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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생이 지각하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 사고양식과 민주시민의식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를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24명의 설문 자료가 SPSS 21.0과 AMOS 21.0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지각하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은 사고양식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고양식은 민주시민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이 지각
하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은 민주시민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고양식은 학생이 지각하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과 민
주시민의식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의 사고양식을 매개로 민주시민의식에 영향을
주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변인을 밝혀서 적성-처치상호작용(ATI)에 기반을 둔 민주
시민교육에 대한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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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존재이며, 청소
년들은 주로 학교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꿈을 키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4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그에 대한 원인으로 또래 친구와의 관계, 학교교육 부적응,
학생의 무기력 등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교육부, 2017a). 청소년의 폭력과 범죄는 심각한
실정이며 학교폭력의 급증은 이제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청소년들
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관계지향성, 사회적 협력)은 OECD 36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민주시민에 대한 지식은 높지만 실제 학교 안팎에서 시민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역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정, 김전옥, 손윤희, 2015). 따라서 많은 교사와 학자들이 건전한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해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회복에 대한 관심과 성찰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고자 최근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활동의 확대를 중요
과제로 설정하였다(교육부, 2017b).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교육비
전이나 주요 교육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교육청(2018)에서는 학생들
이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간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돕기 위해 학교 안, 가정 및 지역까지
민주시민의 장으로 여기고 민주주의 교육을 생태․인권․노동․평화교육까지를 포괄하여 추진하
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8)에서는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을 지표로 제
시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21세기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필요성과 학습자 역량으로서 인지적
지식과 능력뿐만 아니라 공감, 존중, 의사소통 기술 등 비인지 역량을 중시하는 교육패러다임
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유제순, 2017). 조찬래(2012)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
성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민주적 문화를 창출함으로서 정치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고, 정치체제의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은 사회를 통합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다양한 이념과 가치의
공존을 지향하는 다원적 국가에서 타협과 조정을 통해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수 있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에 대비하며,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과정에서의 난제를 해결하려는 호혜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한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청소년의 시민의식 수준을
측정하거나, 그들의 시민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개인․가정․학교 차원에서 탐색하려는 시도
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2015; 박수원, 김샛별, 2016; 함은혜, 백선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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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행되는 교수․학습 과정과 민주시민의식의 관계성을 탐색한 선행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식위주의 기존 수업 상황에서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부족하였다.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을 위해 교사들이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수업방법을 탈피해야 하고 토론, 참여, 체험, 대화
등의 기법을 수업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은 선행연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김현주, 2015; 함은혜, 백선희, 2016).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교수․학습과정에서의 학생 사고
양식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교사가 지도하는 민주시민의식은 학생들이 지닌 사고 패턴에
의해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사고양식을 이해하려는 시도 역시 심층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학생이 지각하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 사고양
식과 민주시민의식과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인인
민주시민의식과 관련하여 학생이 지각하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과 학생의 사고양식을 독립변
인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주체가 학생이므로 무엇보다도 교사
의 수업방법은 학생의 인식에서 출발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의 사고양식은 학생의
인지와 성격을 연계하는 변인이므로(Sternberg, 1994), 교실에서의 교수․학습 환경으로부터
형성된 다양한 개인차가 민주시민의식과 그 하위 영역에 다양한 양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양식을 매개로 민주시민의식에 영향을 주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변인을 밝혀보는 노력은 학생의 맞춤형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서 구체적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민주시민의식
민주시민의식은 국가와 사회가 처한 역사나 문화적 상황에 따른 가치관이 반영되기 때문에
표준화된 정의는 없다(장은주, 2017). 예컨대, 이데올로기 상황에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가치가 시민의식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독재정권 아래에서는 민주화의 항쟁 가치가
그 사회의 핵심적인 시민의식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민주시민의식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
들이 내린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은지(2003)는 민주시민의식을 개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 아니라 시민 혹은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시민으로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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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자질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측면에서 독립된 개인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형성된 사회의 구성원임을 전제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Ross(2007)는 민주
시민의식을 참여와 자원봉사 및 모든 시민을 위한 삶의 개선 노력을 통하여 공동체의 개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밖에도 미국사회과교육학회(National Council Social Studies:
NCSS, 1989)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으
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고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민주시민의식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해왔다. 첫째,
차경수(1991)는 자유와 평등, 애국심,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의무와 책임완수, 문제해결능력,
타인과의 협력, 민족문화의 이해, 정치참여를 민주시민의식의 핵심요소로 보았다. 둘째, 모경
환과 임정수(2010)는 참여의식, 관용의식, 정치효능감, 준법의식, 봉사로 구분하여 설명하였
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NCSS(1989)는 준법, 자유, 통합성, 정의, 평등, 책임, 충성, 권위,
정직, 타인 고려 등을 시민의 자질 덕목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Cogan과 Derricott(2012)는
상호의무, 공동체의식, 정체성, 권리의식, 기본 사회적 가치 준수 등을 민주시민의식의 구성요
소로 제시했다.
앞서 제시된 국내․외 학자들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종합해보면, 민주시민의식이 사회구성원
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강조하는 속성을 가지며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사회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
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심성, 태도 및 권리와
책임 등의 역량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민주시민의식의 구성 요소를 사회봉사, 연대성, 공정성으로 설정하고 관련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2. 학습자중심 수업방법, 사고양식과 민주시민의식과의 관계
가. 학습자중심 수업방법과 민주시민의식
학습자중심 수업은 교사중심 수업과 대별되는 것으로, 지시적이고 설명위주의 수업에서 탈
피하여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 주도권을 존중하는 수업이다. 따라서 학습자중심 수업은 학습자
들이 협동하고 발견과 탐구를 하면서 문제해결 등의 활동을 강조한다(Moore, 2005). Lang과
Evans(2006)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상호토론, 현장조사 연구, 협동탐구 등의 비지시적 방법
등을 경험하면 과제수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패우려가 감소하는 반면 창의성이 발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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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타인과의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자들 역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습자중심 수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최고은(2009)은 탐구공동체 수업
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으로 타협하는 태도가 향상되고 문제해결능력이 함양된다고
설명하였다. 허영식(2009)은 민주시민의식을 지적기능과 참여기능을 분류하고, 주입식 교육
으로는 시민적 기능 향상에 한계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손승남(2014)은 협동학습이
사회적 자아개념의 매개변인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협동학습과 민주시민교육의 구조와 특징이 비슷함을 주장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이 학습자의 민주시민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학습자중심 수업방법과 사고양식
본 연구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과 민주시민의식과의 관계에서 사고양식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사고양식(thinking styles) 변인은 예일대 심리학 교수인 Sternberg와 그의 동료
들(Sternberg, Grigorenko, 1995; Zhang, Sternberg, 2001)에 의해서 창안되었고, 국․내외
적으로 많은 타당성 연구가 있었다. 사고양식은 인간의 정신도 정부처럼 수준(levels), 범위
(scopes), 기능(functions), 형태(forms), 경향성(leanings) 등 다섯 가지 영역에서 통치하는
것으로 보고 하위 변인을 총 13가지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양식이 이론적 타당성
에 비해 교육실제에서의 활용성이 다소 제한된다는 판단에 따라 정신자치제의 가장 본질인
기능영역으로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윤미선, 김성일, 2004). 우선, 입법적
(legislative)인 사고양식은 창의성과 관련이 있으며 자신만의 규칙에 의해서 창의적이거나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선호한다. 예컨대, 학교에서 발명, 시, 소설, 예술 등 창작 활동을
선호한다. 행정적(executive)인 사고양식은 기존 지침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
일이다. 즉, 자신에게 명확한 역할이 설정되어 주어지며, 구조화된 과제를 선호한다. 사법적
(judicial)인 사고양식은 기존 규칙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평가, 판단, 비교, 분석하는 선호하는
경향을 갖는다. 사법적 사고양식을 가진 학생들은 타인의 글을 평가하거나 피드백 또는 조언하
는 것을 좋아한다.
나동진과 김진철(2003)은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의 사고양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Sternberg와 Zhang(2001)은 교수방법에 적합한 사고양식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기능영역에 한정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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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수방법과 사고양식
교수방법

가장 적합한 사고양식

강의법

행정적 사고양식

사고에 의한 질문법

사법적/입법적 사고양식

주어진 문제해결법

행정적 사고양식

프로젝트 방법

입법적 사고양식

소집단 토의법

사법적 사고양식

암기법

행정적 사고양식

위에 나타난바와 같이 학생들의 사고를 존중하고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존중하는 학습자중심
수업은 입법적 사고양식이나 사법적 사고양식과 관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사고양식과 민주시민의식
Zhang(2001)은 사고양식을 TypeⅠ(입법, 사법)과 Type Ⅱ(행정)로 분류하면서, TypeⅠ은
기준에 도전적이고 복잡한 정보체계를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Type Ⅱ는 전통적인
기준을 선호하고 권위 지향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Martin(2017)은 입법 및 사법적
사고는 진보적 성향을 갖고, 행정적 사고는 보수적이라고 분류했다. 그리고 Dai와
Feldhusen(1999)은 입법적 사고양식과 사법적 사고양식은 지적 독립성(intellectual
independence)의 특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시민의식은 표면적 지식의 습득과 같은 표층학습(surface learning)과 성향 및 태도의 체화,
지식의 적용 및 실천 등과 같은 심층학습(deep learning)을 통해 고취될 수 있다(Rao, Janmaat,
& McCowan, 2016). 그리고 지식을 바탕으로 심성 및 행동화 단계로 발전한다. 이러한 각각의
단계들을 사고양식과 관련지어 보면, 행정적 사고양식은 시민의식의 단순한 지식 습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Sternberg, 2017). 또한 비판적이고 복잡한 정보체계가 요구되는 시민의식의 학습단계
에서는 입법적이거나 사법적인 사고양식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ternberg, 2017).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의 수행을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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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완전한 자료 6개를 제외하고 총 32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명
성별
남녀공학
지역

빈도수

퍼센트

남

179

55.2

여

145

44.8

공학

281

86.7

공학아님

43

13.3

읍면지역

143

44.1

동지역

181

55.9

2.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의
영향에서 사고양식의 매개변인 결정모형을 밝혀보는 것이다.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
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지각하는 학습자중
심 수업방법은 사고양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사고양식은 민주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학생이 지각하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은 민주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사고양식은 학생이 지각하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과 민주시민의식의 관계에서 매개변
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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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검사, 사고양식검사, 민주시민의식검사로
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습자중심 수업방법 검사
학생이 지각하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을 측정하기 위해 이정연 외(2015)가 개발한 검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회 교사의 수업방법에
대한 인식으로 한정하였다. 이 검사에서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은 토의법, 발견탐구학습, 협동학
습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10문항으로 작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
도록 구성되었다. 하위 영역별로 측정문항의 예를 제시하면, 토의는 ‘선생님은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통합하여 하나의 결론을 내리도록 안내한다.’, 발견탐구학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한다.’, 협동학습은 ‘학생들은 서로 도움
을 주고받으며 공동과제를 해결한다.’ 등을 포함한다. 문항 전체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토의법 .87, 발견탐구학습 .85, 협동학습의 경우에는 .81로 나타났다.

나. 사고양식 검사
Sternberg와 Wagner(1992)가 개발한 사고양식 검사도구(Thinking Styles Inventory)를
기초로 박도순‧하대현‧성태제(2000)에 의해 제작된 사고양식 검사도구가 사용되었다. 이 연구
에서는 학교 적용 관점에서의 실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정신자치제이론의 여러 사고 양식 유형
중 기능에 따른 입법, 행정, 사법적 양식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사고 양식을 총 15문항에서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입법적 양식은 자신의 방식으로 창조하거나 계획하는 경향성
을 의미한다. 행정적 양식은 정해진 구조나 지침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성이며,
사법적 양식은 사람과 사물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측정문항의 예를
제시하면, 입법적 양식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전략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 한다’, 행정적 양식은 ‘나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문제 해결 방법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사법적 양식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시간에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전체 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별 신뢰도는 입법 .75, 행정 .79, 사법 .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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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주시민의식 검사
중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성기선 외(2012)가 개발한 민주시민의식 측정 척
도를 활용하였다. 민주시민의식은 사회봉사, 연대성, 공정성의 세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총
17문항에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봉사
에는 ‘나는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연대성에는 ‘나는 주변에
어려운 친구나 이웃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공정성에는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학생회장이
될 수 있다’ 등이 포함된다. 문항 전체에 대한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사회봉사의 경우 .83, 연대성 .87, 공정성 .86이었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설문은 2018년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다. 교과담임에게 설문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교과담임의 주도하에 학생들에게 연구윤리를 안내하고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자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각 변인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중학생이 인식하는 학습자중심 수업유형, 사고양식, 민주시민의식 간에 상호 상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IBM SPSS 21을 활용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앞서 제시된 가설의 검증을 위해 IBM SPSS AMOS 21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hood Method)을 사용
하였다. 모형 평가 방법에는   검증을 활용하거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검
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 내용의 모형이 상당히 엄격하므로   검증에 전적으로 의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는 동시에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였으며, GRI, TLI, CFI, RMSEA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모형적합도를 평가
하였다. 그리고 가설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확인한 후 그 값이 4 이상인 교정지수를 나타내는 경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모형수정을 시도
하여 모델의 간명성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적합 모형을 탐색하였다.
넷째, 최종모형 확정 후에는 각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경로의 의의도와 설명력(총효과, 직접
효과, 간접효과)을 검증하였다. 이때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
랩(Bootstrap)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모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구조모형의 모든 모수추정치들의 표본분포를 추정하여 근사적인 표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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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및 신뢰구간, 유의확률을 구하는 유용한 방법이다(김계수, 2007).

Ⅳ. 연구 결과
1. 측정 자료의 기술 통계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의 검증하기 전의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우선, 각 변인들의
평균, 분산, 왜도와 첨도 값은 다음과 같다.
<표 3> 기술 통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토의법

3.77

1.05

-.521

-.304

발견탐구학습

3.79

1.11

-.728

.021

협동학습

3.68

1.27

-.797

-.229

입법

3.13

.61

.619

.860

행정

2.84

.88

-.319

.714

사법

2.96

.83

.840

.588

사회봉사

3.89

.92

-.592

.218

연대성

3.94

.95

-.819

.414

공정성

3.92

.93

-.540

-.192

연구대상자들의 모든 변인들은 평균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발견탐구
학습에 대한 학생 인식이 가장 높았고, 사고양식에서는 입법적 사고양식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의식에서는 연대성 평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측정 자료들의 정규
분포성을 확인한 결과, 절대값 1을 넘는 첨도나 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단변인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이 지각하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토의법, 발견탐구학습, 협동학습), 사고 양식(입
법, 행정, 사법), 민주시민의식(사회봉사, 연대성, 공정성)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4> 변인간 상관계수
x2
x3

x1
.619**
.563**

x2
.703**

x3

x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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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5

x6

x7

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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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4
x5
x6
x7
x8
x9

x1
.088
-.097
.066
.143**
.077
.090
x1: 토의법,

x2
x3
x4
.310**
.117*
-.168**
-.124*
-.643**
.228**
.154**
.656**
.222**
.281**
.270**
.199**
.210**
.295**
.194**
.201**
.285**
x2: 발견탐구학습, x3: 협동학습,
x7: 사회봉사, x8: 연대성,

x5

x6

x7

-.409**
-.183**
.268**
-.187**
.258**
.771**
-.238**
.188**
.589**
x4: 입법, x5: 행정, x6: 사법,
x9: 공정성

x8

.582**

*: p<.05, **: p<.01

앞서 제시된 것처럼 토의법은 발견탐구학습, 협동학습, 사회봉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발견탐구학습은 협동학습, 입법, 사법, 사회봉사, 연대성, 공정성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행정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였
다. 협동학습은 입법, 사법, 사회봉사, 연대성, 공정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상
관관계를 보였지만, 행정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입법은 사법, 사회봉사, 연대성, 공정성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행정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였
다. 행정은 사법, 사회봉사, 연대성, 공정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의 값은 -.643부터 .771까지의 범위에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김계수, 2007).

2. 연구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인과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다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모형 적합도


p

64.129

.000

기준값

GFI

TLI

CFI

RMSEA

.957

.953

.969

.072

p>.90

p>.90

p>.90

p<.08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p값이 판단기준 .0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GFI, TLI, CFI 값이
모두 .9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고, RMSEA 값 역시 .08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가설적으로
설정한 연구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확정하였다(Browne & Cudeck,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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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 구조모형

최종 구조모형의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학생이 지각하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이 사고
양식에 미치는 효과(.168, p<.001), 학생이 지각하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이 민주시민의식에
미치는 효과(.165, p<.01), 사고양식이 민주시민의식에 미치는 효과(.381, p<.001)가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고양식의 하위 변인 중 행정이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행정은 입법이나 사법과 상반된 방향성을 나타내며, 위 모형에서 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표 6> 잠재변수간 구조 분석 결과
경로

Estimate

C.R.

P

학습자중심 수업방법 → 사고양식

.277

4.634

.000

학습자중심 수업방법 → 민주시민의식

.203

3.215

.001

사고양식 → 민주시민의식

.284

4.570

.000

앞서 제시된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총효과(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분해는 다음과 같다.
<표 7> 총효과 분해(표준화된 경로 계수)
경로

직접효과

학습자중심 수업방법 → 사고양식

.277**

학습자중심 수업방법 → 민주시민의식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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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효과
.277**

.101**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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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직접효과

사고양식 → 민주시민의식

.284**

간접효과

총효과
.284**
**: p<.01

효과분해 결과 학생이 지각하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이 사고양식에 .277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직접효과와 총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사고양식이 민주시민의식에 .284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와 총 효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중심 수업방법과 민주시민의식 간에
간접효과는 .101이고, 직접효과 .203을 더한 총 효과는 .304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최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교육비전으로 부각되고 있는 민주시민교
육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 현장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
에서 제시되지 못한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의 효과성과 사고양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는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주체가 학생이므로 무엇보다도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의 수업방법을 바라봐야 하고, 교사의 수업방법이 학생 사고양식의 사회화에 영향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지각하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은 사고양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방법과 사고양식 유형의 밀접한 관련성
을 설명한 Sternberg와 Zhang(2001)의 주장과 일치한다.
둘째, 사고양식은 민주시민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자중심 수업방법보다 사고양식이 민주시민의식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시민의식과 관련된 교수․학습 과정에
서 사고양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설명하는 동시에 Sternberg(2017)가 논의한 사고양식
과 민주시민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
셋째, 학생이 지각하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은 민주시민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시민의식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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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남, 2014; 이병희, 2015; 최고은, 2009). 그리고 학습자중심 수업이 의사소통능력, 협동
심, 사회적 책무성으로 구성된 사회적 역량 함양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 류성창과 라종민
(201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인식하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
은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문성(2002)은 개별학습이나 경쟁학습을 강조하는 교육 구조에서는 학생의
사회성과 학습동기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습자중심 수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협동학습과 같은 학습자중심 수업은 민주시민의식과 유사하
게 작용하기 때문에 학습자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사회적 자아개념
이 형성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이 제고될 수 있다는 주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정문성,
최현희, 전영은, 2017). Brookfield와 Preskill(2005) 역시 학생중심 수업과정을 통해 학생들
은 민주적 절차와 태도를 습득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넷째, 사고양식은 학생이 지각하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과 민주시민의식의 관계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
중심 수업방법이 사고양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며, 사고양식은 다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
식에 영향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시에
학습자중심 수업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사고양식을 고려해야 함이 매우 중요하다
는 사실을 포함한다.
한편 매개변인으로서의 사고양식 중 입법이나 사법이 연구 모형에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입법적 사고와 사법적 사고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두 사고양식을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면 민주시민의식의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Sternberg(2017)는 입법적 사고의
향상을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고 문제해결방안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사법적 사고 능력 개발을 위해서 동료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과 조언을 제시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볼 때, 민주시민교육은 지적탐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실
또는 교실 밖에서 학생들의 의미 있는 참여와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민주시민의식 관련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 학생의 사고양식을 고려하고 창의적이거나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과제 제시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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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민주시민의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특히 중학교 시기는
개인의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단계로써 이 때 이루어지는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의 형성을
위한 교육은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다(장은주, 2017).
본 연구는 민주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
기 위해 실행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수업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학습자중심 수업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학생 사고양식이 중요 변인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중심 수업과 사고양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과정이 진
행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교육청에서
민주시민의식 제고 관련 학술세미나나 현장실천대회 등을 제안한다.
앞서 제시된 결론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지각하
는 학습자중심 수업방법, 사고양식, 민주시민의식의 관계 구조를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을 통해 학생 개인적 특성에 따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성별, 학업성취도 수준 등에 따라
집단별 분석을 실시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모형에 대하여 혁신학교에 재학생과 일반 학교 재학생 사이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혁신학교는 학생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함양하도록 돕는 실험적인 공교육 시스
템으로써 교사의 티칭(teaching)이 아닌 학생들 사이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배움을 중요시한
다. 최근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혁신학교 정책이 민주시민의식 교육에 대한 효과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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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r-Centered Instructional
Methods Perceived by Students and Democratic Citizenship
Kim, Jin-Cheol(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Supervisor)
Yoon, So Hee(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searc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tructural relations among
learner-centered instructional methods perceived by students, thinking styles
and democratic citizenship.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24 middle school
students through a survey and analyzed through statistical software such as
SPSS 21.0 and AMOS 21.0.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as implemented to
describe the basic features of the data. Also,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adopted to estimate relations among
learner-centered instructional methods perceived by students, thinking styles
and democratic citizenship.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learner-centered
instructional methods perceived by students positively predicted thinking
styles at the significance level. Second, thinking styles showed positive
impact

on

democratic

learner-centered

citizenship

instructional

at

the

significance

methods perceived

by

level.

Third,

students positively

predicted democratic citizenship at the significance level. Fourth, thinking
styles were the mediator variable among the three latent variables at the
significance level. Specifically, executive in thinking styles showed negative
impact, whereas legislative and judicial were positive impact factors. Results
in this study could provide implications 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based on aptitude-treatment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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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Citizenship, Student-participatory Class, Teaching
and Learning, 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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