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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다문화 배경 언어학습자의 수업 내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과학 학습

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과학 교수 전략을 찾고자 하는 물음으로 

시작한 이 연구는 수업 내 학습자의 상당한 과학 탐구 수준과 언어 사용

을 요구하는 ‘모델공동구성’ 전략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

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과학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에서 나타난 탐구 측면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러한 특징이 다문화 배경 언어학습자의 수업 내 과학 학습

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과학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에서 나타난 언어 사용 측면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러한 특징이 다문화 배경 언어학습자의 수업 내 언

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셋째, 언어학습자의 과학 및 언어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학 및 

언어 중심 교수 전략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이 제공하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총 8주 동안 한 중등 교

사의 과학 수업 14차시에 대해 참여관찰, 녹음 및 녹화 자료와 학생 및 

교사와의 면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수업 내 과학 탐구를 측정하는 

RTOP 관찰지와 수업 내 언어 사용을 측정하는 SIOP 관찰지를 이용하

여 모든 수업의 과학 탐구 및 언어 사용 측면을 양적으로 평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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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모든 수업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은 교사의 과학 

탐구와 언어 사용 전략을 탐색하였다. 이후 수업을 유형별로 일반 수업, 

실험 수업, 모델공동구성을 이용한 모델 수업으로 나눈 총 14차시의 수

업을 수업 개선 전에 일어난 1차 순환과 수업 개선 후에 일어난 2차 순

환으로 나누어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유의 수준 0.05에서 

비교하였다. 이 때, 2차 순환에 일어난 수업에 대하여는 개선이 된 수업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수업, 실험 수업과 모델공동구성 수업 세 

수업 유형이 지닌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이러한 수

업 유형별 RTOP과 SIOP 총점 비교를 통하여 수업 그 자체의 특징으로 

과학 탐구와 언어 사용 측면이 우수하다고 판단된 모델공동구성 수업을 

집중 연구 대상 수업으로 선별하였다. 

이후, 수업 유형 간 문항별 평균 비교를 통해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두드러지는 교수 과학 탐구 및 언어 관련 전략을 찾아내었으며, 모델공

동구성 수업을 최종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업 전략으로 선정하여 이러

한 수업이 지니는 고유한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에 따른 

언어학습자의 실제 학습 사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모델공동구성 수업 

내 언어학습자의 수업 참여를 심층적으로 질적 분석하여 해당 전략과 관

련한 언어학습자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분석 과정을 

거치며 언어학습자의 과학 탐구 교수 전략과 언어 교수 전략과의 연관성

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으로 얻게 된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공동수업은 고차원의 탐구 수준을 지닌 수업 전략이다. RTOP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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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연구 참여 교사는 명제적 지식은 모든 수업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 탐구 적용은 일반 강의식 수업은 

물론이고 탐구 기반 수업인 실험 수업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적 탐구 적용 수준이 ‘모델공동수업’에서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괄목할 만 하였다. 둘째, 모델공동구성의 탐구 및 언어 교수 전략

은 동일한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 내에서도 반 전체 환경보다 소집단 

환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모델공동구성 수업 내 언어학습자의 참

여 및 상호작용 양상을 질적 분석한 결과 소집단 환경에서 더 많은 상호

작용의 기회를 얻으며 이를 기반으로 언어학습자는 수업 내 과학 탐구 

및 언어 사용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었다. 셋째, 모델공동구성 전략을 

적용하면 언어학습자의 과학 탐구와 언어 능력을 동시에 신장시킬 수 있

다. 모델공동구성 전략은 학습자 중심 수업 전략이므로 학습자의 주도적

인 과학 탐구를 신장시키며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능력 

또한 신장시킨다. 넷째, 비유나 은유의 사용이 과학 탐구 측면에서 바람

직한 전략으로 인식되지만, 언어 사용 전략에서는 권장되지 않는다. 실

제 관찰할 수 없는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과학 수업에서는 비

유나 은유의 사용이 자주 사용되는 편이나 이는 언어학습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 모델공동구성 전략에서처럼 실제 모델을 

그리거나 만들면서 언어학습자가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국내 과학 교육 학계에서 전혀 연구된 바가 없던 

과학 및 언어 교수 전략을 함께 연구하여 과학 교실에서 언어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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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탐구 및 언어 학습 증진을 도모하는 수업 전략들을 찾아내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언어학습자의 학습 증진 관점에

서 모델공동구성 전략의 특징과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다문화, 언어학습자, 모델공동구성, 수업 분석, 과학 탐구, 언어 

학습,  RTOP,  SIOP 

 

학번 : 2015-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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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지구촌 세계화의 흐름이 각국을 다문화 사회로 전이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인구 구성은 출신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위상 등의 차이에 따라 개인 간 동등하지 않은 관계로 인한 불이

해와 편견, 그리고 차별을 야기하였다(Hartmann & Gerteis, 2005). 이

와 같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개인이 함께 모여 사회를 구성한다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교육하는 다문화 교육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오랜 기간 ‘순혈민족주의적’ 정서를 바탕으로 단일민족임을 강조하

며 국가 발전을 이루어온 우리나라도 1990년대에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국제 결혼의 증가를 필두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

들로 채워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06년 국내 다문화 학

생 인구가 10,000여 명을 넘어가면서 정부는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였다(오경석, 2007). 다문화 학생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2012년 47,000여 명, 2015년 학령기에 접어든 다문화 가족 자

녀는 89,816명으로 10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8배 이상 늘어나며 

급격한 증가 양상을 보였다(교육통계연구센터, 2015). 이처럼 최근 국내 

다문화 인구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또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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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서구권 나라에 비하면 국내 다문화 교육의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에 소수 민족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시작

된 다문화 교육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었다. 현재는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

는 것을 넘어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고 평등을 이루려는 교육개혁운동으

로 다문화 교육의 개념이 발전되어 왔다(Atwater, M. M..& Riley, 1993; 

모경환, 황혜원, 2007).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학생 인구 급증에 따라 다문화 관련 연구가 

2006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현재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박상철, 2008; 이경희, 2011), 일반적인 학교생활(박윤경, 이소연, 

2009) 혹은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 교사 및 학생들의 다문

화 인식에 대한 조사(김종백, 탁현주, 2011; 심우엽, 2010; 육경민, 조현

주, 2016)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 및 정책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

분의 연구들이 실태조사나 인식 및 정책과 관련된 연구에 국한되어 있었

다. 그에 비해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장려하는 교과 교수 전략에 

관련한 연구나 교과 교육 학습시에 다문화 학생이 교실 내에서 겪는 경

험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교과 교육 관련 다문화 연구도 국어 

교육이 가장 흔하며, 이외 교과목은 사회, 미술 및 음악 교육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김민환, 2010), 과학 교육 분야에서는 소수의 교

사 인식이나 교육 과정 및 교과 내용과 관련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진행

된 연구를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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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등교육계의 최대 화두는 평가방식의 다변화에 이어 획일적으로 정

해진 기존 커리큘럼에 맞추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넓혀 주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

과정 및 평가 방식을 타파하고,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과 평가의 유연

성을 확대함으로써 학습자의 관점에서 개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하려는 시

도라는 점에서 이러한 학생중심으로의 변화 물결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흐름에 따른 다문화 이해 측면에서 개개인의 다

양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교육에 반영하는 부분은 아직까

지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 분야에서도 외부에서 이주해온 다문화 

학생에만 국한한 대부분의 기존 다문화 연구의 관점을 벗어나 다문화 학

생을 일반 교육에 통합시켜 일반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을 위한 다

문화 교육을 고려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실제로 호주의 New South 

Wales 주에서는 교육과정에 문화다양성의 이해(cross cultural 

understanding)을 포함시켜, 이를 전 교과에 걸쳐 학생들이 발달시켜야 

할 능력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과학교과에서는 문화 다양성이 

과학지식과 기술의 발달에 기여하는 바를 이해하여 학생들이 다른 문화

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문화적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어려서부터 

키울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Board of Studies, 2014; 안완주 외, 

2016에서 재인용). 

오늘날 교육 전체의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

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객관적인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하던 이전의 객

관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교육에서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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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둔 구성주의 철학에 입각한 교육으로의 전환은 과학 교육 연구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기존의 교수 이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연구 흐름 또한 과학 교실 현장으로 초점이 옮겨져 실제 교실 내 교사의 

교수 전략과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수업의 질을 강조하는 방식으

로 전환되어 왔다. 이러한 학생 중심 교수학습방법은 학생이 사회적 상

호작용을 통하여 스스로 과학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교실 내 토론수업이나 소집단 활동과 토의 등을 통한 과학 문

제 해결과 같이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보다 중

시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토론을 통한 협력 학습이나 탐

구 학습 등 학생 활동 및 역량을 중심으로 교실 수업을 개선할 것을 기

본 방향으로 책정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소집단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모델공동구성 기반 과학 수업 또한 과학 교육 연구 및 실제 연구에 

널리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국내뿐 아니

라 미국에서도 차세대 과학 교과 기준(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에 여러 차례 중요하게 언급될 만큼 효과적인 탐구 중심 과학 

수업 전략으로 다뤄지고 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13). 이러

한 여러 활동을 통하여 적절한 교수 전략을 적용하면 다문화 학생의 과

학 학습과 언어 발달을 함께 촉진시킬 수 있다(Chamot & O’Mally, 

1994; Echevarria et al., 2004; Freeman et al., 2002; Lee & Buxton, 

2013). 또한, 이러한 교과목 학습을 통하여 언어 발달을 도모하는 통합

적 언어 발달 접근을 이용하면 학습자의 인지적 및 학문적 언어 유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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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루 발달되어 학습자의 학업 성취 뿐 아니라 사회적 성취에도 기여

할 것이다(Milk 1985; Cummins, 1981). 다문화 학생들이 교과 수업 내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아짐 점은 언어 학습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

나, 역설적으로 수업 내 언어 사용 기회의 증대로 인하여 교과 내용 학

습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연

구가 필요하나 관련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 수업 중에서도 뛰어난 탐구 중심 교

수 전략으로 선별된 모델공동구성 교수 전략을 사용한 수업을 대상으로 

과학 탐구적 측면과 언어 사용 측면을 함께 정교하게 분석하여 교수 전

략으로서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문화 배경 언어학습자의 

과학 및 언어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여 언어학습자의 수업 내 과

학 및 언어 학습 증진에 기여하는 모델공동구성 수업 전략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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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다변화 하는 우리나라 학생 인구 실정과 최근 과학 교육의 흐름

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러 형태의 과학 수업 중에서 모델공동구성 기

반 수업을 선별하여 이 수업에서 이용하는 전략이 중등학교 다문화 학생

들의 과학 및 언어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언어학습

자의 과학 및 언어 학습에 유용한 전략들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에서 나타난 탐구 측면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러한 특징이 다문화 배경 언어학습자의 수업 내 과학 학습

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과학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에서 나타난 언어 사용 측면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러한 특징이 다문화 배경 언어학습자의 수업 내 언

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셋째, 언어학습자의 과학 및 언어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학 및 

언어 중심 교수 전략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이 제공하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중등학교 과학 교실을 관찰하고 이를 두 가지 관찰지를 이용해 수업

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언어학습자에게 효과적인 수업으로 모델공동구

성 수업을 선별한 후 이를 다른 형태의 수업과 비교하고, 언어학습자의 

수업 내 구체적인 참여 사례를 분석하여 어떠한 전략이 언어학습자의 과

학 및 언어 학습에 가치가 있는지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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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언어학습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 중 한국어에 유창하지 않은 

학생들을 언어학습자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언어학습자

는 다문화 배경을 갖고 있으므로 ‘다문화 배경 언어학습자’라고 칭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다문화적 배경에 따른 문화적 요

인을 살피기 보다는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실력으로 인하여 과학 교실 

내 언어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언어학습자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연구 대상인 다문화 학생을 ‘언어학습자’라는 용어로 통칭하였다. 

  

2) 모델공동구성 (Model Co-Construction) 

과학에서 모델이란 다이어그램, 물리적 모형, 수학적 표상, 비유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모두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모델은 체계를 묘사하

고, 질문과 설명을 발달시키고, 예상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타

인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13). 모델공동구성이란 학습자 개인이 아니라 타인 혹은 환경과의 상

호작용을 통하여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을 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으로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 자체보다 언어학습자를 위한 수업 전략으로

서의 기능에 더 치중하므로 Model Co-Construction을 ‘모델공동구성’ 

이라는 용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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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TOP 

탐구중심교실 관찰프로토콜(Reformed Teaching Observation 

Protocol, 이하 RTOP)은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과학 수업을 탐구 

측면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된 수업 관찰 분석지다. 본 관

찰지는 0에서 4까지의 5단계의 리커트 척도를 따르며, 교수 설계 및 적

용,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교실 상호작용, 학생-교사 상호작용의 5

개 하위 요소로 구성된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4) SIOP 

보호교수 관찰프로토콜(Sheltered Instruction Observational 

Protocol, 이하 SIOP)은 내용 중심 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

을 기반으로 발전된 언어학습자를 위한 교과 내 언어 교수 모델 및 수업 

관찰 분석지다. SIOP 모델은 크게 준비, 교수-학습, 복습 및 평가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세부 요소들은 배영지식 쌓기, 이해 가능한 

입력, 전략, 상호작용, 연습 및 적용, 수업 전달의 8개 요소로 나뉜다. 0

에서 4까지의 5단계 리커트 척도를 따르며,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다. 

  



 

9 

 

II. 이론적 배경 

이번 장에서는 먼저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인 다문화 교육의 대

상과 다문화 인구 현황 및 목표를 알아볼 것이다. 이후 과학 교실 수업 

분석을 탐구 중심과 언어학습자의 언어 중심 측면으로 나누어 선행연구

를 훑어본다. 마지막으로 본 수업의 주요 분석 대상이었던 모델공동구성 

수업 내 언어학습자와 학습자들의 수업 내 참여를 상호작용 측면에서 분

석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개념적 토대를 마련한다. 

 

1. 다문화 교육 

이번 절에서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대상과 다문화 인구 현황을 알아

보고, 다문화 교육의 목표 및 구성 요소를 살펴보며 본 연구 대상인 과

학 수업 내 다문화 배경 언어학습자를 분석하기 전 국내 다문화 학생에 

대한 기본 이해를 넓힐 것이다.  

 

1) 다문화 교육의 대상과 현황 

다문화(多文化, Multiple Cultures)는 다양한 문화를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 다문화 학생이라는 용어는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국적 이거나 외국 국적이었던 학생을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 이라는 용어도 종종 사용된다. 이는 부모나 

자신의 국가를 떠나 새로운 국가로의 이주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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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세 다문화가족의 자녀, 18세 이하 등록 미성년 외국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이외, 국내 체류 외국인 청소년 중 미등록체류자 

혹은 무국적자가 이에 포함된다. 다문화 학생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 [표

2-1]과 같다.  

 

유형 의미 
세부 

유형 
의미 국적 

국제결혼

가정자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

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초혼, 이혼, 재혼가정 포

함) 

국내

출생 

국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한국 

중도

입국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부모의 재혼 및 취업 등으

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자

녀 

외국 또는 

한국 

(귀화 시) 

외국인 

가정자녀 

외국인과 외국인이 결혼

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포함) 

국내

출생 

외국인 부부가 국내에서 출

생한 자녀 

외국 

중도

입국 

외국인 부모를 따라 국내로 

이주한 자녀 

[표 2-1] 다문화학생의 유형1 

 
황정원(2016)이 분석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살펴보

면 2012년 46,776명에서 2016년 98,863명으로 최근 4년간 2배 이상 

증가하며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2015년에 지역규모별로 초·중·고

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국제결혼가정 인구가 더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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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 전체 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국제결혼가정 학생의 경

우 초등학교 2%, 중학교 0.8%, 고등학교가 0.4%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 

그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 예상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2015). 

 우리나라 다문화학생의 국적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34%는 중국

(한국계 중국인 포함)국적 출신이며, 베트남 20.9%, 일본 15.9%, 필리

핀 13.5% 그 뒤를 이어 기타(태국, 몽골, 러시아, 미국, 대만, 인도네시

아, 유럽 등 포함) 15.8% 순이다.2  

 

2) 다문화 교육의 목표 

Banks(2008)가 제시한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모경환 외, 2008에서 재인용). 

첫째, 자문화를 타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시킨다. 

둘째,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대안을 가르친다. 

셋째,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 기능, 태도를 습

득한다. 

넷째, 인종적, 민족적 소수 집단이 그들의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많은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킨다. 

                                        
2 교육기본통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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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학생들이 ‘전지구적(global)’이고 ‘평평한(flat)’ 정보기술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읽기, 쓰기, 수리적 능력을 습득하게 한다. 

여섯째, 자신이 속한 문화공동체, 국가적 시민공동체, 지역문화, 그

리고 포괄적인 공동체에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은 문화적인 내용을 이용할 기회가 비교적 

잦은 사회 혹은 문학 교과에 치중되어 있는 편이며, 수학과 과학 같은 

교과목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잘 다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Banks(2008)는 다문화 교육에 주요한 다섯 가지 차원으로 요소로 내용 

통합, 지식 구성 과정, 편견의 감소, 평등 교육과 학교 문화 역량 강화를 

제시하며 들며 과학 및 수학 등의 교과 교육 내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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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 교실 수업 분석 

수업이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기능을 

연마하며,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를 형성해 가는 단계를 넘어 주어진상황

과 맥락 안에서 보다 창조적이고 인간다운 삶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을 좇

아 끊임없이 도전하는 독창적인 행위이다(천호성, 2008).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데 수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교실 내 수업 자체의 개

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외적 환경의 변화도 무의미하다(정미

경 외, 2006). 이러한 수업은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서 유동적이고 복잡

하게 운영되므로(곽문영 외, 2016), 이를 제대로 개혁하기 위하여는 수

업 행위와 수업 기술을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수업 분석

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변영계 외, 2005). 

최근에는 학습을 정의할 때 전달된 지식을 개인이 단순히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하여 상황적 맥락 속의 공동체적 관

점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Lave & Wegner, 1991). 이에 따라 바람

직한 수업 분석이란 교사의 교수 활동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업 내 참여 및 상호작용 양상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업 분석 관련 선행연구를 학습자에 초점

을 맞춘 탐구 중심 과학 교실 수업 분석과 과학 수업 내 언어학습자의 

과학 탐구 및 언어사용 측면을 분석한 연구로 나누어 다음 절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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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구 중심 과학 교실 수업 분석 

오늘날 과학 교실 수업의 큰 흐름은 구성주의 흐름에 기반한 탐구 

중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탐구 중심 과학 교실 수업 분석을 

위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탐구 중심 과학 교실 수업 분석

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석 도구는 미국에서 개발된 

Reformed Teaching Observation Protocol(이하 RTOP)이다. 이러한 

RTOP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교실은 중등학교부터 대학교의 

과학 교실 나아가 수학 교실에까지 모든 학년의 탐구 기반 수업에 적용

이 가능하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신뢰도, 안면 타당도, 구인 타당도, 예

측 타당도가 모두 고려된 수업 분석 도구이므로 적절한 훈련을 받아 

RTOP을 이용하면 상당히 높은 채점자 간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 본 

수업분석도구를 이용하면 해당 수학 과학 수업이 교수 개혁안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다(곽문영 외, 2016). 실제 RTOP을 

사용한 연구는 RTOP이 개발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국내

를 포함한 이외 국가에서도 RTOP을 이용한 연구가 다수 있다. 과학 및 

수학 수업 연구에서 RTOP을 사용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대학교 수업에서 RTOP을 이용한 연구에는 Amrein-Beardsley & 

Popp(2012)와 Smith et al.(2009)과 Czajka(2014)는 대학 수업을 분

석하는데 RTOP을 이용하였다. 먼저 RTOP을 이용하여 사범대학 재직 

교수들이 서로의 교수법을 관찰하여, 총괄적 목적 보다 형성적 목적을 

나타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연구가 있었다(Am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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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dsley & Popp, 2012 대학 지구과학 수업에서의 교수 변화에 대한 

사례 연구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구과학 교육 대학원 학생이 교수의 수

업 계획 및 평가를 돕는 방식으로 RTOP으로 인하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Czajka, 

2014). 이외에 대학 수학 수업에 RTOP을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 대학 

수학 수업에서 탐구 기반 교수가 수학적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며 수학 예비 교사들의 수학적 지식을 측

정하고 태도 변화를 자세히 살폈다(Smith et al., 2009). 

이외에도 물리 수업에서 RTOP을 통한 교실 개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방법론적 연구(MacIsaac & Falconer, 2002)와 예

비 수학 교사들이 RTOP을 이용하여 어떻게 자기 평가를 하고 그것을 

수업 개선에 사용하는지 분석하여 예비 교사들의 수업이 탐구 및 문제 

중심 수업인지를 밝혀낸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Kurz & Kokic, 2009).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교실을 비교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교실 문화 

요소 중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미국과 한국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 미

국이 더 높다는 것을 밝혀내었다(Cambell et al., 2010). 

이처럼 미국에서는 주로 교사의 탐구 기반 교수 능력을 측정하고 새

로운 교육 개혁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RTOP을 사용하였다. 나아

가 RTOP 분석을 통해 교사의 수업을 보다 탐구 지향적으로 개선시켰다

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RTOP을 이용한 탐구 중심 수업 분석 연구의 

경우 국외의 연구 사례보다 적은 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비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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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RTOP 항목을 이용해 수업을 계획하고, 모의 수업을 평가하는데 

RTOP을 이용한 연구(김선영, 2012), 초임 중등과학교사를 대상으로 

RTOP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교수실행에서 나타나는 반성적 실천을 유

도하는 협력적 멘토링을 실행함으로써 멘토링 전후의 교수행위 특징과 

실제 수업에서의 변화를 연구(고문숙 외, 2013)가 있었다. 또한, 이지원 

외(2013)는 동료교수법으로 대학생들의 개념 이해의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여 빛 반사 개념 이해를 돕는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였고 이 과정에

서 동료교수법을 적용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해 RTOP을 사용하였다. 이외에 국내 과학 교실 문화에 알맞게 사용

이 가능한 수업관찰 분석도구로 KTOP(Korean Teaching Observation 

Protocol)을 개발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프로토콜 개발 단계에서 평가

자 간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7명의 현직 물리 교사와 10명의 지구과학 

교사들이 각자 전공 분야의 수업을 2개씩 분석하였으며, 해당 교사들의 

평균 총점과 연구자가 분석한 총점의 상관계수는 0.9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있다(Park et al., 2014; 곽문영 외, 2016에서 재인용).    

 탐구 중심 과학 수업 분석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조사한 결과수

업 분석 도구 및 기준으로 RTOP이 널리 이용되고 있었다. RTOP은 주

로 수업을 분석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RTOP에서 제시하는 항목을 

교수 실천의 변화에 적용하여 개선된 수업을 RTOP 관찰지를 이용하여 

재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 나아가 수학 및 과학 예비 교사들의 교수 변

화 연구에 주로 이용되었으며, 두드러지는 특징은 초등 및 중등 뿐 아니

라 대학 수준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RTOP을 사용한 선행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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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수업에 적용된 과

학 탐구 교수 전략을 분석할 때 RTOP을 이용하였다. RTOP의 개발 배

경 및 자세한 구성 요소는 ‘III. 연구 방법의 4. 자료 분석 (1) 분석 도

구’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2) 언어학습자의 언어 사용을 고려한 과학 교실 수업 분석 

다문화 학생 및 언어학습자를 위한 과학 수업 내 교사의 언어 사용

을 분석한 국외 연구에는 다수가 있으나, 국내 연구에서 과학 수업 내 

언어학습자를 위하여 언어 사용 측면을 연구한 논문은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국외 연구 위주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August et al.(2010)은 스페인 계열 언어학습자의 과학 학습 증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물 시간에 용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보여

주거나, 수업 중 하게 될 활동에 대한 예고 및 예시를 미리 접하게 하거

나, 일반 및 전문 용어를 명시적으로 가르치거나, 영어가 유창한 학생들

과 짝을 지어 수업하는 등의 전략을 적용한 QuEST(Quality English 

and Science Teaching)라는 교수 개입을 시도하였다. 이후, 이러한 교

수 전략이 언어학습자 뿐 아니라 영어가 유창한 학생들에게도 효과적인 

교수 전략이었으며, 교사들이 현장에 어렵지 않게 적용 가능한 유용한 

교수 전략임을 입증하였다. 이외에 Manavathu와 Zhou(2012)는 실험 

지시 자료에 언어를 개선하고, 실험 활동에 대한 그림을 추가한 결과언

어학습자의 과학 실험에 대한 과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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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과학 교과 내 언어 사용을 분석에는 여러 방법

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보호 교수 모형(Sheltered Instruction)을 

적용한 SIOP(Sheltered Instruction Observation Protocol)을 기반으로 

과학 교과 내 언어 사용을 분석하였다. Eggington(2010)은 SIOP 모델

을 중학교 과학 교실에 적용하여 교사의 교수를 평정한 반성적 교수 개

입의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Gunckel(2015)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융합 교육에서 

언어학습자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여러 유용한 언어 전략들을 제시하며 

이러한 전략들이 일반 학습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Markos와 Himmel(2016)도 과학 수업에 이용 가능한 여러 

SIOP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SIOP 모델을 이용하여 과학 수업을 

설계하고 언어학습자가 포함된 수업에 적용한 결과 긍정적 효과를 얻어

낸 SIOP 모델의 효과를 입증하는 해외 연구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Johnson, 2011; Kester, 2013; Lambert & Ariza, 2008; Plumlee, 

2014; Schroeder, 2011; Settlage, 2005; Walters, 2012; Williams, 

2015).  

SIOP 모델 개발의 주축을 담당하였던 Echevarria(2005)는 SIOP 

모델이 약 50개 주의 대학교에서 예비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됨을 

들어 언어학습자를 위한 교수 전략 중 경험적으로 타당성이 확보된 전략

은 SIOP 모델 뿐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교수 전략의 언

어적 측면을 분석할 때 SIOP 모델을 주로 이용하였다. SIOP의 개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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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및 자세한 구성 요소는 ‘III. 연구 방법의 4. 자료 분석 (1) 분석 도

구’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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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공동구성 

기존의 모델에 관한 관점은 피아제의 개인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다

뤄졌지만, Rea-Ramirez(2008)와 그의 동료 연구진들은 학습자가 서로

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상호작용할 때 지식이 구성된다고 서술하며, 

지식 구성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 하였다(Vygotsky, 1978). 학생들이 정

신적 표상을 대외적으로 표출할 때,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함

께 비교 및 비판 과정을 거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모델을 수정한다는 주

장도 사회적 구성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Oh & Oh. 2011).  

본 수업 내에서 주로 이루어진 과학 모델의 공동 구성(co-

construction)이란 모델을 생성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아이디어 제공에 기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모델공동구성 수

업은 학생들의 과학 개념을 개개인의 이해 정도에 맞추어 다각적인 방법

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다중표상(multiple representation)

과 더불어 다양한 과학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개념 이

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Clement & Rea-Ramirez, 2008).  

 

1)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 내 상호작용 

모델공동구성 관련 수업 내 상호작용에 대한 선행 연구는 소집단을

기반으로 한 모델공동구성과 관련한 사례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먼저, 

안완주 외(2016)의 연구에서는 언어학습자들이 포함된 소집단 내 상호

작용에 참여하는 학생을 Hogan(1999)은 소집단 과학 협동학습 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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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의 사회인지적 유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델공동구성 수업

에서 언어학습자가 수업 내에서 겪는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인지적, 정의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과학적 모형의 사회

적 공동 구성을 5가지 특징으로 나눈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5 가지 특

징에는 학생들이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모둠의 모형을 공동 구성할 것, 

모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및 책임감을 지닐 것, 자신의 의견을 자유

롭게 제시하고 다른 의견에 개방적 태도를 지닐 것,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의견 정당화 및 비판적 검토를 하며 모델 수정 과정을 거칠 것, 

무조건적인 의견 수용보다는 비판적 검토를 통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 있었다(이태훈, 2013). 또한, 이러한 수업에서 소집단 상호작

용은 구성원들이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이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증거를 기반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집단의 모델이 정

교해지며 학습을 촉진한다고 하였다(강은희 외, 2012). 

또한, 비판적 검토 과정은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타겟 모델로 도달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상호작용 특성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타겟 

모델로의 도달을 위해서는 집단 내 혹은 집단 간 모델에 대한 비판적 검

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기존 모델에 대한 정교화가 일어나 최종 모

델을 완성한다(심영숙 외, 2015; 이신영 외, 2012). 

위 연구에서는 모델공동구성 수업 내 상호작용 관련 나타나는 국내

학습자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국내 학습자들은 모델공동구성

시 자신의 의견 제시를 꺼려하며, 의견 충돌시 회피 경향을 보였으며(이

태훈, 2013), 구성원들의 인지적 기여가 비슷하기 보다는 보통 성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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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학생에게 의존하거나,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타겟 

모델에 도달한 소집단의 경우 구성원 간 존중이나 리더의 민주적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심영숙 외, 2015). 

이와 더불어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 교실 규범 강조의 필요성을 다

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학생의 역할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능동성 및 책

무성을 증진시키는 교실 규범 관련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이태훈, 

2013). 교실 규범 강조에 대한 사례로 수업 전 소집단 내 규범을 스스

로 정하여, 활동 중간에 이를 체크하며 반성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있다(강은희 외, 2012). 나아가 평소 교사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적, 허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소집단 분위기를 형성하여 활발히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이신영 

외, 2012); 안완주 외, 2016에서 재인용). 

 

2) 모델공동구성과 언어학습자 

안완주 외(2016)에 의하면 모델공동구성과 관련하여 언어학습자를 

연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행된 바 없으며, 비교적 언어학습

자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에도 과학 모델공동구성 수

업 내 언어학습자를 연구한 경우는 극소수였다. 한국인 언어학습자의 모

델링 관련 인식 변화 양상 비교(Baek & Schwarz, 2015)와 모델 과학 

수업의 교육적 효과(Quinn et al., 2012; Amaral et al., 2002)를 분석한 

세 가지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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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국에서 연구를 진행한 Baek과 Swartz(2015)는 테크놀로

지를 이용한 수업에서 한국인 언어학습자 학생과 과학 성취도가 높은 유

럽계 미국인 학생의 과학 모델 구성 과정에 따른 인식 및 인식론적 신념

(Epistemologies in Model, EIM)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

다. 이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교사의 적절한 조화(orchestration) 

능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커리큘럼 요소를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모델 구성이 언어학습자에게 주는 언어 및 과학 교육적 영향

을 연구한 사례도 있었다(Quinn et al., 2002). 언어학습자는 모델을 이

용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면서 알맞은 상황적 맥락에서 과학 용어를 사

용할 줄 알게 되며, 모델을 시각적 표상으로 표현하며 보다 정확한 언어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소집단을 기반으로 한 모델공동구성 

수업은 잦은 상호작용 기회로 인하여 언어학습자의 언어 사용을 촉진시

키며, 질문 또한 강의식 수업에서보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집단 모델공동구성 활동의 효과성을 제시하였다(Amaral et 

al, 2002). 

이와 같이 모델공동구성과 같은 교수학습방법을 수업 현장에 적용하

는 교사들은 언어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수업 전략

을 적용시켜야 한다. 즉, 바람직한 교실 문화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토론

이 가능해야 하며, 학생의 모델 혹은 설명에 오류가 있거나, 언어가 유

창하지 않은 언어학습자의 경우에도 의견이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

서, 모델공동구성 수업을 적용하면 학생의 과학지식과 탐구 능력 및 언

어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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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한 도움을 줄 것이다(안완주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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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우리나라 과학 교실에서 교사의 수업 전략에 따른 언어학습자들의 

과학 및 언어 학습을 분석하고자하는 선행 연구는 없었으며, 다문화 배

경 언어학습자가 과학 수업에 참여하는 특정한 수업을 필요로하였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일종의 단일 도구적 사례연구를 적용

하였다(Merriam, 1999; Stake, 1995).  본 연구에서는 한 교사가 진행

한 여러 형태의 과학 수업들을 수업 관찰지를 이용하여 양적으로 분석한 

후 모델공동구성 수업이 지니는 특징을 알아내고, 다문화 배경 언어학습

자의 모델공동구성 수업 내 과학 및 언어 학습이라는 특정한 사례를 중

점으로 연구한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모델공동구성을 이용

한 특정한 수업을 선별 표집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적 연구에 비하여 

분석 수업 사례 수가 적은 편이다(김영천, 2007).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후 예비 연구의 형태로 전체 수업을 양적

으로 분석한 후 모델공동구성 수업을 효과적인 수업 방법으로 선별하여 

다른 형태의 수업과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수업이 언어학습자에게 미치

는 직접적인 영향을 수업 내 학습자 사례를 이용해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수집 단계에서 모델공동구성의 효과

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14차시의 수업을 수집한 것이 아니라 언어

학습자의 과학 및 언어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수 전략을 알아보고 

교사 교육에 함의를 주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 단

계에 교사의 교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자의 개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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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모델공동구성 수업과 일반 수업 및 실험 수업을 

비교 분석할 때, 모델공동구성 수업 자체의 특징을 찾아내고자 교수 개

선의 영향이 최소화된 1차 순환의 일반 수업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

추었으며, 2차 순환에 일어난 실험 수업의 경우 언어적 교수 개선이 많

이 적용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업 내 언어사용 비교분석에 어려움을 겪었

다. 또한, 분석 대상 수업 개수가 많지 않아 통계적으로 분석을 실시할 

때 값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문항이 종종 있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연구는 언어학습자에게 효과적인 과학 수업전략으로 모델공동구

성을 선별하여, 이를 적용한 수업 자체의 과학 및 언어적 특징을 찾아 

언어학습자에게 미치는 학습 측면의 효과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

학 및 언어 교수 전략에 연관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대상 및 절차와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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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설계 당시 다문화 배경 언어학습자의 과학 탐구 및 언어 

학습에 유용한 교수 전략을 찾고, 과학 탐구 및 언어 교수 전략 간 관련

성 찾고, 궁극적으로 다문화 배경 언어학습자의 교실 내 언어 및 과학 

학습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다문화 

학생이 포함된 실제 교실 과학 수업을 자료로 수집하였으며, 관찰지를 

이용하여 전체 수업을 평정한 후 효과적인 수업으로 ‘모델공동구성’을 

이용한 수업을 선별하여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수립하였다. 이후 다른 형

식의 수업과 평정을 비교분석하여 모델공동구성 수업이 지니는 특징적인 

전략을 찾아내었으며, 모델공동구성 수업 내 언어학습자의 사례를 분석

하여 교수 전략에 대한 실제 학습 효과를 찾아내었다. 이러한 연구 절차

를 세분화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에는 교실 수업 내 언어학습자의 과학 및 언어 학습 관련 

연구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국외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 교실 내 언어 및 과학 교

수 전략을 관찰하기 위한 관찰지로 다음 두 가지를 선별하였다. 수업 내 

탐구 과학 교수를 평정하기 위한 RTOP과 수업 내 언어 사용을 분석하

기 위한 SIOP이 그것이다.  

연구 자료를 얻기 위하여 다문화 학생이 많은 연구 소재지에서 근무

하면서 과학 탐구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은 교사를 섭외하였다. 그

리고 자료의 수집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본 연구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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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분석 대상으로 사용된 교실 수업이 있으며, 이외에 교사 및 학생들과

의 반구조화된 면담과 교사가 제공한 수업 자료가 있다.  

녹화되어 수집된 수업 영상은 1차순환(6차시)과 2차 순환(8차시)으

로 나누어진다. 1차 순환 자료가 수집 된 후 겨울 방학 동안 교사와 연

구자와의 수업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2차 순환에서 교사가 교수 개선에 

언어적 측면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순환 사이의 교수 개

선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14차시 수업을 분석 후 교수 개선 

없이도 언어학습자의 학습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 1차 순환에 수집된 

모델공동수업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언어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수 전략을 연구하고자 하는 물음으로 시작된 이 연구는 모델

공동구성 전략의 특징을 뽑아내고, 이러한 전략이 언어학습자에게 미치

는 효과를 탐색하는 것으로 연구 주제가 좁혀졌다. 

이후,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특이점을 다른 수업과 양적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본격적으로 모델공동구성 전략을 연구하며 언어학습자의 

해당 수업 내 실제 참여 및 상호작용 사례를 분석하여 학습 효과를 살펴

보며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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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소재지는 결혼이주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한 중학교이다. 시흥시에 위치한 국가산업

단지로 인하여 현재 체류하는 외국인이 4만 5천 명 정도로 시흥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한다(행정자치부, 2015). 이들 중에서 조선족, 중

국인과 베트남인 순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자료 수집을 수행한 

학교 내 다문화 학생들도 이와 비슷하게 대부분 조선족이나 중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소재지의 학교에서 수집된 연구 참여자와 연구 

대상 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중학교 3학년 학생 두 개 반 64명을 대상

으로 실시되는 교사 한 명의 과학 수업을 관찰하였다. 1차 순환에 진행

된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경우, 해당 반의 다문화 학생 총 6명 중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아 언어학습자라고 판단되는 두 

명의 학생이 포함된 소집단을 주요 연구 대상 소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다문화 언어학습자 두 명이 포함된 본 소집단 구성원의 자리 배치는 

다음 [그림 3-1]과 같다. M1과 M2는 다문화 언어학습자 여학생이며, 

A는 일반 여학생, B와 C는 일반 남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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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언어학습자가 포함된 소집단의 자리배치 

 

이 소집단에 포함된 두 언어학습자 M1과 M2의 사회 문화적 배경

과 학습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된 반구조화 그룹 심층 면담의 결과 

알아낸 언어학습자들의 배경을 정리한 것은 [표3-1]과 같다(안완주 외, 

2016). 

  

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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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요인 언어학습자 M1 언어학습자 M2 

사

회 

문

화

적 

배

경 

한국 

거주기간 
․3년 가까이 됨 ․4년 조금 넘음 

가정환경 

․어머니는 중국인, 아버지는 

한국인 (재혼가정) 

․어머니와는 중국어 사용, 

새아버지와는 한국어 사용 

․어머니 아버지 모두 중국인 

․가정에서 중국어를 주로 사

용 

교우관계 

․중국인 친구들이 더 편하다

고 생각하여 교내에서도 주

로 중국인 친구들과 주로 어

울리는 편 

․중국인 친구들이 조금 더 편

하지만 한국인 친구들과도 무

리 없이 어울리며 한국인, 중

국인 친구들과 섞여서 어울리

는 편 

학생 

성격 
․ 성격이 활달한 편 

․성격이 특별히 활달하거나 

내성적인 편이 아님 

언

어 

학

습 

및 

과

학 

학

습 

능

력 

변

인 

학교 외 

한국어 

학습경험 

․중학교 취학 전 다문화복지

센터에서 1년간 한국어를 

공부 

․초등학교 때 다문화 교실에

서 공부한 경험 

한국어 

능력  

자기평가 

결과 

(100%가 보통 한국인 수

준) 

․듣기 80% ․말하기 65% 

․쓰기 50% ․읽기 50% 

(100%가 보통 한국인 수준) 

․듣기 85% ․말하기 80% 

․쓰기 80% ․읽기 90% 

학습  

성향 

․과학 공부를 좋아하여 집중

적으로 과학만 공부 

․공고 진학 예정 

․과학을 특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며, 주로 암기 방식으로 

공부 

․공고 진학 예정 

과학학습 

성취도 

․과학은 반 1등이나 이외의 

학업 성취도는 중하위권 

․과학 성적을 비롯한 전반적 

학업 성취도는 중하위권 

[표3-1] 다문화 배경 언어학습자의 배경 및 학습능력 변인 

(안완주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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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수업 내용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기간에 따라 2015년 11~12월에 진행된 

수업을 1차 순환, 2016년 3월에 진행된 수업을 2차 순환으로 분류하였

다. 연구 대상 수업은 모두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경

우 정규 과학 교과과정을 따라 한 교사에 의해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러

나, 주요 분석 대상이었던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경우 중학교 3학년 기말

고사가 마친 후 촬영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지구과학 분야

인 연주 시차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모델공동구성 수업을 포함하여 연구

자료로 이용된 1차 순환과 2차 순환의 수업의 유형 및 내용을 다음 [표 

3-2]과 같이 간략히 정리하였다. 

순

환 
번호 

수업 

유형 
날짜_차시 수업 내용 

1 

차

순

환 

1_1 일반 2015.11.19_1 물리 쪽지 시험, 유전학 

2_1 일반 2015.11.23_1 유전학 

2_2 일반 2015.11.23_2 유전학 및 시험 대비 물리 복습 

3_1 모델 2015.12.07_1 모델링 도입 설명 및 소집단 활동 

3_2 모델 2015.12.07_2 모델 발표 및 질의응답 

4_1 모델 2015.12.14_2 연주 시차 복습 및 별자리 

2 

차

순

환 

5_1 일반 2016.03.15_1 빛의 삼원색 및 쪽지 시험 

5_2 일반 2016.03.15_2 과학자 및 과학 이론 비디오 시청 

6_1 실험 2016.03.17_1 빛의 삼원색 복습 및 스마트폰 실험 

6_2 일반 2016.03.17_2 실험 결과 공유 및 대화로 구두 복습 

7_1 일반 2016.03.24_1 거울 및 빛의 굴절 

7_2 실험 2016.03.24_2 레이저 굴절 실험 및 짝 대화 활동 

8_1 일반 2016.03.31_1 핵심 용어 설명 및 주변 예시 찾기 

8_2 일반 2016.03.31_2 핵심 용어 설명 및 짝 대화 활동 

[표 3-2] 차시별 수업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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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6차시(1차 순환), 2016년 3월에 8차시(2차 순환) 분량의 수업을 녹화 

및 녹음하여 총 14차시가 수업 분석을 위한 주된 자료로 사용하였다. 1

교시는 45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수업은 하루 동안 2차시 

연속 진행되었다. 수집된 수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탐구적 측면이 강조

된 모델공동구성 전략을 이용한 모델 수업 2차시, 실험 수업 2차시와 

전통적 강의식 방법으로 진행된 일반 수업 10차시로 나누어진다.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특징적인 전략을 탐색하고 언어학습자의 

참여 양상 사례분석을 실시한 모델공동구성 수업(3_1, 3_2)은 중학교 3

학년 기말고사가 끝나고 정규 과학 교과과정을 모두 마친 후 촬영을 진

행하였으므로, 교사가 임의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지구과학 분야의 연주 

시차3를 주제로 선택하여 모델공동구성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은 하루 

동안 2차시연속 진행되었으며, 모델 구성이 주로 일어났던 소집단 토의 

및 발표는 1.5차시에 걸쳐 일어났다. 수업 진행 순서에 따른 활동 내용

을 [그림 3-2]에서 정리하였다. 

                                        
3시차란 관측자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한 물체를 바라볼 

때 벌어진 각도 차이다. 연주 시차는 지구와 태양에서 한 천체를 보았을 때 생

기는 각의 차이로 지구 공전에 의해 생기는데, 이러한 각 차이를 이용하여 해당 

천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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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모델링 수업 2차시분의 세부 순서 및 개요 

 

가장 먼저 이전에 배웠던 천문 관련 단원의 주요 개념을 교사가 학

생들에게 상기시키며 본 수업이 시작된다. 이후 연주 시차의 증거를 나

타내는 사진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소집단 토론을 시킨다. 이후 학생들은 활

동지 및 칠판에 붙어있는 별 그림을 토대로 엄지손가락을 이용한 연주 

시차 실험을 진행한다. 그 후 별의 위치 변화에 따른 연주 시차 모델을 

개별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소집단 별로 큰 종이에 

모델을 표현하며 본격적인 소집단 토의를 하였다. 마지막에 교사는 각 

소집단별 모델을 발표 시켰으며, 이후 학생들만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타겟 모델에 도달하지 못한 모델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미

흡하였는지 수정해주며 2차시가 모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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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방법 

1) 교실 수업 

수업을 참관하며 수업 동영상을 쵤영하였고, 촬영한 동영상의 수업 

대화를 전사하여 수업에 어떤 전략이 사용되었으며, 이에 따른 언어학습

자의 수업 참여 사례 및 학습 효과를 분석하였다. 수업 동영상 수집의 

핵심은 연구 참여자 교사의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수업 전략이 실제 수업

에서 언어학습자의 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지 살피

는 데 있다. 

수업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고자 주된 분석 자료로 사용한 

수업 녹화 영상의 경우 교사와 학습자의 대화를 전사하여 분석을 진행하

였다. 수업을 녹화할 때에는 모델공동구성 수업이 포함된 1차 순환에서

는 매 수업 마다 총 4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수업을 녹화하였으며, 2차 

순환에서는 매 수업마다 2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수업을 녹화하였다.  

교사가 수업 내 사용하는 여러 교수 전략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교실 뒤

쪽에 전체 교실과 교사를 촬영하는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였으며, 교실 

양 옆 가장자리에 설치한 카메라로 학생 활동을 중점으로 촬영하였다. 

소집단 및 짝 활동이나 학습지를 이용한 활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

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학

생 활동을 담는 ‘이동식 관찰법’을 병행하여 학생의 상호작용을 세밀하

고 꼼꼼하게 관찰하였다. 특히, 짝 활동 및 소집단 활동시 언어학습자가 

소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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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언어학습자의 수업 내 상호작용 및 참여 양상을 집중적으로 녹화 및 

녹음하였다. 수업 중 교사 발화 및 반 전체 상호작용은 모두 전사하였으

며, 언어학습자가 포함된 짝 활동 대화와 소집단 내 대화 또한 모두 전

사한 것을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일부 의미 있다고 판단된 언어학

습자의 표정이나 상호작용은 캠쳐하어 사례를 제시할 때 사용하기도 하

였다. 

뿐만 아니라 수업 참관시 현장 노트를 작성하여 전체적인 반 분위기

나 학생들의 활동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교사의 협조를 얻어 수업 

중 활용한 교과서 및 활동지와 수업 시간에 상영한 영상을 추가로 수집

하였다. 

 

2) 교사 및 학생 면담  

먼저 교사 면담은 실제 수업 촬영이 시작되기 전 연구 참여 교사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그 후 1차 순환이 끝나고 겨울 방학 동

안 면담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수업 RTOP과 SIOP 평정을 토대

로 수업에 대한 피드백과 수업 분석시 생겼던 의문점 혹은 확인하고 싶

었던 점을 위주로 반구조화된 면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 때 

수업에 대한 피드백은 다문화 배경 언어학습자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RTOP 보다는 SIOP 전략에 대한 피드백이 주를 이루었다. 면담은 모두 

녹화 및 녹음되었으며 이후 연구자에 의해 전사되었다. 

학생 면담은 1차 순환 수업이 마무리 될 시기에 반구조화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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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은 1차 순환 수업에 참여한 전체 학생을 대상

으로 5~6명으로 이루어진 그룹별로 진행되었으며, 전반적인 학교 생활 

및 과목 선호도에 대한 질문으로 면담을 시작하여 과학 교사의 전반적인 

교수 전략이나 선호하는 교수 전략 혹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교수 전략 

등을 위주로 물어보았다. 추가적으로 언어학습자 M1과 M2만 따로 불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때, 질문은 언어학습자의 다문화적 배경 및 

가족과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실력 등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나아가 언어학습자가 선호하는 과목과 이유 및 학습 방

식 등의 질문도 이루어졌다. 학생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기 및 카메라를 

사용하여 녹음 및 녹화되어 이후 연구자에 의해 전사되어 분석에 이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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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다음 절에서는 수업 분석 도구로 사용된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찰지 

RTOP과 SIOP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후 이를 어떤 방법으로 분석에 사

용하였는지, 언어학습자의 수업 사례는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1) 분석 도구 

교사가 진행한 수업의 과학 탐구적 특징을 관찰하기 위하여 RTOP 

관찰지를 사용하였으며, 언어 사용 측면을 관찰하기 위하여 SIOP 관찰

지를 사용하였다. 다음 절에서 각각의 관찰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겠다. 

 

(1) 탐구 기반 수업 분석 도구: RTOP 

탐구 기반 과학 교실을 분석할 때 널리 사용되는 관찰지인

RTOP(Reformed Teaching Observation Protocol)은 탐구 기반 수업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넘어 탐구 중심 교수를 실행에 옮기는 데 도

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iburn et al., 2000). 이는 학생들을 보

다 진정성 있는 탐구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일어난 미국 과학 교육

개혁에 토대를 두고 있다.  

1959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Sputnik)를 쏘아 올

리는데 성공하자 이에 대응하여 미국에서는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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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를 주도

로 Project 2061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1985년 지구를 스쳐갔던 헬

리혜성이 다시 근접해지는 시기인 2061년까지 미국의 과학 교육을 중점

적으로 발전시켜 유치원부터 고등교육까지의 과학, 수학 및 기술 교육 

개혁을 도모하여 미국 국민 전체의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강조하

였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시작된 학문중심 과학교육 사상은 과학의 개념

과 원리 즉, 과학 지식의 기본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과학 문제 

해결 능력과 과학적 소양을 증진시키는 것을 과학 교육의 주된 목적으로 

삼았으며(Bruner, 1960), 과학적 탐구 방법과 기능을 강조하였다

(Schwab, 1966; 조희형 외, 2010에서 재인용). 탐구 중심 과학 교육에 

대한 강조를 근간으로 교육 개혁을 제안하는 미국 과학교육과정의 가이

드라인인 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6)가 출간되며 과학 수업 내 탐구 중심 학습을 촉진시키는 

교사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아리조나주 교사교

육 협력단체의 평가팀4은 탐구를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사조에 기반을 둔 

교사의 교수 실행을 확인하고자 RTOP 개발에 착수하여 2000년에 최종

본을 완성하였다. RTOP은 본래 과학 교과 탐구 교수에 중점을 두고 개

발되었으나, 이후 수학적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수학자 및 수학 교사들

의 조언을 통해 과학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를 수학에서도 적용 가능한 다

                                        
4 ACEPT(The Arizona Collaborative for Excellence in the Preparation 

of Teachers)의 EFG(The Evaluation Facilita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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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용어로 교체함으로써 지금의 RTOP을 완성하였다. RTOP은 수업 개

선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업 분석 방법 및 관찰지로 미국을 중심

으로 전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주로 교사의 수업을 탐구 중

심으로 평정하여 향후 교수 실천의 변화에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

고 있다. 

RTOP 사용 지침서에 의하면 RTOP 개발자들은 분석지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32명의 관찰자들이 2명씩 짝지어 총 16팀이 한 수업

씩 RTOP으로 수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수업 분석 도구로써

는 상당히 높은 신뢰도인 0.954를 기록하며 개발 단계에서 신뢰도가 검

증되었다(Piburn et al., 2000; 곽문영 외, 2016에서 재인용). 

 

a. RTOP의 구성 

 RTOP은 총 25문항으로 교수 설계 및 적용(5문항), 내용(10문

항), 교실 문화(10문항)의 세 가지 하위 요소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내용(10문항)은 각각 명제적 지식(5문항)과 절차적 지식(5문항) 하위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실 문화(10문항)은 교실 상호작용(5문항)과 

학생-교사 상호작용(5문항) 하위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요소

인 ‘교수 설계 및 적용’에서는 RTOP에 제시된 항목을 통해 교사는 수

업 시작 시 학습자의 선지식과 선개념을 고려하고, 학습자를 학습 공동

체의 구성원으로 참여시키고, 수업 내 학습자의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

에 가치를 두며, 학습자의 생각에 따라 진행 방향이 결정되는 수업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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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지 평가하는 등 ACEPT모델을 교수 개혁에 적용하였다. 두 번째 

‘내용’ 요소는 수업 내용에 대한 것을 측정하며, 5문항씩 2개의 하위 요

소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하위 요소는 수업 내용

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며, 두 번째 하위 요소는 ACEPT의 관점에서 과

학 탐구 과정을 평가한다.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마지막 요소는 ‘교

실 문화’로 교실 내 분위기를 주로 측정하며 두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된

다. 각 5문항으로 구성된 하위 요소 중 첫 번째는 ‘교실 상호작용’을 측

정하며, 두 번째 는 ‘학생-교사 상호작용’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0-4점의 5단계의 리커트 척도를 따르며 만점은 112

점이다. 이와 같이 RTOP을 이용하여 수업을 평정하면 구성주의적 수업 

구조를 이루는 지식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가능해지며, 학습자가 비유 

및 모델을 이용하여 자연 현상의 원인에 대해 대안적 설명을 하고, 증거

를 해석하는 여러 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부여하며, 이로 말미암아 학습

자의 효과적인 과학 학습을 도모할 수 있다. 

 

(2) 수업 내 언어 사용 분석 도구: SIOP 

SIOP(Sheltered Instruction Observational Protocol) 모델은 언어

가 과학이나 사회와 같은 특정 교과목을 배우며 발달하며, 학생들은 언

어 자체만을 학습하기보다 타 교과목을 통하여 언어를 학습할 때 동기부

여가 된다는 기존의 내용 중심 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교수자의 관찰이 부각된 것이 SIOP 모델의 특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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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다. 관찰은 수업 내 교수자의 내용 지식, 수업 중의 다양한 활동 및 

평가에 관련된 항목들을 평정하며 이루어진다. 교사는 학습자의 이해를 

확인하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복습과 평가를 제시하고, 이를 수업의 

흐름에 반영하며 수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도 단순한 

내용 이해를 넘어서 기존의 선지식과 수업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

해진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언어 및 선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이 학습

한 내용을 내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전략이다. 또한 SIOP을 참고하여 수업을 분석함으로써 교사와 연구자 

간의 평가 및 피드백 전달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언어학습자의 학습 증

진을 위한 전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미국 등지에서는 외국

어로서의 영어 교육 측면에 내용과 언어를 통합하여 학습하는 방법 중 

하나로 SIOP 모델을 널리 적용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수업을 계획하

고 분석하며 학습자의 언어 및 내용 이해 측면을 연구한 결과 여러 연구

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강지혜 2010, Walters 2012). 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 교육 관련 연구에서도 SIOP을 이용한 학습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August et al., 2009; Echevarria, 2005; Eggington et al., 2010; 

Plumlee, 2005). 

SIOP 모델은 미국에서 1996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Echevarria와 그의 동료들(2004)을 주축으로 한 연구프로젝트의 결과

물로서 통합적 외국어 학습 방법으로 발전되어 왔다. SIOP 모델은 원래 

수업 참관을 목적으로 하여 참여 교수자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개발되었

다. 이내 참여 교수자는 SIOP 모델을 수업 계획(lesson plan)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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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목과 그들의 교수-학습을 반영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Echevarria et al., 2004). SIOP 모델은 실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일

종의 보호 교수 방법(sheltered instruction)이다. 이 모델은 미국의 4개

의 도시학교 구획의 중학교 교사들에게 실제로 수행되어 왔는데 학습자,

교수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보호 전략임이 드러났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

한 교사들은 제2영어 교실(ESL classes), 내용 중심 영어 교실

(content-based ESL classes), 보호 교과 내용 교실(sheltered 

content classes)과 같이 다양한 교실 환경에서 보호 교수법으로써 이 

모델을 사용하였다. 2) SIOP 모델의 전문적인 개발을 통해 교수자의 교

수 방안 구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는 문학, 수

학, 과학, 사회 등의 과목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이해력과 더불어 목표 

언어인 영어 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Echevarria et al., 2004). 

SIOP의 각 구성요소들과 관련된 교수-학습 전략을 사용함에 따라 교수

자는 학습자의 언어적 요구 뿐 아니라 학문적 요구까지도 도달하는 교수 

방안을 구성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a. SIOP의 구성 

SIOP 모델은 크게 3가지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준비 단계

(Preparation), 교수-학습 단계(instruction), 복습 및 평가 단계

(Review/Evaluation)이다. 이들 각각의 세부 요소들은 배경지식 쌓기

(Building background),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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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Strategies), 상호 작용(Interaction), 연습 및 적용

(Practice/Application), 수업 전달(Lesson Delivery)의 8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SIOP 문항은 총 30문항으로 0부터 4까지의 5 단계의 

리커트 척도를 따르므로 만점의 합은 120점이다. SIOP 모델의 요소별 

문항 및 주요 내용을 다음 [표3-3]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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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문항 번호 주요 내용 

준비 

(Lesson 

Preparation) 

LP1 내용 목표 

LP2 언어 목표 

LP3 내용 개념 

LP4 보충 자료 

LP5 내용의 재구성 

LP6 유의미한 활동 

배경 지식 쌓기 

(Building 

Background) 

B7 개념과 배경 지식과의 연계 

B8 이전 학습과 새로운 학습 연계 

B9 주요 어휘의 발전 

이해 가능한 입력 

(Comprehensible 

Input) 

C10 적합한 발화 

C11 학습 과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 

C12 다양한 수업 기법 사용 

전략 

(Strategies) 

S13 학습 전략 

S14 비계 설정 기술 

S15 높은 수준의 질문 

상호작용 

(Interaction) 

I16 잦은 상호작용 기회 제공 

I17 그룹 배치 

I18 충분한 기다림 

I19 모국어로의 개념 확립 

연습 및 적용 

(Practice/ 

Application) 

P20 새로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조작 활동 

P21 새로운 방법으로 내용 및 언어 지식 적용 

P22 모든 언어 기술을 통합하는 상호작용 

수업 전달 

(Lesson 

Delivery) 

LD23 수업 중 내용 목표의 반영 

LD24 수업 중 언어 목표의 반영 

LD25 학생 참여 시간 

LD26 적당한 수업 속도 

복습 및 평가 

(Review/ 

Assessment) 

R27 주요 어휘 복습 

R28 핵심 개념 복습 

R29 학생의 결과물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 

R30 학습에 대한 평가 

[표 3-3] SIOP 모델의 수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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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언어학습자들이 포함된 소집단 내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역

할 및 특징을 보다 상세히 탐색하기 위하여 수업 관찰과 비디오 및 녹음 

파일을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자료 

분석에 앞서 RTOP과 SIOP 평가자 신뢰도 검증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RTOP의 경우 신뢰도 검증과 관련한 선행연구(곽문영 외, 

2015)에 연구자가 직접 저자로 참여하여 신뢰도를 검증한 바 있다.  

자료 분석은 먼저 전체 수업 14차시에 대한 RTOP과 SIOP 평정을 

하고 이를 양적 분석하여, 가장 뛰어난 과학 교수 전략을 찾아내는 것으

로 시작하였다. 이후, 양적 비교분석을 통하여 언어 학습 및 과학 학습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 전략으로 선정된 모델공동구성 수업이 일반 

수업에 비하여 지니는 특징을 찾고, 실험 수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같은 

탐구 중심인 수업 중에서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후, 

모델공동구성 수업이 언어학습자에게 미치는 수업 내 실제 학습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의 신뢰도 검증 방법과 

각 단계에서 이용한 분석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RTOP을 이용한 수업 분석에 대한 신뢰도와 일

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 대상 수업을 분석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직접 

평가자 간 신뢰도 검증을 진행하여 연구 논문을 작성하였다. 수업을 분

석하는 연구자들은 Piburn et al.(2000)의 RTOP 사용 지침서와 버팔로 

주립대학에서 제공하는 RTOP 훈련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미국 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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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학 수업 동영상 3개와 전문가가 각 수업을 평가한 RTOP 점수와 

평정을 이용하여 훈련을 하였다. 멘토(교수)의 주도 아래 세 명의 연구

자(대학원생)가 함께 이 RTOP 훈련 웹사이트 5와 RTOP 사용 지침서 

(Piburn et al., 2000)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이용하여 RTOP 훈련을 받

았다. 다음 [그림3-3]과 같이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분석한 후, 교수의 

지도 아래 각 문항별 점수 차이에 대하여 웹사이트에 제공된 전문가 평

정을 참조하여 토의하였으며,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연구자2가 18번에 대해 매긴 점수를 그 이유

와 함께 다른 연구자와 멘토에게 설명함.(칠판

에 전문가 점수(E)와 연구자 1,2,3의 점수를 

적고 전문가가 차이가 나는 정도를 비교하여 2 

이상의 차이가 나는 문항에 대해서 서로 토의

함) 

3명의 연구자와 멘토가 수업 동영상을 같

이 보며 점수를 매긴 기준을 확립함. 

[그림 3-3]  연구자 간 RTOP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토론하는 모습 

(곽문영 외,2015) 

 

                                        
5 RTOP 훈련 웹사이트 



 

48 

 

본 연구에서 수업 분석을 위하여 교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진행한 

RTOP 분석 시 신뢰도 검증 방법의 단계는[그림 3-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3-4]  RTOP 분석시 신뢰도 검증 방법 단계 (곽문영 외,2015) 

 

SIOP 평정 시에도 연구자의 주관적 평정을 피하고 신뢰도를 검증하

고자 RTOP에서 연구자 간 신뢰도를 구축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SIOP을 이용한 연구자 훈련을 거쳤으며, 이에 더하여 두 달에 걸쳐 

Pearson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SIOP 온라인 트레이닝을 받았다. 

또한, 본 분석 대상 수업을 분석한 후 같은 수업을 무작위로 골라 두 연

구자가 함께 RTOP과 SIOP을 평정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 서로 다

른 점수를 기록한 문항에 대하여 제 3의 연구자와 함께 영상을 보며 심

도 깊은 토론을 거쳐 평정 결과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이루었다. 

신뢰도 검증을 마친 후 본 연구를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수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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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며 RTOP과 SIOP 관찰지를 이용하여 수업을 평정하였으며, 관찰

지 평정 결과인 각 수업의 문항별 점수를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그림3-5]와 [그림3-6]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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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RTOP의 문항별 세부 점수를 정리한 표 

 

 

 

 

[그림 3-6] SIOP 의 문항별 세부 점수를 정리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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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체 수업에 대하여 RTOP과 SIOP 평정 결과를 문항별로 평

균 내어 수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은 교사의 과학 탐구 

전략과 언어 사용 전략을 탐색하였다. 이후 수업 회차별 총점을 비교분

석하여 전체 수업 14차시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RTOP 점수를 획득하

였으며 특별한 언어적 교수 개선을 적용하지 않아도 뛰어난 SIOP 점수

를 보인 모델공동수업을 찾아내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 사용된 전략에 초점을 맞춰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RTOP과 SIOP 점수를 양적 분석하는데 SPSS 22.0을 

이용하였다. 가장 먼저 과학 탐구 및 언어 사용 측면에서 우수한 수업을 

선별하기 위하여 수업 개선 전인 1차 순환과 개선 후인 2차 순환에 일

어난 수업 간 평균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때, 표본이 작아 Two-

Sample T test의 세 가지 기본 가정 사항 중 정규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모수 검정 대신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여 집단별 U값을 이용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근사 유의 확률(Significance Probability)은 *p<0.05일 때 유의미한 값

으로 판단하였다.  

1차 순환과 2차 순환에 일어난 수업의 과학 탐구 및 언어 전략 차

이를 주로 살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effect size) r값을 구하여 실제로 해당 전략이 모집단에 존재하는 정도

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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𝑟 =
Z

√𝑁
 

이 때, Cohen’s d 효과 크기 값에서 효과 크기 수준을 비교한 것을 

참고하여 r=0이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r=0.2면 작은 수준, 

r=0.5면 중간 수준, r=0.8부터 그 이상은 큰 수준의 효과 크기를 지닌 

것으로 분류하였다(Cohen, 1988). 이러한 효과 크기가 크다는 것은 집

단 간 평균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값이 커질수록 비교하고

자 하는 수업의 실제 차이가 크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전체 수업 분석을 통하여 과학 탐구 및 언어적 측면을 가장 

우수하게 반영하는 교수전략으로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을 선별한 후, 

수업 개선 효과가 적용되기 전인 4차시의 일반 강의식 수업, 2차시의 모

델 수업과 2차시의 실험 수업을 선정하여 수업 간 전략 차이를 분석하

기 위한 주요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수업 간 전략 차이를 분석할 때에는 

각 수업 형태에 따른 전략적 특징 차이를 문항에 따른 평균 및 표준편차

를 내어 비교하였다. 

이후,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 나타난 RTOP과 SIOP에 해당하는 언

어학습자의 학습 사례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수업 영상을 여러 

차례 돌려보면서 모델공동수업 내 언어학습자의 수업 참여 양상 및 언어

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미시 분석(micro analysis)하여 언어학습자의 

수업 내 참여 양상을 유형별로 코딩하는 개방형 코딩 과정을 선행하였으

며, 이러한 1차 결과는 안완주 외(2016)의 연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로 분석을 먼저 실시한 1차 결과를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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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영상을 다시 분석하며 SIOP과 RTOP 항목 특징을 잘 나타내는 수

업 내 언어학습자 위주의 사례를 재선별하였다. 참여관찰하여 녹화 및 

녹음한 수업 내 사례는 여러가지 질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되었다. 

수업 중 발생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중요한 사태 파악 접근법, 수업 

내 학습자의 태도, 움직임, 제스처, 얼굴 표정 및 시선을 분석하는 비언

어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수업 관찰이 끝난 후 관찰자와 교사 

및 학생 면담을 통하여 분석한 메시지의 전달과 신호가 의미하는 바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수집한 교사 및 학생과의 면담 녹화 및 녹음 자료는 모두 전

사하여 분석되었다. 교사의 새로운 교수법 등 지난 수업에 대한 이야기

를 나누며 피드백을 주고 받은 면담 자료는 수업 내 교수 전략 분석 및 

사례 분석의 타당도를 확보하는데 참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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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1절에서는 RTOP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고, 2절에서는 SIOP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앞서 진행한 상세한 RTOP 

및 SIOP 문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배경 언어학습자를 위한 탐구 

중심 교수 전략과 언어 중심 교수 전략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며 본 장을 

마무리한다. 

1절과 2절에서 진행된 각각의 수업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동일

한 순서로 기술하였다. 1)절에서는 먼저 관찰지를 이용하여 14차시의 과

학 수업을 평정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 

대상 교사 수업의 전반적 특징을 알아보았다. 2)절에서는 앞서 전체 수

업 평정 결과 특히 과학 탐구 및 언어 사용 측면에서 효과적인 과학수업

으로 판별이 된 모델공동구성 전략을 이용한 수업을 1차적으로 일반 강

의식 수업과 비교하였고, 이후 동일한 탐구 중심 수업이지만 다른 점수 

분포를 나타낸 실험 수업과 비교하여 모델공동구성 수업이 지니는 특징

을 상세히 탐색하였다. 3)절에서는 다문화 배경 언어학습자의 모델공동

구성 기반 수업 내 경험 사례를 각각의 관찰지 항목을 근거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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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TOP을 이용한 탐구 기반 전체 과학 수업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수집된 수업에 대한 RTOP 점수를 모두 분석하여 해당 

교사의 수업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내었고, 수업 

회차별 RTOP 점수 및 문항별 점수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였다. 

전체 수업 분석에서 가장 뛰어난 RTOP 총점을 획득한 모델공동구성 기

반 수업이 교사가 일관되게 낮은 점수를 기록한 문항에서 예외적으로 높

은 점수를 기록하며 바람직한 탐구를 적용한 과학 수업 형태임이 입증되

었다. 이러한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 두 차시를 일반 강의식 수업과 실

험 수업에 비교하여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을 효과적인 과학 수업으로 

만드는 전략적 특징을 알아내었다. 나아가 이러한 RTOP 점수에 언어학

습자의 실제 모델공동구성 수업 참여 사례를 근거로 모델공동구성 수업

의 전략적 특징이 언어학습자의 수업 내 과학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1) 수업 전반의 과학 탐구적 특징 

효과적인 수업을 결정하기 전 먼저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 전반의 강

점 및 약점을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 자료로 수집한 1차 순환과 2차 순

환의 수업 총 14차시를 모두 분석하여 평균 점수를 구한 RTOP 문항별 

점수 및 표준편차는 다음 [표4-1], [그림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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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소 
문항 

번호 
내용 

전체 수업 

(n=14) 

(평균±표준편차) 

수업 설계 및 

적용 

L1 선지식 고려 3.1±0.9 

L2 학습 공동체로 참여 유도 2.5±1.3 

L3 탐구 선행 2.2±1.3 

L4 대안적 탐구 및 문제해결 장려 1.3±1.3 

L5 학생들의 의견이 수업 방향 결정 1.8±1.4 

명제적 지식 

 

P6 수업에 기본 개념 포함 3.6±0.8 

P7 개념 이해 증진 3.7±0.8 

P8 교사의 수업 내용 이해도 3.9±0.3 

P9 추상적 및 비유적 표현 방식 권장 2.9±0.8 

P10 실제 세계와 연관성 2.7±1.1 

절차적 지식 

 

PC11 다양한 매체 사용 2.1±1.3 

PC12 예측, 추론, 가설 검증할 실험 설계 1.4±1.2 

PC13 사고 유발 활동 1.8±1.4 

PC14 반성적 사고 2.1±1.1 

PC15 구성주의적 지적 열정 1.3±1.3 

의사소통 상

호작용 

C16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 2.1±1.5 

C17 교사 질문이 발산적 사고 유발 1.8±1.4 

C18 의미 있는 학생 발화 1.8±1.5 

C19 학생 발화가 교실 담화 방향 결정 1.7±1.5 

C20 다른 학생 존중 3.2±0.8 

학생-교사  

관계 

ST21 적극적 참여 권장 3.2±1.0 

ST22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 증거 해석 1.9±1.3 

ST23 교사의 인내심 3.0±0.8 

ST24 자료제공자로서의 교사 3.3±0.8 

ST25 경청자로서의 교사 2.2±1.2 

[표 4-1] 전체 수업의 RTOP 문항별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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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RTOP 문항별 평균 점수  

 

연구 자료로 수집한 수업 총 14차시를 모두 분석한 결과 교사 수업

의 전반적인 특징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었다. 이는 수업 관련 피드백이

나 수업 형태와는 관련 없이 RTOP 문항별 점수가 일관되게 높거나 낮

은 점수를 획득한 문항을 해석하여 보면 알 수 있다. 

전체 수업을 분석한 결과 문항 P6(3.6점), P7(3.7점) 그리고 

P8(3.9점)에서 모두 4점 만점에서 3점 후반대의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는 모두 RTOP이 제공하는 다섯 가지 범주 중 명제적 지

식 범주에 속한 항목들로 P6은 교과 개념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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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며, P7은 수업이 일관되게 개념 이해를 증

진 시키는지를 평가하며, P8은 수업 내용에 대한 교사의 명확한 이해를 

평가한다. 이는 모두 과학 교과의 내용적 측면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교사의 일반적인 특징과도 연관이 되는데, 미국 

등에서 과학 교사의 교과 지식 전문성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되어 왔던 것

(Tilgner, 1990)과는 달리 교사 임용과정에서 타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과 지식을 요구하는 국내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다. 

RTOP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항목 중 일부인 교과 지식이 충분하면 탐구 

기반 과학 교수를 잘 실행할 수 있는 기본적 역량을 교사가 잘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비교적 낮은 평균 점수인 1.5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문항은 

L4(1.3점), PC12(1.4점)과 PC15(1.4점)로 1점 초 중반대의 점수를 꾸

준히 유지하고 있다. L4는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전략

을 찾거나 증거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도록 하는 수업인가를 

평가하며, PC12는 학생들이 예측, 추론 및 가설을 만들고 이를 검증할 

방법을 고안하는가를 평가하며, PC15는 지적 열정과 구성주의적 비평과 

기존의 아이디어에 대한 도전이 가치 있게 생각되는지를 평가한다. 

위 세 문항 L4, P12와 P15는 일반 강의식 수업 뿐 아니라 이후 비

교하게 될 탐구 지향적 수업을 위하여 교사가 계획한 일반적인 실험 수

업에서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진정한 탐구 과정보다는 

실험 경험 자체에 비중을 두는 cookbook 형식의 확인 실험과 같은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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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준이 낮은 과학 실험을 주로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험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실질적 탐구(authentic inquiry)가 결여된 상태로 

진행되며, 위의 세 문항은 실질적 탐구 특성과 직결되는 문항이기 때문

에 일반적인 과학 실험 수업을 진행한 경우에도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실제로 과학 교사들이 수업 내 진행하는 탐구 수준은 많은 경우에 확인 

탐구나 구조화된 탐구와 같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실질

적 탐구의 결여는 대부분 과학 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 부족에 기인한다

(김지영, 강순희, 2006; 박영신, 2006; 정진우 외, 2006).  

교사가 일관적으로 나타낸 이러한 교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수업 분

석을 재실시한 결과 모델공동구성을 이용한 수업에서는 이러한 탐구 기

반 교수의 약점으로 판단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언어학습자

의 실질적 탐구 촉진시키는 바람직한 수업임이 입증되었다. 이는 RTOP 

문항별 점수를 이용하여 모델공동구성을 이용한 수업의 세부적 특징을 

분석한 ‘2)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 내 과학 탐구적 특징’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1) 수업 회차별 RTOP 점수 

언어학습자의 과학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수업 유형을 판단하기 위

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수행하여 SIOP 총점 평균을 1차 순환과 

2차 순환에 일어난 수업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차 수업: Md=41.5, n=6, p=0.65; 2차 수업: 



 

60 

 

Md=73.0, n=8, p=0.65), 효과 크기 또한 r=0.12로 낮은 값을 나타내

며, 수업 개선 전후 평균 점수에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간값(Md)과 아래 [표 

4-2]에서 제시된 평균값을 살펴보면 2차 순환에 개선된 교실 수업이 

전반적으로 약간 더 탐구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1차 수업 평

균±표준편차: 56.3±24.6; 2차 수업 평균±표준편차: 63.6±19.4). 특히, 일

반 수업에서의 변화가 비교적 눈에 띈다. 총 14개 수업의 회차별 총점

과 1차 순환과 2차순환으로 개선 전후를 나누어 평균을 내었을 때의 

RTOP 점수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은 다음 [표4-2]와 같다. 

 

구분 1차 순환 (수업 개선 전, n=6) 2차 순환 (수업 개선 후, n=8) 

수업 

유형 
일

반 

일

반 

일

반 

모

델 

모

델 

일

반 

일

반 

일

반 

실

험 

일

반 

일

반 

실

험 

일

반 

일

반 

수업 

회차 
1_1 2_1 2_2 3_1 3_2 4_1 5_1 5_2 6_1 6_2 7_1 7_2 8_1 8_2 

RTOP총

점 
42 41 38 89 84 41 42 28 71 75 58 83 77 75 

평균± 

표준 

편차 

56.3±24.6 63.6±19.4 

Median 41.5 73.0 

U value 20.5 

[표 4-2]수업 회차별 RTOP 총점 및 개선 전후 총점 평균 비교 

 

1차 순환인 수업 개선 전의 평균은 56.3점이며 개선 후의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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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로 7.3점이 상승하였다. 이는 다음 ‘2. SIOP을 이용한 수업 내 교사

의 언어 사용 분석 결과’에서 비교할 SIOP 총점 차이에 비교하였을 때, 

수업 개선에 대한 RTOP 점수 변화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데, 이러한 결

과는 교사가 교수 개선에 SIOP 교수 전략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RTOP 점수 상승을 보여준 것은 

교사가 적용한 SIOP 전략과 RTOP 전략 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는 것을 암시한다. 이에 대한 함의는 이후 소개되는 ‘3. 과학 및 언어 

교수 전략 동시 분석 결과’에서 자세히 제시하였다. 

또한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으로 진행된 3_1(89점)과 3_2(84점)

이 본격적인 수업 개선 전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개선 전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나아가 수업 개선 후에 진행된 실

험 수업인 7_2(83점)에서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같은 

실험 수업 임에도 6_1(71점)에서 비교적 높지 않은 점수를 획득한 이유

는 빛의 삼원색에 대하여 배운 내용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단히 확인하

는 형태의 매우 낮은 탐구 수준의 실험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 4-2]는 수업 회차별 RTOP 총점 변화를 가시적으로 구

분하기 용이하도록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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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수업 회차별 RTOP 총점 

  

1_1부터 4_1은 교사와의 협의를 통한 본격적인 RTOP 교수 개선 

개입이 일어나기 전인 1차 순환의 점수이다. 이 기간 동안은 수업을 관

찰하면서 교사 및 학생들과의 피드백만 주고 받았다. 이 기간 동안 3주

차 수업인 3_1과 3_2만 점수가 높은 이유는 교사가 일반 강의식 수업이 

아닌 모델공동구성 형식의 소집단 협동 학습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2)절에서 다루었다. 

1차 순환인 수업 4_1이 마친 후 겨울 방학 기간 동안 교사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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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2차 순환이 시작되었다. 2차 순환이 시작

된 5_1과 5_2에서는 교수 개선이 눈에 띄게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이 

중 5_2에서 점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이유는 1차시 분량의 수업이 대부

분 과학자 관련 영상 시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격적

으로 교사가 수업에 여러 가지 교수 개선 방안을 도입하기 시작한 6_1

을 시작으로 8_2까지 향상된 RTOP 총점을 보인다. 이 때부터 언어 전

략을 중심으로한 수업 개선이 본격적으로 일어나 총점의 추세가 높아졌

다.  

7_1에서 점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짝 활동 및 소집단 활동 없이 대

부분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순

환 때의 일반 강의식 수업에서보다 2차 순환의 강의식 수업 7_1에서 높

은 점수를 획득하였는데 이는 두 순환 사이에 연구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교사가 교수 언어적 개선을 반영한 결과이다.  

탐구 수준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된 수업인 모델 및 실험을 이용한 

수업은 총 14차시의 수업 중 수업 3_1(모델), 3_2(모델), 6_1(실험)과 

7_2(실험)로 네 차시가 있었다. 이 중 이전에 학습한 빛의 삼원색에 대

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결과를 복습하는 가장 낮은 탐구 수준의 확인 

실험인 수업 6_1(71점)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 3_1(89점), 3_2(87점)

와 7_2(83점)는 각각 100점 만점 기준으로 모두 80점 이상의 매우 높

은 수준의 RTOP 총점을 나타낸다.  

2차 순환에서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RTOP 및 SIOP의 특징에 관

하여 논의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교수 개선에 적용되어 점수가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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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것을 감안할 때, 1차 순환인 3주차에서 나타난 점수 폭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3주차에 이루어진 수업 3_1과 3_2에서는 모델공동구

성을 이용한 소집단 협동 학습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교사가 특별한 교수 개선을 거치지 않더라도 모델공동구성 수

업을 적용하는 것 만으로 충분히 탐구 지향적인 수업을 도모할 수 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 절에서 이러한 모델공동구성을 이용한 수업의 

세부적 특징을 RTOP 문항별 점수 비교를 토대로 자세히 분석하였다.  

 

2)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 내 과학 탐구적 특징 

이번 절에서는 앞선 분석에서 매우 효과적인 과학 수업으로 판단

된 모델공동구성을 이용한 수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먼저 

모델공동구성 수업과 일반 수업을 비교하였으며, 이후 실험 수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모델공동구성만이 지니는 우수한 전략적 특징을 탐색하

였다. 

 

(1)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과 일반 수업 비교 

이번 절에서는 1차 순환에서 일어난 모델공동구성 수업과 일반 수

업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이 때, 분석한 일반 수업은 수업 개선의 

효과를 피하고 모델공동구성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순수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1차 순환에 진행된 1_1, 2_1, 2_2, 4_1 네 수업 

만을 선별하여 이들의 점수를 평균 내어 분석이 진행되었다. 1차 순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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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수업 총점(89점, 84점)과 1차 순환의 일반 수업의 RTOP 총점 

(42점, 41점, 38점, 41점)차이는 앞 절의 [표 4-2]에서 확연히 드러난

다. 3주차 모델 수업 2차시(3_1, 3_2)의 총점 평균은 88.0점 이고, 본격

적인 탐구 중심 과학 교수 개선이 일어나기 전인 1차 순환 동안의 4차

시 분량의 수업 평균은 41.0점으로 평균 총점 차이가 47점으로 나타났

다.  

다음 [표 4-3]는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상위 문항 요소별 평균 

점수 차이를 나타낸 표이다. 

 

문항 

요소 
내용 

모델 수업 

(n=2) 

일반 수업 

(n=4) 

L 수업 설계 및 적용 3.5±0.1 1.1±0.2 

P 명제적 지식 3.3±0.1 3.2±0.2 

PC 절차적 지식 3.7±0.1 0.7±0.2 

C 의사소통 상호작용 3.7±0.1 0.8±0.2 

ST 학생-교사 관계 3.4±0.0 2.4±0.2 

 [표4-3]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문항 요소별 RTOP 평균 점수 차이 

 

명제적 지식을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모델 수업 점수가 우세하게 나

타났다. 수업 설계 및 적용, 절차적 지식, 의사소통 상호작용, 학생-교사 

관계 모두 점수 평균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요소별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차이를 세분화시켜 하위문

항별로 분석하여 다음 표 [4-4]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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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 
문항 내용 

모델 수업 

(n=2)  

일반 수업 

(n=4)   

수업 

설계 

및 

적용 

L1 선지식 고려 3.0±0.0 3.0±0.8 

L2 학습 공동체로 참여 유도 4.0±0.0 1.5±0.6 

L3 탐구 선행 3.5±0.7 0.8±1.0 

L4 대안적 탐구 및 문제해결 장려 3.5±0.7 0.0±0.0 

L5 학생들의 의견이 수업 방향 결정 3.5±0.7 0.3±0.5 

명제

적  

지식 

 

P6 수업에 기본 개념 포함 2.5±0.7 4.0±0.0 

P7 개념 이해 증진 4.0±0.0 4.0±0.0 

P8 교사의 수업 내용 이해도 4.0±0.0 4.0±0.0 

P9 추상적 및 비유적 표현 방식 권장 4.0±0.0 2.3±0.5 

P10 실제 세계와 연관성 2.0±1.4 1.8±0.5 

절차

적  

지식 

 

PC11 다양한 매체 사용 4.0±0.0 1.0±0.8 

PC12 예측, 추론, 가설 검증할 실험 설계 3.5±0.7 0.8±0.5 

PC13 사고 유발 활동 4.0±0.0 0.5±0.6 

PC14 반성적 사고 3.5±0.7 0.8±0.5 

PC15 구성주의적 지적 열정 3.5±0.7 0.3±0.5 

의사

소통 

상호

작용 

C16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 4.0±0.0 0.5±0.6 

C17 교사 질문이 발산적 사고 유발 3.5±0.7 0.0±0.0 

C18 의미 있는 학생 발화 4.0±0.0 0.0±0.0 

C19 학생 발화가 교실 담화 방향 결정 3.5±0.7 0.0±0.0 

C20 다른 학생 존중 3.5±0.7 3.5±0.6 

학생

교사 

관계 

ST21 적극적 참여 권장 4.0±0.0 2.8±0.5 

ST22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 증거 해석 3.5±0.7 0.5±1.0 

ST23 교사의 인내심 2.5±0.7 3.8±0.5 

ST24 자료제공자로서의 교사 3.5±0.7 3.8±0.5 

ST25 경청자로서의 교사 3.5±0.7 1.0±0.0 

[표4-4] 일반 수업과 모델 수업의 문항별 RTOP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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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던 문항은 L1, P6~7, P8, P10, C20, 

ST21과 ST23~24의 여섯 개 문항이었다. 이외 문항인 L2~5, P9, 

PC11~15, C16~19과 ST22와 ST25에서 평균 점수 차이가 특히 크게 

나타났다. 

표 [4-4]의 평균 값을 이용하여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세부 문

항별 평균 차이를 가시적으로 강조하여 나타낸 그래프는 다음 [그림 4-

3]과 같다. y축 값은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점수에서 일반 수업 점수를 

뺀 값(모델공동구성 수업 점수-일반 수업 점수)으로, 0에 가까울수록 두 

수업 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며, 위쪽으로 갈수록 양의 큰 값을 나타낸 

것은 일반 수업에서보다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 높게 나타난 문항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음의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은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

보다 일반 수업에서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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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모델공동구성과 일반 수업의 RTOP 문항별 점수 차이 

 

위 그래프에서도 요소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명제적 지식을 

나타내는 P영역 일부와 학생-교사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ST영역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문항에서 모델공동구성 수업이 유의미하게 높은 

RTOP점수를 획득하였다. 모델공동구성 수업은 일반 수업에 비하여 

L2~5, P9, PC11~15, C16~19, ST21~22와 ST25에서 월등히 높은 점

수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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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일반 수업에서보다 모델 수업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한 세

부 문항으로는 P6(2.5점)과 ST23(2.5점) 두 문항이 존재한다. P영역은 

명제적 지식에 속하는 범주로 분석 대상 수업을 강의한 교사가 전체적으

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기초 개념에 관한 문항인 P6에서 낮은 점

수를 획득한 이유는 모델공동구성 수업 특성상 교사가 학생들에게 개념

을 먼저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탐구 활동이 선행된 후 

학생들이 정립한 개념에 교사가 비계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

되기 때문이다. 또한 ST23은 교사의 인내심과 관련된 문항인데 모델공

동구성 수업 특성상 학생 활동 위주로 수업이 구성되어 일반 수업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마지막 소집단별 모델 발표 시간에 교사가 학생과 상

호작용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과 실험 수업 비교 

RTOP 점수를 분석한 결과 모델 수업과 실험 수업 모두 탐구적 측

면이 강하게 나타난 수업이나, 2개의 모델 수업(3_1, 3_2)의 총점 평균 

88점과 2개의 실험 수업(6_1, 7_2) 총점 평균 77을 비교하였을 때 모

델 수업의 총점이 약 11점 앞섰다. 이는 앞 절에서 일반 수업과 모델 

수업을 비교하였을 때 총점 차이가 47점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작은 수

준이나 다른 형식의 두 탐구 중심 수업인 모델 수업과 실험 수업의 차이

점을 살펴보고자 이와 같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세부적으

로 분석하기 위하여 2차시 연속 진행되어 점수 분포 차이가 거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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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수업과 2차시 분량의 실험의 각 요소별 점수를 평균 내어 [표 4-

5]와 같이 비교하였다. 

  

문항 요

소 
내용 모델 수업 (n=2) 실험 수업 (n=2) 

L 수업 설계 및 적용 3.5±0.1 2.6±0.6 

P 명제적 지식 3.3±0.1 3.7±0.1 

PC 절차적 지식 3.7±0.1 2.6±0.3 

C 의사소통 상호작용 3.7±0.1 3.1±0.4 

ST 학생-교사 관계 3.4±0.0 3.4±0.6 

[표 4-5] 모델 수업과 실험 수업의 문항 요소별 RTOP 평균점수 차이 

 

수업 설계 및 적용(3.5점), 절차적 지식(3.7점), 의사소통 상호작용

(3.7점)에서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RTOP 평균 점수가 실험 수업의 

RTOP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교사 관계에서는 동일한 

평균 점수(3.5점)를 기록하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요소별 모델 수업과 실험 수업의 차이를 세분화시켜 하위문

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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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문항 내용 
모델 수업 

(n=2)  

실험 수업 

(n=2)  

수업 

설계 

및  

적용 

L1 선지식 고려 3.0±0.0 3.5±0.7 

L2 학습 공동체로 참여 유도 4.0±0.0 3.5±0.7 

L3 탐구 선행 3.5±0.7 2.5±0.7 

L4 대안적 탐구 및 문제해결 장려 3.5±0.7 1.0±0.0 

L5 학생들의 의견이 수업 방향 결정 3.5±0.7 2.5±0.7 

명제

적  

지식 

 

P6 수업에 기본 개념 포함 2.5±0.7 4.0±0.0 

P7 개념 이해 증진 4.0±0.0 4.0±0.0 

P8 교사의 수업 내용 이해도 4.0±0.0 4.0±0.0 

P9 추상적 및 비유적 표현 방식 권장 4.0±0.0 3.0±0.0 

P10 실제 세계와 연관성 2.0±1.4 3.5±0.7 

절차

적  

지식 

 

PC11 다양한 매체 사용 4.0±0.0 3.5±0.7 

PC12 예측, 추론, 가설 검증할 실험 설계 3.5±0.7 1.5±0.7 

PC13 사고 유발 활동 4.0±0.0 2.5±0.7 

PC14 반성적 사고 3.5±0.7 3.0±1.4 

PC15 구성주의적 지적 열정 3.5±0.7 2.5±0.7 

의사

소통 

상호

작용 

C16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 4.0±0.0 3.5±0.7 

C17 교사 질문이 발산적 사고 유발 3.5±0.7 3.0±0.0 

C18 의미 있는 학생 발화 4.0±0.0 2.5±0.7 

C19 학생 발화가 교실 담화 방향 결정 3.5±0.7 3.0±0.0 

C20 다른 학생 존중 3.5±0.7 3.5±0.7 

학생

교사 

관계 

ST21 적극적 참여 권장 4.0±0.0 4.0±0.0 

ST22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 증거 해석 3.5±0.7 2.5±0.7 

ST23 교사의 인내심 2.5±0.7 3.0±1.4 

ST24 자료제공자로서의 교사 3.5±0.7 4.0±0.0 

ST25 경청자로서의 교사 3.5±0.7 3.5±0.7 

 [표4-6] 모델 수업과 실험 수업의 문항별 RTOP 평균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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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수업과 실험 수업의 문항별 RTOP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L4와 PC12 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평균 차이를 나타냈으며, L2~3, L5, 

P6, P9~10, PC11, PC13~15, C16~17, C18~19와 ST22~24에서 약간

의 평균 차이를 나타냈다. P7~8, C20, ST21과 ST25에서는 평균 값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음 [그림 4-4]는 모델공동구성과 실험 수업의 문항별 점수 차이

를 나타낸 것으로 y축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수업 간 차이가 뚜렷하

지 않으며, 위쪽으로 갈수록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 점수가 뚜렷하게 높

게 나타난 항목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실험에서 점수가 뚜렷하게 높게 

나타난 항목이다. 일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전반적으로 모델공

동구성 수업의 RTOP 점수가 실험 수업 점수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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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모델공동구성과 실험 수업의 RTOP 문항별 점수 차이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수업 계획 및 실행 단계인 L영역, 교과 내

용 측면의 절차적 지식인 PC영역과 수업 분위기 중 의사소통 상호작용

인 C영역이 점수가 높은 경향성을 띤다. 특히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교사 수업 전체를 분석하였을 때 약점으로 꼽혔으며 일관적으로 점수

가 낮았던 주요 세 문항인 L4, PC12, PC15 에서 모두 3.5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므로 모델공동구성을 적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비판적, 

자기 주도적 탐구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 학생-교사 관계를 나타내는 ST영역은 ST23을 제외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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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중 실험 수업에서보다 모델 수업에

서 낮은 ST23 점수는 교사의 인내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는 학생 탐구 위주의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 특성상 마지막 소집단별 

모델 발표 때 시간 분배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ST24가 낮았던 이유는 학생들의 소집단 활동 위주로 진행된 모델공동

구성의 특성상 교사가 정보제공자로 개입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이나 

ST24와 ST25는 0.5차이로 실험 수업에 비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RTOP 평정 비교 분석 결과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이 강의식 수업

은 물론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실험 수업보다 탐구 지향 교수 측면에서 

우수한 전략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다음 절에서는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특징이 다문화 배경 언어학습자들의 과학 학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실

제 사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3) 언어학습자의 모델공동구성 수업 내 과학 탐구 경험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에서 다문화 배경 언어학습자가 겪는 경험의 

탐구적 측면 사례를 RTOP 항목 상위 요소에 따라 ‘탐구 지향 수업 설

계 및 적용’,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의사소통 상호작용’, ‘학생-교

사 관계’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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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구 지향 수업 설계 및 적용 

다음은 탐구 지향 수업 설계 및 적용 요소에서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전략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점수 차이를 분석한 표에서 해당 요소에 

들어가는 하위 문항만을 따로 발췌한 표이다. [표 4-7]은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며, [표 4-8]는 모델 수업과 실

험 수업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요

소 
문항 내용 

모델 수업 

(n=2) 

일반 수업 

(n=4) 

수

업 

설

계 

및 

적

용 

L1 선지식 고려 3.0±0.0 3.0±0.8 

L2 학습 공동체로 참여 유도 4.0±0.0 1.5±0.6 

L3 탐구 선행 3.5±0.7 0.8±1.0 

L4 대안적 탐구 및 문제해결 장려 3.5±0.7 0.0±0.0 

L5 학생들의 의견이 수업 방향 결정 3.5±0.7 0.3±0.5 

[표4-7]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수업 설계 및 적용 RTOP 점수 차이 

 

 

요

소 
문항 내용 

모델 수업 

(n=2) 

실험 수업 

(n=2) 

수

업 

설

계 

및 

적

용 

L1 선지식 고려 3.0±0.0 3.5±0.7 

L2 학습 공동체로 참여 유도 4.0±0.0 3.5±0.7 

L3 탐구 선행 3.5±0.7 2.5±0.7 

L4 대안적 탐구 및 문제해결 장려 3.5±0.7 1.0±0.0 

L5 학생들의 의견이 수업 방향 결정 3.5±0.7 2.5±0.7 

 [표4-8] 모델 수업과 실험 수업의 수업 설계 및 적용 RTOP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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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행한 수업 비교 분석 결과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 첫 번째 

범주인 ‘탐구 지향 수업 설계 및 적용’의 하위 문항 L2, L3, L4와 L5가 

일반 수업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L4에서는 실험 

수업과 비교 했을 때에도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하여 나

타난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 내 언어학습자의 구체적인 수업 내 학습 

활동 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집단으로 모델공동구성을 한 결과 언어학습자들은 학습 공동체로

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L2), 교사와 함께 반 모델 합의에 도달

하기 전 엄지 손가락 실험을 진행하고, 소집단별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선행하였다(L3). 또한, 교사가 수업 초반에 지속적으로 모델에 정답이 

없음을 인지시켜 소집단 활동에서 언어학습자들은 답이 없음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틀릴까 걱정할 필요 없는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

서 대안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존중할 수 있었다(L4). 이는 아이디어

를 낸 언어학습자 M2가 최종 모델을 결정하기 전 틀릴까 걱정하는 모

습(01, 03)을 보고 다른 소집단 구성원이 격려하며 허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하는(02, 04) 사례인 [예문 1]에 잘 나타나 있다.  

 

[예문 1] 

016 M2: 틀리면 어떡해. 

                                        
6 동일인이 계속 번갈아가며 발화를 한 경우 앞뒤의 발화가 구분이 되도록 

발화자 앞에 01, 02, 03… 등의 번호를 붙여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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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A: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확신만 가지면 돼. 틀려도 상

관없어. 어차피 답이 없어 갖고……. 

03 M2: 그래도 틀리면 미안하잖아. 

04 A, M1: (동시에) 아니야 아니야. 

05 A: 의견을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반면, 소집단 상호작용에서와는 달리 반 전체 상호작용에서는 

이러한 허용적인 분위기를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공유가 잘 나타나지 않

았는데, 이는 언어학습자가 많은 학생들 앞에서 틀릴 수도 있는 생각을 

발표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학생 

중심 모델공동구성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은 대부분 학생들의 아이디어에 

초점이 맞추어져 방향이 결정되었다(P5).  

 

(2) 명제적 지식 

다음은 명제적 지식 요소에서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전략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점수 차이를 분석한 표에서 해당 요소에 들어가는 하위 

문항만을 따로 발췌한 표이다. [표 4-9]는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을 비

교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며, [표 4-10]은 모델 수업과 실험 수업을 비

교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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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 
문항 내용 

모델 수업 

(n=2) 

일반 수업 

(n=4) 

명

제

적 

지

식 

P6 수업에 기본 개념 포함 2.5±0.7 4.0±0.0 

P7 개념 이해 증진 4.0±0.0 4.0±0.0 

P8 교사의 수업 내용 이해도 4.0±0.0 4.0±0.0 

P9 추상적 및 비유적 표현 방식 권장 4.0±0.0 2.3±0.5 

P10 실제 세계와 연관성 2.0±1.4 1.8±0.5 

 [표4-9]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명제적 지식 RTOP 점수 차이 

 

요

소 
문항 내용 

모델 수업 

(n=2) 

실험 수업 

(n=2) 

명

제

적 

지

식 

P6 수업에 기본 개념 포함 2.5±0.7 4.0±0.0 

P7 개념 이해 증진 4.0±0.0 4.0±0.0 

P8 교사의 수업 내용 이해도 4.0±0.0 4.0±0.0 

P9 추상적 및 비유적 표현 방식 권장 4.0±0.0 3.0±0.0 

P10 실제 세계와 연관성 2.0±1.4 3.5±0.7 

 [표4-10] 모델 수업과 실험 수업의 명제적 지식 RTOP 점수 차이 

 

두 번째 범주인 ‘명제적 지식’ 하위 다섯 문항 중에서 P9만 다른 

수업에 비하여 뚜렷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P6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는데, P6은 특히 상당히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타난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 내 언어학습자의 활동 사례

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수업에서 주어진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과

정에서 추상적 및 비유적 요소가 필요한 경우 적절히 사용되었다(P9). 

예시로 본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 엄지 손가락 실험을 이용하여 연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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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개념을 이해하게 만든 실험이 있다. 이처럼 RTOP에서 추상적 및 비

유적 표현 방식(기호화된 표현, 이론 형성)을 권장하며 탐구 수업의 중

요한 특징으로 꼽지만 언어학습자는 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이 관

찰되었다. 특히,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이용한 비유적 표현을 알아듣지 

못하여 과학 개념 습득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존재했는데, 언어학습자 

M1이 수업 초반 선생님의 엄지손가락을 이용한 실험에 대한 지시를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엄지손가락을 이용한 실

험은 연주 시차 설명 모델을 만들기 전 시차와 관련한 개념을 학생들에

게 제공하기 위한 비유적 실험이었다. 실험을 마친 후 엄지 손가락이 의

미하는 바를 찾을 때에도 언어학습자는 교사 및 동료들에게 비슷한 질문

을 여러 번 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

음이 다음 [예문 2]에서와 같이 관찰되었다.  

 

[예문 2] 

01 M1: 샘! 이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엄지 손가락 실험 

내용을 가리키며) 그 눈은, 눈은 지구고, 여기 1, 2, 3, 

4, 5는 벼 벼 별. 손가락은? 

02 T: 손가락이 뭐겠어? 

03 B: 별은 안 도는데 지구가 돌아서 이렇게 돌면은……. 

04 T: 응~ 좋은 생각이네! 

05 M1: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손가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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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T: 그러니까 손가락이 뭘까? 

07 M1: 손가락은……. 

08 T: 손가락이 뭘까? 

09 M1: 손가락이 뭐예요? 

10 B: 이거 아닐까? (펜을 책상에 던지며) 몰라. 

11 M1: 손가락이 뭐예요. 

12 T: 손가락이 어떻게 하면은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까. 이렇게 하면 조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13 M1: 손가락이 뭐예요? 

14 T: 손가락이 뭘까? 이 프린트 이쪽을 보면서 생각 좀 해

봐. 

15 M1: 카메라? 

16 T: 손가락이 뭐길래 가까이 있으면 조금 움직이는 것처

럼 보이고 멀리 있으면 많이…… 어? 

17 M1: 카메라? 

18 A: 몰르겠습니다. 

19 T: 내가 이 실험을 왜 했겠어. 이거랑 연관이 있잖아. 

20 M1: 그 별 관찰할 때 그거…….. 

21 B: 망원경? 

22 T: 망원경은 그냥 지구에서 봤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지



 

81 

 

구에서 봤다. 망원경으로 보든 눈으로 보든 지구에

서 봤다. 

23 B: 달 아니면 태양 아니야? 

24 M1: 그게 뭐야? 

25 B: 그러니까 별은 안 움직이는데 지구가 움직여서…… (지

구의 공전 설명 중략) 이걸 왜 했을까? 

26 M1: 어. 이거는 왜 해?  

27 M: (괴롭다는 듯이)아……. 

28 M1: 지구가 돌려서 별들이 움직이는 거 보이는 거 아는

데. 근데 저거 실험 왜 하는 거야? 연결 안된잖아. 

(다시 또박또박)연결이 안 돼. (힘들다는 듯이)아……. 

 

 위의 담화 상황에서 언어학습자를 포함한 해당 소집단의 학생들

(M1, A, B)은 엄지손가락 실험의 의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언

어학습자가 교사를 불러 엄지손가락 실험의 의의를 묻는 질문을 여러 차

례 반복하지만 (01, 05, 07, 09, 11, 13, 26, 28),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

을 되묻기만 하거나(02, 08, 14), 포괄적인 힌트만 주며 상세한 설명은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12, 16, 19).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하여 자

세한 설명을 최대한 지양하였는데, 이는 학생이 스스로 탐구를 선행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것(L3)을 교사가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비유

적 개념의 사용(P9)을 적용한 엄지손가락 실험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

움을 배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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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적 지식 

다음은 절차적 지식 요소에서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전략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점수 차이를 분석한 표에서 해당 요소에 들어가는 하위 

문항만을 따로 발췌한 표이다. [표 4-11]은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며, [표 4-12]는 모델 수업과 실험 수업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요

소 
문항 내용 

모델 수업 

(n=2) 

일반 수업 

(n=4) 

절

차

적 

지

식 

PC11 다양한 매체 사용 4.0±0.0 1.0±0.8 

PC12 예측, 추론, 가설 검증할 실험 설계 3.5±0.7 0.8±0.5 

PC13 사고 유발 활동 4.0±0.0 0.5±0.6 

PC14 반성적 사고 3.5±0.7 0.8±0.5 

PC15 구성주의적 지적 열정 3.5±0.7 0.3±0.5 

 [표4-11]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절차적 지식 RTOP 점수 차이 

 

 

요

소 
문항 내용 

모델 수업 

(n=2) 

실험 수업 

(n=2) 

절

차

적 

지

식 

PC11 다양한 매체 사용 4.0±0.0 3.5±0.7 

PC12 예측, 추론, 가설 검증할 실험 설계 3.5±0.7 1.5±0.7 

PC13 사고 유발 활동 4.0±0.0 2.5±0.7 

PC14 반성적 사고 3.5±0.7 3.0±1.4 

PC15 구성주의적 지적 열정 3.5±0.7 2.5±0.7 

 [표4-12] 모델 수업과 실험 수업의 절차적 지식 RTOP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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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범주인 ‘절차적 지식’ 하위 다섯 문항 중 PC11, PC12, 

PC13, PC15에서 다른 형식의 수업에서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타난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 내 언어

학습자의 활동 사례는 다음과 같다.  

모델공동구성 활동에서 언어학습자는 손가락 실험에서 이용한 

칠판에 붙어 있는 별 그림이나 [그림 4-5]와 같이 직접 그린 모

델 그림 등의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자연 현상과 그 원리를 표현

할 수 있었다(PC11). 이는 언어학습자가 제한적인 한국어 실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을 직접 구성하고, 연주 시차의 원

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도구적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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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분석 대상 소집단의 최종 연주시차 모델 

 

뿐만 아니라 언어학습자는 모델이라는 수단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소집단의 모델 또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실제로 최종 모델 발표 

시간에 다른 소집단이 그린 모델 [그림 4-6]을 보며 다른 학생들의 모

델이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 상세히 파악하여, [그림 4-7]과 같이 

해당 소집단의 학생이 발표가 끝난 후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 따로 붙

잡아 잘못된 부분을 자발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었다. 만약 모델 그림 없

이 발표자가 언어로만 설명하였다면 언어학습자는 다른 소집단 모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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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림 4-6] 다른 소집단의 최종 연주 시차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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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다른 소집단의 발표자를 붙잡아 설명해주는 M1 

 

나아가 소집단 모델공동구성 활동 중 연주 시차의 원리를 예측

하고, 가설을 세우고 토론을 하며(PC12),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정하며 사고를 촉진시켰으며(PC13), 이 과정을 통하여 지적인 

열정, 구성주의적 비판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졌

다(PC15). 다음 [예문 3]은 언어학습자 M2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자 다른 언어학습자 M1이 제안한 기존 모델이 수정되는 

과정이다. 이 때 언어학습자 M1은 바로 모델을 수정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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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충분히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완전히 이해

하는 과정을 거친 후 모델을 수정한다(06, 15).  

 

[예문 3] 

01 M2: 그냥 a, b를 일자로 하면 안돼? 

02 A: a, b를 일자로 하라고? 

03 M2: 그리고 지금 이 양쪽이 (중략) 근데 얘가 만약에 이

쪽으로 가게 되어서…… (모델 그림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럼 아예....... 

04 M1과 A: (알겠다는 듯이) 아~ 

05 A: (M2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모두가 동의하자 M1

이 그렸던 모델을 지우개로 지우려고 한다.) 

06 M1: 잠깐 잠깐만. 아직 지우지 마. (기존의 모델에 그림

을 추가하면서) 다 하고, 다 하고 지워. 

07 A: 알겠어. 

08 M1: b가 여기 있으면…… 그럼((     ))하잖아? 

09 M2: (손가락을 가로로 눕혔다가 다시 세로로 세우며) 아

니 이렇게 보면 안되고 이렇게. 

10 M1: 너가 해. 너가 해봐 여기다가 

11 M2: 여기다 해야 해? 

13 M1: 아니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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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가 그리기 시작하자) 

14 M1: 아하! 

(중략) 

15 M1: 지우자 지우자. 알겠어. (지우기 시작함) 내가 다시 

그릴게. 

 

다음 [그림 4-8]은 M2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비

판적 토론을 충분히 거쳐 기존에 자신이 제안한 모델을 수정하기 

위하여 지우개로 지우는 M1의 모습을 캡쳐한 것이다. 

 

 

[그림 4-8] M2의 아이디어에 따라 기존 모델을 수정하는 M1 

 

이와 같이 학생들은 대체로 자신과 타인의 학습에 대하여 반성

적 사고를 거쳤으나(PC14), 이는 본 수업에서 특징적으로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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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해당 교사의 다른 수업에서도 복습 및 퀴즈 등을 통하

여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고 유발 활동(PC13)과 구성주

의적 열정(PC15)은 다른 수업에서 관찰되지 않은 모델공동구성 

수업만이 지닌 매우 특징적인 부분이다. 

 

(4) 의사소통 상호작용 

다음은 의사소통 상호작용 요소에서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전략적 특

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점수 차이를 분석한 표에서 해당 요소에 들어가는 

하위 문항만을 따로 발췌한 표이다. [표 4-13]은 모델 수업과 일반 수

업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며, [표 4-14]는 모델 수업과 실험 수

업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요

소 
문항 내용 

모델 수업 

(n=2) 

일반 수업 

(n=4) 

의

사

소

통 

상

호

작

용 

C16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 4.0±0.0 0.5±0.6 

C17 교사 질문이 발산적 사고 유발 3.5±0.7 0.0±0.0 

C18 의미 있는 학생 발화 4.0±0.0 0.0±0.0 

C19 학생 발화가 교실 담화 방향 결정 3.5±0.7 0.0±0.0 

C20 다른 학생 존중 3.5±0.7 3.5±0.6 

 [표4-13]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의사소통 상호작용 RTOP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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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 
문항 내용 

모델 수업 

(n=2) 

실험 수업 

(n=2) 

의

사

소

통 

상

호

작

용 

C16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 4.0±0.0 3.5±0.7 

C17 교사 질문이 발산적 사고유발 3.5±0.7 3.0±0.0 

C18 의미 있는 학생 발화 4.0±0.0 2.5±0.7 

C19 학생 발화가 교실 담화 방향 결정 3.5±0.7 3.0±0.0 

C20 다른 학생 존중 3.5±0.7 3.5±0.7 

 [표4-14] 모델 수업과 실험 수업의 의사소통 상호작용 RTOP 점수 차이 

 

네 번째 범주인 ‘의사소통 상호작용’ 하위 다섯 문항 중 C16, C17, 

C18과 C19에서 일반 수업에서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

며, 특히 C18에서는 실험 수업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높은 점수를 획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타난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 내 언어학습자의 

활동 사례는 다음과 같다.  

모델공동구성 수업 특성상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모델

을 이용하여(C16) 언어학습자는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

으며, 단답형으로 이루어진 답을 요구하는 일반 강의식 수업에서의 질문

과는 달리 본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는 열린 탐구 활동을 위하여 교사의 

질문은 ‘왜?’ ‘어떻게?’ 등의 발산적 사고를 유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C17). 또한, 엄지손가락 실험과 연주 시차 모델공동구성 등 소

집단 활동이 주를 이루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학생 발화의 비중이 높았으

며, 상당 부분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으며(C18), 학생들의 질문과 

발언이 교실 담화를 이끌었다(C19). 학생 담화 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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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존중하는 분위기(C20)에 대한 사례

가 소집단 활동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존중하는 분위기(C20)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 언어학

습자 M2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는 A의 사례인 다음 [예문 4]에서 

잘 나타난다. 

 

[예문 4] 

01 M2: 그러니까 얘는 멀리 가고…… 

02 A: 너 과학 영재구만? (M1, A, B는 일제히 박수를 친다.) 

03 M1: 그럼 여기다 그려야 돼? 

03 M2: 여기다 그려도 되고, 저기다 그려도 되고. 

04 B: 굳이 상관없어. 6개월 기준이니까. 

05 M1: 여기다 그려도 되는데~ 그냥 반반 이렇게 하면 돼. 

06 A: 어차피 여가가 저기야. 겨울이랑 봄이 달라지는 거니

까. 

07 M1: 지우자 지우자. 알겠어(지우기 시작한다). 내가 다시 

그릴게. 

08 A: 신나네. 

09 M1: 신난다. 

10 M2: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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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B: 이게 아니면 어떡해.  

12 A: 아냐.  

13 B: 아 어차피 답은 없으니까. 

14 A: 우리가 정하는 게 다 답이니까. 

 

이전까지 어두운 표정으로 일관하며 모델공동구성에 소극적인 반응

을 보이던 언어학습자 M2가 새로운 모델을 고안하며 모델공동구성에 

크게 기여하자 A를 주축으로 B와 M1까지 박수를 치며 칭찬한다(02). 

이후 언어학습자 M2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틀릴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

껴 확신 없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후 다른 학생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시 한 번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A의 아

낌 없는 지지를 받으며, 갖고 있던 의구심을 해결하고 지식에 대한 정확

한 이해를 확립하게 된다. 이는 말하기 전략이 학습할 때 논리적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며 과학적 추론으로 이끈다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Lemke, 1990). 

학생 발화 13, 14에서 나타나듯이 앞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해결을 

장려하는 분위기(L4)와 더불어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지지하

는 분위기(C20)에서 학습자의 긍정적 상호작용(08, 09, 10)이 이루어졌

으며, 이전까지 소극적이었던 참여자였던 언어학습자 M2의 자신감을 증

진시켜 보다 적극적인 참여자로 이끄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소집단 

구성원들은 언어학습자들이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모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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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성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소집단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위 사례와는 반대로 반 전체 상호작용

에서는 구성원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포착되었다. 가장 두드러지

는 사례는 다음 [예문 5]와 같다.  

 

[예문 5] 

01 M1: (부정확한 발음으로) 배경별은요?  

02 P: 뭐? 

(학생들 몇몇 웃음) 

03 M2: (웃으며 M1에게 정확한 발음을 알려준다.) 배경별. 

04 M1: 배경별은 왜 아.. 아니 왜 표.. 그.. 안 움직이는 별은 

어떻게.. 

05 P: 뭐라는지 안 들려. 

06 T: 존댓말로 하고, 예의 있게. 

07 M1: 배경별은 천구 밖에 있어요 그럼? 

08 P: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천구 밖에도 있고, 천구 안에

도 있고. 

09 M1: (표정이 안 좋아지며 입을 씰룩거리더니 고개를 숙

임)  

10 M2: (깔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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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 뭐라고? 

12 P: 배경별이 왜 없녜요. 

13 T: 왜 없어? 

14 P: 다른 조도 없어요. 

 

이러한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는 다음 [그림 4-9]에 나타난 

M1의 표정 변화를 통하여 자세히 나타났다. 질의응답 초반에 미소를 띤 

채 자신감 있게 손을 들며 질문하던 언어학습자 M2는(①, ②) 발표자를 

비롯한 반 아이들의 부적절한 반응에 속상해하며 입술을 내밀고 얼굴을 

찌푸리다가(③) 이내 낙담한 듯 손으로 이마를 짚고 고개를 숙이며 머리

카락으로 얼굴을 가린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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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반 전체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경험을 겪는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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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5]와 같이 같이 소집단 상황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말하는 것

을 존중하는 분위기(C20)였기 때문에 언어학습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

신의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예문 6]과 같은 반 

전체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더이상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지 않으며, 자신이 속한 소그룹이 발표할 차례

가 되자 모델 이해도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습자 M1은 발

표를 꺼리며 A에게 발표를 미루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이 언어학습자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은 반 전체 상호작용에서

는 나타나기 힘든 과정으로 소집단 상호작용을 통하여만 나타나는 특징

적인 이점이다. 

 

(5) 학생-교사 관계 

다음은 학생-교사 관계 요소에서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전략적 특징

을 알아보기 위하여 점수 차이를 분석한 표에서 해당 요소에 들어가는 

하위 문항만을 따로 발췌한 표이다. [표 4-15]는 모델 수업과 일반 수

업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며, [표 4-16]은 모델 수업과 실험 수

업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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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 
문항 내용 

모델 수업 

(n=2) 

일반 수업 

(n=4) 

학

생

교

사 

관

계 

ST21 적극적 참여 권장 4.0±0.0 2.8±0.5 

ST22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 증거 해석 3.5±0.7 0.5±1.0 

ST23 교사의 인내심 2.5±0.7 3.8±0.5 

ST24 자료제공자로서의 교사 3.5±0.7 3.8±0.5 

ST25 경청자로서의 교사 3.5±0.7 1.0±0.0 

 [표4-15]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학생-교사 관계 RTOP 점수 차이 

 

요

소 
문항 내용 

모델 수업 

(n=2) 

실험 수업 

(n=2) 

학

생

교

사 

관

계 

ST21 적극적 참여 권장 4.0±0.0 4.0±0.0 

ST22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 증거 해석 3.5±0.7 2.5±0.7 

ST23 교사의 인내심 2.5±0.7 3.0±1.4 

ST24 자료제공자로서의 교사 3.5±0.7 4.0±0.0 

ST25 경청자로서의 교사 3.5±0.7 3.5±0.7 

 [표4-16] 모델 수업과 실험 수업의 학생-교사 관계 RTOP 점수 차이 

 

다섯 번째 범주인 ‘학생-교사 관계’의 하위 다섯 문항 중 

ST21, ST22와 ST25에서 일반 수업에서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

를 획득하였으며, 실험 수업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ST23은 오히려 실험 수업보다 낮은 점수를 획득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타난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 내 언어학습자

의 활동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본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탐구하여 모



 

98 

 

델을 구성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되고 중요시 

되었으며(ST21), 다른 수업에 비하여 경청하는 교사의 역할이 굉장

히 두드러졌다(ST25). 또한, 학생들은 엄지손가락 실험과 연주 시차 

증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하고 기존의 모델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경

우 다양한 대안 모델을 모색하였다(ST22). 반면, 학생 탐구활동 위

주의 모델 공동구성 기반 수업이었기 때문에 일반 수업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시간이 모자라 수업 마지막 부분에 이루어진 질의응답 시간

에서 교사의 인내심 부족이 일부 관찰되었다(ST23). 또한, 학생이 

모델공동구성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교사의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다른 수업에 비하여 두드러지지 않았다(ST24).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이 다른 수업에 

비하여 두드러진 과학 탐구적 특성을 띠며 언어학습자의 과학 학습을 촉

진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긍정적 사례는 대부분 소집단 환경

에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집단 활동으로 진행되는 모델공동구성을 기

반으로한 수업이 반 전체 상황에서의 수업보다 구성주의적 과학 탐구 특

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언어학습자의 효과적인 과학적 의사소

통을 가능케하고, 활발한 과학 수업 참여를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과학 

학습을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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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OP을 이용한 수업 내 교사의 언어 사용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자료수집한 수업에 대한 SIOP 점수를 모두 분석하여 

해당 교사의 수업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내었고, 

회차별 SIOP 점수 및 문항별 점수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였다. 

이후, 이 중 앞 절에서 가장 뛰어난 RTOP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판명

된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 두 차시의 SIOP 점수를 일반 강의식 수업과 

실험 수업에 비교하여 효과적인 과학 탐구 수업으로 검증된 모델공동구

성 기반 수업이 언어 사용 측면에 지니는 특징을 알아보았다. 나아가 이

러한 SIOP 점수에 언어학습자의 실제 모델공동구성 수업 내 언어 사용 

사례를 근거로 들어 모델공동구성 수업이 언어학습자의 언어 사용에 어

떠한 영향을 주는지 탐색하였다. 

  

1) 수업 전반의 언어사용 측면의 특징 

연구 자료로 수집한 수업 총 14차시를 모두 분석하여 평균 점수를 

구한 SIOP 문항별 점수 및 표준편차는 다음 [표 4-17], [그림 4-10]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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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문항 

번호 
주요 내용 

전체 수업 

 (n=14) 

(평균±표준편차) 

준비 

LP1 내용 목표 2.2±1.3 

LP2 언어 목표 1.3±1.5 

LP3 내용 개념 3.6±0.6 

LP4 보충 자료 2.8±0.7 

LP5 내용의 재구성 2.1±1.5 

LP6 유의미한 활동 2.3±1.2 

배경  

지식  

쌓기 

B7 개념과 배경 지식과의 연계 2.4±0.9 

B8 이전 학습과 새로운 학습의 연계 3.0±1.1 

B9 주요 어휘의 발전 2.5±1.2 

이해  

가능한  

입력 

C10 적합한 발화 2.8±0.9 

C11 학습 과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 3.1±0.9 

C12 다양한 수업 기법 사용 2.9±1.0 

전략 

S13 학습 전략 1.8±1.0 

S14 비계 설정 기술 2.1±1.3 

S15 높은 수준의 질문 2.1±0.9 

상호 

작용 

I16 잦은 상호작용 기회 제공 2.0±1.3 

I17 그룹 배치 1.3±1.3 

I18 충분한 기다림 2.4±1.2 

I19 모국어로의 개념 확립 0.1±0.3 

연습 및  

적용 

P20 새로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조작 활동 2.1±1.0 

P21 새로운 방법으로 내용 및 언어 지식 적용 2.4±1.2 

P22 모든 언어 기술을 통합하는 상호작용 3.1±1.1 

수업  

전달 

LD23 수업 중 내용 목표의 반영 2.8±1.1 

LD24 수업 중 언어 목표의 반영 1.3±1.6 

LD25 학생 참여 시간 2.9±0.9 

LD26 적당한 수업 속도 2.6±1.0 

복습  

및  

평가 

R27 주요 어휘 복습 2.0±1.3 

R28 핵심 개념 복습 2.6±1.3 

R29 학생의 결과물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 2.4±1.2 

R30 학습에 대한 평가 2.9±0.9 

 

[표 4-17] 전체 수업의 SIOP 문항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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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SIOP 문항별 평균 점수 

 

총 14차시의 수업을 바탕으로 SIOP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당 교사

의 수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몇 가지를 추출하였다. 이는 수업 

관련 피드백이나 수업 유형과는 관계 없이 전체 수업의 SIOP 문항별 평

균 점수의 일관성을 보고 판단하였다. 

수업 분석 결과 문항 LP3, B8, C11, I19와 R30이 점수 분포가 비교

적 일정한 문항으로 나타났다. LP3(3.6점)은 점수가 전체 수업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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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B8(3.0점), C11(3.1점), R30(2.9점)은 점수가 약

간 높았으며, I19(0.1점)는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LP3은 수업 

내용, B8은 선지식과 새로운 지식 간 연결 정도, C11은 명확한 설명, 

I19는 다문화 학생의 모국어로 주요 개념 정의하기, R30은 학습에 대한 

평가를 측정한다. 

 

(1) 수업 회차별 SIOP 점수 

언어학습자의 과학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수업 유형을 판단하기 위

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수행하여 SIOP 총점 평균을 1차 순환과 

2차 순환에 일어난 수업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차 수업: Md=42.5, n=6, p=0.05; 2차 수업: 

Md=89.0, n=8, p=0.05). 그러나 효과 크기는 r=7.6으로 매우 큰 값을 

나타내며 1차 순환과 2차 순환 수업의 SIOP 총점 차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나타내지 않았으나 중간값(Md)

과 아래 [표 4-18]에서 제시한 평균값을 살펴보면 2차 순환에 개선된 

교실 수업에서 SIOP 점수가 극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1차 

수업 평균±표준편차: 47.5±9.9; 2차 수업 평균±표준편차: 86.5±20.7). 

총 14개 수업의 회차별 총점과 1차 순환과 2차 순환으로 개선 전후를 

나누어 평균을 내었을 때의 SIOP 점수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은 다음 

[표4-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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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 순환 (수업 개선 전) 2차 순환 (수업 개선 후) 

수업 

유형 

일

반 

일

반 

일

반 

모

델 

모

델 

일

반 

일

반 

일

반 

실

험 

일

반 

일

반 

실

험 

일

반 

일

반 

수업 

회차 
1_1 2_1 2_2 3_1 3_2 4_1 5_1 5_2 6_1 6_2 7_1 7_2 8_1 8_2 

SIOP 

총점 
39 42 41 62 59 43 64 50 84 86 92 111 103 102 

총점 

평균 
47.5±9.9 86.5±20.7 

Median 42.5 89.0 

U 

value 
2.0 

[표 4-18] 수업 회차별 SIOP 총점 및 개선 전후 평균 비교 

 

수업 개선 전인 1차 순환의 전체 수업에 대한 SIOP 평균 점수는 

47.5점이며 개선 후인 2차 순환인 평균 점수는 86.5점으로 39점이 상

승하였다. 특히, 2차 순환에서 점차적으로 SIOP 점수가 증가한 것이 눈

에 띈다. 이는 총점만 고려하였을 때도 수업을 진행할수록 SIOP 점수가 

매우 효과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1차 순환과 2차 순환 

사이에 교사와 연구자가 수업 피드백과 관련한 면담을 실시하면서 언어 

교수 측면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으며 교사가 교수 개선에 

SIOP 측면을 중점적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1차 순환에서 진

행된 탐구 수준이 높은 모델공동구성 수업(3_1, 3_2)을 보면 교사가 언

어 교수 전략을 고려한 수업 개선을 도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IOP 점수가 다른 1차 순환 수업에서의 일반 수업에서보다 높은 62점

과 59점을 획득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에 대한 함의는 이후 소개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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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및 언어 교수 전략 동시 분석 결과’에서 자세히 제시하였다.  

다음 그림 [4-11]은 SIOP 차시별 총점 변화를 가시적으로 구분이

용이하도록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1] 수업 회차별 SIOP 총점 

 

1`차순환인 1_1부터 4_1은 교사와의 협의를 통한 본격적인 SIOP 

교수 개선 개입이 일어나기 전의 점수이다. 이 기간 동안 3주차 수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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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3_1(62점)과 수업 3_2(59점) 점수가 높은 이유는 교사가 일반 강

의식 수업이 아닌 모델공동구성 형식의 소집단 협동 학습을 적용하여 학

생들 사이의 담화가 자주 이루어지며 언어 사용이 두드러졌기 대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2)절과 3)절에서 제공하였다. 또한, 2차 

순환의 5_2(50점)에서 점수가 약간 감소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1차시 분량의 수업이 대부분 과학자 관련 영상 시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앞서 분석한 수업 회차별 RTOP 점수와 마찬가지로 2차 순

환 중에서도 수업 개선이 확실히 적용되기 시작한 6_1부터 SIOP 점수 

개선이 매우 극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RTOP 분석에서와는 다르게 실험 

수업이나 일반 수업 등 수업의 형태에 관계 없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상을 나타낸 

이유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다. 먼저, 1차 순환 후 교

사가 연구자와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받을 때, 수업의 과학 탐구적 

측면 보다는 언어학습자를 위한 언어적 교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

기를 주고 받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 교육 등을 통하여 평상

시 탐구 수업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진 상태에서 교사가 이미 탐구 

교수를 수업에 충분히 고려하고 있었으므로 수업 개선이 RTOP에 영향

을 많이 미치지 않은 반면, 교사가 지금까지 SIOP 항목은 전혀 고려하

지 않아왔기 때문에 2차 순환 수업이 진행될수록 점수 상승 폭이 두드

러지는 것이다. 즉, 이전에 언어학습자를 위한 언어 사용 측면에 대한 

교사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교사가 처음으로 SIOP 전략을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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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극적일 수 밖에 없다. 다음 절에서는 일반 수

업과 모델 수업, 그리고 모델 수업과 실험 수업의 SIOP 점수 차이를 상

위 요소 및 문항별로 상세히 비교분석 하겠다. 

 

2)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 내 언어사용 측면의 특징 

2차 순환인 실험 수업에서 교사가 RTOP 항목 개선에는 집중하지 

않은 반면, 언어학습자를 적극적으로 돕고자 이전까지는 수업에 전혀 고

려하지 않던 SIOP 항목을 수업에 적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SIOP 항

목이 2차 순환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극적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1차 

순환에 실시한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에서 보다 2차 순환에 진행된 실

험 수업에서도 SIOP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1차 순환에 진

행된 모델공동구성과 후반부에 SIOP 교수 개선을 의도적으로 적용한 실

험수업과의 SIOP 점수 비교는 수업 자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 되었으나, 수업 개선이 적용되었음을 감안하

더라도 모델 수업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결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1)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 비교 

탐구 능력 신장에 초점을 둔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을 비교하였을 

때 수업 회차별 SIOP 점수를 나타낸 [표 4-19]와 같이 교사가 별다른 

언어 사용 방안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모델 수업에서 교사의 언어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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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문항별 차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차시 연속 

진행되어 점수 분포 차이가 거의 없는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 두 차시

(3_1, 3_2)의 각 문항별 점수를 평균 내어 네 차시의 일반 수업(1_1, 

2_1, 2_2, 4_1)과 SIOP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 [표 4-19]는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상위 문항 요소별 평

균 SIOP 점수 차이를 나타낸 표이다. 

 

문항 

요소 
내용 모델 수업 (n=2) 일반 수업 (n=4) 

LP 준비 1.8±0.5 1.5±0.3 

B 배경 지식 쌓기 1.7±0.5 2.1±0.2 

C 이해 가능한 입력 2.2±0.2 2.5±0.2 

S 전략 2.0±0.5 0.8±0.2 

I 상호작용 1.8±0.0 0.4±0.1 

P 연습 및 적용 3.3±0.0 1.2±0.2 

LD 수업 전달 1.6±0.2 1.4±0.1 

R 복습 및 평가 2.0±0.0 1.4±0.3 

[표4-19]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문항 요소별 SIOP 평균 점수 차이 

 

모델 수업이 일반 수업에 비교하여 더 높은 SIOP 점수를 획득한 문

항 요소 중 상호작용, 연습 및 적용, 수업 전달과 복습 및 평가에서 매

우 큰 수준의 평균 차이를 나타냈다. 전략은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 값

을 나타내며 어느 정도 유효한 수준의 평균 점수 차이를 보이며 일반 수

업보다 모델 수업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반면, 일반 수업이 모

델 수업에 비하여 더 높은 SIOP 점수를 획득한 요소가 두 개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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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지식 쌓기와 이해 가능한 입력은 매우 유효한 수준의 평균 점수 차

이를 보였다.  

이러한 요소별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차이를 세분화시켜 하위문

항별로 분석하여 다음 표 [4-20]과 같이 정리하였다. 

  



 

109 

 

요소 
문항 

번호 
주요 내용 

모델 수업 

(n=2) 

일반 수업 

(n=4) 

준비 

LP1 내용 목표 1.0±0.0 1.0±0.0 

LP2 언어 목표 0.0±0.0 0.0±0.0 

LP3 내용 개념 3.0±0.0 4.0±0.0 

LP4 보충 자료 2.5±0.7 2.3±0.5 

LP5 내용의 재구성 1.5±0.7 0.5±0.6 

LP6 유의미한 활동 3.0±1.4 1.0±0.8 

배경 

지식 

쌓기 

B7 개념과 배경 지식과의 연계 2.5±0.7 1.5±0.6 

B8 이전 학습과 새로운 학습의 연계 1.5±0.7 3.0±0.0 

B9 주요 어휘의 강조 1.0±0.0 1.8±0.5 

이해 

가능

한 

입력 

C10 적합한 발화 2.0±0.0 2.0±0.0 

C11 학습 과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 1.5±0.7 3.8±0.5 

C12 다양한 수업 기법 사용 3.0±0.0 1.8±0.5 

전략 

S13 학습 전략 2.0±0.0 1.0±0.0 

S14 비계 설정 기술 1.5±0.7 0.5±0.6 

S15 높은 수준의 질문 2.5±0.7 1.0±0.0 

상호

작용 

I16 잦은 상호작용 기회 제공 4.0±0.0 0.8±0.5 

I17 그룹 배치 1.0±0.0 0.0±0.0 

I18 충분한 기다림 2.0±0.0 1.0±0.0 

I19 모국어로의 개념 확립 0.0±0.0 0.0±0.0 

연습 

및 

적용 

P20 새로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조작 활동 3.0±0.0 1.0±0.0 

P21 새로운 방법으로 내용 및 언어 지식 적용 3.0±0.0 1.0±0.0 

P22 모든 언어 기술을 통합하는 상호작용 4.0±0.0 1.5±0.6 

수업 

전달 

LD23 수업 중 내용 목표의 반영 1.0±0.0 2.3±0.5 

LD24 수업 중 언어 목표의 반영 0.0±0.0 0.0±0.0 

LD25 학생 참여 시간 3.5±0.7 1.8±0.5 

LD26 적당한 수업 속도 2.0±0.0 1.5±0.6 

복습 

및 

평가 

R27 주요 어휘 복습 0.0±0.0 1.3±0.5 

R28 핵심 개념 복습 1.5±0.7 1.5±1.0 

R29 학생의 결과물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 3.0±0.0 1.0±0.0 

R30 학습에 대한 평가 3.5±0.7 1.8±0.5 

[표4-20]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문항별 SIOP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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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순환에 진행된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문항별 SIOP 점수를 

비교한 결과 매우 높은 평균 점수 차이를 나타낸 문항은 LP6, C11, I16, 

P20~P22, LD25와 R29~30으로 나타났으며, LP3~5, B7, B9, S13~14, 

I17~18, LD23과 R27에서는 낮은 수준의 점수 차이를 나타내었다. 문

항 LP1~2, C10, I19, LD24와 R28에서는 평균 점수에 차이가 전혀 없

었다.  

아래 [그림 4-12]는 모델공동구성과 일반 수업의 SIOP 문항별 점

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y축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수업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며, 위쪽으로 갈수록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 점수 차이가 

뚜렷하게 높게 나타난 항목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일반 수업에서 점수 

차이가 뚜렷하게 높게 나타난 항목이다. 전반적으로 탐구적 측면이 많이 

적용된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SIOP 점수가 일반 수업 점수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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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모델공동구성 수업과 일반 수업의 문항별 점수 차이 

 

대체적으로 일반수업에서보다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의 점수가 높

은 경우가 많으나 몇 가지 예외적인 항목에서 일반 강의식 수업에서보다 

모델 수업에서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LP3, B8, B9, C11, LD23

과 R27에서 모델공동구성 수업이 더 낮은 평균 점수를 기록하였다. 문

항 LP3은 내용적 개념, B8은 이전 학습과 새로운 학습의 연계, B9은 주

요 어휘의 강조 C11은 학습 과업에 대한 설명, LD23은 수업 중 내용 

목표의 반영을 나타내며 R27은 주요 용어 및 새로운 용어에 대한 복습

을 주로 측정한다. 특히 C11, LD23의 경우, 모델공동구성 기반 과학 수

업의 특성상 교사가 특정 현상을 지칭하는 과학 용어나 개념을 미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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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주거나 명시적으로 수업 내용을 인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

어진 증거를 토대로 직접 과학 모델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요구했던 점

이 위와 같은 문항에서 낮은 점수 분포를 보인 이유로 판단된다. 

 

(2) 모델 수업과 실험 수업 비교 

앞서 진행한 RTOP 점수를 분석한 결과 모델 수업과 실험 수업 모

두 탐구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 수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차 

순환에 일어난 두 차시의 모델 수업(3_1, 3_2)의 SIOP 총점 평균 60점

과 2차 순환에 일어난 두 차시의 실험 수업(6_1, 7_2)의 SIOP 총점 평

균 98을 비교하였을 때 모델 수업이 38점 낮은 SIOP 평균 점수를 기록

했다. 이러한 SIOP 점수 차이의 주 원인은 모델 수업이 지니는 특징 때

문이 아니라 실험 수업이 교수 개선 이후인 2차 순환에 진행되어 여러 

가지 언어 사용적 측면이 의도적으로 개선된 수업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업 개선시 과학 교사가 SIOP 교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 개선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RTOP 점수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SIOP 점수

는 교수 개선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따라서 

RTOP 점수에서 분석하였던 것처럼 실험 수업과 모델 수업의 SIOP 점

수로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각 SIOP 문항별 점수를 평균 내어 [표 4-

21]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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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1] 모델 수업과 실험 수업의 문항별 SIOP 점수 차이 

 

요소 
문항  

번호 
주요 내용 

모델 수업 

(n=2) 

실험 수업  

(n=2) 

준비 

LP1 내용 목표 1.0±0.0 3.5±0.7 

LP2 언어 목표 0.0±0.0 2.5±2.1 

LP3 내용 개념 3.0±0.0 4.0±0.0 

LP4 보충 자료 2.5±0.7 4.0±0.0 

LP5 내용의 재구성 1.5±0.7 3.5±0.7 

LP6 유의미한 활동 3.0±1.4 3.5±0.7 

배경 

지식 

쌓기 

B7 개념과 배경 지식과의 연계 2.5±0.7 3.0±0.0 

B8 이전 학습과 새로운 학습 연계 1.5±0.7 4.0±0.0 

B9 주요 어휘의 발전 1.0±0.0 3.5±0.7 

이해 

가능

한 

입력 

C10 적합한 발화 2.0±0.0 3.0±1.4 

C11 학습 과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 1.5±0.7 3.5±0.7 

C12 다양한 수업 기법 사용 3.0±0.0 4.0±0.0 

전략 

S13 학습 전략 2.0±0.0 3.0±1.4 

S14 비계 설정 기술 1.5±0.7 3.5±0.7 

S15 높은 수준의 질문 2.5±0.7 3.0±0.0 

상호

작용 

I16 잦은 상호작용 기회 제공 4.0±0.0 2.5±0.7 

I17 그룹 배치 1.0±0.0 2.5±0.7 

I18 충분한 기다림 2.0±0.0 3.0±1.4 

I19 모국어로의 개념 확립 0.0±0.0 0.0±0.0 

연습 

및 

적용 

P20 새로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조작 활동 3.0±0.0 3.5±0.7 

P21 새로운 방법으로 내용 및 언어 지식 적용 3.0±0.0 3.5±0.7 

P22 모든 언어 기술을 통합하는 상호작용 4.0±0.0 4.0±0.0 

수업

전달 

LD23 수업 중 내용 목표의 반영 1.0±0.0 3.5±0.7 

LD24 수업 중 언어 목표의 반영 0.0±0.0 3.0±1.4 

LD25 학생 참여 시간 3.5±0.7 3.5±0.7 

LD26 적당한 수업 속도 2.0±0.0 3.5±0.7 

복습 

및 

평가 

R27 주요 어휘 복습 0.0±0.0 3.0±1.4 

R28 핵심 개념 복습 1.5±0.7 3.5±0.7 

R29 학생의 결과물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 3.0±0.0 3.5±0.7 

R30 학습에 대한 평가 3.5±0.7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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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평균 차이를 나타낸 문항은 LP1~2, LP5, B8~9, C11, 

S14, LD23~24와 R27~28이다. 중간 수준의 평균 차이를 나타낸 문항

은 LP3~4, LP6, V7, C10, C12, S13, S15, I16~18, P20~21, LD26과 

R29이다. 문항 I19, P22, LD25에서는 전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잦은 상호작용 기회를 측정하는 I16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

에서 언어적 교수 개선이 적용된 2차 순환의 실험 수업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I16은 교수 개선 전의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 참여 시간을 측정하는 LD25와 학습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R30은 모델공동구성과 실험 수업에서 동일한 평균 3.5점을 기

록하였으며, 모든 언어 기술을 통합하는 상호작용인 P22는 동일한 평균 

4.0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는 언어적 교수 개선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수 개선이 적

용된 실험 수업과는 달리 모델공동구성 수업 자체만의 특징으로 인하여 

학생 참여 시간과 학습에 대한 평가 그리고 모든 언어 기술을 통합하는 

상호작용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언어학습자의 모델공동구성 수업 내 언어사용 측면의 

경험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에서 다문화 배경 언어학습자가 겪는 경험적 

측면 사례를 SIOP 항목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SIOP 문항을  ‘준비’, ‘배

경 지식 쌓기’, ‘이해 가능한 입력’, ‘전략’, ‘상호작용’, ‘연습 및 적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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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진행’, ‘복습 및 평가’의 일곱 가지 범주로 나누어 차례로 분석하였다. 

 

(1) 준비 

다음은 준비 요소에서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언어 교수 관련 전략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SIOP 점수 차이를 분석한 표에서 해당 요소에 

들어가는 하위 문항만을 따로 발췌한 표이다. SIOP의 경우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을 비교한 표만 발췌하였는데, 이는 실험 수업이 2차 순환에 

진행되어 특히 언어 교수 개선 측면이 많이 반영된 수업이었기 때문에, 

실험 수업과 모델 수업과의 SIOP 점수 비교는 모델 수업의 언어 교수적 

특징을 나타내는 데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4-22]

은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요소 문항 번호 주요 내용 
모델 수업 

(n=2) 

일반 수업 

(n=4) 

준비 

LP1 내용 목표 1.0±0.0 1.0±0.0 

LP2 언어 목표 0.0±0.0 0.0±0.0 

LP3 내용 개념 3.0±0.0 4.0±0.0 

LP4 보충 자료 2.5±0.7 2.3±0.5 

LP5 내용의 재구성 1.5±0.7 0.5±0.6 

LP6 유의미한 활동 3.0±1.4 1.0±0.8 

[표4-22]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준비 요소 SIOP 점수 차이 

 

앞서 진행한 모델 공동구성 수업 분석 결과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 

첫 번째 범주인 ‘준비’의 하위 문항 중 LP6이 3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수업 유형별 비교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LP6이 다른 형식의 수업에서

보다 평균적으로 2점 높게 나타났다. 반면, LP3은 다른 형식의 수업에서



 

116 

 

보다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 더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LP1, 

LP2와 LP4는 낮은 수준의 효과 크기를 보이며 차이를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수업 형식별 SIOP 평균 점수 비교 분석 결과와 관련하

여 나타난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 내 언어학습자의 구체적인 언어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높은 점수를 획득한 유의미한 활동(LP6)과 내용 개념

(LP3)에 대한 사례를 서술하겠다.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 초반에 연주 

시차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선행 탐구 과정의 일환으로 소집단으로 모여 

진행된 엄지손가락 실험은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비계 역할로 꼭 필요한 

실험이었다. 본격적인 연주 시차 모델공동구성 과정 또한 연주 시차를 

이해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거쳐야 하는 유의미한 활동이었다. 내용 개념

(LP3)은 3점으로 절대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높은 편이나, 일반 수업에

서 항상 교사가 4점을 받은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획

득하였는데, 이는 일반 수업에서는 수업 내용을 정규 교육과정에 철저히 

따랐지만, 본 수업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때 주로 다루는 

‘연주 시차’개념을 교사가 분석 대상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모델공동

구성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 보충자료(LP4)는 2.5점으로 적당하게 제

공되었음을 뜻한다. 학생들에게 엄지손가락 실험을 위한 활동지 및 별 

그림이 제공되었으며, 연주 시차 모델을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한 전지와 

마카 등이 제공되었다. 다만, 높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고 중간에 머문 

이유는 개개인의 서로 다른 학습 스타일을 고려하지 않고 다문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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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일괄적으로 동일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매우 낮은 1점을 획득한 내용 목표(LP1)는 수업 초반에 아

주 짧게 언급되기만 하는 수준이었고, 판서나 시각 자료 등의 내용 목표

와 관련한 자료가 여러 형태로 제시되지 않았다. 수업 초반에 학습할 내

용이나 문장, 용어 등의 언어 목표(LP2)는 전혀 제공되지 않아 0점을 

획득하였다. 또한 내용의 재구성(L5)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한 주요 요

인은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업을 설계하지 않았

으며, 내용 적용 측면을 다문화 학생이 필요로 하는 개별적인 요구에 맞

추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배경 지식 쌓기 

다음은 배경 지식 쌓기 요소에서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언어 교수 관

련 전략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SIOP 점수 

차이를 분석한 표에서 해당 요소에 들어가는 하위 문항만을 따로 발췌한 

표이다. 다음 [표 4-23]은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을 비교한 결과를 나

타낸 표이다. 

 

요소 문항 번호 주요 내용 
모델 수업 

(n=2) 

일반 수업 

(n=4) 

배경 

지식 

쌓기 

B7 개념과 배경 지식과의 연계 2.5±0.7 1.5±0.6 

B8 이전 학습과 새로운 학습의 연계 1.5±0.7 3.0±0.0 

B9 주요 어휘의 강조 1.0±0.0 1.8±0.5 

[표4-23]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배경 지식 쌓기 요소 SIOP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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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범주인 ‘배경 지식 쌓기’의 하위 문항인 B7(2.5점)은 중간 

점수를 기록하였고 B8(1.5점)과 B9(1.0점)은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SIOP 평균 점수 비교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나타난 모델공동구

성 기반 수업 내 언어학습자의 구체적인 언어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간 점수를 기록한 B7(2.5점)은 개념과 배경 지식이 얼마나 명확

하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평정한다. 본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평소에 

지니고 있는 밤하늘 관측 등의 천체와 관련한 배경지식 등을 수업 초반

에 알려주지만 연주 시차와 명시적으로 연결 지어주지는 않는다. 나아가 

본 수업에서 교사는 개념을 학생이 지닌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에 직접

적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B8(1.5점)은 이전 학습과 새로운 학습이 얼마

나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평정한다. 본 수업에서는 연주 시차 개

념과 학생의 선지식이 연결될 수 있도록 교사가 시간에 따른 별 관측 사

진이나 엄지손가락 실험 등을 통하여 다양한 비계를 제공하지만 학생들

이 자율적 탐구 및 토론을 통하여 스스로 연주 시차의 원리와 선지식을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연계시켜 알려주지 않으며 오히려 최대

한 연결 지어주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B8은 일반 수업에서

보다 오히려 약간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는데, 보통 강의식으로 이루어지

는 일반 수업에서는 교사 주도로 강의를 진행하며 명시적으로 선지식과 

연결지어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낮은 점수를 기록한 B9(1.0점)은 주요 어휘의 발전과 

관련한 문항이다. 즉, 교사가 수업에 필요한 주요 어휘를 학생들이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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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알려주어 효과적으로 학생들

이 용어를 습득하는지를 평가한다. 본 수업에서는 교사가 연주 시자, 자

전, 공전 등의 과학 용어를 말로 설명해 줄 뿐 판서를 많이 사용하지 않

는다. 이는 본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 주요 개념과 관련한 용어 습득이 

아니라 연주 시차 원리 자체를 습득하는 것을 우선시 했기 때문이다. 이

는 종종 모델공동구성 수업 내 언어학습자의 과학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특히 주변 동료들에게 모르는 

과학 용어 등을 물어볼 수 있는 소집단 환경에서 보다 반 전체 상호작용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음에 제시된 [예문6]과 [그림 4-13]은 

모델공동구성 수업 말미에 각 소집단 별 모델을 반 앞에서 발표하는 시

간에 나타난 사례이다. 

 

[예문 6] 

01 M1: 시점? 시점이 뭐야? 

02 A: 응? 

03 M1: 시점이 뭐야? 

04 A: (손가락으로 자신들의 모델을 가리키며) 이거, 이거, 

이렇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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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시점’에 대해 질문하고(위), A로부터 답을 듣는 M1(아래) 

 

언어학습자가 포함된 소집단의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학

생의 질문 중 ‘계절이 바뀌면 관찰자가 항성을 바라보는 위치가 바뀐다.’

는 의미로 사용한 ‘시점(視點)’의 의미를 몰랐던 언어학습자 M1은 옆에 

서있던 A에게 물어보지만(01, 03) 반 전체 상호작용의 특징 중 하나인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한다(04).  

본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 다뤄진 연주 시차 개념을 설명할 때 꼭 

필요하며, 교사가 수업 초반에 여러 번 언급한 ‘시점’의 의미를 언어학습

자 M1이 알지 못했을지라도 성공적으로 모델공동구성을 이끄는 데 기

여할 수 있었다. 교사가 개념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일반 강의식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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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면 언어학습자 M1은 ‘시점’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개념 이해

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나 모델을 직접 그려보며 원리를 탐구하고 설명

하는 본 모델공동구성의 특별한 특징이 언어학습자의 과학 학습에 긍정

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3) 이해 가능한 수업 

다음은 이해 가능한 수업 요소에서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언어 교수 

관련 전략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SIOP 점

수 차이를 분석한 표에서 해당 요소에 들어가는 하위 문항만을 따로 발

췌한 표이다. 다음 [표 4-24]는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을 비교한 결과

를 나타낸 표이다. 

 

요소 문항 번호 주요 내용 
모델 수업 

(n=2) 

일반 수업 

(n=4) 

이해  

가능한 

입력 

C10 적합한 발화 2.0±0.0 2.0±0.0 

C11 학습 과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 1.5±0.7 3.8±0.5 

C12 다양한 수업 기법 사용 3.0±0.0 1.8±0.5 

[표4-24]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이해 가능한 요소 SIOP 점수 차이 

 

세번째 항목인 이해 가능한 수업(C)에서는 학생들의 언어 발달 수

준에 맞추어 교사가 발화 속도 및 내용을 조절하고(C10), 학생들에게 

수업 내 활동 과제 등을 부여할 때 명확하게 단계별로 설명하며 미리 시

연을 해주고(C11), 수업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

법을 사용하는 것(C12)을 강조한다. 다른 형식의 수업과 비교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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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일반 수업에서보다 다양한 수업 

기법을 적용(C12)하였지만, 학습 과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일반 수업

(C11)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했다는 것이다.  

모델공동구성 수업 특성상 모델을 직접 만들거나 그려야 하기 때문

에 일반 강의식 수업보다 다양한 수업 기법(C12)이 적용된다. 본 수업

에서는 모델링 사전 실험으로 엄지손가락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모

델을 소집단 별로 고안하고 반 전체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과정이 있

었다.  

그러나 모델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구성해 나가도록 안내하는 역할

에 중점을 둔 교사는 엄지 손가락 실험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얻어

야 하는지에 대하여 학생들이 수차례 질문하였음에도 직접적으로 설명하

지 않았기 때문에 C11 문항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또한, C11에

서 활동에 대한 교사의 시연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본 수업은 학생들

이 스스로 타겟 모델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교사가 모델 

구성을 먼저 시연할 수 없었다는 모순점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발화 속도 및 내용(C10)에서도 낮은 점수를 기

록하였다. 본 항목에서는 교사가 발음을 명확히 하고, 언어학습자의 수

준에 맞추어 발화를 하며, 속담이나 관용어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지를 

평정한다. 본 수업의 반 전체 상호작용에서 교사가 학생들과의 사회문화

적 자본을 향유함을 보여주어 공감대 및 라포를 형성하고자 해당 연령대 

학생들이 자주 쓰는 관용어를 사용하여 설명을 하지만 언어학습자는 이

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례는[예문 7]과 [그림 4-14]에서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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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있는데, 얼굴 표정이 식별 가능한 반 전체 학생들이 교사의 농담

에 반응하여 웃거나 미소 짓고 있는 반면 언어학습자 M1은 농담에 반

응하지 않고 교사를 빤히 쳐다보며 무표정으로 일관한다. 언어학습자 

M1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다. 

 

[예문 7] 

T: 천구에 있는 별은 웬만큼 먼게 아니라 진짜 진짜 먼별. 

얼만큼 먼별? 정말. 

학생들: 많이 먼별! 

T: 어. 개먼별. 

(언어학습자 M1 제외하고 학생 일제히 웃음) 

 

 

[그림 4-14] 교사의 농담을 이해하지 못한 언어학습자 M1 

 

뿐만 아니라, 모델공동구성 수업이 일반 강의식 수업보다 시간이 오

래 걸리는 바람에 수업 마지막에 다다라서 질의응답을 마치고 교사가 정

리 및 설명하는 부분에서 발화 속도가 약간 빨라졌던 것도 낮은 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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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되었다. 

 

(4) 전략 

다음은 전략 요소에서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언어 교수 관련 전략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SIOP 점수 차이를 분

석한 표에서 해당 요소에 들어가는 하위 문항만을 따로 발췌한 표이다. 

다음 [표 4-25]은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표

이다. 

 

요소 문항 번호 주요 내용 
모델 수업 

(n=2) 

일반 수업 

(n=4) 

전략 

S13 학습 전략 2.0±0.0 1.0±0.0 

S14 비계 설정 기술 1.5±0.7 0.5±0.6 

S15 높은 수준의 질문 2.5±0.7 1.0±0.0 

[표4-25]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전략 요소 SIOP 점수 차이 

 

네번째 항목인 ‘전략’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전략을 가르치고 사

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S13), 적절한 언어적, 절차적 비계를 제공하

고(S14), 질문이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를 촉진시키는지(S15)를 평가

한다. 본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 두드러지는 전략적 특징은 학습 전략

(S13), 비계 제공(S14)과 고차원적 사고 유도(S15) 측면이 일반 수업

에서보다 약간 더 두드러진 편이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교사는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모델공동구성 수업을 진행하

는 이유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 이외에는 학습의 전략적 측면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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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 않았으며(S13), 모델공동구성 수업을 위한 반 전체 차원에서의 비

계는 엄지손가락 실험이나 별 그림 등의 형태로 제공되었으나 모델공동

구성 도중에 언어학습자를 비롯한 학생 개개인의 탐구 및 언어 수준에 

맞추어 비계를 적절히 제공한 경우는 자주 관찰되지 않았다(S14). [예문 

2]의 일부를 발췌한 다음 [예문 8]의 사례에서 교사가 사용한 비계(11, 

13, 15)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고

차원적 사고를 유발하기에 효과적인 질문 형식 또한 거의 관찰되지 않았

다. 다음 [예문 8]에서 교사의 질문 형식(01, 07, 13)을 보면 교사의 질

문 유형이 학생의 고차원적 사고를 촉진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 8] 

01 T: 손가락이 뭐겠어? 

02 B: 별은 안 도는데 지구가 돌아서 이렇게 돌면은……. 

03 T: 응~ 좋은 생각이네! 

04 M1: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손가락은? 

05 T: 그러니까 손가락이 뭘까? 

06 M1: 손가락은……. 

07 T: 손가락이 뭘까? 

08 M1: 손가락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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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B: 이거 아닐까? (펜을 책상에 던지며) 몰라. 

10 M1: 손가락이 뭐예요. 

11 T: 손가락이 어떻게 하면은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까. 이렇게 하면 조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12 M1: 손가락이 뭐예요? 

13 T: 손가락이 뭘까? 이 프린트 이쪽을 보면서 생각 좀 해

봐. 

14 M1: 카메라? 

15 T: 손가락이 뭐길래 가까이 있으면 조금 움직이는 것처

럼 보이고 멀리 있으면 많이…… 어? 

 

뿐만 아니라, 아래 반 전체 상황에서 관찰된 [예문 9]에서처럼 정해

져 있는 단답형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주를 이루었으며, 한국어로 된 

과학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언어학습자 M1은 학생들 대부분이 대답하

는 간단한 단답형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에도 교사를 바라보기만 할 뿐 

대답하지 못하였다. 특히 언어학습자는 소집단 상황에서는 높은 과학 이

해 수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적

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반 전체 상황에서는 다음 [예문 9]

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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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9] 

01 T: 그 다음에 누가 공전해? 누가 공전해요? 

02 학생들: 지구(언어학습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교사만 바

라봄). 

03 T: 지구가. 그런 다음에 멀리 멀리 있는 별들을 마치 거

대한 가상의 구 위에 별들이 붙어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무슨 구라고 불러? 

04 학생들: 천구(언어학습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교사만 바

라봄). 

05 T: 천구. 

 

이와 같이 교사의 질문 수준이 언어학습자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은 

때가 많았지만,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강의식 도입 부분에서 반 전체 학

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할 때 고차원적 사고를 유발하지 않음에도 언어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질문 전략 또한 관찰되었다(예문 10). 

 

[예문 10] 

01 T: (스크린 위의 별을 가리키며) 여기 있는 이 별은? 움직? 

고정? 

02 M1: 고정! 

 

교사가 ‘움직’ 혹은 ‘고정’의 두 가지 답을 말하고 고르라고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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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습자는 자신감 있게 대답하며 반 전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경험할 수 있었다. 다음 [그림 4-15]에서 교사의 질문 유형에 

따른 언어학습자의 표정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과학 용어를 단답형으

로 요구하는 질문에는 무표정으로 일관하며 대답하지 않지만 답이 주어

지고 고르도록 제시한 경우에는 미소를 띤 자신감 있는 표정을 띠며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언어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반 전체 상

황일지라도 교사가 질문 유형 등에 적절한 언어 교수적 도움을 제공하면 

언어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림 4-15] 교사의 질문 유형에 따른 언어학습자의 표정 변화 

 

(5) 상호작용   

다음은 상호작용 요소에서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언어 교수 관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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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SIOP 점수 차이

를 분석한 표에서 해당 요소에 들어가는 하위 문항만을 따로 발췌한 표

이다. 다음 [표 4-26]은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

낸 표이다. 

요소 문항 번호 주요 내용 
모델 수업 

(n=2) 

일반 수업 

(n=4) 

상호

작용 

I16 잦은 상호작용 기회 제공 4.0±0.0 0.8±0.5 

I17 그룹 배치 1.0±0.0 0.0±0.0 

I18 충분한 기다림 2.0±0.0 1.0±0.0 

I19 모국어로의 개념 확립 0.0±0.0 0.0±0.0 

[표4-26]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상호작용 요소 SIOP 점수 차이 

 

다섯 번째 항목인 ‘상호작용’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학생들 간 충분

한상호작용을 통해 개념에 대한 답변을 정교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I16), 학생 개개인의 수준, 흥미나 선호하는 학습 방법을 고려하여 적

절한 모둠을 구성하는 것(I17)을 중요시한다. 나아가 학생들이 질문에 

답을 하기까지 교사가 충분한 시간 동안 기다리는지(I18), 주요 개념이 

모국어로 제공되는지(I19)를 측정한다.  

본 수업에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점은 잦은 상호작용 기회 제공(I16) 

측정 값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반 수업의 경우 전부 

강의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실험 수업인 경우에도 교사가 강의하며 발화

하는 시간이 학생들의 발화 시간보다 길어 수업 중 학생들이 상호작용하

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반면,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는 소집단 상호작

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반 전체 상호작용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발표하는 

시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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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소집단 상호작용 위주로 모델공동구성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

에 언어학습자는 반 전체 환경에서와는 다르게 [예문 11]에서 보이듯이 

부담 없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03) 모르는 것을 질문할 수 있

었다(05).  

 

[예문 11] 

(손가락 실험에 대한 A와의 대화 이후) 

01 M1: (알겠다는 듯이) 아 그래서 손가락 했구나. 

02 A: 그래 이제.. 이제 알겠지. 

03 M1: 어. (전지에 그린 모델을 가리키며) 여기서 보면 여

기잖아. 여기서 보면 여기고(A를 바라본다). 

04 A: 어어. 

05 M1: 근데 왜 움직여? 

 

이와 같이 소집단 모델공동구성 중 풍부한 언어적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받은 언어학습자 M1은 위에 제시된 [예문 11]의 01에서처럼 실험

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나아가 다음 [예문 12]에서 언어학습자 M1이 

계절별 명칭인 ‘봄’, ‘겨울’을 헷갈려 하자(01) 소집단 구성원 A와 B가 

이를 정정하여 준다(02, 03, 04, 06). 본 모델공동수업이 풍부한 소집단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언어학습자는 이를 통해 한국어 실력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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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12] 

01 M1: 봄이 3월, 아냐, 3월부터, 아냐 아냐. 12월, 1월, 2월 

02 B: 12월, 1월, 2월이 겨울 아냐? 

03 A: 1월이 겨울이야, 3월이 봄이고. 

04 B: (동시에) 3월이 봄 

05 M1: 아, 3,4,5는 봄? 6,7,8은……. 

06 B: 여름. 

 

이러한 소집단 상호작용은 언어학습자의 과학 탐구 뿐아니라 언어 

사용 측면 및 언어 이해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런 상호작용을 

이용한 교수법은 단어를 사용하는 맥락을 함께 습득하도록 하므로 과학 

용어나 일상 용어 등의 언어 학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한다(Cazden, 2001; Echevarria & Short, 2010; Lemke, 1990; 

McIntyre et al., 2006; Saville-Troke, 1984). 또한, 실제로 언어학습자

들은 수업 내 반 전체 혹은 개별적으로 학습할 때보다 소집단이나 짝 활

동을 할 때 더 적극적인 수업 참여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Brooks 

& Thurston, 2010)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분석 대상 소집단의 경우 다문화 배경 언어학습자 M1, M2와 여학

생 A, 남학생 B와 C를 포함하여 총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소집

단 상호작용 기회가 잦아 소집단 내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편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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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리 배치 대로 소집단이 구성된 경우였다. 즉, 교사가 학생들의 문

화적 배경 및 학습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을 따로 정하거나 학생들

에게 구성원 선택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I17). 나아가 교사는 질문을 

한 후 기다리는 시간을 언어학습자나 일반학습자에게 똑같이 적용하였다

(I17). 특히 반 전체 상호작용에서 반 전체 대상 질문을 하고 답을 기다

리는 시간은 대부분 2초 내외로 짧은 편이었다(I18). 또한, 본 수업에서 

언어학습자를 위한 모국어로 번역된 용어집이나 상대적으로 한국어에 더 

능숙한 언어학습자 M2가 중국어로 M1을 도울 수도 있었지만 이러한 

것이 교사에 의해 제안 혹은 장려되지 않았다(I19). 

 

(6) 연습 및 적용 

다음은 연습 및 적용 요소에서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언어 교수 관련 

전략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SIOP 점수 차

이를 분석한 표에서 해당 요소에 들어가는 하위 문항만을 따로 발췌한 

표이다. 다음 [표 4-27]은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을 비교한 결과를 나

타낸 표이다. 

 

요소 문항 번호 주요 내용 
모델 수업 

(n=2) 

일반 수업 

(n=4) 

연습 및 

적용 

P20 새로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조작 활동 3.0±0.0 1.0±0.0 

P21 새로운 방법으로 내용 및 언어 지식 적용 3.0±0.0 1.0±0.0 

P22 모든 언어 기술을 통합하는 상호작용 4.0±0.0 1.5±0.6 

[표4-27]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연습 및 적용 요소 SIOP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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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항목은 ‘연습 및 적용’으로 학생들에게 조작 활동 

(hands-on activity)을 통하여 새로 학습한 개념을 적용 및 연습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며(P20), 새로운 방법으로 내용 및 언어 지식을 적용

하도록 하고(P21),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전략을 통합적으로 아우르

는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P22). 본 모델 구성 수업에서는 세 항목 

모두 점수가 높은 편이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모델공동구성 기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갖고 있던 천체 관련 

지식과 엄지손가락 실험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새로운 현상에 적용

시켜 연주 시차의 원리를 알아내도록 한다. 이에 따라 주어진 활동지, 

엄지손가락 실험 활동, 모델 구성 활동 모두 조작 활동을 통하여 학생

들은 과학 개념 적용 및 연습의 기회가 충분하였다(P20). 또한, 본 수

업은 소집단 위주로 진행되어 상호작용을 통해 모델을 구성하고 서로

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며 내용 지식과 언어 지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하였다(P21). 나아가 활동지를 읽고 채우며 읽기와 쓰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으며, 모델공동구성 과정에서의 토론 및 모델 

발표를 통하여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P22). 일반 

강의식 수업과 달리 언어학습자에게 발화 기회를 자주 제공하므로 이

러한 형태의 과학 수업은 언어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신장에도 매우 효

과적인 수업 형태일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언어학습자들은 보통 

수업 내 말할 기회가 제한적이며 듣기만 하는 경우가 더 많아 평소에 

자주 훈련된 듣기보다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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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1990; Horwitz, 1990). 또한, 한 가지 언어 기능의 발달이 

다른 언어 기능의 발달을 유도하므로 이와 같은 네 가지 언어를 통합

하는 활동은 언어 학습에 매우 중요하다(Hinkel, 2006). 

 

(7) 수업 전달 

다음은 수업 전달 요소에서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언어 교수 관련 전

략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SIOP 점수 차이

를 분석한 표에서 해당 요소에 들어가는 하위 문항만을 따로 발췌한 표

이다. 다음 [표 4-28]은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

낸 표이다. 

요소 문항 번호 주요 내용 
모델 수업 

(n=2) 

일반 수업 

(n=4) 

수업 

전달 

LD23 수업 중 내용 목표의 반영 1.0±0.0 2.3±0.5 

LD24 수업 중 언어 목표의 반영 0.0±0.0 0.0±0.0 

LD25 학생 참여 시간 3.5±0.7 1.8±0.5 

LD26 적당한 수업 속도 2.0±0.0 1.5±0.6 

[표4-28]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수업 전달 요소 SIOP 점수 차이 

 

일곱 번째 항목인 ‘수업 전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업을 진행시 내용 목표(LD23)와 언어 목표(LD24)가 정

확하게 반영 및 달성 되어야하며, 학생 참여 시간이 약 90% 이상이어야

한다(LD25). 또한,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수업 진행 속도가 조절 되어

야 한다(LD26). 본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는 학생 참여 시간에 대한 점

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내용 및 언어 목표의 반영은 낮은 편이

었으며, 수업 속도 또한 적당한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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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이 수동적인 형태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

과 달리 본 모델공동구성 수업 내 소집단 활동을 하며 대부분의 수업 시

간 동안 학생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참여하는 능동적인 참여 

형태를 보였다(LD25). 반면, 수업 중 언어 목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

으며(LD23), 내용 목표 또한 수업 전반부에 잠깐 언급되었을 뿐 시각적 

방법으로 전달되지 않았고 수업 내내 언어학습자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다(LD24). 수업 속도 또한 언어학습자들의 한

국어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일반 학생들의 언

어 수준에 맞추어져 있었다(LD26). 

 

(8) 복습 및 평가 

다음은 복습 및 평가 요소에서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언어 교수 관련 

전략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SIOP 점수 차

이를 분석한 표에서 해당 요소에 들어가는 하위 문항만을 따로 발췌한 

표이다. 다음 [표 4-29]는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을 비교한 결과를 나

타낸 표이다. 

 

요소 문항 번호 주요 내용 
모델 수업 

(n=2) 

일반 수업 

(n=4) 

복습 

및 

평가 

R27 주요 어휘 복습 0.0±0.0 1.3±0.5 

R28 핵심 개념 복습 1.5±0.7 1.5±1.0 

R29 학생의 결과물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 3.0±0.0 1.0±0.0 

R30 학습에 대한 평가 3.5±0.7 1.8±0.5 

[표4-29] 모델 수업과 일반 수업의 복습 및 평가 요소 SIOP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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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인 ‘복습 및 평가’ 단계에서는 새로이 습득한 단어나 언

어 구조를 복습하며(R27), 수업에서 배운 주요 내용들을 복습하고

(R28), 학생들의 결과물에 대한 교사 혹은 학생 간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R29),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지속

적,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학생 성취를 측정한다(R30). 

본 수업에서 학생들은 본인이 소집단으로 모델공동구성을 하는 동안 

교사 및 학생 간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

을 주기적으로 받는다(R29). 나아가 모델공동구성을 마치고 소집단별 

모델 발표가 끝난 후 서로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과학 학습에 대한 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R30). 반면, 수업에서는 주요 어휘를 전혀 복습하지 않는다(R27). 나

아가 수업 마무리 단계에 시간이 부족하여 교사가 제대로 핵심 개념 복

습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본 수업이 끝난다(R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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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 및 언어 교수 전략 동시 분석 결과 

모델공동구성 수업 전략을 중점으로 RTOP과 SIOP을 이용하여 과

학 탐구 및 언어 사용 측면의 전략을 함께 분석한 결과, 이를 바탕으로 

두 수업 관찰지 사이의 다음과 같은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첫째, 과학 수업에서 RTOP 점수가 높을수록 SIOP 점수가 높은 경

향성을 띤다. 이는 직접적인 교수 개선이 들어가기 전인 1차 순환 수업 

총점 분석에서 보다 확연히 드러나는데, 1차 순환에서 모델공동구성을 

기반으로 진행한 수업 3_1과 3_2가 1차 순환 내 다른 강의식 수업보다 

RTOP과 SIOP 총점이 모두 높다. 높은 RTOP 점수는 탐구적 측면이 

강한 과학 수업임을 뜻하는데, 이러한 과학 수업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혼자 탐구를 진행하기 보다는 짝을 이루거나 소집단을 이루어 탐구를 진

행한다. 간혹 혼자 탐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본인의 결과를 평

가하기 위하여 탐구 이후에 아이디어 공유 및 피드백은 필수적으로 이루

어진다.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업 도입부에 소집단별 

실험, 중반에 모델을 만드는 과정과 마지막으로 소집단별 모델 발표 시

간에 토론 및 질의응답에 참여하며 학생들은 교사 및 동료 학생들과 끊

임 없이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RTOP의 상위 요소인 교실 문화 내 의사

소통 상호작용(C)을 측정하는 범주에 포함된 항목과 학생-교사 관계

(ST) 항목 그리고 학습 공동체를 강조(L2)하는 항목에서 고득점을 얻

게 되었다. 또한 수업의 언어적 측면을 평가하는 SIOP 항목에도 이러한 

상호작용(I)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RTOP에서 고득점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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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수업이 SIOP에서도 고득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SIOP의 LP6, P20, 

P21과 P22에서 유의미한 소집단 활동을 통한 지식 적용을 측정하는데 

탐구 기반 과학 수업에서는 항상 유의미한 탐구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이러한 유의미한 활동과 관련한 SIOP 항목 또한 RTOP 점

수가 SIOP 점수에 비례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나아가 SIOP의 

LD25는 학생들의 활발한 학습 참여를 측정하는데 유의미한 탐구 기반 

활동은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므로 이 또한 RTOP과 SIOP의 

점수 비례에 기여하였다. 

둘째, 항목별 세부 비교에서 RTOP 점수가 높을수록 SIOP 점수가 

낮은 항목이 존재한다. 이는 SIOP에서 수업 시작시 학습 목표와 과학 

용어 및 개념을 명시적으로 학생들에게 알려 주고 선지식과 명확히 연결 

지을 것(P1, P2, B8, B9, C11, LD23, LD24)을 권장하는 반면, RTOP에

서는 학습자의 탐구가 교사의 설명에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이 RTOP과 대립되는 SIOP의 항목은 탐구 중심 과학 수업

에 적용시킬 때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는 1차 순환에서 모델 수업과 일반 강

의식 수업을 비교 분석 하였을 때에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후 2차 

순환에서 교사가 SIOP 항목과 RTOP 항목을 충분히 습득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에는 비교적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SIOP의 명확한 학습 목표 및 용어 제시가 꼭 탐구 기반 수업을 방해하

지는 않는다는 Echevarria et al. (2004)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교사가 수업의 언어적 측면과 탐구적 측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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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역효과 없이 탐구적 측면과 언어적 측면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셋째, 특별한 탐구 활동이 없는 수업이더라도 SIOP 항목을 적용하

는 것 만으로 RTOP 항목 점수가 개선된다. 일반적으로 RTOP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 실험이나 모델 구성과 같은 유의미한 탐구활동을 

수업 내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험실 유무나 교사 개인

의 업무 부담 등 실제 학교 현장 상황에 따라 이러한 탐구활동을 매 수

업에 설계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교

적 적용이 용이한 SIOP 항목만 개선시켜도 RTOP 항목의 일부가 오를 

수 있다. 이는 언어 및 탐구 교수 모두 학생 중심 교수 방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해당하는 문항 점수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이다. 실제로 본 수업에서는 짝과 번갈아 가며 과학 용어 및 개

념 설명하기를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RTOP의 상호작용 

범주에 속한 문항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교수 개선 사례를 

적용한다면 교사 개인 시간이나 노력을 비교적 많이 들이지 않고도 어느 

정도 탐구 지향적 과학 수업에 가까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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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내 다문화 학생 인구와 이

에 따라 학교 현장 내 증가하는 언어학습자의 과학 및 언어 학습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과학 교수 전략으로서 모델공동구성의 특징을 양적 분석

을 토대로 탐색하고, 실제 수업 내 언어학습자의 사례를 근거로 언어학

습자의 과학 및 언어 학습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질적으로 분석하

는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한 자료 분석 과정을 구체화 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전체 수업 14차시를 과학 탐구 중심 RTOP과 언어 중심 SIOP 

분석지를 이용하여 평정하였으며, 이 중 RTOP과 SIOP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수업 유형을 탐색한 결과 모델공동구성 수업이 선별되었다. 둘째, 

RTOP 평정을 바탕으로 일반 강의식 수업과 비교하였을 때 나타난 모델

공동구성 수업의 특징과, 같은 탐구 중심 수업인 실험 수업과 비교 분석

하였을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을 알아내었다. 셋째, 이러한 RTOP 

평정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 내 언어학습자의 과학 학습 사례를 추출하여 

기술하였다. 이와 같이 RTOP을 이용하여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과학 탐

구적 특징 및 언어학습자에게 미치는 과학 학습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과정을 거친 후, SIOP을 이용하여 모델공동구성 수업의 언어적 특징 및 

언어학습자에게 미치는 언어 학습 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일련의 동일

한 분석 과정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RTOP

에서 강조하는 탐구 기반 과학 학습과 SIOP에서 강조하는 언어 사용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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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상관관계를 도출하며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

로 얻어낸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다른 형태의 수업에 비하여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모델공

동구성 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였다.  

첫째, 일반 수업 전략과 비교하였을 때 모델공동구성에서 뚜렷한 차

이를 보이며 나타낸 과학 탐구 관련 전략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학

습 공동체로 참여 유도, 2) 탐구 선행, 3) 대안적 탐구 및 문제해결 장려, 

4) 학생들의 의견이 수업 방향 결정, 5) 다양한 매체 사용, 6) 예측, 추

론 가설을 검증할 실험 설계, 7) 사고 유발 활동, 8) 반성적 사고, 9) 구

성주의적 지적 열정, 10)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 11) 교사 질문이 

발산적 사고 유발, 12) 의미 있는 학생 발화, 13) 학생 발화가 교실 담

화 방향 결정, 14) 적극적 참여 권장, 15)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 

및 증거 해석, 16) 경청자로서의 교사. 

둘째, 실험 수업 전략과 비교하였을 때 모델공동구성에서 뚜렷한 차

이를 나타낸 과학 탐구 관련 전략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대안적 탐

구 및 문제해결 장려, 2) 예측, 추론, 가설 검증할 실험 설계. 

셋째, 일반 수업 전략과 비교하였을 때 모델공동구성에서 뚜렷한 차

이를 보이며 나타난 언어 사용 관련 전략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유

의미한 활동, 2) 잦은 상호작용 기회 제공, 3) 새로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조작 활동, 4) 새로운 방법으로 내용 및 언어 지식 적용, 5) 모든 

언어 기술을 통합하는 상호작용, 6) 높은 학생 참여 시간, 7) 학생의 결

과물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 8) 학습에 대한 평가, 9) 학습 과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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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확한 설명 부족. 

넷째, 실험 수업 전략과 비교하였을 때 모델공동구성에서 어느 정도

의 차이를 보이며 나타난 언어 사용 관련 전략적 특징에는 잦은 상호작

용의 기회가 있다. 

다섯째, 모델 공동 구성 수업 내에서도 반 전체보다 소집단 상황에

서 언어학습자를 돕는 교수 전략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언어학습자의 실제 수업 내 참여 및 상호작용 사례를 질적 분석하며 발

견되었다. 모델공동구성 수업이 제공하는 여러 RTOP 및 SIOP 전략 중 

특히 상호작용과 이를 이용한 과학 탐구적 측면이 반 전체 상황보다 소

집단 상황에서 더욱 활성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TOP 및 SIOP 관찰지를 이용하여 고학 및 언어 교수 전략을 동시

에 비교 분석한 결과 두 교수 전략 사이의 연관성이 다음과 같이 발견되

었다. 

첫째, 과학 수업 분석 결과 RTOP과 SIOP 점수에는 양의 상관관계

가 존재한다. 먼저 RTOP 점수가 높을수록 SIOP 점수가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1차 순환에 진행된 일반 수업과 모델 수업 점수를 비교한 결과 

높은 RTOP 점수를 기록한 모델 수업에서 높은 SIOP 점수를 기록하였

다. 또한 2차 순환에 진행된 일반 강의식 수업에서 특별한 탐구 활동 없

이 SIOP 항목을 수업에 적용하는 것 만으로 RTOP 항목 점수가 일부 

오른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이 관찰된 이유는 RTOP의 탐구 

기반 교수와 SIOP의 언어 교수 모두 학습자 중심 교수 방법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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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항목별 세부 비교에서 RTOP 점수가 높을수록 SIOP 점수가 

낮은 문항이 존재한다. 이는 RTOP의 비유적 설명을 강조한 문항과 

SIOP의 명시적 설명을 강조하는 문항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RTOP에서 

학습자의 자율적 탐구를 중시하는 반면 SIOP에서는 교사의 명확한 설명

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 내 언어학습자의 실제 사례 분석과 연계하여 도

출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공동구성은 탐구 수준이 매우 높은 수업 전략이다. 일반 

수업이나 실험 수업에서 모두 관찰될 수 없었던 대안적 탐구 및 문제해

결을 장려하는 점, 예측과 추론 및 가설을 검증할 실험 설계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점과 추상적 및 비유적 표현의 사용을 권장하는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모델공동구성이 근본적으로 지니는 특

징이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모델은 모형, 표상과 비유 및 

예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National Research Council, 2013), 모

델공동구성은 이러한 모델을 여럿이서 구성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

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탐구 특징은 모델이 지니는 근본적인 특성과 

일치한다. 반면, 일반 강의식 수업이나 낮은 수준의 탐구 특성을 지닌 

cookbook 형식의 실험 수업에서는 원리에 대한 재평가나 대안적 문제

해결, 예측 및 실험 설계를 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대부분

의 경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둘째, 모델공동구성 전략은 언어학습자의 과학 탐구와 언어 능력을 

동시에 신장시킨다. 이는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 장려되는 탐구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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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언어학습 전략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 장려되는 과학 교수 전략과 언어 사용에 양의 상

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두 가지 전략 모두 기존의 

전통적 강의식 전략을 강조하기 보다는 유의미한 활동이나 소집단 활동 

등 학습자 중심 수업 특성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전략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델공동구성 과정에 필연적인 다른 학생들과의 언어적 상호

작용은 언어학습자에게 언어 사용 기회를 늘려 과학 학습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언어 실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때 언어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 및 배경이 다양할수록 언어

학습자의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노태희 외 1996; 노태희, 

임희준, 2001; Kinney, 1989). 

셋째, 비유나 은유를 사용하고 학생 탐구가 교사 설명에 선행되는 

것을 장려하는 과학 탐구 전략은 언어 학습 전략과 상충되는 측면이 존

재한다. 일반적으로 주변 생활에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대상 및 원리에 

대하여 비유나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탐구 수업의 특징으로 권

장되나 SIOP에서는 수업 내 활동 내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교사가 

직접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본 모델공동구성 

수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비유 및 은유적 표현의 사용은 일반 학생들에

게는 탐구 능력 함양에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일 수 있으나,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언어학습자에게는 인지적 부하(cognitive load)를 유발하

여 과학 학습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안완주 외, 2016). 

따라서 언어학습자에게는 이러한 비유나 은유의 사용을 최대한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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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권장되나 수업 특성상 사용하게 될 경우 추가 자료를 제공하

여 비유 대상이 의미하는 것을 언어학습자에게만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유용한 전략으로 제시된다(Echevarria et al., 2004). 그러나 이러한 점

은 언어학습자의 과학 탐구 기회를 제한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해결하기 힘든 문제점으로 남는다. 그러나 본 모델공동구성 수업처럼 언

어가 아닌 가시적으로 모델을 그리며 명확하게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

는 기반이 있다면 언어학습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과학 탐구와 언어 사

용을 동시에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모델공동구성의 주요한 탐구 및 언어적 특징은 같은 모

델공동구성 기반 수업 내에서도 반 전체 환경에서보다 소집단 환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반 전체 상호작용에서보다 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한 소집단 상호작용이 언어학습자의 과학 및 언어 학습에 더 효과적

이었다. 본 모델공동구성의 대부분을 이루었던 소집단 활동에서 효과적

인 과학 탐구 특성을 보였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기존의 일반 강의식 수

업과 비슷한 반 전체 상호작용에서는 교사의 강의가 일방적으로 전달되

는 형식을 띠기 때문에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언어학습자의 경우 학습

은 내적 사고를 통하여만 이루어지며 수업 중간에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

기가 힘들다. 나아가, 언어학습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질문을 할 때에

도 반 전체 환경에서보다 소집단 환경에서 동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느낀다(Ryan & Pintrich, 1997; Volet & Karabenick, 

2006). 

위와 같은 결론과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언어학습자의 



 

146 

 

과학 및 언어 학습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

하겠다. 

첫째, 언어학습자를 모델공동구성을 비롯한 높은 수준의 탐구 수업

에 효과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교사교육이 필요하다. 언어학습자를 포함

하여 다양한 학생들이 협동하여 타겟 모델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모델 구성 과정에서 개입하고 중재하는 적절한 방법과 모델공동구성 

방법을 지도하는 교사의 능력이 중요하나(김소정, 2013), 현재 모델공동

구성을 강조한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

다(김민석, 2013; 안완주 외, 2016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

의 탐구 특성을 지닌 모델공동구성 수업과 언어학습자를 함께 분석한 국

내 연구는 본 연구자의 연구가 유일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학습

자의 과학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델공동구성을 비롯한 높은 수준의 

탐구 수업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과학 수업 교수 전략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고 효과를 검증하여 교사 교육에 함의를 주는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둘째, 언어학습자의 과학 및 언어 학습을 위하여 교사가 고려할 만

할 전략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먼저, 매 과학 수업 때 일지

를 쓰도록 하여 이후 모르는 단어를 교사와 함께 짚어 나가면 과학 용어

로 인하여 생기는 언어학습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Quinn, 2012). 

또한 가정에서 이러한 일지를 복습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협력한다면 다

문화 학생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학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Lee et al., 2008). Bravo와 동료들(2007)이 미국에서 히스패닉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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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위하여 스페인어와 어원이 비슷한 영어 과학 용어를 스페인어로 번

안하여 제공한 연구를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게 적용할 수도 있다. 국내 

다문화 학생 중에는 중국인 및 조선족을 포함한 한국계 중국인이 대다수

이다. 수업에서 사용되는 과학 용어 또한 어원이 대부분 한자에 기인한

다. 따라서 한국어 과학 용어를 한자로 번안한 활동지를 정부 차원에서 

제작하여 교사들에게 수업 전 미리 제공하게 하는 것도 다문화 학생의 

과학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외에도 SIOP 

모델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단어판(word wall)을 만들거나 소집단 활동 

및 짝활동의 비율을 늘려 적절한 맥락에서 과학 용어를 사용하는 법을 

익히게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Echevarria et al., 2004). 나아가 

모델공동구성 수업과 같이 학생의 진정한 탐구가 강조된 과학 수업에서 

언어학습자의 기초 개념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학생 탐구와 아이디어 공

유 및 발표 시간이 모두 끝난 후 교사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기초 개념

을 짚어주는 것 또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언어적 관점에서 자신의 교수 실제를 직접 반

성해보는 것 또한 가능하다. 교사는 수업을 녹화한 후 수업에서의 언어 

사용을 중점으로 측정하는 SIOP 관찰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업을 직접 

평정할 수 있다(Echevarria et al., 2004; Echevarria, et al., 2011). 나

아가 강의식 과학 수업과 모델링 수업의 SIOP 평정을 비교하면 교사가 

모델링 수업시 어떤 부분이 언어 사용 및 언어학습자의 이해를 촉진하고, 

제한하는지 알아내 본인의 수업 내 언어학습자에 초점을 맞추어 절절한 

방향으로 과학 수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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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다른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을 지닌 국내 다문화 학생들은 

동일한 수업에 참여하고 있을지라도 일반 한국인 학생들과는 여러 방면

에서 상이한 경험을 한다. 더욱이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은 언어학습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화적 및 언어적 장벽들이 교과목 성취를 저해하는 직

접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 

더 넓게는 대학 입시 및 직업 선택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업 성취에는 개인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나 이보다는 주변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입증된 바 있으며 거의 기

정사실화 되어있다(Ladson-Billings, 2006). 특히 교실 수업은 언어학

습자들에게 학습 경험의 장이며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

기 때문에 교실 수업을 분석하여 이들에게 효과적인 수업 전략을 탐색하

고 적절한 수업 환경을 구성하여 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또한, 우

리나라 중등 과학 교육 현장에는 아직까지도 과학 개념만 치중하여 가르

치는 주입식 수업이 대부분이다. 이를 벗어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

공동구성 전략을 이용하여 과학적 원리를 여럿이서 탐구할 수 있도록 하

고, 과학 용어를 맥락 속에서 사용하며 익히도록 하는 것은 언어학습자 

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진정한 과학 학습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문화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야 다

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

계적인 학술 연구와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기

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다문화 학생 인구에 대비하여 이들이 



 

149 

 

일반 학교 수업에 적응하는데 겪게 될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

련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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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n ever expanding number of multicultural students attending 

school in Korea, i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o identify teaching 

strategies that will benefit these students’ unique learning needs. This is 

especially true in content area classrooms, such as science, where teachers 

face challenges to teach demanding content using difficult term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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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that may be inaccessible for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CLD) students. This mixed-method case study aimed to identify 

effective science and language teaching strategies that positively contribute 

to science learning for CLD students by fostering CLD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science classroom. Model co-construction was selected as 

an instructional strategy for investigation because modeling has been shown 

to be an effective method for engaging students in authentic science inquiry 

and for promoting peer-to-peer dialogu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empirical research was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model co-construction 

activities can help CLD students to improve their science and language 

learning. This study provides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1. How does participation in model co-construction enhance science 

learning for CLD students? 

2. How does participation in model co-construction enhance language 

learning for CLD students? 

3.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teachers’ use of model co-construction 

as an instructional strategy to support CLD students’ science and 

language learning?  

To answer the above questions, data was collected over two semesters, from 

December 2015 until March 2016 in an earth science classroom in a middle 

school in a mid-size city. Data collection included observ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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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video recordings of 8 lessons taught by one teacher. Audio and video 

recordings were captured of CLD students while interacting with the teacher 

and their peers during whole class and small group interactions. In addition, 

video clips from these interactions were used for stimulated recall interviews 

with the teacher and students to elicit their perspectives about their teaching 

and learning. All audio and video recordings were analyzed and transcribed 

into written text. 

Various aspects of science a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using Mann-Whitney U test for 8 recorded lessons 

assessed by RTOP(Reformed Teaching Observation Protocol) and 

SIOP(Sheltered Instruction Observation Protocol). RTOP was used to 

measure inquiry science teaching learning and SIOP was used to assess 

language usage during each lesson. Based on the overall scores for each 

lesson, it was possible to categorize instruction into three broad groups: 

lecture based lessons(4), inquiry lab experiment lessons(2), and model co-

construction lessons(2). The teacher’s scores on different subscales of the 

RTOP and SIOP for these 8 lessons provided a diagnostic analysis of the 

teacher’s tendency to enact certain instructional strategies that either 

promoted or inhibited inquiry or language learning.  

Following this stage in the research, researchers shared the findings from 

the diagnostic analysis with the teacher who was asked to reflect on her 



 

167 

 

teaching practice and to make deliberate changes to her instructional 

strategies aimed at improving her scores on RTOP and SIOP subscales of her 

choice. An additional 6 lessons were recorded, including inquiry lab 

experiments(2) and lecture-based lessons(4). These lessons reflected the 

teacher’s deliberate transformation of practice, so it is not possible to make 

direct comparisons between RTOP and SIOP scores across all 14 lessons. 

However, it was possible to compare scores from different items and 

subscales on the RTOP for the inquiry lab experiments(2) and the model co-

construction lessons(2) because both instructional strategies are designed to 

promote inquiry. Thus, a direct comparison between the two could reveal 

some regarding the impact these strategies each had on teacher and students’ 

inquiry teaching and learning. 

Several items from the RTOP and SIOP revealed that the teacher 

employed inquiry and language teaching strategies more frequently and in 

greater variety during the model co-construction lessons than in the lecture-

based lessons or inquiry lab experiment lessons. For these reasons, model co-

construction lessons became a focus for a more in-depth investigation. 

Qualitative video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interactions between the 

teacher and students and among CLD and Korean students during whole class 

and small group interactions to better understand what impact participation in 

model co-construction activities had on students’ science and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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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Video analysis and stimulated recall interviews were used to 

examine what kinds of relationships may exist between inquiry science 

teaching strategies and language teaching strategies. 

While it was found that the teacher maintained a consistently high score 

in the ‘Propositional Knowledge’ subscale across all lesson types, scores on 

items measuring authentic inquiry were low in both traditional lecture-based 

lessons and during inquiry lab experiment lessons. However, during model 

co-construction lessons, RTOP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increases in 

students’ engagement in inquiry activities than when participating in either 

lecture or inquiry lab experiments. In addition, analysis revealed that in all 

small group activities, students showed more evidence of benefitting from 

inquiry and language teaching strategies than during whole class environment, 

regardless of lesson type. Qualitative analysis of participation and interaction 

patterns of CLD students during model co-construction activities revealed 

that during small group activities CLD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increased use of everyday and scientific language and greater participation in 

inquiry activities. RTOP analysis showed that during small group modeling 

activities, CLD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make observations, use evidence 

to support claims, and discuss abstract concepts with peers, and use 

metaphors to describe scientific phenomena.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RTOP, these are all positive indicators of engaging in inquiry scienc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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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video analysis,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and comparison 

of scores on different RTOP and SIOP subscales and items, some 

contradictions were identified suggesting that “good” inquiry science 

teaching may not always be well aligned to “good” language teaching. For 

example, using metaphors to describe things that cannot be observed in real 

life may be challenging for a language learner student and could result in 

increased conceptual confusion. Model co-construction, which requires that 

students represent phenomena using multiple methods, such as drawing 

figures/diagrams, creating graphs to display and compare data, and even 

creating real models of phenomena (rather than metaphors) may help teachers 

to develop complementary instructional strategies that could benefit inquiry 

and language learning. These findings offer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eachers’ instructional practices when teaching science to CLD students using 

student-centered inquiry teaching strategies that requires students speak, 

listen, read, and write about their science learning and then communicate their 

understandings with others in small or whole class settings. Specifically, 

teachers need to offer clear roles and structures to set expectations for all 

students’ participation in the modeling activities and they need to provide 

CLD students with additional language-based supports to position students to 

be successfu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eaching strategie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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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CLD students in science classroom by examining science and 

language teaching strategies which, until now, have not been reported in 

science education research and literature in Korea. Another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was that it expands our understandings about the positive effects 

of model co-construction as a teaching strategy that can support CLD students’ 

science and language learning. 

 

Keywords : multicultural,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students, 

model co-construction, classroom analysis, science inquiry, language 

learning, RTOP, SI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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