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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식물 련 독후활동이 ‘식물의 기 ’에 한

등학생의 개념 변화에 미치는 향

김 주 연

제주 학교 교육 학원 등과학교육 공

지도교수 홍 승 호

본 연구는 식물 련 독후 활동을 통해 등학생들의 식물 역의 오개념을

처치하고 이러한 독후 활동이 학생들의 식물의 기 에 한 개념 변화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 밝히기 하여 이루어졌다.이는 식물을 직 찰하고 체

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은 등학생들에게 독후 활동을 통한 간 경험을 제공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연구는 등학교 6학년 과학과 교육과정에 식물과 련

된 단원이 없어 식물에 해 학습할 기회가 없었음을 감안하여 6학년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 체 학생,성별에 따라 분석하 으며,평균 정답률이 사

53.8%에서 사후 62.5%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결과를 통해 모든 문항에서 유의

한 수 은 아니지만 독후 활동이 식물 련 학업 성취에 효과가 있고,식물에

보다 친 감을 느끼고 쉽게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식물 련

독후 활동은 학생들의 과학 흥미를 유발시키고 과학 태도에 정 인 향상

에 도움을 수 있어 과학과 수업에서도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주요어 :과학 개념,식물의 기 ,오개념,인지도, 등과학,독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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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목 필요성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을 학습자가 능동 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

한다.학생들은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기 에도 사회 문화 인 상호작용,자연

상과의 상호 작용 등을 통하여 주변 상을 나름 로의 생각으로 재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제한 인 시간과 공간,일상 인 언어와 같은 향을 받

아 구성되기 때문에 추상 이고 포 인 과학과 상충되는 경우가 빈번하

게 발생한다.

학생들은 과학을 배운 후에도 여 히 많은 오개념을 가지고 있으며,이러한

오개념은 과학 학습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며 일반 인 과학 수업으로는 과학

인 개념으로 쉽게 체되지 않는다.

정완호(1997)는 오개념의 유형을 밝히고 원인을 진단하는 것도 요하지만,

밝 진 각각의 오개념을 과학 개념으로 환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하 다.특히 생물 역의 식물 부분은 다양한 식물을 할 기회가 많지 않은

최근의 등학생들이 과학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시 자료들만으로 교과 목

표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고 오개념을 교정하기도 어렵다.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탐구 수업이 학교 수업 장에서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효과 인 탐구 수업 자료의 부족 때문이며 특히,

식물 실험의 자료는 수업 시간의 제한과 보 의 어려움이 있어서 소개가 많이

되지 않은 형편이다(김한수 등,2001).따라서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의 이해를 신

장시킬 수 있는 효율 인 학습 방법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식물을 직 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은 등학생들에게 간 으

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 인 방법 하나가 책을 통한 경험을 제공하

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 수(2001)는 등학생들의 과학 련 읽기 인지 지식과 과학 성취도와

의 계를 알아본 결과 과학 련 인지 지식과 지식 이해,탐구 능력 역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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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 이 있다고 보고하 다.표 수(1999)는 인쇄 매체의 STS교육 학습 자

료로서의 활용 방안을 연구한 결과 학습 자료로써 인쇄 매체를 활용하는 것은

효과 이었다고 밝혔다.이상의 연구들은,독후 활동이 학생들의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을 뿐만 아니라 과학 학습에도 훌륭한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식물 련 독후 활동이 개념 변화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데 그에 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이에 식물 련 독후 활동을 개념 변화의

계성과 연결지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본 연구는 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식물과 련있는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학 의 독후 활동을 용하여

식물 개념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 오개념의 원인을 찾아보기 하여

이루어졌다.

2.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식물의 기 ’에 한 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의 원

인은 무엇인가?

나.‘식물의 기 ’에 해 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 식물

련 독후 활동 후에 개념의 변화가 생겼는가?

다.식물 련 독후 활동이 성별 간에는 차이가 있는가?

3.연구의 제한

본 연구에서는 지필 검사의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악하기

는 어렵고 등과학 생명 역의 ‘식물의 기 ’과 특정 지역의 특정 학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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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생물의 반 인 내용으로 보거나, 등학교 체

학년 는 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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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의 학습이론은 학생들이 과학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 단순히 수용하거나

동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능동 으로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스스로 재

구성한다고 가정한다(Driver& Easley,1978;조희형,1984).

다음은 개념과 련된 학습 이론,오개념을 형성하는 요인과 오개념 교정을

한 수업모형,독후 활동의 교육 활용 가치를 살펴본 후 연구의 내용과 련

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개념과 련된 이론들

가.인지 발달 이론

피아제는 아동의 지 발달 과정에 일정한 특징이 있음을 밝혔다.아동이 환

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모순된 상황을 하고,획득한 정보가 재의 인지 구

조와 맞지 않아서 인지 비평형 상태가 되었을 때 새로운 지식이 습득된다

(Lawson,1995).피아제는 외부의 환경과 상호 작용을 통해 아동이 정보를 조

직하고 처리하는 지 인 인지구조를 도식(Schema)이라고 하 다.새로운 정보

를 인식하기 해서 이러한 도식을 사용하는데 규칙 이고 반복 인 일 성이

있는 행동 모두를 도식이라고 볼 수 있다.그의 이론에 의하면 아동들은 환경에

응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이러한 응의 과정은 동화(assimilation)와 조

(accommodation)이라는 상호 보완 인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 다.동

화와 조 은 선천 인 지 기능으로써 동화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자신의 인

지 구조에 맞추는 과정이다.동화는 지 행동의 바탕이 되며 이미 학습된 지식

과 기능을 이용하여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과정을 조 한다.즉 인지구조와

외부의 물리 환경 사이의 조화를 말한다.학습자는 기존의 인지 구조에 따라

주어진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그 인지 구조의 수 에 맞게 정보를 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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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은 정보를 통합하기 해 그 정보에 알맞게 기존의 인지 구조를 구조

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즉 외부의 정보를 기존의 인지 구조에서 수

용 가능하도록 그 정보가 요구하는 인지 수 과 범 에 맞게 인지 구조가 변

화하는 과정을 말한다(교과부,2011a).동화와 조 사이의 지속 인 변화,발달,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평형화이며 아동의 지능은 동화와 조 이라는 과정을 통

해 발달한다.평형화는 조화를 이루려는 내 욕구이며 인지 갈등을 해소하려

는 성향으로 동화와 조 과 함께 지능 발달의 요한 요인이 된다.평형화의 과

정은 인지 구조가 변화할지라도 그것의 기본 인 구조와 내용을 계속 유지하려

는 기능을 한다. 한 환경과 인지 구조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순이나 갈등에

한 정신 보상을 가져다주며,그 게 함으로써 개인들이 환경의 변화에 능동

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자극으로 사용한다.이러한 평형화의 특징은 과학 개

념의 변화에 한 략을 개발할 수 있는 시사 을 주고 있다.

한편,기존의 인지구조가 외부의 정보를 동화시킬 수 없는 상태를 지 인 비

평형 상태라고 한다.이 비평형 상태는 학습자의 내 인 동기 유발에 필수 인

것이고 새로운 인지구조의 형성에 필수 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비평형 상태의

해소는 인지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가능하다.지 인 비평형 상태는 지 인 발

을 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학습자 스스로 도달할 수도 있지만 교사의 한

개입에 의해 더 쉽게 도달도 가능하다.따라서 학생의 지 비평형 상태를 유도

하는 일은 매우 요하다.

나.유의미학습 이론

유의미 학습이론은 Ausubel(1968)이 주장하는 학습 이론으로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지구조와 련이 있을 때 학습자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

여하게 되어 학습이 유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권재술 등,1998).그의 학습 이

론은 학습자의 인지 구조,즉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앞으로 개될 학

습 상황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을 둔다.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기 해서는 학습 과제가 실사성과 구속성을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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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습자가 유의미하게 학습하려는 학습 태세를 가져야 한다(권재술 등,1998).

실사성(substaniveness)이란 학습하는 내용과 그 구조가 어떠한 언어로 표 되

더라도 그 의미와 본성이 변하지 않는 불변 이고 인 특성을 의미한다.

구속성(nonarbitrariness)은 학습 과제가 학습자의 인지구조와 임의 으로 계

가 맺어졌을 때,그 계가 임의 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Ausubel에 의하면,새로운 학습 내용을 이 에 학습한 내용에 지속 으로

합시키도록 개념과 원리를 조직하고 학습할 어휘 목록,사진,도표,주제의 목록

등을 포함하는 선행 조직자(advancedorganizer)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임무라고 하 다.

2.과학 개념과 오개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수업 개념은 선입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는 개인의 경

험에 바탕을 둔 특유의 것이기 때문에 신념에 가깝다(박 효와 홍승호,2006).

오개념(misconception)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기 에 가지고 있는 선입 개념

과학 이지 않은 개념을 말한다.학생들이 과학을 배운 후에도 여 히 많은 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이러한 오개념은 과학 학습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된다

는 사실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밝 졌다.

최병순(1990)은 학생들의 오개념은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

다고 밝혔다.

첫째,자신의 경험에 의해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며 상을 찰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가지만 동시에 일반 으로 나타나는 공통성이

존재한다.둘째,동일한 상을 통합할 수 있는 과학 모형을 갖고 있지 못하

므로 동일한 성격이나 내용에 련한 상에 해서도 상황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상황 의존 인 특징이 있다.셋째,안정성으로 오개념은

학생들의 에서 매우 의미있고 그럴듯해 보인다.따라서 교사가 과학 수업에

서 그들의 생각과 립되는 실험 증거를 제시해도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는

다.설사 바꾼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자신의 생각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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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3.오개념을 형성하는 요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지구조나 학습 상황에서 도출된 정보를 바탕

으로 한 인지 과정의 결함에서 오개념이 형성된다(교과부,2011a).이처럼 오

개념이 형성되는 원인을 학습자 요인과 환경 요인으로 나 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가.학습자 요인

학습자들은 감각 기 을 통해 경험한 것을 언어를 통해 의미가 명확해 지기

에 나름의 직 인 기 체계를 형성한다.이러한 독특한 개념 체계는 개개

인마다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실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단어가

과학 인 의미와 다르다면,그 학생의 인지구조에서는 자신이 흔히 사용하는 단

어의 의미로 동화해 버린다.이 과정에서 오개념이 형성될 수 있다(정완호,

1993).피아제는 인지 발달 이론에서 학습자들의 수 보다 더 높은 사고 수 을

요하는 학습 과제에 직면할 때 학습자들은 단순한 논리 조작을 통해 오개념

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한 권재술(1992)도 학생이 학습할 내용에 하여 인지

조작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 오개념이 생긴다고 하 다.

유추할 상에 한 정확한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 한 유추에 의하여

오개념일 발생할 뿐 아니라 좁은 범 의 경험으로 결과를 성 하게 일반화 하

는 과정에서 오개념이 형성될 수도 있다.

나.환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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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가장 쉽게 정보를 할 수 있는 학습 수단이 교과서이다.하지만

교과서는 오개념의 자원으로서도 구실을 한다.개념에 한 설명의 부정확이나

생략,용어 진술의 오류,기호나 다이어그램의 획일성이나 의미 연상,과학 개념

과 일상 개념의 의미차,설명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 이 교과서가 오개념을

제공하는 경우이다(홍승호와 고효림,2009). 한 배운 개념을 체 인 개념의

구조 속에서 서로 연 을 짓지 못해 주제가 서로 분리되고 독립 으로 구성되

어 유기 인 계를 맺지 못할 경우가 있다.교수․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과

학 개념을 획득하기 때문에 교사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직 으로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4.오개념 교정을 한 수업모형

가.순환 학습 모형

순환 학습 모형(learningcyclemodel)은 Karplus(1964)가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토 로 개발하 으며 이 모형에서는 순환 인 학습의 세 단계,즉 탐색,

개념 도입,개념 용으로 이루어진 학습 주기(learningcycle)를 이용한다(정완

호 등,1997).순환 학습 모형은 구체 인 조작 활동을 통하여 자율 조 기능

을 자극하고 능동 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 사고력의 신장을 돕기

한 탐구 지향 수업 모형이다(한안진 등,1997).

탐색 단계에서는 학생이 탐색을 통해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학생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 는 사고 양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에 하여 의 을 가진다.이 때,학생들은 인지 갈등을 일으키며

이 상태가 바로 비평형 상태이다.이러한 인지 갈등을 통한 해결과정에서 학

생들은 평형화 과정을 통해 외부 자극에 한 규칙성을 발견하여 개념을 스스

로 획득하게 된다.특히 이 단계에서 학생들 스스로 활동이 이루어지고,생각,

토의하는 학습 분 기를 조성되어야 하며 교사는 단지 학습의 안내자 역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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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남만희,2001).

개념도입 단계에서는 교사가 규칙성을 나타내는 개념을 소개하고,학생은 그

개념을 규칙성에 연결함으로써 실질 으로 개념을 한다.탐색단계에서 일으켰던

인지 갈등이 새로운 개념 원리의 도입에 의해 해소되므로 인지구조와 외

부자극과 새로운 평형상태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개념 용 단계는 학생이 새로운 상황에서 그 개념을 용할 수 있는 사례와

용할 수 없는 사례를 찾도록 하여 습득한 개념을 다듬게 하여 새로운 개념을

안정화시킨다.

일반 으로 순환 학습은 탐색,개념 도입,개념 용의 단계를 주기 으로 반

복하여 각 단계가 지속 으로 순환되는 형태를 보인다(조희형,2003).

나.개념 변화 학습 모형

학생들의 오개념은 일반 인 과학 수업으로는 쉽게 과학 개념으로 체되거

나 변화되지 않으므로 특수한 수업 모형이 필요하다.이를 해 제시된 과학 교

수․학습 모형을 가리켜서 개념 변화 학습이라고 한다.개념 변화 학습 모형에

는 반성 모형,인지 갈등 수업 모형,구성주의 학습 수업 모형 등이 있다.

Posneretal.(1982)은 학생들의 생각을 바꾸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하 다.첫째,자신의 생각에 불만을 갖는다

(dissatisfaction).둘째,새로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intelligent).셋째,새로운

개념이 옳은 것 같다(plausible).넷째,새로운 개념이 활용 가능성이 많다

(fruitful).

Driver(1989)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 하고 상충된 상황에 노출된 후

새로운 생각을 구성하고 재구성한 생각의 타당성을 평가하며 재구성된 생각을

응용하고 검토하는 단계의 모형을 제시하 다.Driver가 제시한 학습모형은 도

입단계,수업 이 개념 끌어내기,개념의 재구조화,새로운 개념의 응용,개념

의 변화 검토 단계를 거쳐 생각의 변화를 비교하는 피드백 과정을 반복한다(정

완호 등,1997).

도입은 경험을 상기시키거나 질문을 던져 수업 내용의 방향을 암시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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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수업 이 개념 끌어내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은 기존의 선개념을 표 한다.

이때 학생들은 학습 내용과 련하여 자신의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이후 개념

의 재구조화 단계는 세부 으로 개념의 명료화 교환,갈등 상황의 노출,새

로운 개념의 구성,평가의 하 단계로 구분된다.

개념의 명료화 교환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생각을 서로 발표하여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의미를 명료화할 뿐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비교해

보는 기회가 된다.이 후 기존의 생각에 상충되는 갈등 상황에 노출단계에서는

자신의 기존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기회를 가진다.이후 자신의

부족한 생각을 체하는 새로운 개념을 하는 새로운 개념의 구성 단계를 거

쳐 평가 단계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평가한다.

이 후 학생들에게 재구성한 생각을 용하는 새로운 상황을 제시하는 새로운

개념의 응용 단계를 거친다.마지막 단계로 학생들이 생각이 얼마나 변화되었는

지 선개념과 비교하여 검토하는 개념의 변화 검토 단계가 있다.Driver(1989)

모형은 5가지 단계를 거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선개념이 바 지 않았으면

단계들이 피드백 과정으로 다시 개념 변화를 시도한다(정완호 등,1997).

5.독후 활동의 교육 활용 가치

독서를 함으로써 삶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 능력이 향상되며,사회생활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다.독서를 통해 학습자들은 사고력과 학

습 능력이 향상된다.과학은 과학,기술,사회 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학문간

연구이기 때문에 자료를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 지식을 이해하는데 읽

기는 매우 요한 수단이다.과학 사고와 인식을 길러주기 해서는 과학

련 도서 등의 자료 활용이 으로 필요하다.따라서 독후 활동은 학습자들

에게 과학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시켜 과학 학습에 흥미를 갖게 하고 과학자

들이 한 것과 같은 경험을 통하여 감명을 갖게 함으로써 과학 학습의 내 동

기가 유발되어 과학 학업 성취도의 향상뿐만 아니라 과학에 련된 태도 향상

에도 효과를 것이라고 단된다. 한 탐구 역을 제시하고 선행 조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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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며 과학 학습에서 실험을 통해 얻어낸 결론들을

비교해 보는 토 로도 사용될 수 있다(이해순,2001).

6.선행 연구 고찰

 재까지 발표된 오개념에 한 연구 에서 이 연구과 련이 있는 생물

역의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재헌(1997)은 등학생들의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한 개념 조사에서 식물

의 구조와 기능에 해 공통 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등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의 오개념을 체계 으로

처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홍승호(2003)는 등과학 생명 역의 생식 유 분야에 한 오개념 분석

에 한 연구에서 학교에서의 교육 환경이 오개념 형성에 많은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오개념을 잘 악하여 오개념 수정하고 처치하는데 교사의 역할이

요함을 강조하 다.

홍승호와 고효림(2009)은 ‘식물의 기 ’에 한 등학생들의 개념 인지도 연

구에서 교사가 과학 개념을 확고히 알고 있어야 학생들에게 쉽게 달하고

학생들의 오개념 형성을 일 수 있고 다양한 시를 제시하고 외 인 부분

은 그 이유를 구체 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하 다.교사는 한 인지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용하여 의문을 갖게 하고 비평형 상

태를 유발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 다.이 연구 한 오개념 처

치를 해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생명 역에 한 등학생들의 오개념을 조

사하여 분석하고 이들 오개념을 처치할 수업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읽기 자료를 가지고 과학 태도,호기심이나 흥미,성취도,탐구 능력

에 향을 문헌을 소개하기로 한다.

정명희(1999)는 등 과학에서 과학 개념 지도와 련된 문학 작품을 선정

하여 과학 경험 로그램을 용한 결과 과학 학습에 있어 아동 문학의 통합

지도 방법이 아동들에게 극 인 수업 태도와 자발성을 키워주어 학생들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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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강조하 다.

이해순(2001)은 과학사,과학자의 일화,과학 추리,시사 과학 용어 등의 내용

으로 읽기 자료를 구성․활용한 후에 과학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과학 학습에 주변에서 쉽게 찰할 수 있고 학습할 주제와 련이 있는 내용을

추출하고 읽기 자료를 구성해서 과학 학습에 활용한 것이 학습자들의 호기심과

과학에 한 흥미를 유발시켰을 뿐 아니라,과학 태도와 성취 의욕을 증진시키

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 다.

한 수(2001)는 등학생들의 과학 련 읽기 인지 지식과 과학 성취도와

계를 알아본 결과 과학 련 인지 지식과 지식 이해,탐구 능력 역이 모

두 한 련이 있으며,특히 탐구 역에서 높은 상 도를 나타냈다고 보고

하 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과학 학습에 있어 독후 활동은 목표를 달성

하는데 필요한 보조 인 수단이 될 수 있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오개

념을 처치할 수 있는 좋은 수업 자료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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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계

⇩

선행연구 조사

⇩

과학교과서 분석

⇩

검사 도구 선정

⇩

식물 련 도서 선정

⇩

사 개념 검사 실시

⇩

식물 련 독후 활동 지도

⇩

사후 개념 검사 실시

⇩

결과 논의 분석

Ⅲ.연구 차 방법

1.연구 차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의 차는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연구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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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단원명 단원의 주요 내용

4학년 1학기 3.식물의 한살이

․식물의 한살이 찰 계획

․씨앗이 싹 트는 과정 알아보기

․식물의 한살이 찰을 해 씨앗 심기

․여러 가지 씨앗의 생김새 찰

․씨앗이 싹트는 과정 알아보기

․잎과 기가 자라는 모습 찰

․꽃과 열매가 자라는 모습 찰

4학년 2학기
1.식물의 세계

  식물의 생김새

․잎의 생김새와 특징 찰

․ 기의 생김새와 특징 찰

․뿌리의 생김새와 특징 찰

․꽃과 열매의 생김새와 특징 찰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개념의 형성과 변화에 한 학습 이론을 살펴보

고 오개념에 한 선행 연구를 조사하 으며, 등과학 교과서 4～6학년 과학

교과서에서 식물과 련되는 단원을 분석하 다.‘식물의 기 ’과 련된 개념

검사문항에 사용할 검사지로는 홍승호와 고효림(2009)의 개념 문항을 활용하

다.고학년 과학을 가르친 경력을 가진 교사 9명에게 의뢰하여 식물 련 도서

를 선정하 다.식물 련 도서를 2개반 학생들 모두 아침 독서 활동 시간을 활

용하여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사 ․사후의 개념 인식 정도를 분

석하 다.

2.‘식물의 기 ’과 련된 단원

등과학 교과서 4～6학년 과학 교재(교과부,2011a;2011b;2011c)에서 식물

과 련되는 단원을 분석한 내용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2007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식물’과 련된 단원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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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1학기
식물의 구조와

기능

․뿌리의 구조와 하는 일

․ 기의 겉모양과 하는 일

․ 기에서의 물의 이동

․잎의 구조

5학년 1학기
식물의 구조와

기능

․잎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잎에 도달한 물

․꽃의 구조와 하는 일

․열매의 구조와 하는 일

․식물의 씨 퍼뜨리기

학년 학기 단원명 단원의 주요 내용

3학년 2학기 식물의 잎과 기

․식물의 잎과 잎맥 찰

․잎의 생김새에 따른 분류

․잎이 기에 붙어 있는 모양

․ 기의 겉모양 찰

․식물 기의 역할

․식물이 우리 생활에 주는 이로운 알아보기

4학년 1학기 식물의 뿌리

․식물의 뿌리 모양 찰

․뿌리가 하는 일

․물방울의 식물 여행

․식물이 되어보기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식물 련 단원을 살펴보면 4학년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식물들의 특징을 비교하는데 을 두었고,5학년 과정에서는 식물 각 부

의 구조와 기능에 을 두며,6학년 과정에서는 식물 련 단원의 내용이

빠지고 7학년 ‘식물의 양’단원과 직 연계된다(교과부,2011a).하지만 본 연

구의 상인 6학년 학생들은 5학년까지는 제 7차 교육과정의 교육을 용받았

기 때문에 제 7차 등과학 교과서 ‘식물의 기 ’과 련된 내용도 <표 Ⅲ

-2>에 제시하 다(교육부,2006;홍승호와 고효림,2009).

<표 Ⅲ-2>제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식물의 기 ’과 련된 단원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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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1학기 꽃

․꽃 찰하기

․여러 가지 꽃의 공통 과 차이

․꽃과 곤충의 계

․꽃 사 만들기

5학년 2학기 열매

․여러 가지 씨와 열매 찰

․씨가 퍼지는 방법

․씨와 열매의 이용

6학년 1학기 주변의 생물
․우리 주변의 생물 조사하기

․식물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기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에 지,물질,생명,지구 역에 해 정확하게 단원수

를 1/4로 안배하고 있었으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별 기계 인 안배에서

벗어나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이 이루어졌다.따라서 생명 역은 5학

년에서 좀 더 비 있게 다루고 있다.

2007개정 교육과정과 제 7차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에서 4학년의 ‘식물의 세계’단원은 새로이 신설되었고,5학년의 ‘식물의 구조와

기능’단원은 제 7차 교육과정에서 3학년 ‘여러 가지 잎 조사하기’,‘식물의 기

찰하기’,4학년 ‘식물의 뿌리’,5학년 ‘식물의 잎이 하는 일’,‘꽃과 열매’단원

이 통합되었다.식물 구조 기능상의 유기 계를 좀 더 이해를 시키기

한 의도로 생식과 유 분야에 구성되어 있던 5학년 ‘꽃과 열매’까지 통합시켰

다(민경란,2008).

3.연구 상

본 연구 상으로 제주도 제주시 소재의 B 등학교 6학년 2개반 62명을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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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문항
번호

문항 내용

뿌리

1 식물의 뿌리는 땅 속에만 존재한다.

2 우리가 먹는 고구마는 뿌리이고 감자는 기이다.

3 우리가 먹는 양 의 둥근 부분은 뿌리가 변해서 생긴 것이다.

4 뿌리를 잘린 식물의 기를 땅에 묻어도 뿌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집단으로 선정하여 식물 련 독후 활동을 용하 다.6학년 교과서에는 식물

련 단원이 없고 생명 역의 생태계와 환경 내용만 제시되어 있어 기본 교과

수업을 하지 않는 비교 집단은 불필요하다고 단하여 단일 집단을 상으로

연구하 다.성별로는 남학생 32명,여학생 30명이 참여하 다.

4.검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식물 련 독서 활동 지도가 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기 해서 단일 집단의 사 ․사후 검사 설계를 하 다.식물

의 기 에 한 개념 검사를 사 에 실시한 후 식물 련 독후 활동을 용하

고 사 검사와 동일한 검사지로 식물의 기 에 한 개념 검사를 실시하

다.사 ․사후 검사지로는 ‘식물의 기 ’에 한 등학생들의 개념 인지도를

연구한 홍승호와 고효림(2009)의 개념 문항을 활용하 다<표 Ⅲ-3>.이 개념

문항은 이미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이며,문항의 특성은 식물의 기 인 뿌리,

기,잎,꽃,열매의 개념에 한 내용으로 각각 4개 문항씩 구성되었다.검사지

는 각 문항에 ‘’ 는 ‘아니오’로 선택을 하고 그 문항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 다.

<표 Ⅲ-3>검사에 활용한 ‘식물의 기 ’개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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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5 배추는 모양이 통통해도 기가 있다.

6 장미의 가시와 선인장의 가시는 둘 다 기가 변해서 된 것이다.

7 잎자루는 기의 한 부분이다.

8 나무는 풀에 속한다.

잎

9 잎맥은 잎의 앞면보다 뒷면이 더 뚜렷하다.

10 잎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꽃을 해 존재한다.

11 선인장은 잎이 없어도 합성을 할 수 있다.

12 그물맥 잎을 갖는 식물은 수염뿌리는 갖는다.

꽃

13 해바라기나 민들 는 갈래꽃이다.

14 고구마나 감자도 꽃이 핀다.

15 모든 꽃의 암술은 한 개,수술은 여러 개를 갖는다.

16 수 식물도 꽃이 핀다.

열매

17 에 나오는 새싹은 모두 씨가 싹이 터서 나오는 것이다.

18 딸기는 속씨식물이다.

19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나 씨가 생기지 않는다.

20 토마토와 참외는 채소이다.

5.식물 련 독후 활동 지도

가.식물 련 도서 선정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읽어야 하고 쉽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

도서 에 다량으로 비치되어 있는 과학 련 도서들 소재나 주제가 식물과

련되어 있는 도서 목록을 먼 1차로 선별하 다.1차 선별한 도서들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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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과학을 가르친 경력을 가진 교사 9명에게 의뢰하여 6학년 학생들의 수

에 합한 것인지,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인지 등을 고려하여 총 5권을 선정하

다<표 Ⅲ-4>.이 게 선정된 도서를 학생들이 2주에 한 권의 책을 완독하여

각 학생당 5권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 다.참고로 이 서 들은 상업 매

가 이루어지고 있는 을 감안하여 도서명은 밝히지 않았다.

<표 Ⅲ-4>독후 활동에 선정된 식물 련 도서 목록

번호 도 서 명 자 명 출 사명

1
등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 □□□□□

황미라․임선아

(2006)
길벗스쿨

2
교과서에 따른 ▽▽▽▽

▽▽▽▽

이지열 감수

(2002)
림당

3
○○○○○ ○○○○

식물 이야기

엄안흠

(2010)
자음과 모음

4 XXX식물 이야기

장 앙리 르

추둘란 역

(2011)

사계

5
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 ☆☆☆☆

이소형

(2010)
을 소(21세기북스)

나.독후 활동 지도 방법 주안

식물 련 도서를 2개반 학생들 모두 아침 독서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읽도

록 하 다.한 권의 책을 2주일 동안 읽고 난 후 토요일의 특활 시간을 활용하

여 독서 소감문과 반성 일지를 쓰도록 하 다.반성 일지에는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 에 몰랐던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된 내용,더 알고 싶은 내용을 꼭

기재하도록 지도하여 식물에 한 개념 변화의 과정을 스스로 인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 다.

한편,아침 독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해 독서를 하면서 메모하기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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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 다.매일 메모를 하면서 독서를 하게 되면 내용

이해 내용 연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정재학(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독서

간이나 끝난 후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궁 한 을 간단하게 메모하도록

하 다.

6.설문 조사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식물 련 독후 활동이 등학생들의 개념 변화에 어떤 향을 주

는가 알아보기 한 것이다.이에 독후 활동 ,후의 사 검사와 사후 검사

결과 단일 집단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해 t-검증을 통

하여 정량 으로 분석하 다.통계 자료 분석은 SPSS 통계 로그램(version

12.0)과 Excel2007을 활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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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연구 결과 논의

1. 체 학생에 한 식물 개념 변화의 분석

연구에 참여한 체 학생의 식물 련 독후 활동을 용하기 과 용 후의

‘식물의 기 ’에 한 개념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문항별로 응답 유형을 조사하

다.각 문항에 한 사 검사와 사후 검사의 정답률 비교는 [그림 Ⅳ-1]과

같다.사 검사와 사후 검사 간의 과학 개념 인지도를 백분율로 비교하 다.

백분율 값이 높을수록 높은 과학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고 낮을수록 오개념

이 많음을 뜻한다.

 사전검사  사후검사

정

답

률

(%)

문 항

[그림 Ⅳ-1] 체 학생의 사 ․사후 검사 결과 정답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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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사 검사 사후 검사

F t p

정답자 오답자 정답자 오답자

3 32(51.6%) 30(48.4%) 46(74.2%) 16(25.8%) 18.376 -2.655
**

.009

8 14(22.6%) 48(77.4%) 39(62.9%) 23(37.1%) 12.273 -4.929
***

.000

13 20(32.3%) 42(67.7%) 50(80.6%) 12(19.4%) 11.041 -6.175*** .000

16 60(96.8%) 2(3.2%) 50(80.6%) 12(19.4%) 44.263 2.911
**

.004

20 36(58.1%) 26(41.9%) 47(75.8%) 15(24.2%) 15.965 -2.121
*

.036

체 문항에 한 평균 정답률은 사 조사에서는 53.8% 는데 식물 련 독

후 활동 후에는 62.5%로 증가하 다(F =62.057,t=-4.412,p=.000).비록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수 은 아니지만 체 으로 보면 본 연구의 독후 활동

은 학생들의 ‘식물의 기 ’개념 정도를 향상시키는데 충분히 기여하 다고 할

수 있다.조사한 20개 문항 4개의 문항(3,8,13,16번)은 p< .01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고 20번 문항은 p< .05의 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여 5개의 문항에서 통계 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IV-1).여기서

특이한 은 16번 문항에서만 정답률이 96.8%에서 80.6%로 사 검사보다 사

후 검사에서 유의한 수 에서 오히려 개념 인식 정도가 감소하 다.

<표 IV-1>독후활동 ․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

*
p<.05,

**
p<.01,

***
p<.001

본 연구에서는 사 검사와 사후 검사 간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인 문항에 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 으며,지필 검사의 한계로 인해 검사지의

답변만으로 단이 확실하지 않은 답변에 해서는 설문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면담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 다. 한 개념에 한 오답 원인을 고학년

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등 교사와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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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는 뿌리가 변해서 된 것이다’(3번)오개념 문항에 한 사 검사에서 오

답 유형을 살펴보면 양 는 먹는 부분이므로 열매라고 생각하거나 땅 속에 있

기 때문에 뿌리라고 오인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한 뿌리가 변해서 된 것

이 아니라고 맞힌 학생들 에도 양 가 기의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맞힌 학

생은 드물었다.이는 일상 인 생활에 한 경험으로부터 획득된 직 사고만

으로 해석하려는 아동의 논리 추론 특성에 따른 경우도 오개념의 원인일 수

있다는 박 효와 홍승호(2006)의 연구처럼 식물이 환경에 응하기 해 변형된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의 기 에 해 표 인 특성만 기억하고 좁은

범 의 자료를 가지고 성 하게 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된다.그리고

Driver(1989)가 동일한 상을 통합할 수 있는 과학 모형을 갖고 있지 못하므

로 동일한 성격이나 내용에 련한 상에 해서도 상황이 다를 경우에는 서

로 다르게 설명하는 상황 의존 인 특징이 있다는 것과도 부합된다.

사후 검사에서는 ‘양 의 둥근 부분은 기이다’혹은 ‘수경 재배할 때 양 의

뿌리를 보았기 때문에 뿌리가 아니다’라는 답변에서 양 는 비늘 기임을 정확

하게 기재한 학생들도 증가하 다.이는 학생들이 활동 에 갖고 있던 오개념

이 독후 활동을 용한 후에 과학 개념으로 교정되었음을 알 수 있어 식물

련 독후 활동이 개념 변화에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경향은

20번 과학 문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토마토와 참외는 채소이다’의 과학

문항에 한 사 검사에서 오답을 한 학생들은 ‘토마토와 참외는 과일이다’,

‘속에 씨가 있기 때문에 채소가 아니다’,‘토마토는 채소이지만 참외는 과일이다’

등의 답변을 보 다.자신들이 먹었던 열매는 과일이라고 여겼던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오개념은 좁은 범 의 경험을 가지고 무 쉽게 일반화함으로써

생겨날 수 있다는 Strike(198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나무는 풀에 속하는지를 묻는 8번 과학 문항은 정답률이 22.6%에서

62.9%로 크게 증가하 다.사 검사의 오답 유형을 살펴보면 나무라는 식물

명이 주는 오해로 인해 당연하게 나무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부분이었다.학생

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여 왔던 단어가 그것이 지닌 과학 인 의미와 다를

때 학생의 인지구조에서는 흔히 사용하던 단어의 의미로 동화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개념이 형성될 수 있다(Gilbertetal.,1982).이것은 등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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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하게 추론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특성을 단 으로 보여주는 라고 생각된

다.학생들에게 제공된 식물 도서 에서 바로 나무와 풀을 구분하는 설명이 제

시되어 독후 활동에 의해 새롭게 한 정보가 학생들이 당연하게 나무라고 생

각했던 기존의 인지 구조와 상충되어 인지 비평형 상태를 경험한 후 새로운

인지 평형 상태에 도달하여 과학 개념의 변화가 이루어 진 것으로 분석된

다.

해바라기와 민들 가 갈래꽃이 아닌 통꽃임을 묻는 13번 오개념 문항은 제 7

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 5학년 과정에서 이미 학습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 검사에서는 67.7%의 높은 오답률을 나타냈다.외 상으로는 해바라기와

민들 의 꽃잎이 나 어져 보이므로 갈래꽃으로 오인하여 답변한 학생들이

부분이었다.이는 등학생들이 부분 인 것에만 주의를 집 한 나머지 체

인 것을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한 아동의 지각 특성과 련된다(박 효와 홍승

호,2006).하지만 사후 결과에서는 정답률이 80.6%로 크게 증가하여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정답의 유형도 ‘실제로 해부해 보았다’,‘갈라져 보

여도 사실은 이어져 있다’등 사 검사와는 달리 사후 검사에서는 통꽃이라는

과학 용어를 활용하여 기재한 학생들이 증가한 결과로 보아 식물 련 독후

활동이 과학 개념 정립을 한 기회가 되었다고 단된다.

한편,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모든 문항에서 정답률이 증가한 것만은 아니었

다.‘수 식물도 꽃이 핀다’의 16번 과학 개념 문항은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흥미롭게도 이 문항은 여학생들에게서 특히 높은 감소율을 나타

내었는데,이에 한 이유는 다음 에서 여학생들의 개념 변화를 분석하는 내

용에서 제시할 것이다.

2.성별에 따른 식물 개념 변화의 분석

가.남학생들의 개념 변화 분석

각각의 문항에 하여 남학생들의 과학 개념 인지도를 백분율로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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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집단
사 검사 사후 검사 사 -사후

정답자 오답자 정답자 오답자 t p

8 남 7(21.9%) 25(78.1%) 18(56.3%) 14(43.8%)-2.964
**

.004

11 남 14(43.8%) 18(56.3%) 22(68.8%) 10(31.3%)-2.050
*

.045

다.남학생들의 각 문항에 한 사 검사와 사후 검사의 정답률 비교는 [그림

Ⅳ-2]과 같다.

 사전검사  사후검사

정

답

률

(%)

문 항

[그림 Ⅳ-2]남학생의 사 ․사후 검사 결과 정답률 비교

사 ․사후 검사 결과를 보면 <표 IV-2>에서처럼 남학생은 4개 문항(문항 8,

11,13,17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표 IV-2>남학생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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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남 8(25.0%) 24(75.0%) 24(75.0%) 8(25.0%)-4.546
***

.000

17 남 9(28.1%) 23(71.9%) 17(53.1%) 15(46.9%)-2.072
*

.042

*
p<.05,

**
p<.01,

***
p<.001

사 검사에서 남학생들은 ‘선인장은 잎이 없어도 합성을 할 수 있다.’(11

번)과학 문항에서 56.3%의 오답률을 보 으며,오답 이유로는 ‘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과학 시간에 그 게 배워서’라는 답변이 많았다.교과서에서

합성을 설명하기 해서 나뭇잎의 구조가 제시되어 식물의 합성은 나뭇잎

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생긴 오개념이라고 해석된다.이는 일상 인

경험과 련하여 쉽게 일반화하여 결론짓는 등학생들의 특성에 의해 교과서

에서 제시된 상황만을 일반화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수업의 결과,많은 수의 학

생들이 잎을 통해서 합성을 하는 식물의 특성을 모든 식물에 일반화하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상이라고 해석된다. 한 ‘새싹은 모든 씨로부터 생긴다.'(17

번)오개념 문항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 다.씨앗에서 싹이 트기 해

필요한 조건이 제시된 교과서의 내용을 기억하여 싹은 씨앗에서만 생길 수 있

다고 생각한 학생이 많았다.이는 교과서가 과학 개념을 획득할 수 있게 정보

를 주는 수단인 동시에 다양한 사례를 모두 제시하기에는 제한이 있어서 교

수․학습 활동의 유일한 자원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의 8번,17번 문항은 남학생에게서만 사 ․사후 간에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이는 성별간의 선호하는 과학 역이 달라서 생물과 환경 역

에서는 여학생이 높은 흥미를 보이지만(Reuvenetal.,1981;Johnson,1987;

Potter& Rosser,1992)생물 역의 생태학,세포생물학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심을 더 보인다는 Uittoetal.(2006)의 연구처럼 특

정 문항에 국한하여 개념 변화의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여학생들의 개념 변화 분석

각 문항에 한 여학생들의 사 검사와 사후 검사의 정답률 비교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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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집단
사 검사 사후 검사 사 -사후

정답자 오답자 정답자 오답자 t p

3 여 16(53.3%) 14(46.7%) 25(93.3%) 5(6.7%)-2.594
*

.012

8 여 7(23.3%) 13(43.3%) 21(70.0%) 9(30.0%)-4.030
***

.000

13 여 12(40.0%) 18(60.0%) 26(86.7%) 4(13.3%)-4.125
***

.000

Ⅳ-3]과 같다.

 사전검사  사후검사

정

답

률

(%)

문 항

[그림 Ⅳ-3]여학생의 사 ․사후 검사 결과 정답률 비교

여학생은 4개 문항(문항 3,8,13,16번)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표 IV-3>.

<표 IV-3>여학생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문항



- 28 -

16 여 29(96.7%) 1(3.3%) 23(76.7%) 7(23.3%) 2.344
*

.023

*
p<.05,

**
p<.01,

***
p<.001

‘양 는 뿌리가 변해서 된 것이다.’의 3번 오개념 문항은 앞서 설명한 체 학

생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학생은 사 ․사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던 반면 사후 검사의 여학생의 정답률 증가 폭이 무나 커서 체

학생에 해서도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이다.사 검사에서 여학생들의 오답 내

용을 보면 ‘그럴 것 같아서’,‘책에서 본 것 같다.’등의 막연한 답변이 부분이

었고,먹는 부분이 땅 속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언 하면서 뿌리가 변해서 생겼

다고 잘못된 유추를 하는 유형이 많았다.하지만 사후 검사의 정답 유형을 보면

양 의 체 인 생김새를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짧은 기 의 부분으로 우리

가 먹는 부분은 잎이며 양 의 기는 비늘 기임을 기재한 학생이 많았다.설

문지의 답을 선택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양 의 구조

나 수경재배에 해 더 많은 흥미와 심을 갖고 있었으며,따라서 더 세심하게

책을 읽어 이와 련된 개념을 더 확실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흥

미롭게도 사후 검사 결과 여학생에게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낸 문항들은 모두

남학생보다 정답률이 높았다.이에 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독서 동기가

높고,사후 독후활동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며 독서 흥미도에서도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최미숙(2003)의 연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본 연구

에서 인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을 독후 활동을 통해 제시하여 여

학생들이 높은 정답률을 보 다고 단된다.Kelly(1986)는 여학생들이 공간 지

각 능력은 남학생보다는 낮은 반면,언어 검사에서는 남학생보다 높은 수를

받고 독서법을 배우는데 남학생들보다 높은 흥미를 보인다고 하 다.여학생들

에게 새로운 과학 지식 획득에 독후 활동이 효과가 있었다고 단된다.이는

수업 시간에 일상 상황과 련되고 흥미 분야에 맞추어 교과서 내용을 수정

하면 여학생들에게 과학에 한 정 인 태도를 유도하는데 효과 이라고 보

고한 김경미(199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상 학교로 진학할수록 과학 내용의

흥미도가 떨어져 과학 내용에 한 성취도가 성별 간에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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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에 해 과학 내용 련 독후 활동을 용한 교수,학습 략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고무 인 결과로 생각된다.

반면에 16번 ‘수 식물도 꽃이 핀다.’의 과학 문항에서는 사 검사보다 사

후 검사에서 여학생의 정답률이 오히려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이

는 앞서 설명한 체 학생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학생은 사 ․사후 간

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사후 검사에서 여학생의 정답률 감소

폭이 매우 커서 체 학생의 정답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데 향을 미친

것이다.사 검사에서 여학생들의 오답 이유를 살펴보면 식물도감에 제시된 붕

어마름,나사말 등의 그림을 떠올렸다는 답이 많았다.학생들이 생각한 붕어

마름과 나사말은 물 속에서도 꽃이 핀다는 설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도감에 제시된 이미지만을 통해 섣불리 유추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 활동

이 극 이어서 자연에서 식물을 할 기회가 상 으로 많은 남학생들에게

비해 직 보지 않은 경험 부족도 여학생들의 오답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들 수

있다.특히,사 검사에서 정답을 맞추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오답을 은 학

생들을 상으로 개별 면담을 하여 정답률이 감소한 이유를 분석하여 보았다.

연꽃과 부 옥잠 등 평소에 알고 있었던 수 식물의 를 생각하여 수 식물

도 꽃이 핀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학생들이 사후 검사에서 답변을 기록할 때

과학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심리 부담을 느

다고 하 다.이는 검사 불안이 높은 학생의 경우에는 검사 수행과 련없는 행

동인 걱정,염려에 의하여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단서를 이용하는 능력이 떨

어져 성취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Wine(197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등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것을 토 로 짐작하여 맞히는 경우가 많아

서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했던 문제를 사후검사에서 다시 하니 자신이 선택한

답에 한 확신의 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남녀 공통으로 사 ․사후 간에 유의한 증가를 보인 문항은 8번과 13번

문항으로 성별에 계없이 사 에 오개념을 많이 갖고 있다는 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사 검사에서는 체 학생의 정답률이 8번과 13번 문항에서 각각

22.6%,32.3%로 낮았으며,사 에 오답이 많은 이유는 앞서 설명한 체 학생

의 오답 이유와 같다.따라서 학교에서는 독서 활동도 요하지만 성별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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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오답이 많은 으로 보아 실물을 가지고 체험학습을 하는 방안이 요구된

다고 하겠다.

다.성별 간 개념 변화 분석

사후 검사의 정답률을 기 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정답률 비교는 [그림 Ⅳ

-4]와 같다.

 남학생  여학생

정

답

률

(%)

문 항

[그림 Ⅳ-4]성별간 사후 검사 결과 정답률 비교

체 20개 문항 에서 3개 문항은 사후 검사에도 여 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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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집단
사 검사 사 남-녀

t(p)

사후 검사 사후남-녀

t(p)정답자 정답자

4
남 8(25.0%) -2.936

**

(.005)

11(34.4%) -2.344
*

(.022)여 18(60.0%) 19(63.3%)

6
남 23(71.9%) -1.430

(.158)

23(71.9%) -2.265
*

(.027)여 26(86.7%) 28(93.3%)

18
남 7(21.9%) -.135

(.893)

4(12.5%) -3.145
**

(.003)여 7(23.3%) 14(46.7%)

<표 IV-4>성별 간 개념 변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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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 활동 후에도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개념 인식 정도에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4번(p=.022),6번(p=.027),18번(p=

.003)문항으로 나타났다.이 문항 에서 4번 문항만이 사 검사에서도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정답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p=.005),사후

검사에서는 그 차이가 어 들었지만 성별 간의 여 히 유의한 차이를 유지하

여 남녀 간에 분명한 개념 인식 정도의 차이를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4번 과

학 문항은 ‘식물의 뿌리를 잘라 기를 땅에 묻어도 뿌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

다’인데, 남학생들이 식물은 양분을 뿌리로만 흡수하기 때문에 뿌리를 자르

면 물을 흡수하지 못하여 식물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장미의 가시와 선인장의 가시는 둘 다 기가 변해서 된 것이다.’(6

번)오개념 문항과 ‘딸기는 속씨식물이다’(18번)과학 문항에서 사 검사에서

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사후 검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개념 정도가 상승되었다.특히,‘딸기는 속씨식

물이다’문항은 사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모두 낮은 정답률을 나타내었다.이

는 자신이 직 씨를 본 경험에 기 하여 속씨식물과 겉씨식물을 구분하여 발

생한 오개념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개념인 ‘씨’에 비해서 ‘

씨’의 개념이 정착되지 않았고,씨의 치를 기 으로 겉씨식물과 속씨식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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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고 있어 ‘씨’와 ‘씨’의 용어 구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정완호 등,

1991).

종합 으로 보면 에서 설명한 세 문항은 사후 검사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개념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이는 식물에 한 심의 차이,흥미도나

독서 습 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유원일,1992). 한 세 문

항은 다소 지식 인 내용이 없지 않아 꼼꼼하게 읽은 여학생이 독서 후에 이에

한 높은 인지도를 나타낸 결과로도 볼 수 있다.과학 학업 성취도에서 우리나

라의 남녀학생 차이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 으로 크다는 박정 등(2004)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 문항에서는 성별 간에 이해 정도의 차이가 있음

을 시사한다.

3.독후 활동의 효과

학생들은 책을 다 읽을 때마다 독서 소감문을 기록하 으며,한 학생이 작성

한 독서 소감문의 를 <부록 2>에 제시하 다.이 독서 소감문에는 새롭게 알

게 된 사실을 꼭 기록하도록 지도하여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과 다

른 상충된 상황에 노출된 후에 새로운 생각의 구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 다.독서 소감문을 기록한 후에 발표하여 처음 학생들이 생각한 개

념과 학습한 후의 생각을 비교하는 생각의 변화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식물 련 독후 활동이 끝난 후에는 독서 소감문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독서를 하고 나서의 느낌을 는 반성 일지도 기록하도록 하 으며,한 학생

이 작성한 반성 일지의 를 <부록 3>에 제시하 다.반성 일지는 다양한

식물들을 간 으로 하는 기회가 되어 나름 로 식물에 한 흥미와 동기유

발에 도움이 되었고 과학 학습에도 정 인 향을 주었다는 내용의 공통 이

있었다.

과학 학습에 읽기 자료를 활용한 결과 과학에 과학 학업 성취의 향상에 효과

가 있었고 과학에 련된 태도의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이해순(2001)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과학 수업에 도서를 활용한 독후 활동은 학습자의 내 동기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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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향을 주어 과학 학업 성취도 향상 뿐만 아니라 과학 련 태도에도

정 인 향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과학에 한 흥미도의 남녀 간 비교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태도가 더

정 이라는 허명(1993)의 연구 결과를 비롯하여 과학 분야에 한 여학생의

흥미와 심 정도가 작고 과학 학업 성취도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낮

은 수를 받았다는 여러 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후 검사에서 여

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도 있었다.과학 학습에서 성별

간 차이를 넘어 구나 과학에 한 흥미와 심을 가질 수 있는 로그램에

독후 활동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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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언

이 연구는 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식물의 기 ’에 한 오개

념의 유형을 악하고,식물 련 도서 활동을 통하여 개념의 변화를 악하기

해 진행하 다.

등학교 6학년 62명을 상으로 식물 련 독후 활동을 약 3개월 간의 학습

결과를 토 로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식물의 기 ’에 한 오개념의 형성 원인은 성 한 일반화,경험 부족,

부분에 집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 문항에 한 평균 정답률은 사 조사에서는 53.8% 는데 식물

련 독서 활동 후에는 62.5%로 증가하여 ‘식물의 기 ’에 한 개념 변화는 유

의미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등학교 6학년 과학과 교육과정에 식물과

련된 단원이 없어 식물에 해 학습할 기회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도서 활동

은 식물 련 학업 성취에 효과가 있었다.

셋째,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4개 문항에서 사 보다 사후에 개념 변화에 있

어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 다.성별에 따른 개념 변화 정도의 차이는 과학에

한 심도,흥미 독서 습 등이 달라서 생긴 결과로 단된다.

넷째,학생들이 독서 후 기록한 독서 소감문 반성 일지를 통해 독후 활

동의 활용은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것보다 식물에 보다 친 감을 느끼고 쉽게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용한 독후 활동은 학생들

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과학 태도에 정 인 향상에 도움을 수 있어 과

학과 수업에서도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독후 활동의 활용이 지속 인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수업 에 학생들이 사 에 갖고 있는 오개념과 원인을 악한다면 학

생들의 개념 변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학년에 걸쳐 ‘식물의 기 ’에

한 학생들의 오개념과 원인을 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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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학생들은 개념의 표 인 특성만 기억하고 성 하게 일반화하여 결론

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교사는 다양한 시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 스스

로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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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sofPlant-relatedReadingActivityon

ConceptChangeofElementaryStudentsabout

'OrgansofPlant'

Kim,JuYeon

MajorinElementaryScience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

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Hong,Seung-Ho

 Thestudyshowsthatelementaryschoolstudentsarelikelytoremovethe

misconceptionsaboutplantorgans.Thestudyalsoanalyzestheeffectsof

plant-related reading activity on conceptchange ofelementary students

aboutorgansofplant.Itisimportanttoprovideindirectexperiencefor

elementary schoolstudents,who have less opportunity to observe and

experienceplantsdirectly,throughplant-relatedreadingactivity.Particularly,

thetargetinthestudyissixthgradersbecausethereisnothe6thscience

subjectandcurriculum regardingplants.Theydonothaveopportunityto

learnit.Itisanalyzedaccordingtoallstudentsandgender.Itisrecognized

thatthestudentsfeelfamiliarandeasilyunderstandthroughplant-related

readingactivityratherthantextbookssincetheaverageofcorrectanswer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53.8% to 62.5%. In conclusion,

plant-relatedreadingactivityisexpectedtobeutilizedeffectivelyin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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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lass as ithelps students to motivate theirscientific interestand

improvescientificattitudepositively.

Key word:scientificconcept,plantorganisms,misconceptions,recognition,

elementaryscience,reading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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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개념 검사지

개념 검사지

이 검사 문항지는 등과학의 생명 역에서 ‘식물의 기 ’에 한 여러분

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작성된 것입니다.이 검사는 여러분의 성 과 아무런

련이 없으며 검사의 결과는 연구 목 이외에는 사용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문제를 잘 읽고 이해한 다음 성심 성의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앞으로 후배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조해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제주 학교 교육 학원 등과학 공 김주연 드림.

( ) 등학교 ( )학년 (남,녀)

※ 다음 문항을 잘 읽고 ( ,아니오)에 한 답을 ○표 한 후,답을 선택한 이

유를 반드시 어주시기 바랍니다.

1.식물의 뿌리는 땅속에만 존재한다.

( ,아니오)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2.우리가 먹는 고구마는 뿌리이고 감자는 기이다.(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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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 <감자 >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3.우리가 먹는 양 의 둥근 부분은 뿌리가 변해서

생긴 것이다.( ,아니오)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4.식물의 뿌리를 잘라 기를 땅에 묻어도 뿌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아니오)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5.배추는 모양이 통통해도 기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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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6.장미의 가시와 선인장의 가시는

둘 다 기가 변해서 된 것이다.

( ,아니오)

<장미 가시 > <선인장 가시 >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7.잎자루는 기의 한 부분이다.( ,아니오)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8. 나무는 풀에 속한다.(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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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9.잎맥은 잎의 앞면보다 뒷면이 더 뚜렷하다.( ,아니오)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0.잎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꽃을 해 존재한다.

( ,아니오)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1.선인장은 잎이 없어도 합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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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2.그물맥 잎을 갖는 식물은 수염뿌리를 갖는다.

( ,아니오)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3. 해바라기나 민들 는 갈래꽃이다.

( ,아니오)

<해바라기 > <민들 >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4.고구마나 감자도 꽃이 핀다.(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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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5.모든 식물의 꽃은 암술은 한개,수술은 여러 개를 가진다.( ,아니오)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6.수 식물도 꽃이 핀다.( ,아니오)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7. 에 나오는 새싹은 모두 씨가 싹이 터서 나오는 것이다.( ,아니오)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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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딸기는 속씨식물이다.( ,아니오)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9.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나 씨가 생기지 않는다.( ,아니오)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20.토마토와 참외는 채소이다.( ,아니오)

-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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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독후 활동1(독서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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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독후 활동2(반성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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