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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설명적 그림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과학 성취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으며, 연구 대상 단원은 ‘지각
의 물질’이었다. 실험 처치는 10차시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실험 집단의 학생들은 학습 내용을 설명
적 그림으로 정리하였으며 통제 집단의 학생들은 학습 내용을 글로 정리하도록 하였다. 실험 처치
후에 사후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고，사후 성취도 검사 실시 2주 후에 지연된 사후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성취도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후 성취도 검사에서 처치의 효고}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으나, 문항 유형별로 분석한 결고}에서
는 주관식 문항에서 실험집단의 성적이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으며, 지연된 사후 성취
도 검사에서는 주관식 문항의 점수뿐 아니라 전체 점수에서도 실험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옷오다.
또한 설명적 그림이 상위 수준의 학생보다는 하위 수준의 학생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사후 성취도 검사와 지연된 사후 성취도 검사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처치효과의 유의미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설명적 그림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개
념 파지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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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정보의 85%는 시각적 정보이다. 또한 ‘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는 속
담은 학습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데 있어서 여러 줄의 글보다는 한 두 개의 적절한 그
림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교육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데 효과적
이라고 생각되어진 이래로 그림은 모든 수준의 교육 단계와 모든 과학 영역에서 폭넓게 사
용되고 있다(Blystone & Dettling, 1990). 이중 부호화 이론(dual coding theory)에 의하면 인간
의 장기 기억은 시각적 체계(visual system)와 언어적 체계(verbal system)로 구성되어 있어，이
두 체계가 서로 상호 작용하여 통합된 정보가 인식 될 때 장기 기억에 더 효과적이라고 한
다. 비록 언어로 진행되는 수업이라 할지라도 학습 과제를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생
들의 인지 과정 속에서는 이미지 생성, 이미지 회상, 비교 등의 과정을 일부 거치므로 이미
지는 기억에 있어서도 유용한 보조 수단이 될 수 있다(Paivio, 1986). 마음속에 재현되는 실제
세계인 정신모형(mental model)은 명제 진술과 이미지와 관련된 것으로，이는 실제 세계에 대
한

구조적인

비유이고

이미지는

특정

부분에서

모델과

인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Johnson-Laird, 1983). Mayer(1989)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정신 모형의 형성을 위해서는 설명적
인 정보가 글뿐만 아니라 그림이 함께 제시될 때 효과적이며 이것이 과학적 추론을 향상시
킨다고 하였다. 또한 Gobert & Clement(1998)는 문장으로 제시된 학습 내용을 읽으면서 글로
정리한 학생보다 그림으로 정리한 학생들이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그
림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할 때 좀 더 풍부한 정신 모형을 구성하며，어려운 인과적 • 역동적
정보의 통합과 이해를 위해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는 전략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것을 격려하라고 하는 기존
의 많은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 Larkin & Simon(1987)은 정보를 문장으로 재현하는 것
보다 그림으로 재현하는 것이 정보 요소들 간의 상징적 기호의 대응이나 인지적 추론에 소
요되는 노력을 줄여줄 수 있으므로 정보의 지시나 효과적인 계산을 도와 문제 해결에 더 유
익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임혜영(1998)은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맞는 학습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구체적 조작기나 전이 단계의 학습자는 언어적 설명과 추상적 부호에 의한 표현보
다는 도표，그림, 사진에 의한 구체적 예증이나 예시를 통할 때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여경희(2001)는 시각적 조직화를 문제 해결 전략에서 이용할 때 문
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학생들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김동영(1995)의 중학교
과학 수업에서의 개념도 활용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념도와 달리 학생들이 개념도
에 그림을 그려서 덧붙이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 여부에 대한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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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과학 학습에서 삽화나 만화를 삽입한 학습 자료를 학생들
에게 적용할 경우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도와 태도가 긍정적이었다는 한은주(2001)와 오건수
(1999)의 연구도 있다. 반면，교과서에서 활용하는 그림 자료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오개념을
바로 잡기보다는 개념 정립에 혼란을 준다는 박종규(1995)의 연구 결과나，교사가 저자의 의
도에 맞게 삽화에 대하여 설명을 해준 후에도 삽화를 저자의 의도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
생이 있다는 김은식(1993)의 연구 결과는 과학 수업에 있어서 그림 자료의 활용에 대한 재고
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학생들이 그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며,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자료로부터 학습하는 것이

기억의 부하를 늘린다는 Sweller et al.(1990)의

연구 결과는 과학 학습에 있어서 그림 자료의 활용이 다른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함을 드러
내는 것이다.
학습자가 학습 내용에 대하여 능동적인 지식의 구성 과정을 생략한 채 언어의 형태로 결
과적인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학습자의 사고 구조와 지식이 유리된 상태에 있는
‘활동력이 없는 학습(inert learning)’ 에 머물고 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학습의 주체라는 것과 그림 자료가 단순히 글을 보조하는 학습
자료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
서나 학습 자료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형태의 수동적인 의미의 그림 자료가 아닌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설명적 그림«을 구성하는 것이 과학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학습 내용을 글로 정리하는 집단과 설명적 그림으로 정리하는 집단 간에 과학 성취
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학습 내용을 글로 정리하는 집단과 설명적 그림으로 정리하는 집단 간에 평가 문항
유형에 따른 성취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학습 내용을 글로 정리하는 집단과 설명적 그림으로 정리하는 집단 간에 성별과 성
취 수준에 따른 성취도에 차이가 있는가?

1)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그림으로서 요소들의 명칭, 과정이나 원인 • 결과 등을 나타낼

수 있는 화살표나 문자를 포함하는 그림을 설명적 그림으로 정의한다(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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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설계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한 남녀 공학 중학교 1학년 4개 학급의 105명
이었다. 각 학급은 남녀 합반의 형태였으며, 대상 학생 중 남학생은 54명, 여학생은 51명이
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무선 할당을 위해 중간고사 과학 성적을 기준으로 비슷한
학급끼리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2개 반씩 할당하였으며，학생들 중 특수 학급의 학생은 인
지 능력 및 지능이 일반적인 중학생들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 연구로서 실험 설계는 [그림 1]과 같다. 연구 대상 학급들은 기본적으로
무선할당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실험 처치 전 출발점 상황을 알
아보기 위한 사전 검사는 실험 처치 이전에 학습한 단원 내용을 평가한 중간고사 성적으로
대신하였다. 실험 처치 후 사후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주 후 지연된 사후 성취도 검
사를 실시하여 이것을 사후 성취도 검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 대상 단원은 1학년 과학 3단원 ‘ 지각의 물질’ 이며，실험 처치 기간은 5주 동안으로
10차시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단원을 학습하는 동안 실험 집단의 학생들은 학습 내
용을 수업 시간 중에 설명적 그림으로 정리하였는데, 설명적 그림에는 구체적 대상물의 형
태, 대상들의 인과관계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어나 기호를 함께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제 집단 학생들은 수업 시간 중에 학습 내용을 문장이나 단어 위주
로 정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교사의 수업 형태는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차
이가 없도록 하였다.

E xperim ental
group (n=52)
C ontrol group
(n=53)

Xi

Oi

〇2

X2

Oi

〇2

X X 2o
o
1

2 1

N um ber of students
S um m arized b y explanatory d iagram
S um m arized b y w ritin g
P ost achievem ent test
D elayed post achievem ent test

〔
그림 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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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적 그림 그리기 훈련
설명적 그림 그리기는 학습자가 이해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학습 내용을 모
두 학습한 이후에 매 수업 시간마다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존의 개념 단어 위주
의 개념도가 형식적인 구조를 지닌 것과는 달리 설명적 그림 그리기에서는 구체적인 대상물
이나 대상들 간의 인과적 관계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어나 문자，화살
표 등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학습 내용을 설명적 그리기로 정리하는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1
단원을 학습하는 동안 3~4차시에 걸쳐 수업시간 중에 연습을 하였으며, 1회의 단원 마무리
형성 평가에서 설명적 그림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통제 집단의 학생들은 문장이 위주가 되는 방법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였으며，단원 마무
리 형성 평가에서도 문장으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성취도 문항 개발 및 처치
사후 성취도 검사와 지연된 사후 성취도 검사에 사용된 문항은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 목
표에 준하여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지구과학 교육 전공의 대학원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의 과학 교육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안면 타당도를 검증받아 타당도가 높은 문항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항은 사후 성취도 검사와 지연된 사후 검사 모두 각각 선다형 문항 12
개와 주관식 문항 3개였다.
각 성취도 검사 문항에서 주관식 문항의 채점은 연구자와 1학년 과학 담당 교사와 함께
하였으며，연구자와 따로 채점을 하여 채점자간 일치도(intemter agreement)를 구하였다. 이렇
게 하여 구한 채점자간 일치도는 사후 성취도 검사의 주관식 문항에서는 96.19%，지연된 사
후 성취도 검사의 주관식 문항에서는 97.4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 처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두 독립 표본 t-검정
(t-test)을 이용하였으며，수업 처치와 성별의 두 독립 변인에 따른 두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4. 설문 조사
성취도 검사 결과의 정량적 분석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과 설명적 그림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지연된 사후 성취도 검사가 끝난 후
연구자가 제작한 13개의 문항으로 수업 시간에 15분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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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설명적 그림 그리기 활동에서의 어려움이나 학습에 주는 시사점 등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13개의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은 5단계 리커트(Likert) 척도를 이용하
였고，학생들이 설명적 그림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기타 의견은 설문지 뒷면
에 직접 쓰도록 하였다.

m

. 연구 결과 및 논의

1. 성취도 검사 결과 및 분석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단 학생들과 통제집단 학생들의 과학 성취도에 있어서 동
질 집단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 단원 수업 이전에 실시된 중간고사 과학 성적을
비교하였다. <표 1>의 사전 검사 결과 p< .05 수준에서 두 집단의 과학 성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실험 처치 전 두 집단은 동질한 집단으로 가정할 수 있었다. 사후 성취도 검사
결과는 두 집단 간의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지연된 사후 성취도
검사 결과는 p< .05 수준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사후 및 지연된 사후 성취도 검사에서 두 집단의 평균 점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지연된 사후 검사에서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시간에 따라 개념 파지 비율이 감소하는 정도가
더 작다는 것으로，설명적 그림으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이 수업 후 망각을 지연하
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표 1〉과학 성취도의 t- 검정 결과
cont.
(n=53)
exp.
(n=52)
cont.
post

(n=53)
exp.
(n=52)
cont.

delayed post

(n=53)
exp.
(n=52)

74.92

16.78

76.69

14.34

55.72

22.56

63.00

24.25

42.11

23.01

51.35

19.38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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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과학 성취도 평균 점수의 변화
<표 2>는 성취도 검사 결과를 문항 유형에 따라 객관식 문항(MC: Multiple-Choice)과 주관
식 문항(SE: Short answer or Essay)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
과, 사후 성취도 검사의 객관식 문항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p< .05 수준에서 유의미하
지 않았으나，주관식 문항의 점수에서는 실험 집단이 p<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
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된 사후 성취도 검사에서도 사후 검사와 마찬가지로 주관식
문항의 점수에서만 p< .05 수준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우수하다는 결과
가 나왔다. 이 결과로 판단할 때，학생들이 설명적 그림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이
객관식 문항보다 주관식 문항에서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관식 문항의
경우 객관식 문항보다 추측의 변인이 적고 좀 더 확실한 개념 파지가 요구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주관식 문항에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이 유의미하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학습 방법이 개념파지에 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주관식 문항을 문항별로 분석해본 결과，사후 성취도 검사와 지연된
사후 성취도 검사에서 구체적인 대상의 명칭을 회상하는 단답형(short answer) 문항에서는 두
집단 간의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인과적인 관계를 추론하는 서술형(essay) 문항
에서는 두 집단 간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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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문항 유형에 따른 과학 성취도의 卜검정 결과

2. 성별에 따른 집단 간 과학 성취도 차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처치와 성별에 따른 성취도 검사 성적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 성취도 검사 결과에서는 성별에 따른 두
집단의 평균 점수의 차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객관식 문항
의 점수(F=1.466, p= .229)뿐 아니라 주관식 문항의 점수(F= .180, p= .672)에서도 성별에 따른
효과나 성별과 실험 처치에 의한 상호 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지연된 사후 성
취도 검사의 객관식 문항(F= .283, p= .596)과 주관식 문항((F= .140, p= .709)에서도 성별에
따른 효과나 성별과 실험 처치에 의한 상호 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 내용을 글로 정리하는 방법과 설명적 그림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성취도 검사의 주관식
문항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각각의 방법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는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3. 성취 수준에 따른 집단 간 과학 성취도 차이
<표 3>은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따른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지연된 사후 성취도 검사
결과를 비교한 것이고, [그림 3]은 성취 수준에 따른 두 집단의 성취도 평균 점수를 그래프

290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설명적 그림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과학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로 나타낸 것이다. 성취 수준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수가 높은
30%의 학생들을 상위 수준으로，중간인 40%를 중위 수준으로，낮은 나머지 30%를 하위 수
준으로 분류하였다. 상위와 중위 수준의 학생의 경우는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 모두에
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위나
중위 수준의 학생에게는 설명적 그림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이 글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것보다 개념 파지에 효과가 더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하위 수준의
학생들에게서는 주관식 점수에서 p<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실험 집단 학생이 높게 나왔
고, 객관식과 주관식 점수를 합친 전체 점수에서도 실험 집단이 p<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 수준에 따른 실험 처치의 효과를 종합해 볼 때，본 연구의 학습 방법이 개념 파지에
미치는 효과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따라 다르며，상위 수준의 학생보다는 하위 수준의 학
생에게 설명적 그림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이 개념 파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성취수준에 따른 지연된 사후 성취도 검사의 t- 검정 결과(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T ype

N

M

SD

cont.

12

52.25

15.48

exp.

20

50.10

10.71

cont.

22

33.55

10.58

exp.

18

34.67

8.87

cont.

18

24.00

12.52

exp.

14

32.57

14.26

cont.

12

20.33

6.67

exp.

20

16.70

6.16

cont.

22

6.59

6.24

exp.

18

8.56

6.80

cont.

18

1.56

3.05

group

upper

MC

m iddle

M ean

df

di伴.

.465

30

.645

2.15

-.358

38

.722

-

-1.808

30

.081

-8.57

1.567

30

.127

3.63

-.952

38

.347

-1.97

-2.786

30

.009*

-5.59

1.026

30

.313

5.78

-.729

38

.471

-3.09

-2.406

30

022*

-14.16

1.12

low er

upper

SA

m iddle

low er

upper

T otal

m iddle

low er

exp.

14

7.14

7.80

cont.

12

72.58

17.85

exp.

20

66.80

13.85

cont.

22

40.14

13.23

exp.

18

43.22

13.44

cont.

18

25.56

14.56

exp.

14

39.71

18.75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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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연된 사후 성취도 검사의 성취수준별 평균 점수

4. 설문 결과 분석
설문 결과 분석은 ‘매우 그렇다’는 5점，‘그렇다’ 는 4점，‘보통이다’ 는 3점，‘아니다’는 2점，
‘ 전혀 아니다’ 는 1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설문을 분석해 본 결과，형
성 평가에서 설명적 그림으로 응답한 것을 수행 평가 성적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문항을 제
외하고는 평균이 모두 3.0을 넘어 설명적 그림으로 학습 내용을정리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
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설명적 그림으로 학습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흥미
롭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 응답 비율이 각각 61.5%와 11.5%로 전체적
으로 설명적 그림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이 흥미롭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설명적 그림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학습에의 집중이나 이해，기
억 등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에 대한 인식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이 부정
적으로 응답한 학생의 2배 이상이었다. 반면, 혼자 공부할 때나 다른 과목에서도 설명적 그
림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이용하겠느냐는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각각
36.6%, 32.7%이었지만 부정적 응답도 각각 28.8%, 26.9%로 긍정적 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이 설명적 그림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에어려움을 느끼고 있

음을 짐작케 하며，이 학습 방법이 과학 과목 이외의 과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조건들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 • 여 성별에 따른 각 설문 문항 응답의 평균은 거의 비슷하였으며 그 차이도 t-검정 결
과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에서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에서도 긍정적인 표현들이 더 많았으나 부
정적인 의견 중에서 ‘설명적 그림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볼 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도 있었다. 이는 설명적 그림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더라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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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학생들은 학습한 개념들을 제대로 파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의견이 양적으로는 긍정적인 의견에 비해 적은 편이었지만 일부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생각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생들은 부정적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파악되었다. 예를 들면
많은 학생들이 설명적 그림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이해가 잘된다고 응답했지만 일부 학생은
글로 쓰는 것이 이해가 더 잘된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설명적 그림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
할 때 학생들의 개념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학생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림으로 표현하기 힘든 내용은 설명적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하면 이해가 잘 안 된다
는 학생의 의견은 구체적 대상물이나 구체적인 개념이 아닌 추상적 개념은 설명적 그림으로
정리하는 것이 학생의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IV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습 내용을 설명적 그림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과학 성취도와 과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여，설명적 그림으로 학습하는 방법의 효과와 교수 • 학습
전략으로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진단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학습 내용을 글로 정리하는 집단과 설명적 그림으로 정리하는 집단의 사후 성
취도검사 결과에서는 실험 집단의 점수가 통제 집단에 비해 높았으나 p< .05 수준에서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습 내용을 설명적 그림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개념 파
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지연된 사후 성취도 검사 결과에서는 실험 집단
이 통제 집단보다 p<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간에 따른 수업 내용의 망각 비율이 실험 집단이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학습 내용을
설명적 그림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개념 파지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후 성취도와 지연된 사후 성취도 검사 결과를 각각 객관식 점수와 주관식 점수를 나누
어 비교한 결과, 객관식 점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관식 점수에서는 실험 집
단이 통제 집단보다 높게 나온 것이 p<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과
적인 추론을 요구하는 서술형 문항에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이 차이가 P< .〇5 수준에서 유의 미하게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판
단할 때，본 연구의 학습 방법이 단순 지식의 기억이나 회상보다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고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각 집단의 학습 방법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후 성취도뿐만 아니라 지
연된 사후 성취도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직접 설명적 그림으로 정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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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특정 성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학습 방법으로 남학생이나 여학생 어느 성별
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방법임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연된 사후 성
취도 검사 결과에서 설명적 그림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이 상위 수준의 학생보다는
하위 수준의 학생에게 효과적이라는 결과는 본 연구에 쓰인 학습 방법이 학생들의 성취 수
준에 따라 다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연된 사후 성취도 검사 결과에서 설명적 그림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이 학업
성취 하위 수준의 학생에게 좀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볼 때 학업 성취 하위 수준의 학생
들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 내용을 설명적 그림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많이 주어
야 할 것이며，설문 조사 결과에서 학생들이 혼자 학습할 때나 다른 과목을 학습할 때 설명
적 그림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의 활용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습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동기 수준이나 다른 여러 조
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 처치 대상 단원이 광물，암석，지표의 변화와 관련된 개념을 다루는 단원
으로 단순 암기를 요하는 비설명적 지식 내용이 많으므로 본 연구의 학습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형의 개념이나 설명적 지식과 관련된 단원에서의 후속 연구가 있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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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명적 그림을 이용한 학습 정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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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Summary Skill of Learning Contents Using Student
Generated Explanatory Diagram on Students' Science Achievement

M yong-A h C h o (Teacher, Gong-hang Middle school)
K i-Young Lee (Teacher, Han-sung Science High school)
Hui-Soo A 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ummary skill of
learning contents using student-generated explanatory diagram on students’ science
achievement. Four classes of 7th grade students participated and the subject of the
instruction domain was ’m aterial of the crust’. This study had been carried out for
5 weeks.

Experimental

group

students

summarized

learning

contents by own

explanatory diagram and control group students summarized learning contents by
own w riting. After the experiment, post science achievement test was carried out,
and delayed post science achievement test was administered two weeks later. We
compared post and delayed post test scores between two group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total score of post test，but short answer or essay item
scor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And

overall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wo groups at the delayed post test. Especially at the
delayed post test，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not only in the short answer or
essay item score but also in the total score including m ultiple choice item score
between

two

groups.

These

results

im ply

that

student-generated

explanatory

diagram summary skill has a positive effect to retention of students’ conceptions.
(2) Explanatory diagram summary skill was more effective to lower level students
than to upper level. (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elation to gender
variable.
Key Words : explanatory diagram, science achievement, item type，achievement
level，gender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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