

이었던 학생이다.수업의 진행에 따른 교사의 발화,침묵 상태와 학

생C의 수업참여 상태 행동의 변화는 [그림 4-12]과 같다.

표학생이 교실 앞에서 수업일기를 읽고 있는 동안에 학생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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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B와 유사하게 반의 시간동안만 경청하기와 주의 집 하기를

하고 있는 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다.

[그림 4-12]수업의 진행에 따른 학생 C의 수업참여 상태의 변화

행동의 분포

차시 수업에서 작성하 던 활동지에 남아있는 빈칸을 함께 채

우는 시간의 반부에도 학생C는 다른 학생들과 유사하게 발화도

하지 않고 교사의 말을 경청하거나 교사에게 주의집 을 하지 않은

채 비참여 침묵상태에 있었다.하지만 시간이 조 흐르고 나서도

다른 학생들처럼 경청하기와 주의집 하기를 하기 보다는 비참여

침묵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교사가 발화를 통해 주도한 새로운 내용(앙 생성반응)을 학습하

는 시간에 학생C는 오랜 시간동안 경청하기와 주의집 하기를 하고

교사가 칠 에 필기하는 내용을 노트에 옮겨 는 등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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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상태에 있었지만,다른 학생들과 달리 때때로 비참여 인 침묵

상태에 있었다.

학생C는 학생A와 유사하게 교사가 이번 차시에 수행되어야 할 실

험을 안내하는 시간의 상당한 시간동안 비참여 인 침묵상태 다.

이어진 실험활동 시간에 학생B는 반부에는 묵묵히 교사에게 주의

를 집 하고 있었지만,이내 실험자료를 찰함으로써 참여 침묵

상태에 있기 시작하 다. 찰을 모두 마친 후반부엔 다른 학생들과

같이 비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다.

실험결과의 정리하는 시간에 학생C는 교사가 발화를 통해 주도한

반부와 학생들 에서 개인 발표 할 사람을 모집하기 시작한

반부 이후 모든 시간에 걸쳐 비참여 인 침묵 상태 다.그리고 수

업 체에서 유일하게 발화가 이루어졌지만 그 내용 역시 수업과

무 한 비참여 인 발화 다.

학생들 한명씩 표로 교실 앞으로 나가 실험결과와 교사가 정

리한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해주는 시간에 학생C는 학생A와

유사하게 반부에는 표학생들의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하

다.그러나 마지막 표학생이 발표하는 시간에는 비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다.

교사가 이번 차시의 학습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는 시간에

학생C는 다른 모든 학생들과 다르게 부분의 시간동안 비참여

침묵상태에 있었다.

학생D

학생D는 체 수업에서 61%의 시간동안 참여 침묵 상태 고,

35%의 시간동안 비참여 침묵 상태 던 학생이다.수업의 진행에

따른 교사의 발화,침묵 상태와 학생C의 수업참여 상태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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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그림 4-13]과 같다.

[그림 4-13]수업의 진행에 따른 학생 D의 수업참여 상태의

변화 행동의 분포

표학생이 교실 앞에서 수업일기를 읽고 있는 동안에 학생D는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부분의 시간동안 경청하기와 주의 집 하

기를 하고 있는 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다.반면에 차시 수업에

서 작성하 던 활동지에 남아있는 빈칸을 함께 채우는 시간에는

곧 교사의 말을 경청하거나 교사에게 주의집 을 하지 않은 채 비

참여 침묵상태에 있었다.

교사가 발화를 통해 주도한 새로운 내용(앙 생성반응)을 학습하

는 시간에 학생D는 다른 학생들과 유사하게 부분의 시간동안 경

청하기와 주의집 하기를 하면서 교사가 칠 에 필기하는 내용을

노트에 옮겨 는 참여 침묵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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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D는 교사가 이번 차시에 수행되어야 할 실험을 안내하는 시

간 부분의 시간동안 교사에게 주의를 집 하고 교사의 발화를

경청하 다.이어진 실험활동 시간에는 실험자료를 찰함으로써 참

여 침묵 상태에 있다가,교사가 다시 발화를 시작한 반부터 학

생D 한 발화를 통해 수업에 참여하는 참여 발화 상태에 있기도

하 다.

실험활동이 끝나는 시 에는 다른 학생들과 같이 비참여 인 침묵

상태에 있었으나,이후 실험결과의 정리, 표학생들의 개인발표

부분의 시간동안 경청하고 주의 집 함으로써 수업에 참여하는

참여 침묵 상태 다.

교사가 이번 차시의 학습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는 시간

일부 시간동안 비참여 인 침묵 상태에 있기도 하 으나, 부분의

시간동안 경청과 주의 집 을 하면서 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다.

학생E

학생E는 체 수업에서 25%의 시간동안 참여 침묵 상태 고,

75%의 시간동안 비참여 침묵 상태 던 학생으로, 찰된 학생들

가장 수업에 비참여 인 학생이었다.수업의 진행에 따른 교사의

발화,침묵 상태와 학생E의 수업참여 상태,행동의 변화는 [그림

4-14]와 같다.

표학생이 교실 앞에서 수업일기를 읽고 있는 동안에 학생E는

표학생의 발화에 해 경청과 주의 집 을 하고 있는 참여 침

묵 상태에 있었다.그러나 차시 수업에서 작성하 던 활동지에

남아있는 빈칸을 함께 채우는 시간,새로운 내용(앙 생성반응)을

학습하는 시간,교사가 이번 차시에 수행되어야 할 실험을 안내하는

시간 부분의 시간동안 학생E는 비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다.

부분의 학생들이 찰하기를 통해 참여 침묵 상태에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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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활동 시간에도 학생E는 부분의 시간동안 비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고,이러한 상태는 실험결과 정리,개인발표 시간까지 이어졌다.

[그림 4-14]수업의 진행에 따른 학생 E의 수업참여 상태의 변화

행동의 분포

학생E는 교사가 이번 차시의 학습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는

시간에만 유일하게 경청하기와 주의집 하기를 하면서 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다.

학생F

학생F는 체 수업에서 47%의 시간동안 참여 침묵 상태 고,

36%의 시간동안 비참여 침묵 상태 던 학생으로 찰 상 학생들

에서 수업에 가장 오랜 시간동안 참여한 학생이다. 한 다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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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과 다르게 체 수업의 약 19%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발화를 했

으며,18%의 시간동안 비참여 발화 상태 던 학생이다.수업의 진

행에 따른 교사의 발화,침묵 상태와 학생F의 수업참여 상태 행

동의 변화는 [그림 4-15]와 같다.

표학생이 교실 앞에서 수업일기를 읽고 있는 동안에 학생F는

부분의 시간동안 비참여 침묵 상태 다.반면에 차시 수업에

서 작성하 던 활동지에 남아있는 빈칸을 함께 채우는 시간에는

곧 경청하기와 주의집 하기를 하는 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으며

가끔씩 짧은 시간동안 발화를 하 다.

[그림 4-15]수업의 진행에 따른 학생 F의 수업참여 상태의 변화

행동의 분포

교사가 발화를 통해 주도한 새로운 내용(앙 생성반응)을 학습하

는 시간에 학생F는 부분의 시간동안 경청하기와 주의집 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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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참여 침묵상태에 있었고,한동안은 교사가 칠 에 필기하

는 내용을 노트에 옮겨 고 있었다.발화는 드물게 하 지만 매번

짧은 발화만이 이루어졌고 체 행동에서 큰 비 을 차지하지는 않

았다.

학생F의 이러한 상태는 교사가 이번 차시에 수행되어야 할 실험

을 안내하는 시간에도 이어졌다.이어진 실험활동 시간에 학생F는

실험자료를 찰함으로써 참여 침묵 상태에 있기도 하 지만,많

은 경우에 동료학생과 함께 실험과 련된 발화를 하면서 참여

발화 상태에 있거나 실험을 수행하는 동료 학생에게 주의를 집 하

는 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다.그리고 찰을 모두 마친 후반부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비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다.

학생F는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실험결과의 정리,학생들의 개인발

표 시간에 동료학생과 함께 수업과는 무 한 발화를 주고받으며 비

참여 발화 상태에 있는 시간이 부분이었다.

교사가 이번 차시의 학습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는 시간에는

경청하기와 주의집 하기를 하면서 참여 침묵상태에 있기도 하

지만, 반정도의 시간동안 비참여 침묵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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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요약 결론

5.1요약

수업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학생들이 교사가 조직

한 수업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그리고 학생들은 언어 행동(발화)

만으로 수업에 참여하기보다는 비언어 행동(듣기,쓰기 등)을 통

해서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특히 과학교과의 실험활동은 학생

들에게 찰하기나 측정하기와 같은 비언어 행동 한 요구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과학수업 참여를 이해하기 해서는 비언어 행

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언어 행동(발화)과 비언어 행동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학교 과학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행동을 찰하고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참여 양상을 악하고자 하 다.이를

하여 수도권 소재 A 학교의 한 과학수업에서 카메라에 안정 으

로 포착된 6명의 학생을 상으로 행동에 한 개인별 분석이 이루

어졌다.

과학수업은 학교 2학년 과학의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과 ‘여

러 가지 화학 반응’단원을 주제로 한 5차시 수업이 녹화되었다.비

디오 분석은 녹화된 수업 에서 강의 심의 ‘일반활동’과 조별 실

험(앙 생성반응) 심의 ‘실험활동’으로 구성된 세 번째 차시의 수

업을 듣고 있는 학생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학생의 수업참여,특히 발화와 경청하기에 큰 향을 주는 요소인

교사의 발화를 살펴보면,분석된 수업에서 교사는 체 수업 시간의

약 42%동안 발화하고 58%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교사의 발화와 침

묵의 비율은 수업활동에 따라 달라졌는데,일반활동 에는 발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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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침묵하는 시간의 비율이 각각 50%,실험활동 에는 발화하고

침묵하는 시간의 비율이 각각 16%와 84%이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부분의 학생들은 비언어 행동

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는 참여 침묵 상태에 있는 시간이 가장 길

었다.학생F(발화 19%,침묵 81%)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명의 학생

들은 체 수업 부분의 시간동안 침묵하고 있었다(발화 0%～

4%,침묵 96%～100%).4명의 학생은 침묵 속에서도 비언어 행동

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는 참여 침묵 상태에 있는 시간이 가장 길

었으며(47%～69%)비참여 침묵 상태에 있는 시간이 뒤를 이었다

(27%～37%).반면에 2명의 학생은 어떠한 행동으로도 수업에 참여

하지 않는 비참여 침묵 상태에 있는 시간이 가장 길었으며(학생C

57%,학생E75%)참여 침묵 상태에 있는 시간이 뒤를 이었다.

한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명의 학생들은 발화를 거의 하지

않았기에(1%~3%)참여 발화와 비참여 발화 상태에 있는 시간

이 거의 없었다.반면에 발화를 상 으로 많이 하 던 학생F의 경

우,발화한 부분의 시간동안 동료와 함께 수업과 무 한 내용의

화를 하 기에 비참여 발화 상태에 있는 시간이 체 수업 시

간의 약 19%를 차지하 다.

둘째,참여 침묵 상태인 학생들의 비언어 행동은 경청하기,주

의 집 하기, 찰하기 순으로 나타났다.학생들의 경청하기가 교사

가 발화하고 있는 에 나타났다는 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발화를

경청하고 교사에게 주의 집 하는 시간이 길었음을 알 수 있다.한

편,실험활동 시간에 앙 생성반응을 찰하는 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학 련 비언어 행동인 찰하기가 세 번째로 많이 나

타났다.

셋째,학생들의 수업참여 상태와 행동을 수업활동에 따라 살펴보

면,일반활동 에 학생들은 체 수업에서와 유사하게 참여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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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있는 시간이 가장 길었고 수업에 참여하는 비언어 행동은

경청하기,주의 집 하기 순으로 나타났다.실험활동 에는 학생들

이 참여 침묵 상태에 있는 비율이 일반활동 에 비해 상 으

로 높았으며,학생들의 비언어 행동은 찰하기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나타났다. 외 으로 수업 비참여 침묵 상태에 있는 시

간이 가장 길었던 두 명의 학생 한 명은 실험활동 시간에도 다

른 학생들과 달리 찰하기를 거의 수행하지 않은 채 활동지를 응

시하거나(묵독)활동지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시간(쓰기)이 가장 길

었다.

5.2결론 시사

본 연구는 언어 행동(발화)과 비언어 행동을 종합 으로 고려

하여 학생들의 과학수업 참여 양상을 악하고자 하 다.이를

해 최 등(2015)이 개발한 비디오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학교

과학수업을 분석하 고,다음과 같은 결론 시사 을 찾을 수 있

다.

첫째, 부분의 학생들의 경우에 비언어 행동을 통해 수업에 참

여하는 참여 침묵 상태에 있는 시간이 가장 길었고,언어 행동

(발화)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는 참여 발화 상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과학수업에서는 침묵하는 학생들이

비언어 행동을 심으로 학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침묵 속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참여 침묵 상태일 때에 학

생들은 주로 경청하기를 통해 수업에 참여하 으며,이어서 주의 집

하기와 찰하기가 많이 나타났다.그리고 학생들이 경청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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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집 하는 상은 주로 교사 다.이러한 행동들이 학생의 시선

을 바탕으로 측정된 비언어 행동들이라는 을 고려한다면,침묵

한 채 특별히 움직이지 않고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는 상태가 과학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일반 인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셋째,학생들이 주로 비언어 행동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한다는

은 수업활동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수업에 참여하는 과

정에서 나타난 비언어 행동은 달라졌다.일반활동 에는 경청하

기와 주의 집 하기가 주된 행동이었던 반면에 실험활동 에는

찰하기가 주된 행동이었다.한편,실험활동 에는 조별 실험이 이

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발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실

험을 조별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언어 상호작용을 유도하길 원하

는 교사라면,실험수업을 계획할 때에 학생들의 조를 구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험과 활동지가 학생들의 토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학생의 담화에만 을 맞추었기 때문에 침묵

속에 감춰진 ‘학생의 참여’는 상 으로 주목받지 못하 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언어 행동을 찰함으로써 침묵하는 학생들의

수업참여 양상에 해 탐색할 수 있었다.학생들은 과학수업의 부

분의 시간동안 침묵하고 있었으며(발화 0～19%,침묵 81～100%),

주로 경청하기나 주의 집 하기와 같은 비언어 행동을 통해서 수

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과학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해서는 먼 학생들의 수업

참여의 양상을 악해야 한다.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학생의 수

업참여를 유도하기 한 시작 이 될 수 있으며,향후 연구에서도

학생의 언어 행동(발화)뿐만 아니라 비언어 인 행동이 충분히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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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후속 연구 과제

본 연구와 련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악한 학생의 수업참여 양상에 해

보다 심층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추가 인 질 연구가 필요하

다.학생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생의 인지 정

서 특성,사회 맥락 등이 있으며,이러한 요인들은 질 연구를

통해서 분석될 수 있다.

둘째,행동을 바탕으로 학생의 수업참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

선 추 장치(eye-tracker)를 도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본 연구의

결과에서 학생들이 많이 한 행동으로 나타난 경청하기,주의 집 하

기, 찰하기는 학생의 시선을 바탕으로 측정되는 행동이다.본 연

구에서는 학생의 시선을 찰하고 기록하 지만,시선 추 장치를

이용한다면 더욱더 정 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과학수업의 수업활동,특히 실험에 한 체계 인 분석과 정

립이 필요하다.수업활동에 따라 학생들은 언어 행동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비언어 행동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한 비언어 행

동 에서도 다양한 행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과학수업에서 계획되

고 실행되는 각각의 활동이 학생들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에

해 체계 인 분석과 정립이 이루어진다면,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달

성하고자 하는 학습목표에 맞게 수업활동을 계획하고 비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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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분

류
범주 조작 정의 참여 행동으로 단되는 기

범

교

과

행

동

자유발화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언어 행

는 그에 의하여 산출된 일

정한 음의 연쇄

수업내용과 련된 발화를 함

음독
을 보고 소리 내어 말로 나타

냄
수업내용과 련된 내용을 읽음

경청하기

소리를 내는 상(교사,학생,멀

티미디어 자료 등)을 향해 시선

을 둠

교사의 발화를 경청하거나 수업내용과

련된 내용을 경청함

화 상황에서 발화와 발화 사이

의 침묵

수업내용과 련된 화 상황에서 발화

와 발화 사이에 침묵상태에 있음

묵독
책,문서 등의 기록물에 시선을

둠

교사가 무언가를 읽도록 지시한 상황에

서 소리 내지 않고 읽음

쓰기
필기도구나 자 등을 이용하여

문장이나 자를 음
수업내용과 련된 내용을

주의

집 하기

침묵하는 교사,소리가 나지 않

는 멀티미디어 자료(시뮬 이션,

슬라이드 등),침묵 속에서 수업

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등에 시

선을 둠

침묵하는 교사,소리가 나지 않는 멀티미

디어 자료(시뮬 이션,슬라이드 등),침

묵 속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등에 시선을 둠

손들기 발언권을 얻기 하여 손을 듦 발언권을 얻기 하여 손을 듦

이동하기 움직여 자리를 바꿈
수업 내용으로 인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동함

비참여

인 움직임

수업과 무 하게 신체를 움직이

거나 시선을 움직임

비참여 인 움직임이므로 참여

행동으로 단될 수 없음

과제움직

임

과제활동 에 교사가 제시한 과

제활동에 해당되는 몸의 움직임

을 행함

과제활동 에 교사가 제시한 과제활동

에 해당되는 몸의 움직임을 행함

과

학

행

동

찰하기

실험활동 에 교사가 제시한 실

험자료를 으로 직 보거나,

시각을 이용한 도구(미경,돋

보기,망원경,거울과 즈)를 통

하여

실험활동 에 교사가 제시한 실험자료

를 으로 직 보거나,시각을 이용한

도구(미경,돋보기,망원경,거울과

즈)를 통하여

분류하기
실험활동 에 어떤 방법이나 체

계에 따라 상을 나 고 배열함

실험활동 에 어떤 방법이나 체계에 따

라 상을 나 고 배열함

측정하기
실험활동 에 측정도구의

이나 수치에 시선을 둠

실험활동 에 측정도구의 이나 수

치에 시선을 둠

실험도구

다루기

실험활동 에 비하거나 정리

하는 과정에서 실험도구를 다룸

실험활동 에 비하거나 정리하는 과

정에서 실험도구를 다룸

[표 6-1]학생의 행동범주들의 정의와 수업참여 기 (최 등,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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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참여의 하 범주 기존 설문도구들에서 제시한 참여의 하 범주

행동 참여

(Behavioral

Engagement)

Behavioralengagementa

Academicengagement

Social/behavioral/participatoryengagement

Persistencea,b

SchoolEngagementQuestionnaire

Troubleavoidance

Behavioraldisaffection

Ongoingengagementc

Disengagementc

정서 참여

(Emotional

Engagement)

Emotionalengagementa

Emotionaldisaffection

Valuinga

Belonging

Schoolengagement

Psychologicalengagement― teacher-studentrelationships

Psychologicalengagement― familysupportforlearning

Psychologicalengagement― peersupportforlearning

Reactiontochallenge

인지 참여

(Cognitive

Engagement)

Cognitiveengagementa

Self-regulationa

Cognitivestrategyuse

Deepcognitivestrategyuse

Shallow cognitivestrategyuse

Planning

Cognitive/intellectual/academic

Studymanagement

Controlandrelevanceofschoolwork

Futureaspirationsandgoals

a.두 개 이상의 도구에서 제시된 참여의 하 범주

b.행동 참여로 분류되었지만 인지 참여의 특성도 가지고 있는 하 범주

c.정서 참여와 행동 참여를 함께 측정하는 하 범주

[표 6-2]기존 설문도구들에서 제시한 참여의 하 범주의 재분류

(Fredricks,eta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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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ntitativeAnalysisof

MiddleSchoolStudents’

Behaviorwithafocuson

‘ParticipationandSilence’

JoonyoungCHOI

PhysicsEducationMajor

DepartmentofScience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Studentslearnsciencebyparticipatinginvariousscienceclass

activities,suchasspeaking,listening,writing,andsoon,aswell

as making observations and measurements during science

experiments.Eventhoughbothverbalandnonverbalbehaviors

can beshown during students’participation,teacherstend to

thinkthatstudentsparticipateactivelyonlywhentheyverbally

contribute to classroom conversation. Along with nonver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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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sbeingrarelyinvestigatedinscienceeducationresearch,

manystudieshaveconsideredthediscourseofaclassroom tobe

essentialtounderstandingstudents’participation.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the science classroom notonly through their

verbalbehaviors,butalsothroughtheirnonverbalbehaviors.For

thispurpose,thefollowingthreequestionswereinvestigated:1)

How longdostudentsparticipateinactivities,bothverbaland

nonverbalbehaviors,duringasciencelesson?2)Whattypesof

nonverbalbehaviorare revealed when students participate in

activitiesduringasciencelesson?3)Whatarethedifferences

between students’behaviors during a lecture and students’

behaviorsduringanexperiment?

For this investigation,a recently developed instrumentfor

analyzingstudents’behavioralengagementinelementaryschool

scienceclassroom wasused.Withthisinstrument,everymoment

of students’ behavior is labeled as participatory speech,

participatory silence, non-participatory speech, or

non-participatory silence according to the behavior students

presentedoutofthefourteencategoriesofstudentbehavior-

spontaneous speech,reading aloud,listening,reading silently,

writing,payingattention,raisinghand,moving,non-participatory

motion,activity motion,observing,classifying,measuring,and

handlingapparatus/specimen).Sixsecond-gradestudents(A～F),

whoseattentionandmotionhadbeenrecordedinamiddleschool

scienceclassroom,wereanalyzed.Thelessonconsistedoftwo

activities.Oneisgeneralactivity(75%)representedbya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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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islabwork(25%)representedbyanexperi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First,while there was little

participation through verbalbehavior during the whole class

lesson (participatory speech 0～3%),the majority ofstudents

participated through their nonverbal behaviors (participatory

silence 25～69%). Second, among the participatory silence,

listeningwasthemostcommon(31～47%),followedbypaying

attention(21～36%)and‘observing’(9～24%).Third,ingeneral,

participation through nonverbal behaviors was more often

observedduringlabwork(11～85%)comparedtoduringgeneral

activity(29～64%).Meanwhile,duringgeneralactivity,totaltime

oflisteningrankedfirst(40～59%).Whereasduringlabwork,total

time of observing ranked first (35～71%) and only a few

behaviorsoflisteningwasobserved.

Inconclusion,sixstudentswereinsilenceduringmostofthe

lesson (87～100%)and they participated in the lesson mostly

throughtheirnonverbalbehaviors,suchaslisteningandpaying

attention.

Thisstudy investigatedhow studentsparticipatedin science

lessons, including experiments, with a focus on students’

nonverbalbehaviors.The result would be a foundation for

encouragingstudents’activeparticipation.

Keywords: science classroom, behavioral engagement,

participation,non-participation,silence,videoanalysis

Studentnumber:2013-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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