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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초등학교 과학과 자유 탐구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수업 프로그램을
위해 6차시로 구성된 교수․학습 과정안, 자유 탐구 노트, 수업 PPT 등을 개발하였
다. 연구 대상은 전북 I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 2개 반이었다. 실험반과 비교반의 모
둠 구성은 과학탐구능력을 기준으로 3~5인 1조의 이질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자유 탐
구 보고서의 평균 점수는 실험반이 70.4, 비교반이 48.0으로 실험반이 더 높았다. 과
학적 태도 검사 실시 후 공변량 분석한 결과 .05 수준에서 실험반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629, p<.05). 인터뷰 결과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탐구 과정을 흥미로워하고, 역할 분
담 및 의견 조율을 잘하고, 협동 과정에 별다른 아쉬움을 느끼지 못했다. 이상의 결
과로 보아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자유 탐구 수업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유
탐구 보고서 작성 능력 및 과학적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자유 탐구 수업에 대
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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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자유 탐구’를 신설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 개정 과학
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자유 탐구의 설정 취지는 자유 탐구를 통해 학생들이 관심 있
는 주제를 선택하여 동료와 함께 탐구하게 함으로써 협동심을 기르는 것이다(교육과
학기술부, 2010). 그리고 자유 탐구 지도 단계는 협동학습 기법 중 하나인 소집단 탐
* 교신저자, chunjs@knue.ac.kr

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1)

구(Group Investigation)를 적용하면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교
육과학기술부, 2011). 이를 통하여 초등학교 과학과 자유 탐구는 소집단 중심으로 이
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협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회 구성주의에 이론적 토대를 가진 협동 학습 교육 전략은 작은 모둠의 탐구 과
제에 학생들이 몰두하도록 장려한다(Slavin, 1995). 그리고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
누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과정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이 필요한 지식을 알
아가게 된다(Abd-El-Khalick & Akerson, 2007; Krajcik et al., 2000; Sowell,
Johnston, & Southerland, 2007). 그러므로 탐구 과정에서의 협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적 지식을 발전시키고, 과학계에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한다(Lunetta et
al., 2007). 그러나 자유 탐구에 대한 인식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자유 탐구 활동 중
모둠원 간의 역할분담 실패로 인한 어려움(임성만 외, 2010), 모둠 활동 지도와 협동
심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신현화, 김효남, 2010), 탐구 활동 각 과정보다 모둠원이 함
께 모이는 것, 여럿이 의견을 모으는 것의 어려움(변선미, 김현주, 2011) 등을 밝히고
있어 학생들이 소집단 탐구 과정에서 협동 측면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이 과학 탐구 활동에서는 학생들을 단순히 소집단으로 조직하는 것만으로
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하기 어려우며(박재용, 이기
영, 2012), 모둠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준비와 토의가 없
으면 협동의 이점을 가질 수 없다(Zion & Sadeh, 2010).
한편 자유 탐구에 대한 선행 연구에는 자유 탐구에 대한 학생 인식을 분석한 연구
(변선미, 김현주, 2011; 신현화, 김효남, 2010; 임성만 외, 2010)와, 자유 탐구 수업 지
도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박재용, 이기영, 2012; 이상균, 2011; 이용섭,
2009; 장진아, 전영석, 2010; 전민지, 전영석, 2009)가 있었으나, 자유 탐구 활동 중에
겪는 협동 측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는 드물다. 아울러 자유 탐구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학생들의 탐구능력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유 탐구 학습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
유 탐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실제적인 협동학습 기법의 지도 및
적용이 필요함을 느끼고,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자유 탐구 수업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이를 학교 현장의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 연구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준비,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자유 탐구 수업 프로그램 개발, 자유
탐구 수업 적용, 효과 분석의 4단계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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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탐구에 관한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 고찰 원격 연수 참
여를 통해 자유 탐구 수업 요소 파악
∙구조중심 협동학습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한
협동 구조의 유형과 종류 분석
↓
,

준비

수업 과정안 개발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자유 탐구 수업
프로그램 개발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자유 탐구 수업 과정안 개발 및 협
의를 통한 수정․보완
∙예비 투입을 통해 차 수정․보완
∙교육전문가 인의 수업 과정안 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업 과정안
2

3

개발 완성

자유 탐구 노트 개발

∙탐구 일지와 안내서 등을 포함한 자유 탐구 노트 제작
수업

자유 탐구 수업
적용

효과 분석

PPT

개발

∙수업 내용 및 협동 구조 안내를 포함한 수업
↓
∙적용 대상 선정
∙사전 검사
∙이질 모둠 편성
∙자유 탐구 수업 적용
∙사후 검사
↓
∙자료 처리 및 결과 분석
∙결론 도출
[그림 1] 연구 절차

PPT

완성

2. 연구 대상 및 설계

본 연구는 전북 I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 2개 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학급을
선정한 후 2개 반을 임의로 실험반과 통제반으로 나누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학생 수
는 실험반 30명, 통제반 29명으로 총 59명이었다.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자유 탐구 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
림 2와 같이 이질 통제집단 설계(nonequlvalent control group design) 방법을 사용하
였다. 집단의 동질성을 검사하기 위해 사전 검사로 과학적 태도 검사와 과학탐구능력
검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실험반에는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자유 탐구 수업
을, 통제반에는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소집단 중심의 일반적인 자유 탐
구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사는 과학적 태도 검사에 대한 것만 이루어졌다. 자
유 탐구를 하고 난 후 실험반과 통제반의 학생들의 보고서 작성 능력을 비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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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후 검사로 보고서 작성 능력 평가가 이루어졌다. 연구의 실험 설계를 도식화한
것은 그림 2와 같다.
O1

X1

O2

O3

X2

O4

1 : 구조중심 협동학습 적용 자유 탐구 수업
X2 : 일반적인 자유 탐구 수업
O1, O3 : 사전 검사(과학적 태도 검사, 과학탐구능력검사)
O2, O4 : 사후 검사(과학적 태도 검사, 보고서 작성 능력 평가)
X

그림 2] 연구 실험 설계

[

자유 탐구 수업 후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인터뷰의 참여자는
의도적 표본추출 전략에 따라 16명(실험반 8명, 통제반 8명)을 선정하였다(Creswell,
2007). 통제반 학생들은 대부분 모둠 안에서 탐구 과제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모둠의 1~2명의 학생이 탐구를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한 모둠 중에
서도 탐구 보고서 점수가 높은 2개의 모둠(a, b)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험
반에서 선정된 A모둠(4명)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수업 중 협동 구
조를 잘 활용하였고 보고서 점수도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실험반 B모둠(4명)은 이끔이
외의 다른 학생들이 활동에 대한 참여와 협조가 부족하여 탐구 전 과정에서 어려움
을 겪었다. 그리고 그 모둠은 협동 구조 또한 잘 활용되는 모습이 보기 힘들었으며
실험반 모둠 중 보고서 점수도 낮은 편이었다. 기준에서 가장 다른 사람들을 고르는
구성 방식인 '최대편차(Maxtimum variation)'을 적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차이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Creswell, 2007).
3. 검사 도구

가. 과학탐구능력 검사

실험반, 통제반의 사전 동질성 검증과 이질 집단 편성을 위한 기준 자료로서의 활
용을 위하여 사전에 과학탐구능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과학탐구능력 검사 도구는
송경혜, 이항로, 임청환(2004)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과학탐구능력을 측정하기 위
하여 개발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다. 과학탐구능력 검사지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검사지의 신뢰도인 Cronbach α값은 0.7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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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학적 태도 검사

수업 사전․사후 집단 간 과학적 태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효남, 정완호, 정
진우(1998)에 의해 개발된 과학적 태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총21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지의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 α값은 0.87이다.
다. 자유 탐구 활동 보고서 평가 준거표

모둠별 자유 탐구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김숙경, 정진수, 천재순(2010)이 개발
한 자유 탐구 활동 보고서 평가 준거표를 사용하였다.
라. 반 구조화된 질문지

인터뷰에 앞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질문 내용 및 항목은 수업 후
작성된 학생 소감문 내용을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으며 3차례 수정 과정을 거쳐 완성
하였다. 질문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생물교육과 석사과정 3인과 과학교육전문가 2인
에게 내용타당도를 점검받았다.
자유 탐구 수업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지의 범주는 자유 탐구의 측면, 협동 학
습의 측면, 수업 후의 소감으로 크게 분류 되며,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반구조화된 질문지

범주
자유
탐구
의측
면
협동
학습
의측
면

면담 질문
1. 자유 탐구 활동 시 흥미로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자유 탐구 활동 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탐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4. 탐구 수행에 협동학습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되었다면 어느 면에서?
5. 탐구 수행 중 협동하는 과정에서 잘 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6. 탐구 수행 중 협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7. 탐구 수행 중 협동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8. 자유 탐구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점은 무엇입니까?
자유 탐구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수 업 9.10.다음
다시 자유 탐구 수업을 하게 된다면, 소집단 탐구와 개인 탐구 중 어
후 의 떤만약방법으로
싶습니까? 그 이유는?
소감 11. 수업 후, 과학하고과목이나
과학 학습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어떻게 바뀌었
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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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자료 수집

두 집단에 자유 탐구 수업이 이루어진 후, 자유 탐구 보고서와 자유 탐구 노트, 인
터뷰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둠별 자유 탐구 보고서는 실험반 8부, 통제반 7부로 총
15부이며, 탐구 수행 과정의 기록과 탐구 계획서, 보고서 개요, 탐구 일지와 소감문이
작성된 학생 개인별 탐구 노트는 총 59부이다. 인터뷰 수집 자료는 면담 내용 녹음
파일, 면담 지침서와 인터뷰 참여자들의 동의서이다.
나. 자료 분석

실험반과 통제반의 사전 과학탐구능력이 동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
증을 하였으며, 두 집단에 실험처치 후 과학적 태도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한 진단기준은 유의수준 .05로 하고, 과학탐구능력 및 과학적 태도 검사 자료의 모든
통계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인터뷰 분석 방법은 Colaizzi(1978)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개인적인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된 속성을 도출해내는데 초점을 맞추
는 것이다. 분석절차는 대상자의 기술을 읽어서 구 또는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
술을 도출한 후 이를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고 구성된 의미를 주제
(Theme), 주제묶음(Theme 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조직하는 것이다(김혜선,
2005).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리된 질적 자료는 질문지 제작에 참여하였던 연구참여
자들의 확인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5. 자유 탐구 수업 프로그램 개발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자유 탐구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유 탐
구와 협동학습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모둠 세우기 활동 내용과 6차시 교수․학습 과
정안, 자유 탐구 노트, 수업 PPT를 개발하였다.
가. 교수·학습 과정안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자유 탐구 교수․학습 과정안은 단원의 이해(자유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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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관, 자유 탐구 지도 방향, 자유 탐구의 목표, 자유 탐구 지도 계획, 자유 탐구
지도상의 유의점, 자유 탐구 학습 평가 계획)와 이론적 배경(구조중심 협동학습, 단원
배경 지식) 및 본시 교수․학습의 전개(6차시 지도안)로 구성되었다.
수업은 지도서에 제시된 자유 탐구 수업 단계에 따라 자유 탐구 주제 찾기, 탐구
문제 만들기, 탐구 계획 세우기, 자유 탐구 중간 점검, 자유 탐구 보고서 작성하기,
자유 탐구 보고서 발표하기의 주제에 따라 총 6차시로 계획하였다. 자유 탐구 지도
계획에서는 이러한 차시별 주제와 각 차시의 학습 목표 및 적용된 협동학습 구조를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자유 탐구 지도 계획
차시

주제

학습목표
자유 탐구 주제를 브레인스토밍 기법
자유
탐구
1/6 주제 찾기 과 창문 구조를 활용하여 정할 수 있
다.
문제 탐구 문제를 동시다발적 모둠 마인드
2/6 탐구
만들기 맵을 통해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
계획
3/6 탐구
세우기
탐구
4/6 자유
중간 점검
자유 탐구
5/6 보고서 작
성하기
자유 탐구
6/6 보고서 발
표하기

탐구 문제에 알맞은 탐구 방법을 선택
하고, 색깔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모둠
원의 의견이 반영된 탐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자유 탐구 중간 보고서를 전시장 관람
구조를 활용하여 발표할 수 있다.
모둠원 간의 뜻을 합하여 보고서 항목
중 탐구 제목, 더 알고 싶은 점, 느낀
점을 작성할 수 있다.
탐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
는 방법을 선택하여 자유 탐구 보고서
를 발표할 수 있다.

적용한 구조
창문구조, 동시다발적 번호순으
로, 역할별 브레인스토밍, 칠판
나누기
동시다발적 모둠 마인드맵, 칠
판 나누기, 창문구조, 색깔 카드
5단계 OX퀴즈, 생각-짝-나누
기, 색깔 카드
생각-짝-나누기, 전시장 관람
구조, 색깔 카드
칠판 나누기,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면서 쓰기, 창문구조, 색
깔 카드
모둠별 번호순으로 읽기, 모둠
간 돌아가며 말하기

교수․학습 과정안은 개발 과정에서 과학교육전문가 1인, 생물교육석사과정 3인과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1차적으로 완성하였으며 예비 투입을 통해 2차 수정․
보완하였다. 개발된 교수․학습 과정안은 과학교육전문가 2인과 학습방법에 관한 교
육전문가 1인을 통해 타당도를 평가받았다. 타당도 평가지는 5단계 리커트(Likert)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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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성되었으며, 학습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도안에 들어갈
요소와 내용들인 학습목표 진술, 학습동기유발, 학습 안내, 수업내용, 교수활동 내용,
개별화 전략, 수업 흐름 및 시간 분배, 매체 활용 등과 관련된 15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교육전문가에게 받은 타당도 평가점수의 총 평균은 4.67로 매우 높은 편이다.
나. 자유 탐구 노트

학생들이 탐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기록과 탐구에 대한 안내가 담긴 자유
탐구 노트를 구성하였다. 탐구 노트에 포함된 항목은 자유 탐구 안내서(학생용), 탐구
수행 방법 안내, 탐구 보고서 예시, 탐구 계획서, 탐구 계획 검토 체크리스트, 중간
점검표, 보고서 개요, 줄․무지 공책, 자유 탐구 일지, 창문 구조, 소감문으로 총 11가
지이며, 노트의 총 쪽수는 표지를 포함하여 62쪽으로 구성하였다. 탐구 노트의 일부
예시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자유 탐구 노트 예시

[
다. 수업 PPT

모둠 세우기와 6차시 수업 전 과정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총 48쪽의 자
유 탐구 수업 PPT를 개발하였다.
2. 자유 탐구 수업 프로그램의 적용

가. 모둠의 구성

실험반과 통제반 모둠 구성은 4인 1조의 이질적 모둠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Kagan, Kagan, & Kagan (1998)이 주장하는 원칙으로서 짝 활동을 활발히 하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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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4인 1조로 나누어지지 않을 때는 1명이 남을
경우 5명을 1모둠으로, 2명이 남으면 3명씩 2모둠으로 구성하였으며, 여학생이나 남
학생의 수가 한 쪽이 더 많을 때는 전원 남학생 또는 여학생 모둠으로 만들어 상호
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Kagan, Kagan, & Kagan, 1998)(표 3). 또한 사
전 과학탐구능력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이질적 모둠을 구성하였으며, 모둠 내의 좌석
배치는 높은 성취자 옆에 중간 성취자를 앉히고, 그 중간 성취자 대각선 맞은편에 다
른 중간 성취자를 앉혀 낮은 성취자를 높은 성취자로부터 가장 멀리 앉게 했다(김병
선, 2010).
<표 3> 모둠 구성원의 수와 반별 모둠 수
실험반

학생 수 30명
1조 : 6모둠
모둠 구성 ∙4인
∙3인 1조 : 2모둠
∙남자2, 여자2 모둠 : 5조
성비 ∙남학생 모둠 : 2조(4명, 3명)
∙여학생 모둠 : 1조(3명)

통제반

29명
∙4인 1조 : 6모둠
∙5인 1조 : 1모둠
∙남자2, 여자2 모둠 : 6조
∙남학생 모둠 : 1조(5명)

나. 모둠 세우기 활동 및 각종 신호 약속

실험반은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협동하려는 마음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하
여 모둠 세우기 활동을 실시하였다(표 4). 모둠 세우기의 5가지 목표로는 서로에 대
해 알기, 모둠 정체성 세우기, 상호 지원, 차이점 존중하기, 시너지 효과가 있다
(Kagan, Kagan, & Kagan. 1998). 본 연구에서 실시한 모둠 세우기 활동은 풍선 띄
우기, 3단계 인터뷰, 창문 열기를 통한 모둠 이름 정하기이며, 이와 함께 수업에 필요
한 각종 신호 약속을 하였다. 연습한 신호에는 침묵 신호와 칭찬 박수 등이 있다.
다. 협동학습 구조별 수업 적용

협동학습 구조는 모둠 세우기, 학급 세우기, 암기숙달 구조, 사고력 신장 구조, 정
보교환 구조, 의사소통 기술 구조의 6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표 4>에 정리된 내
용은 본 수업에서 사용된 협동학습 구조를 분류별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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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업에 적용된 협동학습 구조 분류
모둠 풍선 띄우기
세우
기 3단계 인터뷰
동시다발적
번호순으로
암기
숙달
구조 5단계 OX퀴즈
사고
력
신장
구조

선을 모둠원이 서로 노력하여 바닥에 일정 시간 동안 떨어
리지 않으면 이기는 게임
어 짝끼리 서로 역할을 바꾸어 인터뷰하고, 짝에 대한 내용
을 돌아가면서 말하기 구조를 이용하여 모둠원들에게 발표
모둠 내에서 먼저 학생들 번호를 정하고 교사가 질문을 함.
머리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가 지적한 번호를 가진 학
생이 모든 내용을 말함
교사가 한 단원이나 차시에 해당되는 주관식 5단계 OX퀴즈
문제를 만들어 놓고, 제시하면 학생들은 각 문항에 맞는 정답
을 찾아 단계별로 상의하여 해결하는 활동
역할별 브레인스토밍은 시간 지킴이, 섬김이, 엉뚱이, 다른 생
각이라는 각자의 역할을 정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판하
지 않고, 창의성을 발산하는 방법
모둠이 힘을 합쳐 하나의 마인드맵을 완성하는 방법
풍
뜨
깨

역할별
브레인스토밍
동시다발적
모둠 마인드맵
생각-짝-나누 교사의 질문에 대한 생각 후 짝과 의논하여 그 내용을 학급
기
전체에 발표하는 방법
칠판 나누기
전시장 관람
구조

칠판을 모둠 숫자만큼 분할하여 모둠별로 활동한 결과를 칠
판에 동시다발적으로 기록하는 활동
모둠 작품을 모둠의 대표가 다른 모둠의 구성원들에게 설명
하는 방식으로서 모둠원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옆 모둠으
로 옮겨 다니며 감상 및 평가, 조언을 하는 방법

정보 동시다발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주제가 주어질 때 활동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교환 돌아가며 쓰기 돌아가면서 쓰는 방법
구조
모둠별
교사가 읽을 내용을 제시하면 모둠의 각 1번부터 번호순으로
번호순으로
내용을 돌아가면서 읽는 방법
읽기
모둠 간
모둠의 다양한 의견을 모둠 간 돌아가면서 말하며 이 때 모
돌아가며
둠의 각 1번부터 돌아가면서 발표해야 함
말하기
발표 카드의 변형. 말할 때 반드시 발표 카드를 책상에 내며
의사 색깔 카드
자신의 카드를 모두 사용하고 나면 다른 모둠원들이 모두 쓰
소통
기 전에는 말을 할 수 없음
기술
창문은 학생들이 모둠 내에서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
창문 구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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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결과 및 논의

1. 자유 탐구 수업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가. 자유 탐구 보고서 평가

자유 탐구 보고서는 실험반 8부와 통제반 7부로 총 15부이며, 채점자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자와 중고등학교 교육경력 4년 현직 생물교사, 생물교육석사과
정 1명을 포함한 3명의 평가자가 보고서 15부를 모두 평가하고, ICC(intra-class
correlatioon)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유 탐구 보고서 평가에 대한 채점자간 신뢰도의
Cronbach α값은 .808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총 탐구 보고서 평가 결과는 연구자 1
인의 것으로 적용하여 결과를 알아보았다. 자유 탐구 보고서를 9가지 하위 항목별로
평가하고, 총점을 확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자유 탐구 보고서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총점
집
단

보고서 제목

주
제
및
동
기
11
11
8
11
6
8
8
6
8.6
9

탐
구
문
제
3
3
3
3
3
3
3
3
3.0
3

이
론
적
배
경
3
0
3
5
5
5
3
3
3.4
0

탐
구
방
법
33
10
24
36
33
33
20
27
27.0
30

참 노 보고
결 결 고 력 서
과 론 문 성 정
헌
리
15 8 2 6 5
4 0 0 4 3
8 2 2 6 3
10 7 0 8 5
15 8 0 4 5
15 7 4 8 5
11 3 0 8 5
13 5 0 8 5
11.4 5.0 1.0 6.5 4.5
10 6 4 4 3

오징어 먹물 vs 서예용
먹물
햄스터에 대한 자료
사이버를 아시나요?
나도 애니메이션 만들 수
실 있어요
험 소금은 어떻게 하면 잘
반 만들어질까?
빠른×3 과일의 썩는 속
도
씨앗의 특징
토마토는 종류별로 씨가
어떻게 다를까?
실험반 평균
우리 학교에 있는 식물의
특징
각각 다른 색
통 달의팽먹이에게
이를 먹이고 대변의 9 3 5 23 5
제 색 관찰하기
!!
반
얼음을 가장 늦게 녹이는 8 3 0 26 9
최고의 용액은 누구?

총
점
86
35
59
85
79
88
61
70
70.4
69

0

0

6 3 54

0

2

6 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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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료들로 흰 천을
염색시킬 수 있을까?
연필깎이의 원리
용액에 따라 얼음이 녹는
속도는 어떻게 다를까?
옥수수 크기와 옥수수 알
의 개수의 관계
통제반 평균

3
4
6
4
6.1

3
3
3
0
2.6

3
3
0
0
1.6

16
8
15
20
19.7

10
3
8
8
7.6

3
3
0
3
2.1

0
2
0
0
1.1

4
5
6
2
4.7

3
1
3
1
2.4

45
32
41
38
48.0

자유 탐구 보고서의 평균 점수는 실험반은 70.4, 통제반은 48.0으로 실험반의 보고
서 점수 평균이 통제반의 것에 비해 22.38점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5).
이를 통해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자유 탐구 수업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유
탐구 보고서 작성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탐구 보고서 평가 범주
에서는 ‘주제 및 동기’, ‘탐구 문제’, ‘이론적 배경’, ‘탐구 방법’, ‘결과’, ‘결론’, ‘노력성’,
‘보고서 정리’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성혜, 강성주, 장은경(2010)
의 연구에서 동료 검토 활동이 학생들의 실험보고서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결론 및 평가’ 단계의 평가 점수가 크게 향상된 것과 유사하다.
나. 과학적 태도 평가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자유 탐구 수업 프로그램이 과학적 태도에 어떠한 영
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반과 통제반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과학적 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반과 통제반의 동질성을 검사하기 위해 독립집단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험반 사전 평균 69.07, 통제반 사전 평균 70.62으로 통제반이 높게 나
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구조중심 협동학습의 효과
를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사전 점수를 공변인으로 처리한 후 사후 검사를 공변량 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실험반 교정된 사후평균은 69.63, 통제반 교정된 사후
평균은 64.35로 실험반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표
6>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p<.05)를 나타내었다.
<표 6> 과학적 태도 검사 공변량 분석 결과
변량원
공변인
수업 처치
오차
합계

SS
2676.695
408.747
4944.490
273149.000

df
1
1
56
59

MS
2676.695
408.747
88.294

F
30.316
4.629

p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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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자유 탐구 수업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과 수업에 협
동학습을 반영한 선행 연구 결과, 과학 관련 태도 측면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다(이상희, 권치순, 2001; 이용섭, 2006; 정영란, 손대희, 2000; 조
용구, 박홍서, 2002; 최영재, 안미경, 2001). 또한 개방적 탐구가 학생들의 과학 관련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Kyle et al., 1985).
다. 자유 탐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자유 탐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인터뷰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범주화된 프로토콜을 과학교육전문가 2명(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과학교육전문가 1명 포함) 및 생물교육석사과정 3인에게 점검 받
고, 수정하여 완성하였다.
인터뷰 범주 분석은 통제반, 실험반 A모둠, 실험반 B모둠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먼저 통제반은 55개의 주제를 도출, 13개의 주제묶음으로 조직하였다. 그
리고 실험반의 A모둠은 40개의 주제와 11개의 주제묶음, B모둠은 35개의 주제와 12
개의 주제묶음이 만들어졌다. 세 그룹의 주제묶음은 공통적으로 ‘자유 탐구에 대한
소감’, ‘협동학습의 효과’, ‘협동학습 과정의 아쉬움’,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의 4
가지로 범주화되었다.
각 그룹의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 탐구 수업에 대한 학생 인식을 전반적인
공통점, 그룹별 특징, 그룹간 공통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은 <표 7>과 같다.
<표 7> 자유 탐구 수업에 대한 학생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룹

공통점
/차이점
전반적인
공통점
그
룹
간
공
통
점

통제반/
실험반
A모둠
실험반
A모둠/
B모둠
통제반/
실험반
B모둠

통제반 a, b모둠
실험반 A모둠
실험반 B모둠
(8명)
(4명)
(4명)
- 탐구가 성공하기 위해 협동이 가장 필요함
- 탐구에 대한 지식이 향상됨
- 앞으로의 자유 탐구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생김
- 소집단 탐구를 더 선호함
- 관찰(실험) 및 탐구 결과 발표 단계에서 흥미를 느낌
- 주제 정할 때 어려움
- 협동학습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지고, 협동심이 길러짐
- 수업 후 과학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긍정적으로 변화함
- 자유 탐구 활동 중 조사할 때 어려움을 느낌
- 협동학습 구조의 사용이 활동에 도움이 됨
- 역할 분담이 잘 되지 않음
- 참여 부족의 아쉬움
- 협동의 중요성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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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특징

- 자유 탐구 활동시 함께 참
여하지 않고, 의견이 맞지 않
아 어려움
- 탐구가 성공하기 위해 ‘참
여’를 강조함

- 친구들과 함께 탐
구하는 과정이 흥미
로움
- 역할 분담 및 의
견 조율을 잘함
- 협동하는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별로
없음
- 협동학습 구조를
배우고 익힌 것을
기억함

- 자유 탐구 활동시
풍선 띄우기 활동이
흥미로움
- 구조 사용에 어려
움을 느낌
- 협동심이 부족함
- 수업 후 과학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의 변화가 미비함

통제반과 실험반 학생들의 자유 탐구 수업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은 크게 네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이들은 성공적인 탐구 수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협동’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해 소집단 탐구에서는 협동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탐구를 통해 다양한 지식이 향상되고, 앞으로의 자유 탐구 수
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었으며 자유 탐구 수업 형태 중 소집단 탐구를 더욱 선호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소집단 탐구를 선호한 것은 탐구
수업에서 모둠을 구성하고 함께 주제를 정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긍정
적으로 생각했던 이형철, 이정화(2010)의 연구 결과와 같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모
둠을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 탐구 문제를 생각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모둠으로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룹간 공통점은 통제반 a, b모둠과 실험반 A모둠, 실험반 A와 B모둠, 통제반 a,
b모둠과 실험반 B모둠으로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먼저 통제반 a, b모둠과 실험반 A
모둠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일반적인 자유 탐구 수업을 받은 학생들
과 협동학습 구조를 적용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공통적
인 인식을 알아보았다.
통제반 a모둠 학생 a1과 a2, 그리고 실험반 A모둠 학생 A2는 자유 탐구 활동을
할 때 관찰(실험) 활동과 탐구 결과 발표 단계에서 흥미를 느꼈다.
학생 a1 : 식물 찾아다닐 때가 재밌었는데…….
학생 A2 : 저는 과일은 다 똑같은 과일인데, 썩는 속도가 왜 다를까 그게 신비
로웠어요.
학생 a2 : 다른 애들이 PPT작성 해가지고 달팽이 똥에 대해서! 그 때 진짜 신기
했었는데…….

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유 탐구 수업을 처음 접한다고 하였다. 이전에도 과
학 수업 중 실험을 한 경험이 있지만, 자유 탐구 수업에서는 학생이 직접 가설을 세
우고, 실험을 설계하는 등 학생 주도적으로 실험에 참여하기 때문에 더욱 흥미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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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그 관심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둠마다 창의적으로 주제를 정하여 탐구했고,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서로
다른 다양한 탐구를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른 모둠의 탐구 결과를 흥미롭게 듣
고 기억하였다.
또한 통제반 a모둠 학생 a1과 실험반 A모둠 학생 A3는 공통적으로 탐구 주제를
정할 때 어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학생 a1 : 주제 정하는 거
연구자 : 주제 정할 때 왜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학생 a1 : 뭘로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니까
학생 A3 : 나중에 갔을 땐 진짜 재밌었는데, 처음에 주제 정할 때 진짜 몇 번이
나 바꾸고 그래 가지고

이는 정우경, 이준기, 오상욱(2011)의 연구에 참가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유
탐구를 경험하면서 주제선정단계에서 한 번 이상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과 일치한다.
이렇게 주제 정하기 활동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학생들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선정
하고 이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신
현화, 김효남, 2010). 그 밖에도 예비 교사의 자유 탐구 과정과 교사의 자유 탐구 학
습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으로 주제 정하기가 언급되고 있다(임성만 외, 2010;
전민지, 전영석, 2009).
통제반 a모둠 학생 a1과 a4 그리고 실험반 A모둠 학생 A2는 협동학습을 통해 친
구들과 친해지고, 협동심이 길러졌으며 협동을 통해 학습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었다
고 응답했다.
연구자 : 그럼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학생 a1 : 친해졌어요.
학생 A2 : 친구들과 맘도 서로 잘 통하고, 친근감도 잘 들고 그런 게 도움 된
것 같아요.
학생 a4 : 음, 그냥 협동심 기른 거?
학생 A2 : 자신의 역할 할 것도 다 정하고, 준비물도 다 정한 다음에 자신이 어
떻게 해야할지를 정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반면 통제반 a모둠 학생 a1과 a2, 그리고 실험반 A모둠 학생 A3는 협동학습 과정
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힘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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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a1 : 싸워요. 의견이 다르니까 싸워요.
학생 a2 : 뭔가 같이 만들어야 하는데……. 다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그 것 때문
에 좀.
학생 A3 : 한 번 의견이 틀어지면 말소리 높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처음엔 많았었던 것 같아요. 다른 땐 별로 없었고…….

변선미, 김현주(2011)의 연구에서 자유 탐구 활동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묻
는 질문에 ‘여럿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어려웠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던 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실험반 A모둠원들은 초반에 의견이 달라 어려웠지만
서로 이야기하고 수용하면서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말하고 있어 그러한 어려움을 이
후에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통제반 b모둠 학생 b3와 b4 그리고 실험반 A모둠 학생 A2는 공통적으로 수업 후
과학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응답의 예는 다음과 같
다.
학생 b3 : 과학이 신비롭고 재미있다는 거요.
학생 b4 : 그 전에는 과학이 완전 하기 싫었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 A2 : 네. 과학에 대한 실험 같은 게 신비롭고, 또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것도
재밌고…….

자유 탐구가 과학학습에 주는 도움으로 크게 ‘과학교과에 대한 인식변화’, ‘과학에
대한 흥미 유발’, ‘과학 수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 분석된 연구 결과(임성만 외,
2010)처럼 이번 자유 탐구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반의 A, B 두 모둠 학생 A1, B1은 자유 탐구 활동 중 ‘조사’할 때 어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실험반 A모둠은 과일의 썩는 이유와 현상에 관하여 사전 조사하면
서 어려움을 느꼈고, B모둠은 탐구의 형태가 ‘조사’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힘들어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 A1 : 자료가 잘 안 나오는데, 직접 찾아보고 하는 게 어려웠어요. 자료가
별로 없는데, 인터넷 자료나 그런 것이…….
연구자 : 왜 어려웠어요? 어떤 점에서 어려웠어?
학생 B1 : 계속 해오라고 해서요. 찾아도 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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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를 수행할 때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면 학생들은 탐구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김재우, 오원근, 2002; 신미영, 최승언, 2008). 이러한 결과는 신현화, 김효남(2010)의
연구 결과 초등학교 과학과 자유 탐구 활동에서 학생이 겪는 어려움 요인으로 자료
조사의 어려움이 밝혀진 것과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실험반의 학생 A1, A2, B2는 협동학습 구조의 사용이 활동에 도움이 되
었다고 인식하였다.
학생 A1 : 의견 냈을 때요. 그 색깔 카드 내고 직접 말하고 하면 그게 더 쉬운
것 같아요.
학생 A2 : 포스트잇 같은 데 자신의 의견을 써 가지고 붙였던 것이 기억나요.
모둠원들의 생각이나 의견도 알 수 있고, 또 의견을 보고 이해도 해줄 수 있어
서요.
학생 B2 : 마인드 맵. 같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게 좋았어요.

자유 탐구 수업은 학생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그 과정과 결과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학생들은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 기술 구조의 하나인 색깔 카
드와 사고력 신장 구조에 해당하는 역할별 브레인스토밍, 동시다발적 모둠 마인드맵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협동학습 구조가 모둠원 전체의 의견과 생각을 골고
루 나누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유 탐구 수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 탐구 과정에서 협동학습을 적용함으로써 탐구
에 대한 학생들의 의사교환이 활발해졌고, 의견이 갈등되는 상황에서도 서로의 의견
을 들어보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기술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허경미, 2011)와도 일치한다.
실험반 B모둠(4명)은 이끔이 외의 다른 학생들이 활동에 대한 참여와 협조가 부족
하여 탐구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그 모둠은 협동 구조 또한 잘 활용
되는 모습이 보기 힘들었으며 실험반 모둠 중 보고서 점수도 낮은 편이었다.
통제반 a, b모둠과 실험반 모둠 중 보고서 점수도 낮은 편인 B모둠 학생들의 인식
은 주로 협동 학습의 어려움과 아쉬움 측면에서 일치하고 있다. 두 그룹의 학생 a2,
a3, a4, B1, B3, B4는 역할 분담이 잘 되지 않음과 참여가 부족했던 점을 언급하였고,
수업 후 협동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학생 a2 : 역할 분담. 역할 분담하는 게 어려웠어요.
학생 a3 : 나눌 때. 누구는 조사하고, 누구는……. 역할분담 할 때 저보고 다 하
라고. 자기는 숨쉬기 한다고…….
학생 B1 : 보고서 쓸 때 역할 분담이 어려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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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a4 : 맨 처음부터 참여를 안하고 그랬던 것.
학생 B4 : 조사를 할 때 조사를 안 해오고 그런 거요. ○○이 빼고 거의 다 안
해왔어요.
학생 a2 : 이런 협동 과제에서는 꼭 협동을 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는 것.
학생 B3 : 협동을 안 하면 힘들어요.

통제반과 실험반 B모둠 학생들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참여가
부족했다는 학생들의 반응으로 보아 협동학습의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할분담의 문제는 모둠 안에서 무임승차자(free rider)와 일벌레(work
horse)를 만들어냈고, 소집단 탐구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협동학습을 했다고 보기
가 어렵다. 통제반과 달리 실험반 B모둠 학생들은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하였음
에도 일반적인 수업을 한 통제반 학생들과 같은 협동학습의 어려움을 느꼈는지를 인
터뷰와 연구자의 탐구 과정 관찰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실험반 B모둠 학생 중 일부는 모둠 세우기 중 비교적 쉬운 풍선 띄우기 구
조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으나,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마인드맵 등의 구조는 어려웠
다고 밝혔다. B모둠은 모둠 구성시 과학탐구능력검사 결과의 평균은 다른 모둠과 비
슷하지만 매우 높은 학생 2명, 낮은 학생 2명으로 다른 모둠에 비해 개인 간의 격차
가 큰 편이었다. 이러한 모둠의 특성상 인지 수준이 높은 학생은 협동 구조를 쉽게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도움을 얻었으나 인지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는 어
렵게 느껴지는 협동 구조가 존재했고, 이것이 자유 탐구 수업의 낯설음, 어려움과 겹
쳐지면서 다른 모둠보다 더욱 협동학습을 어렵게 느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는 사전 2주간의 수업 시간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협동 구조 훈련이 실시되었고, 모
든 학생이 구조에 친숙해지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
생들에게 평상시 수업을 통해 협동학습 구조가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실험반 B모둠에는 매우 내향적인 성격의 학생이 있어
모둠원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인터뷰와 수업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내향적 학생들은 소집단 활동시 외향적 학생에 비해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이
높으며, 학습 동기도 낮다(노태희 외, 2000). 자유 탐구 수업에서 성격 유형을 반영한
이질집단 학생들은 의견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몇몇 학생들만 참여했으며 일부
학생만이 주도하고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고,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매우 컸다
는 박재용, 이기영(2012)의 연구 결과와 같이 실험반 B모둠의 수업 모습을 관찰할 때
매우 유사한 상황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과 교사 모두 인지적인 특성으로 소집단을 구성하기보다는 정의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소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자유 탐구 수행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박재용, 이기영, 2012), 소집단을 구성할 때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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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통제반 a, b모둠과 실험반 A모둠, 실험반 B모둠 각각 인터뷰에서 특별
히 나타나는 인식의 그룹별 특징을 알아보았다.
통제반 a, b모둠 학생들은 자유 탐구의 어려움으로 참여 부족과 의견 조율의 어려
움을 이야기하였으며 탐구가 성공하기 위해서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
해 통제반 학생들은 모두가 함께 하지 못하는 등 참여가 부족하여 탐구 과정에 아쉬
움을 가졌고, 따라서 참여의 중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몇 명의 친구에게 맡기는
식의 탐구가 아닌 모두가 함께 하는 탐구 수업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동학습 구조를 잘 사용했던 실험반 A모둠은 전반
적으로 수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A모둠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탐구
하는 과정을 흥미로워했다. 그리고 역할 분담이 잘 되지 않았던 통제반, 실험반 B모
둠 학생들과 달리 역할 분담과 의견 조율을 잘 했다고 느꼈으며 협동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 또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에서는 협동학습 구조
를 배우고 익힌 것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다.
실험반 B모둠은 이끔이 외에는 다른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참여와 협조가 부족하
였고, 협동 구조 또한 잘 활용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그룹이다. 이 그룹의 특징
은 다음과 같다.
협동학습을 적용한 탐구 수업에서는 협동학습 구조를 계속 사용하여야 활동이 진
행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점이 계속 지켜지지 않다보니 이끔이였던 학생 B2는 수
업에 대한 부담감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며,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드러
냈다.
학생 B2 :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주로 할 때 그 생각 많이 해가지고 힘들었
어요.

또한 실험반 B모둠의 학생 B2, B3는 협동심 부족 문제가 탐구 수업을 더욱 어렵
게 만들었음을 언급하였다.
학생 B2 : 그렇게 많이 협동하진 않아서…….
학생 B3 : 협동을 안 해서 제가

으로 아무리 다양한 구조를 적용하여 성공한 듯 보이는 수업에서도 학생 간에
협동하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상처 주는 말, 서로에 대한 무관심, 협동학습 흉
내, 억지로 하는 태도 등 문제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박미화, 박
은덕, 2009). 협동학습을 적용한 수업에서 협동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협동학
겉

40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1)

습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학생 B4는 수업 후 과학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의 변화가 미비했으며 ‘과학’과 ‘탐구’를 어렵게 느끼게 되었다.
연구자 : 이 탐구 수업을 하고 난 후에 과학 과목이나 과학 학습에 대한 생각이
나 느낌이 바뀌었는지?
학생 B4 : 네, 과학도 어렵구나.
연구자 : 탐구에 대해 새로 알았잖아. 탐구에 대한 생각은 어때?
학생 B4 : 힘들다.

변선미, 김현주(2011)는 탐구 수업 후 오히려 과학을 더 어렵게 느끼거나 자유 탐
구 활동이 과학 공부와 별 관계가 없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가 사라
졌다고 느끼는 학생도 있었다고 말한다. 실험반 B모둠의 경우 수업 과정에서 큰 부
담을 느꼈고, 이로 인해 과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긍정적이지 못하게 나타난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Ⅳ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초등학교 과학과 자유 탐구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분량에 맞게 6차시로 개발된 구조중
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자유 탐구 수업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를 향상시키
는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학생들은 자유 탐구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태도
는 물론 과학 수업에 대해 긍정적 인식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협
동 구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습을 한 학생들은 일반적인 학습
을 한 학생들에 비해 탐구보고서 작성 능력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의 변화와 더불어 협동학
습을 통한 활발한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셋째, 앞서 언급한 과학적 태도
와 더불어 협동학습 구조를 적용한 결과로 생각되는 급우간의 친밀감 형성, 협동심
상승 등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일반화 및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자유 탐구 수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협동학습 구조를 익히는 데
에 걸리는 시간이 학생의 인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평상시 수업을 통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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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자유 탐구의 어려움과
협동학습 구조 사용의 어려움이 겹쳐져 그 효과가 미비해질 수 있다. 또한 모둠을 편
성할 때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모둠을 편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탐구능력을 기준으로 이질모둠을 구성하였다. 그러다보니 학생 성향
의 차이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탐구 수행
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재용, 이기영(2012)은 탐구 수업을 위
한 소집단 구성시 여러 가지 학생 정보를 프로파일링(profiling)하고, 학생들의 준비도
및 자유 탐구 수행 여건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소집단을 구성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소집단 탐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자유 탐구 수업에서 협동학습의 기본 원
리를 지키고, 협동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 및 자료로
서의 활용을 제안한다.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자유 탐구 수업 프로그램을 활용
한다면 자유 탐구 지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협동 측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으며, 탐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에게 실제적인 지도 자료로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4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1)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10). 과학 3-1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서울: (주)금성출판사.
교육과학기술부(2011). 과학 6-1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서울: (주)금성출판사.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과학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김병선(2010). 사회과 협동학습에서 모둠 내 자리배치에 따른 상호작용 분석. 한국교
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숙경, 정진수, 천재순(2010). 초등학생의 자유 탐구 활동 보고서의 평가 준거 개발
및 적용. 초등과학교육, 29(1), 69-85.
김재우, 오원근(2002). 토론 및 자기 반성 과정을 통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탐구
문제 수정 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2(2), 267-275.
김혜선(2005). 첫 아버지됨의 체험. 아동학회지, 26(5), 73-87.
김효남, 정완호, 정진우(1998). 국가수준의 과학에 관련된 정의적 특성의 평가체제 개
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18(3), 357-369.
노태희, 한재영, 서인호, 전경문, 차정호(2000). 학생의 내․외향성에 따른 협동학습의
효과.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0(1), 43-51.
박미화, 박은덕(2009).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초등미술과 수업 디자인 개발. 교
원교육, 25(2), 390-413.
박성혜, 강성주, 장은경(2010). 동료 검토 활동이 실험보고서의 질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0(8), 988-1001.
박재용, 이기영(2012). 소집단 구성 방식이 자유 탐구 수행에 미치는 영향: 소집단 구
성 방식을 달리한 두 중학교의 사례.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2(4), 686-702.
변선미, 김현주(2011). 자유 탐구 활동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 및 자유 탐구 활동이
중학생들의 과학 탐구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1(2),
210-224.
송경혜, 이항로, 임청환(2004).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과학 탐구능력 측정을 위한
평가 도구 개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4(6), 1245-1255.
신미영, 최승언(2008). 8학년 학생들의 탐구 보고서에 나타난 과학방법의 특징. 한국
지구과학회지, 29(4), 341-351.
신현화, 김효남(2010). 초등학교 과학과 자유탐구 활동에서 교사와 학생이 겪는 어려
움 분석. 초등과학교육, 29(3), 262-276.
이상균(2011). 인지 수준에 따른 자유 탐구 활동에서 과학 탐구 노트의 활용 효과. 초
등과학교육, 30(2), 242-254.
이상희, 권치순(2001). 자연과 수업에서 협동학습이 과학지식, 탐구능력 및 태도에 미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초등학교 과학 자유 탐구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43

치는 영향. 초등과학교육, 20(2), 165-176.
이용섭(2006). 천문 영역에 대한 STAD 모형의 협동 학습이 초등학생들의 학업 성취
도와 과학에 관련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초등과학교육, 25(2), 141-148.
이용섭(2009). 초등 예비 교사의 자유탐구 방법에 대한 선호도 및 실행 결과 분석. 초
등과학교육, 28(4), 440-449.
이형철, 이정화(2010). 자유탐구 수업이 초등학생의 과학적 태도 및 과학탐구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지도교사들의 자유탐구에 대한 인식 조사. 과학교육연구지,
34(2), 405-420.
임성만, 양일호, 김순미, 홍은주, 임재근(2010). 초등 예비교사들이 자유 탐구 활동 중
에 겪은 어려움 조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0(2), 291-303.
장진아, 전영석(2010). 초등학생을 위한 자유 탐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학생의 과
학 탐구 기능 특성 및 지속적 피드백을 중심으로. 초등과학교육, 29(2),
207-218.
전민지, 전영석(2009). 초등학교 과학 자유 탐구 지도전략의 고안과 적용. 국제과학영
재학회지, 3(1), 67-74.
정영란, 손대희(2000). 협동학습 전략이 중학교 생물학습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과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0(4), 611-623.
정우경, 이준기, 오상욱(2011). 중학교 학생들의 자유탐구활동 중 주제선정단계에서
나타난 어려움 조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1(8), 1199-1213.
조용구, 박홍서(2002). Student Team-Achievement Division(STAD) 모형의 협동학습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천문영역에 대한 학업성취도와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구과학회, 23(8), 640-648.
최영재, 안미경(2001). 전문가집단을 활용한 Jigsaw Ⅱ 협동학습이 과학지식, 탐구능
력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과학교육, 20(2), 177-186.
허경미(2011). 협동학습을 활용한 초등학교 과학 자유탐구의 지도방안. 서울교육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Abd-El-Khalick, F., & Akerson, V. L. (2007). On the role and use of 'theory' in
science education research: A response to Johnston, Southerland, and
Sowell. Science Edudation, 91(1), 187-194.
Colaizzi, P. E.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existential phenomen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2010). 2판 질적 연구방
법론: 다섯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Kagan, S., Kagan, L., & Kagan, M. (1998). Cooperative Learning Structures for

44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1)

Teambuilding. 중앙기독초등학교 협동학습연구회 역(2007). 협동학습: 모둠 세

서울: 디모데.
Krajcik, J., Blumenfeld, P. C., Marx, R. W., & Soloway, E. (2000). Instructional,
curricular, and technological supports for inquiry in science classrooms. In J.
Minstrell & E. H. van Zee (Eds.), Inquiry into inquiry science learning and
teaching (pp. 283-315).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Press.
Kyle, W. C. Jr., Bonnstetter, R. J., McCloskey, J., & Fults, B. A. (1985). What
research says: Science through discovery: Students love it. Science and
Children, 23(2), 39-41.
Lunetta, V. N., Hofstein, A., & Clough, M. P. (2007). Learning and teaching in the
school science laboratory: an analysis of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In
S. K. Abell & N. G. Lederman (Eds.), Handbook of research on science
education (pp. 393-44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Slavin, R. E. (1995). Cooperative learning. New York: Longman.
Sowell, S., Johnston, A., & Southerland, S. (2007). Calling for a focus on where
learning happens: A Response to Abd-El-Khalick and Akerson. Science
Education, 91(1), 195-199.
Zion, M., & Sadeh, I. (2010). Dynamic Open Inquiry Performances of High-School
Biology Students. Eurasia Journal of Mathematics, Science & Technology
Education, 6(3), 199-214.
우기.

논문 접수: 2015년 8월 17일
논문 심사: 2015년 9월 17일
게재 승인: 2015년 11월 13일

구조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초등학교 과학 자유 탐구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45

<ABSTRAC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Open Inquiry Program
Using Structure-based Cooperative Learning
in Elementary Science Class

Kim, Ahreum(Chun Po Elementary School)
Chun, Jaesun(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elementary open inquiry program using
structure-based cooperative learning and analyze that effects. For this study,
teaching-learning lesson plan consisting of 6 lessons, open inquiry notebook and
lesson presentations were developed. Two classes of 6th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in Jeonbuk were selected for applying the developed program. Open
inquiry program using structure-based cooperative learning was treated to
experimental group of 30 students, while general open inquiry program was
conducted in control group of 29 students. After the classes, 15 reports were
evaluated. Average score of open inquiry reports 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were 70.38 and 48.00 respectively. Pre-test and post-test results of scientific attitude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5 level of analysis of
covariance (F=4.629, p<.05). As results of interviews, the experimental group students
that engaged actively had felt interested, good tune up with friends to explore the
process, but not felt regretful. With these results, open inquiry program using
structure-based cooperative learning was effective in improving students' report
writing ability and scientific attitude, and in changing their perception positively.
Key words: open inquiry, structure-based cooperative learning,
scientific attitude test, interview, 6th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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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지도안 예시
1

자유 탐구 주제 찾기

영 역
자유 탐구
일시 0000. ○. ○. 장소 ○-○교실
본시 주제 자유 탐구 주제 찾기
차시
1 / 6 지도교사 김알음
1. 자유 탐구의 의미와 단계, 주제 영역 탐색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2. 자유 탐구 주제를 브레인스토밍 기법과 창문 구조를 활용하여 정할 수 있다.
3. 탐구 주제를 정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활발히 나눈다.
교사
학생
자료 및 준 프리스틀리 일화 동영상, 모둠 칠판, 스티 자유탐구 노트
커, 자유탐구 안내 PPT, 포스트잇, 역할
비물
명패, 창문구조 학습지, 자유 탐구 UCC
협동학습 구조 선정
신장 정보교환 구조 의사소통 기술
모둠 세우기 학급 세우기 암기숙달 구조 사고력
구조
구조
창문구조
동 시 다 발 적 역할별 브레인 칠판 나누기
번호순으로 스토밍
학습의 주요 내용 및 흐름
구조중심 협동학습 방법
【동기유발】프리스틀리 동영 ․ 동시다발적 번호순으로: 동영상 감상 후
상 시청 후 내용 확인하기(5‘) 교사의 각 질문에 지명되는 역할(이끔이, 지
킴이, 기록이, 칭찬이)의 학생이 모둠 칠판에
도입
적어 동시에 답하고, 맞히면 보상한다.
【공부할 문제 확인】(1‘)
【학습활동 안내】(1‘)
【활동 1】자유 탐구의 의미 ․ 역할별 브레인스토밍: 하나의 주제에 대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하며, 다른 사람
와 단계, 주제 영역 탐색 방 해서
의 의견에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된다. 역할별
법 알아보기(10‘)
브레인스토밍은 시간 지킴이, 섬김이, 엉뚱이,
전개 【활동 2】브레인스토밍을 활 다른 생각이의 학생별 역할과 책임을 가진다.
용한 주제 꺼내기(15‘)
․ 창문 구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나온 주
【활동 3】창문 구조를 통해 제들 중 모둠원들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 한
가지를 정하기 위하여 창문 구조를 사용한다.
자유탐구 주제 찾기(5‘)
내용 정리】(2‘)
정리 【【학습
차시 예고】(1‘)
자료
학습 협동구조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및
단계
유의점
동시
◉ 동기유발
5‘  동영상,
다 발 적 ‣T-여러분, 혹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발견한 과학
모 둠 칠판,
스티커
도입 번호순 자를 아는 사람 있나요? 바로 프리스틀리입니다. 프
으로 리스틀리가 어떻게 기체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애니메
이션을 보여줄 거예요.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