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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과학교과에 적용된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의 효과 분석

․김유나 ․윤성혜

1)강명희*

￭요

**

***

약￭

본 연구는이야기를 활용한협동수업방법을 중학교과학교과에적용한 후, 그 학습효과를 인지
적, 정의적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과학적 자기효능감, 과학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
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경기도의 A중학교 1학년 학생 84명을 대상으로 정규 과학수업에서
이야기를활용한협동수업과일반수업을각각4 주씩모두8주동안실시하는과정에서3차례수집
된 자료를 학습자의 사전성취수준과 수업형태의 두 독립변인을 중심으로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
을실시하였다.분석결과는첫째,학습자의사전성취수준(상위/하위)에따라정의적측면인과학
적자기효능감과과학에대한태도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발생하지않았으나인지적측면인
학업성취도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둘째, 수업형태(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일반수업)에 따
라과학적자기효능감의변화량은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으나과학에대한태도와학업성취
도 변화량은 이야기 활용수업이 일반수업보다 긍정적으로 높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셋째,
사전성취수준과수업형태간의상호작용효과를확인한결과과학적자기효능감및과학에대한태
도의경우는상호작용효과가나타나지않았으나,학업성취도에서는상호작용효과가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전성취수준이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보다 이야기 활용수업에서 학업성취도의 긍
정적 변화가 더많았다는것이다. 이는 이야기를활용한협동수업을 현장적용할시에학습자의사
전성취수준을고려할필요성을시사하며,이야기형태, 전달매체, 적용범위등도학습자의수준에
맞추어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이야기 활용수업, 협동학습, 과학교육

I. 서 론
내러티브(narrative)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강경희, 2011; 김만희, 김범
기, 2002; Clough, 2011; Fisher, 1984). 내러티브란 이야기를 뜻하며, 인간은 내러티브를 사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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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삶을 구성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타인의 삶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이흔정, 2004). 이와 같이 내러티브를 통해 인간은 삶과 밀접한 경험 및 지식들을
통합시키고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지식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은 내러티브와 교육의 밀접한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다(고현덕, 2013). 이에 내러티브 사고의 대표적인 형태인 이야기를 교육에 도입하여 학
습자의 성취를 높이려는 시도 또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강경희, 2011).
이러한 시도들은 교육현장에서 내러티브 사고의 비중이 패러다임적 사고에 비해 낮다는 점을 돌이
켜 볼 때 의미가 있다. 패러다임적 사고와 내러티브 사고는 대조되는 사고 유형으로서, 패러다임적
사고는 치밀한 분석, 논리적 증명, 타당한 가설과 같은 논리-과학적 사고인 반면 내러티브 사고는
삶의 요구를 반영하며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맥락적인 사고이다(Bruner, 1996). 여러 학자
들은 패러다임적 사고에 치우쳐 있는 현대 교육을 지적하였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내러티브적
사고나 패러다임적 사고 중 하나만을 강조하는 편향적인 교육은 학습자의 통합적인 사고 및 폭넓은
경험생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한다(김만희, 김범기, 2002; Bruner, 1996).
과학교과의 경우 통념상 내러티브 사고와는 관련이 적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과학수업
현장에서는 지식의 전달 및 암기에 초점을 맞춘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학습자가
실생활 맥락 속에서 과학 지식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다(교육과학
기술부, 2011). 이러한 교육상황은 단기적으로는 학습자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학습자가 과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의적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나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의 결
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 자신감, 가치인식, 흥미 등 정의적 영역에 대한
성취도는 국제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자, 변정호, 권용주, 2012). 이러한 상황
에서 과학교과에 대한 내러티브적인 접근은 현행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
될 수 있다.
한편 과학 수업 방법은 과학적 탐구의 본성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과학적 탐구의 핵심적 요소가
협동이라는 점(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89)에서 협동학습
(cooperative learning)이 강조되고 있다. 협동학습은 경쟁적 학습이나 개인주의적 학습에 비해 인
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더 높은 학습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ohnson & Johnson,
1989). 협동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명확한 집단의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Johnson & Johnson, n.d.), 이 때 이야기를 활용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과학 탐구 공동체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러티브적인 접근방법과 협동학습을 통합 적용하여, 과학교과에서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을 설계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과학 학습을 위한 수업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이란 이야기를 활용해 학습내용에 대한 풍부한 맥락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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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연계된 친근한 맥락을 통해 학습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며, 동료학습자들과 협동하면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수업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올바른 교육은 학습자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발달하도록 돕는
전인적인 교육이므로 학습효과의 인지적 변인으로는 학업성취도를, 정의적 변인으로는 과학적 자기
효능감과 과학에 대한 태도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정의적 변인들은 PISA 2006에서 과학교과에서의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려한 변인들로 학업성취도 주요 예측변인으로 사용되고 있
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향상은 과학에 대한 불안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학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과학교육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 중 하나임과 동시에 학습자
가 과학관련 진로를 선택하거나 과학관련 정책에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기
대할 수 있다. 나아가 이공계 기피 현상의 심화와 함께 미래 과학기술인력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
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이야기를 활용한 협동수업의 교육적 가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야
기는 학습자에게 정보 및 지식에 대한 풍부한 맥락을 제공하고 학습자에게 친숙한 사례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Ellis & Brewster,
1991; Loukia, 2006). 또한 학습자들 간의 협력적인 과학 탐구 활동은 학습자들이 과학교과 내용을
더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과학에 대한 더 높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Johnson & Johnson,
1989).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야기를 활용한 협동수업은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으로 이
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과정에서 촉진되는 흥미, 동기 및 몰입은 학습자가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권혁일, 2008; Mello, 2001).
그러나 이러한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과학교과에서의 이야기는 주로 수업의 도입부에서 학습자
의 흥미 유발이나 주의집중을 위한 단편적인 자료로 사용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이야기의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많은 학습자들이 주로 교사의 설명을 듣
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과학 수업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이미경, 정은영,
2004), 이야기와 협동학습을 과학교과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활용한 협동수업을 설계하여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수업이 학

․

습자에게 미치는 인지적 정의적 학습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이야기를 활용한 협동수업이 학습
자의 전인적인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과학교과에 있어서 이야기의 필요성 및 협동학습
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중학교 수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의 설계 및 절차를 소개하고, 향후 유사한 수업 설계에 재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안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사전성취수준(상위/하위)에 따라 학습효과(과학적 자기효능감, 과학에 대한 태도,
학업성취도의 향상 정도)는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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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업형태(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일반수업)에 따라 학습효과는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사전성취수준과 수업형태는 학습효과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과학교과와 이야기를 활용한 협동수업
가. 과학교과에서 이야기의 활용
내러티브 사고를 반영하는 하나의 형태인 이야기(story)는 캐릭터를 포함한 일련의 사건들
(events)로서, 시간 순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줄거리(plot)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Clough,
2011). 이야기는 인간 사고방식의 본성을 반영하며, 인간이 역사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전달해
온 대표적인 방법이다(Jonassen, 2004). 내러티브 형태로 경험을 구성한 이야기는 학습자들의 인지
적 노력을 줄여줄 수 있다(Bruner, 1990).
교육적 맥락에서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학습자들은 기존 인지 구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야기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이야기의 교육적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는 학습자에게 정보 및 지식에 대한 풍
부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는 서로 관련이 없는 사건들을 이야기가 제시하는 맥락 속에
모음으로써 이해력 및 기억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현덕, 2013; Lauritzen & Jaeger, 1997). 둘째,
이야기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친숙한 사건들을 통해 학습자에게 실제적이고 친숙한 예시를 제공함으
로써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학습자와 이야기 속 인물 사이
의 감정적인 유대는 학습자의 흥미, 동기 및 몰입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학습태도 향상
으로 이어질 수 있다(권혁일, 2008; 김효정, 유병길, 2013; 손정우, 정은주, 2013; Ellis &
Brewster, 1991; Lauritzen & Jaeger, 1997; Loukia, 2006; Mello, 2001). 셋째, 학습자들은 이야
기를 자신의 기존 경험과 통합시키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생성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이흔정, 2004; Lauritzen & Jaeger, 1997).
학교 과학수업 현장에서도 이러한 이야기의 교육적 가치가 발휘될 수 있다. 현대 과학이 5%의 실
험관찰과 95%의 추론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Bruner(1996)의 말에서 생각해볼 수 있듯이 과학자들은
수많은 관찰 사례들 속에서 의미를 찾아 원리나 법칙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활용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과학교과에서도 과학적 개념학습을 위한 이야기 활용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만희, 김범기, 2002). 과학교과에서의 이야기 활용 방법은 크게 과학 읽기자료나 과학 글쓰기로
나누어지는데 선행연구들의 경우 이야기를 다른 교수 방법과 병행하여 사용하거나 수업의 도입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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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미에 학습자의 흥미유발 및 내용정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확인되었다(강경
희, 2011; 고현덕, 2013, 김진학, 2001).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이야기의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
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업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활용한 수업을 설계하
고 그 학습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 과학교과에서의 협동학습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이란 둘 이상의 학습자가 무언가를 함께 배우거나 배우고자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Dillenbourg, 1999). 협동학습은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어 온 경쟁적 학습
(competitive learning) 및 개인주의적 학습(individualistic learning)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동료
학습자들이 학습의 자원이자 파트너로 작용하며 학습의 성공이 이들의 참여에 달려있다는 특징이 있
다(Tanner, Chatman, & Deborah, 2003).
과학교과에서 이러한 협동학습은 다양한 학습자를 과학 탐구에 참여시키고, 교실에서의 과학자 공
동체를 창출하는 방법으로서 주목받아왔다(Hofstein & Lunetta, 2004). 과학 수업은 과학적 탐구의
본성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과학적 탐구의 핵심이 바로 협동이라는 것이
다(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89). Johnson과 Johnson(1989)이
실시한 협동학습에 관한 메타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경쟁적 학습이나 개인주의적 학습에
비해 협동학습에서 더 많이 배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협동학습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교과내용
을 더 즐기고, 더 높은 자신감을 보였으며, 다양성을 더 잘 받아들였다.
Johnson과 Johnson(n.d.)은 이러한 협동학습을 과학 수업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다. 우선 학습자를 2-4명 정도의 소집단을 이루도록 하되, 대부분의 경우 이질적
집단이 권장된다. 또한 집단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개인의 책임을 확인하며, 기대되는 행동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집단 활동에의 참여 정도를 점검한다. 이러한
협동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야기가 활용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집단의 목적을 명확하
게 제시하기 위해 이야기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인지적 노력을 줄여줄 수 있으며(Bruner,
1990), 학습자들이 과학 탐구 공동체 활동에 보다 몰입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과에서 학습자들의 협동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이야기를 활용한 협동수
업을 설계하고, 이러한 수업 전략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은 이야기를 통해 학습자의 삶과 연계된 친근한 맥락을 제공하고, 동료학습자들과 협동하면
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수업을 말한다.

2.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과 과학적 자기효능감
과학적 자기효능감이란 과학교과에서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Dalgety & C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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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즉, 과학관련 과제, 과목, 활동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의미하며, 학습자의 과학 관련활동 선택, 활동에 기울이는 노력, 또는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활동의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친다(Britner & Pajares, 2006).
학습자들은 이야기를 통해 주제 일관성, 사건 나열성, 결속성, 유창성 등의 요인들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 요인들은 성취에 대한 동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학습 내용을 재구조
화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즉, 이 과정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인지적 통제 및 메타인지 전략을
통해 수행해야하는 고차원적인 과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자기효능감의 구인인 자신감, 조절감, 과제
수행의 수월성 등을 요구하게 된다(Crossley, 2000, 김지일, 2011에서 재인용). 또한 학습자들은 성
공적인 협동학습 과정을 통해 동료 학습자들과 긍정적 상호의존을 경험하며, 이는 자기효능감과 같
은 동기를 유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Slavin, 1995).
이에 주목해보면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은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관계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여러 선행연구가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사를 활용한 소집
단 토론 수업을 진행한 강석진, 김영희, 노태희(2004)의 연구에 의하면 실험집단의 학습동기가 통제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그 하위요인인 자신감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다. 자신감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자신감을 자기효능
감이라고 표현하는 연구자도 있다(김아영, 박인영, 2001; 한순미, 2004; Sherer et al, 1982). 한편
유병민, 전종철, 박혜진(2013)의 연구는 대학 수업에서 협력적 성찰을 통한 학습 전후에 자기효능감
의 유의한 향상이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 개인적 성찰보다도 협력
적 성찰을 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협동학습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은 학습자
의 과학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는 중학교 과
학교과에서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3.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과 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에 관련된 태도는 일반적으로 인지적 측면이 강한 ‘과학적 태도’와 정의적 측면이 강한 ‘과학
에 대한 태도’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은 구분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과학적 태도’는 과학자
가 발휘해야 할 태도로서 신중성, 합리성, 개방성, 객관성 등을 포함하는 반면 ‘과학에 대한 태도’는
과학 그 자체, 과학직업, 학교 교과로서의 과학 등에 대해 가지는 흥미, 태도, 지지 여부 등을 포함한
다(Gardner, 1976; Laforgia, 1988). 본 연구는 과학에 관련된 태도 중 정의적 측면의 학습효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므로, 학습효과 변인으로서 ‘과학에 대한 태도’를 상정하였다.
과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이 중 가정이나 사회문화적 요인은
교사나 학습자의 노력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우므로 학교 관련 요인에 초점을 맞춰 긍정적인 변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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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미경, 정은영, 2004). 과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는 과학에 대한 경험, 교사 및 학급 분위기, 교사의 기대 수준 등이 있으며 학교급이나 학기 같은
조건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권치순, 허명, 양일호, 김영신(2004)이

․․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에 가장 영
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은 과학에 대한 경험이며 그 중에서도 학교 내외에서의 과학 활동이 주요한

․․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미경과 정은영(2004)은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를 조사한 바 있는데, 과학을 좋아하는 주된 이유는 과학 과목의 내용 및 특성에 기인
하였으며, 싫어하는 주된 이유는 과학 수업방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학
생들이 과학 수업이 주로 교사의 설명을 듣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
서 강의식 수업이 아닌, 이야기를 활용한 협동수업과 같은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수업방법이 과학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여러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활용한 수업 후 과학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 및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졌으며 과학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진학, 2001; 김효정, 유병
길, 2013; 손정우, 정은주, 2013). 또한 동료 학습자와의 협동을 통한 학습 과정은 학습자들로 하여
금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계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는 Springer, Stanne와
Donovan(1999)이 수행한 메타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업을 적용한 기간, 방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연구자
들은 수업 처치 후 과학에 대한 태도가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은 원인으로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단기적으로 진행하여 충분한 과학경험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 준비한 수업자료가 흥미유발에 불충
분하였다는 점 등을 보고하고 있다(심창섭, 김익균, 2003; 이진영, 2007). 또한 학습자의 특성도 수
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그 원인으로 학습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수업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이현선, 유정문, 2004; 조선미, 2004). 학습자가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흥미의 대상으로 느끼는지, 혹은 추가된 학습 내용으로 인식하여 심리적 부담
을 느끼는지 등에 따라 학습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의 효과
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사가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수업방법을 선택하는 작업이 선행되
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과 학업성취도
협동학습의 촉진을 위해 설계된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여러 선
행 연구들은 이러한 수업 방법이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김진학(2001)
은 이야기를 활용한 수업이 학습자의 개념학습과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
자의 학업성취도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Kolodner 등(2003)은 중학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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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수업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사례기반 추론 문제를 협동하여 해결하도록 처치하고 그 학습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처치집단의 학습자들이 일반수업에 참여한 학습자 이상으로 과학
내용을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야기를 활용한 협동수업은 과학교과의 학업성취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학습에 대한 효과성은 처치가 적용되는 학습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희준과 김연
상(2010)은 수업 자료가 쉽고 명확한 과학개념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이해도가 증진되었으나, 어려운 과학개념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 자료와 설명식 자료 간의 유
의한 학습효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양정인과 유병길(2010)은 이야기 수업을 적
용하는 단원이 선언적 지식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나 과정적 지
식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업 처치의 효
과는 학습자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Kolodner 등(2003)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과학 내용 습득
에 대한 처치의 효과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선행연구들을 통
해 사전성취수준과 같은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수업 처치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이현선, 유정문, 2004; 조선미, 2004).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의 A중학교 1학년 학생 10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84명의 설문지가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연구대상의 성비는 남학생이 40명(47.6%), 여학생이
44명(52.4%)로 나타났다.

2. 연구 절차 및 설계
가.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준비 단계, 실행 단계, 분석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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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절차

첫째, 준비 단계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 및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효과 변인(과학적 자기효능
감, 과학에 대한 태도, 학업성취도) 및 변인의 측정 도구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야기를 활용한 협동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사전준비 과정으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학습단원을 선정하고 이를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 모형에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둘째, 실행 단계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설계한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 및 일반수업을 동
일교사가 각각 4주 간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각 처치 전후(처치 이전,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 이후,
일반수업 이후) 총 3차에 걸쳐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의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은 서사문 형태
의 이야기 자료로 진행되는 수업을 의미하며 협동학습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일반수업은 설명
문 형태의 자료를 통해 위계적으로 내용이 제시되는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의미하며 개별학습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동일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과 일반수업을 적용해보고, 반복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반복측정 분석은 처치의 효과가 다음 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최소한의 대상자로 처치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반
복측정은 이질적인 대상자로 실험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개체 간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남덕현, 김차용, 1993), 의료 및 보건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석방
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잔존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처치 사이에 충분한 시간차를 두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특히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중간고사 대비 및 시험, 문제 풀이 등이
이뤄져, 일반수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졌다. 실행 단계의 연구 설계도는 <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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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분석 단계에서는 SPSS 20.0을 이용하여 수집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1> 반복측정 실험 설계도

O1 → X1 → O2 → X2 → O3
주) O1: 과학적 자기효능감, 과학에 대한 태도, 학업성취도 1차 검사
X1: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4주)
O2: 과학적 자기효능감, 과학에 대한 태도, 학업성취도 2차 검사
X2: 일반수업(4주)
O3: 과학적 자기효능감, 과학에 대한 태도, 학업성취도 3차 검사

나. 수업 설계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과학교과의 ｢힘과 운동｣ 단원을 선정하고 전현정과 강현석(2009)의 이야
기 수업 모형에 적용하여 13차시로 이루어진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을 설계하였다. 이야기 수업 모형
은 수업 설계의 틀뿐만 아니라 이야기 진행방향의 지침까지 제공하는 모형으로서, 구체적인 단계 제
시를 통해 교사가 이야기 활용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전현정, 강현석, 2009). 즉, 교사가 이야기 속에 수업 주제와 관련된 대립요소를 포함시키고 대
립요소 간의 갈등 및 갈등 해소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수업주제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속에 대립되는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인물들 간의 갈등 및 갈등해소
과정을 통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으며, 이러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학습자가 조를 이루
어 협동하여 갈등해소 방안을 탐구하도록 하였다. 수업 모형의 적용 예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이야기 수업 모형 적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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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학급의 학생들은 5명 전후로 조를 이루어 주어진 이야기

․

자료를 읽으며 이야기 속의 과제를 수행하고 수행한 과제 및 학습 내용을 활동지에 요약 정리하였
다. 이 과정에서 이야기를 읽는 활동에 모든 조원이 활발히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조원마다 각기 다
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예를 들어 조장은 이야기 속의 내레이션을 읽으며 활동을 주도하는 ‘꼬마선
생님’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나머지 조원들은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을 맡았다. 학생들은 토의를 통해

․

수행된 과제 및 학습내용을 활동지에 요약 정리하였으며 조별 활동이 끝난 후 조별로 결과물을 발
표하고 공유하였다. 교사는 활동 중에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활동 후에는 시범 실험, 보충
설명, 문제 풀이, 질문법 등을 통해 학생들을 돕는 학습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의
활동에 사용된 자료의 예시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수업자료 예시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활용 협력수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과학적 자기효능감, 과학에 대한
태도, 학업성취도를 변인으로 상정하고, <표 2>에 제시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3차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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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 도구

측정변인

출 처

문항 수

과학적
자기효능감

Glynn, Brickman, Armstrong
& Taasoobshirazi(2011)

과학에 대한 태도
학업성취도

신뢰도
1차

2차

3차

평균

5

.89

.90

.89

.89

전화영(2001)

14

.89

.92

.90

.91

-

6

-

과학적 자기효능감은 Glynn, Brickman, Armstrong과 Taasoobshirazi(2011)가 개발한 학습동기
측정도구를 미국 조지아 대학교 연구진이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안하여 배포한 Science Motivation
QuestionnaireII(SMQII)의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 요인을 중학생에 적합한 어휘로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평균 .89로 나타났다.
과학에 대한 태도는 과학수업, 과학학습태도, 과학관련 직업선호, 과학과 성차라는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화영(2001)의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평균 .91
로 나타났다. 과학적 자기효능감과 과학에 대한 태도 변인은 정의적 속성과 관계된 자기보고식 설문
으로서, 학습자들에게 솔직하게 느끼는 대로 응답할 것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
복적으로 활용하였다.
학업성취도는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 전,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 후, 일반수업 후 총 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학업성취도 검사는 각 6문항으로 과학내용전문가(과학교사) 2인의 경험적 판단을 기준
으로 동형의 검사지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20.0을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및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요약하였다. 또한 사전성취수준(상위/하위)별,
그리고 수업형태(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일반수업)별 학습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
산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또한 수업형태에 따른 학습효과에 사전성취수준(상위/하위)이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measures ANOVA)을 적용해
사전성취수준과 수업형태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를 보
완하기 위하여 효과크기(effect size)를 확인하였다. 실제적인 유의성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인 효과
크기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이광희, 2013). 효과크기를
측정하는 지수로 Cohen's d를 사용하였으며, 이 값은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통합 표준편차로 나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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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으로 산출된다. 이 때 Cohen’s d 값이 .2면 작은 효과크기, .5면 중간 효과크기, .8이면 큰 효과크
기로 간주할 수 있다(Cohen, 1988).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활용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학교 1학년 과학교과에서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으로 4주를 진행하고 일반수업으로 4주를 진행한 후 사전성취수준 및 수업형태에 따른

․

학습효과 차이를 과학적 자기효능감, 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성취도의 변화량으로 비교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기술통계 분석,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 및 효과크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통계 분석
사전성취수준(상위/하위) 및 수업형태(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일반수업)별 과학적 자기효능감, 과
학에 대한 태도, 학업성취도의 변화량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 때
사전성취수준은 사전 과학 학업성취도의 중앙값(median)을 기준으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구
분하였으며, 연구 대상 84명 중 상위 집단은 38명(45%), 하위 집단은 46명(55%)로 나타났다.
<표 3> 기술통계 분석결과

측정변인

과학적
자기효능감

과학에 대한
태도

학업성취도

만점

5

5

6

사전성취
수준

표본 수

상위집단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 전후
변화량(2차-1차)

일반수업 전후 변화량
(3차-2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8

-.05

.61

.01

.73

하위집단

46

.11

.78

-.13

.61

합계

84

.04

.71

-.07

.67

상위집단

38

-.05

.48

-.31

.42

하위집단

46

.03

.36

-.35

.38

합계

84

-.01

.42

-.33

.40

상위집단

38

-.59

1.30

-.90

1.44

하위집단

46

.82

1.63

-.71

1.65

합계

84

.18

1.64

-.80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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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성취수준 및 수업형태별 학습효과를 살펴보면, 과학적 자기효능감은 상위 집단에서 이야기 활
용 협동학습 전후 -.05로 감소하였고, 일반수업 전후 .01로 증가하였다. 하위 집단에서는 이야기 활
용 협동학습 전후 .11로 증가하였고, 일반수업 전후 -.13으로 감소하였다. 과학에 대한 태도의 경우
상위 집단에서 이야기 활용 협동학습 전후 -.05로 감소, 일반수업 전후 -.31로 감소하였으며, 하위
집단에서는 이야기 활용 협동학습 전후 .03으로 증가, 일반수업 전후 -.35로 감소하였다. 학업성취
도는 상위집단에서 이야기 활용 협동학습 전후 -.59로 감소, 일반수업 전후 -.90으로 역시 감소했
다. 하위 집단에서 학업성취도는 이야기 활용 협동학습 전후 .82로 증가하였고, 일반수업 전후 -.71
로 감소하였다.

2. 반복측정 분산분석
학습자의 사전성취수준(상위/하위)과 수업형태(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일반수업)에 따른 학습효과
(과학적 자기효능감, 과학에 대한 태도, 학업성취도의 향상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 반
복측정 분산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 실시에 앞서 Box의 검정 및 Levene의
검정을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가 기본가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Box의 검정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과학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확률이 .11(p > .01), 과학에 대한 태도는 .02(p > .01), 학업성취도
는 .41(p > .01)로 나타나 공분산 행렬에 대한 동일성을 만족하였으며, Levene의 검정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과학적 자기효능감은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의 경우 .55(p > .05), 일반수업의 경우 .38(p >
.05), 과학에 대한 태도는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의 경우 .06(p > .05), 일반수업의 경우 .83(p > .05),
학업성취도는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의 경우 .18(p > .05), 일반수업의 경우 .24(p > .05)로 나타나 학
습효과에 대한 오차분산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수집한 자료가 기본가정을 만족하
여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사전성취수준에 따른 학습효과
수업형태와 관계없이 사전성취수준(상위/하위)별로 학습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과학적 자기효능감(F = .15, p = .70)과
과학에 대한 태도(F = .01, p = .92)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학업성취도(F = 24.01, p = .00)는 사전성취수준에 따라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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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전성취수준별 학습효과 차이 검증

측정변인

구분

표본 수

평균 변화량

표준편차

과학적
자기효능감

상위집단

38

-.02

.71

하위집단

46

-.01

.61

과학에 대한
태도

상위집단

38

-.18

.51

하위집단

46

-.16

.32

상위집단

38

-.75

1.33

하위집단

46

.06

1.61

학업성취도

사전성취수준

F

p

.15

.70

.01

.92

24.01

.00*

* p <. 05

나. 수업형태에 따른 학습효과
사전성취수준과 관계없이 수업형태(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일반수업)에 따라 학습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과학적 자기효능
감(F = .53, p = .47)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과학에 대
한 태도(F = 16.72, p = .00)와 학업성취도(F = 9.93, p =.00)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수업형태별 학습효과 차이 검증(n = 84)

측정변인

구분

과학적
자기효능감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

.04

.71

일반수업

-.07

.67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

-.01

.42

일반수업

-.33

.40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

.18

1.64

일반수업

-.80

1.55

과학에 대한 태도
학업성취도

평균 변화량

표준편차

수업형태

F

p

.53

.47

16.72

.00*

9.93

.00*

* p <. 05

다. 학습효과에 대한 사전성취수준과 수업형태의 상호작용 효과
수업형태별 학습효과가 사전성취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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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전성취수준에 따른 수업형태별 학습효과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사전성취수준 상위집단 n = 38, 하위집단 n = 46)

측정변인

과학적
자기효능감

과학에
대한 태도

학업성취도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사전성취수준

.00

1

.00

.01

.92

수업형태

.38

1

.38

.53

.47

수업형태 × 사전성취수준

.95

1

.95

1.30

.26

오차

59.79

82

.73

합계

78.95

167

사전성취수준

.01

1

.01

.15

.70

수업형태

4.17

1

4.17

16.72

.00*

수업형태 × 사전성취수준

.15

1

.15

.60

.44

오차

20.45

82

.25

합계

31.97

167

사전성취수준

26.66

1

26.66

24.01

.00*

수업형태

35.20

1

35.20

9.93

.00*

수업형태 × 사전성취수준

15.41

1

15.41

4.35

.04*

오차

290.59

82

3.54

합계

458.91

167

* p <. 05

[그림 4] 학업성취도의 상호작용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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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과학적 자기효능감(F = 1.30, p = .26) 및 과학에 대한 태도(F = .60, p = .44)는 유의수
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학업성취도(F = 4.35, p = .04)
의 경우 [그림 4]와 같이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성취수준별로
학업성취도의 효과크기(Cohen's d)를 살펴보면, 상위 집단의 경우 효과크기는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
전후에서 -0.61, 일반수업 전후에서 -0.72로 나타나, 두 형태의 수업 모두 부적 변화를 보였으며,
그 크기는 중간 효과크기(.5)와 큰 효과크기(.8) 사이였다. 이 때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이 일반수업보
다는 부적 변화가 다소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하위 집단의 경우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
전후에서 0.54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일반수업 전후에서 –0.46으로 부적인 중간 정도
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를 통해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 이후에는 정적인 변화가, 일반수업 이후에는
부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패러다임 사고 중심의 과학교과 수업현장을 보완하고 학습자의 통합적인 사고와 다면적
인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러티브 사고를 반영한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을 제안하고 그 효
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학습효과 변인으로 과학적 자기효능감, 과학에 대한 태도, 학업성취도
를 선정하고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을 설계 및 실행함으로써 학습효과가 사전성취수준 및 수업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성취수준에 따른 학습효과 차이를 확인한 결과, 정의적 변인인 과학적 자기효능감과 과학
에 대한 태도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지적 변인인 학업성취도의
변화량은 사전성취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인지적 변인이 정의적 변인
보다 단기간 내 큰 변화량을 보인다는 것을 함의한다. 또한 사전성취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 변화량의
유의한 차이는 하위 집단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위 집단의 학업성취도가 향상하였어도 상위 집단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함을 또한 알 수
있는데, 이는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에 비해 높은 과학적 자기효능감 및 과학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권혁일, 2008; 이진영, 2007).
또한 수업형태에 따른 학습효과 차이를 확인한 결과 과학에 대한 태도 및 학업성취도의 변화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보다 일반수업에서 과학에 대한 태도
및 학업성취도 변화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야기 활용 수업과 협동학습이
과학에 대한 태도 및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
다(김진학, 2001; 김효정, 유병길, 2013; 이현선, 유정문, 2004; 조선미, 2004; Kolodn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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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Springer, Stanne, & Donovan, 1999). 그러나 학습자들이 흥미로운 수업형태를 접했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흥미로운 수업형태에서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형태로 돌아갔을 때의 부정적인 효
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의 긍정적인 처치효과를 지
속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반면 과학적 자기효능감의 경우에는 수업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이 학습자가 기본 개념 및 원리를
실생활의 예와 연관시켜 이해 및 습득하는 것에는 유용한 수업형태이나, 학습자가 수업 내에 반복학
습을 통해 학습내용에 대한 성공경험을 높여 단기간에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
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의 실시 전에 처치가 적용될 학습단원의 적합
성 여부를 확인하고 학습자에게 성공경험을 부여하기 위한 보완방법에 대해 고려하는 단계를 밟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전성취수준에 따른 수업형태별 학습효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성취수준 및
수업형태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업성취도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반면 과학
적 자기효능감과 과학에 대한 태도에서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사전성취수준에 따라 수업형태별 학업성취도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연구 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이현선, 유정문, 2004; 조선미, 2004). 특히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 전후의
사전성취수준별 학업성취도 차이를 비교해보면, 상위 집단은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 후 학업성취도가
감소한 반면, 하위 집단은 학업성취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해석에 도움을
얻기 위해 실시한 개방형 설문지의 응답을 통해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학습에 소극적이고 낮은 성취를
보이는 하위 집단은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을 통해 과학수업에 대한 흥미, 이해 및 집중도가 증가하였
다고 응답한 반면, 학습에 적극적이며 높은 성취를 보이는 상위 집단은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에서

․

재미는 느낄 수 있었으나 이야기 내에서 개념을 뽑아내는 것이 어려웠으며, 심화 응용학습이 이루
어지지 않아 불만족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즉,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은 사전성취수준이 낮은 학습
자에게는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 및 기본 개념 습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사전성취수준
이 높은 학습자에게는 심화 학습 자료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들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중학교 1학년
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특히 학습자 및 학교 특성에 따라 학습

․

효과 변인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하면 학년 학교급별로 보다 많은 자료가
수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이미경, 정은영, 2004; 정영란, 김시온, 2012; 정영란, 신아연, 2011).
또한 대조군 없이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측정을 실시하였으므로 동일 검사지로 인한 기억 효과
및 무성의한 응답 비율이 나타났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 활용 협동수업이라는 새로운 수업형태에 기인한 신기성(novelty) 효과의 발
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연구들에 비해 비교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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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수업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활용한 수업을 적용하고 학습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내러티브적인 본질을 강조한 이야기 활용 수업을 설계하고 교과과정 및 시공간적 제약
을 받는 학교 교육현장에 협동학습의 형태로 적용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학습자 특성인 사
전성취수준별 이야기를 활용한 협동수업의 학습효과 차이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수업 설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학습자 및 학습 환경 분석을 위한 하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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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 Story-Based Cooperative Learning Method
for Middle School Science Lessons
Kang, Myunghee(Professor,

Dept. of Educational Technology, Ewha Womans University)
Kim, Yuna(Teacher, Oju Middle School)
Yoon, Seoghye(Ph.D. Student, Dept. of Educational Techn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story-based cooperative learning
method implemented in middle school science classes. Students' science achievement was
selected as a variable for the learning effect of the cognitive domain, while science self-efficacy
and attitude toward science were selected as variables for the affective domain. Participants
were 84 students from a Korean middle school. One science teacher conducted the science
lessons for 4 weeks using story-based cooperative learning and for another 4 weeks using
traditional lessons. Students were surveyed 3 times on the learning effects of the story-based
cooperative learning method(science self-efficacy/ attitude toward science/ science
achievement). The first survey was conducted at the beginning of the story-based cooperative
learning lessons, the second survey was given after the final story-based cooperative learning
lesson, and the final survey was conducted after completing the traditional lessons. Study data
were analyzed through a descriptive analysis, a repeated measures ANOVA and a Cohen’s d
effect size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cience
achievement,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ience self-efficacy and attitude
toward science between the two groups of high and low academic achievement.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ience achievement and attitude toward science with respect to
the teaching methods(cooperative learning lesson using a story/ traditional lesson)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cience self-efficacy. Last,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teaching methods and prior academic achievement on science achievement, but
not on science self-efficacy and attitude toward science. Findings suggest that, to conduct a
cooperative learning lesson using a story-based approach, the instructor should selec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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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contents, and materials for the lesson with 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in
mind. achievements.
Key words : story based lesson, cooperative learning, science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