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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자연 수업에 적용한 POE 학습에서 학생들의 내 • 외향성에 따른 소집단 구성의 

효과를 학업 성취도,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95명을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배치한 후, 산과 염기에 대하여 9차시 동안 수업하였다. 실험 집단의 동질 집단은 내향적 

학생 4명 또는 외향적 학생 4명을 1개 소집단으로, 이질 집단은 내향적 학생 斑과 외향적 학생 2명을 1개 소집단으 

로 구성하였다. 이원 공변량 분석 결과, 학업 성취도의 적용 영역에서 동질 집단의 점수가 통제 집단보다 높았다. 학 

습의 곤란도에서 이질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에서 수업 처치와 학 

생들의 내 • 외향성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주제어: POE 학습, 내 • 외향성, 소집단 구성 방법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grouping by extraversion and introversion in POE learning applied to ele
mentary science class on students’ achievement, the perception of learning environment and the attitude toward science 
instruction were investigated. Ninety-five 5th graders were assigned to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s, 
and taught about acid and base for 9 class hours. In the experimental groups, the homogeneous small group was com
posed of four introverts or four extroverts, and the heterogeneous small group was composed of two introverts and two 
extroverts. Two-way ANCOVA results revealed that the homogeneous group performed better than the control group in 
the application subtest of the achievement test. Significant difference in learning difficulty was found between the het
erogeneous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the attitude toward science class,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was found 
between the instruction and the extraversion/introversion.

Key words: POE Learning, Extraversion and Introversion, Grouping Method

서 론

최근에 시 행된 제 7차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은 자 

연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통하여 자연 현상과 사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며, 

탐구 방법을 습득하여 올바른 자연관을 가지게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1 또한 관찰, 실험 등의 탐구 활동 

을 위한 수업 방법으로써 '가급적 적은 인원의 분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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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권장하고, 분단별 학습시에는 상호 협력하게 하 

여 과학 탐구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도 학 

생 개인의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학생들 사이의 사회적 

교류를 통한 학습2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 과학 교과에서 소집단 학습이 꾸준히 강조되 

어 왔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3을 안고 있는 교육 현장 

에는 지금까지 실효성있는 소집단 학습이 진행되지 못 

하였다. 따라서, 과학과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 

해서는 교육 현장에 소집단 학습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 

인 지침이 요구되고 있다.

소집단 학습의 운영 형태로 협동학습이나 토론 학습 

이 흔히 제안되는데, 초등 과학에서는 특히 탐구 활동 

이 강조된 수업 모형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 

생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구성하고 창조적으로 사고하 

도록 유도하는 POE(Prediction-Observation-Explanation) 
학습 모형心을 탐구와 토론 중심의 수업전략으로 소집 

단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POE는 예측-관찰-설명의 3 
단계로, 학습 내용과 익숙한 상황에서 학습자에게 어떤 

현상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고, 관찰한 내용을 서술한 

후, 예측과 관찰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설명과 토의 

를 진행하는 수업 모형이다. POE 각 과정은 중학생의 

개념 변화 수업 모형 °이나 대학생들의 선개념 조사7 등 

에 활용되었으나, 아직까지 초등학교의 실험이나 탐구 

활동에 POE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한편, 효율적인 소집단 학습에서는 학생들간의 활발 

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 즉, 학생들은 소집단 내 

에서 동료와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학습을 이해하 

거나 학습의 방법을 찾아가고 의미를 구성하는 기회를 

가지며,8 동료들의 생각을 평가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9 이러한 학생들의 상호작용은 소집단 구성원 

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집단 구성 

방법에 따른 학습 효과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소집단 구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성별이나 학업성취도 등의 인지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10,11 학생의 내 • 외향성 등의 비인지적 측면에 

따른 언어적 상호작용이나 소집단 구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소집단 활동 과정에서 내향적 학생과 외향 

적 학생의 상호작용 빈도가 서로 다르며,11』2 고등학생 

의 경우그 효과는 정의적 영역에서의 차이로 나타났던 

결과13를 고려할 때, 내 • 외향성에 따른 소집단 구성의 

효과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자연 수업에 

서 학생들의 내 • 외향성에 따라 동질 및 이질적인 소 

집단을 구성하고, POE 에 기반한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 

러한 수업 처치의 효과를 학업 성취도, 학습 환경에 대 

한 인식,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조사하고, 전 

통적 수업을 실시한 통제 집단과 비교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전주시에 위치한 1개 초등학 

교 5학년 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 성취도 수 

준이 유사한 3개 학급을 선정하여 통제 집단 1학급과 

실험 집단 2학급으로 배치하였다. 실험 집단에서는 내 

향적 학생 4명 또는 외향적 학생 4명을 1개의 소집단 

으로 구성한 내 • 외향성 동질 집단, 내향적 학생 2명 

과 외향적 학생 2명으로 1개의 소집단을 구성한 내 • 

외향성 이질 집단을 구성하였다. 의 실험 집단 학급 

에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을 무선 배치하여 학급에 따 

른 특성을 통제하였다. 사전 성취도나 성별에 따른 효 

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한 소집단에 사전 성취도 상 • 

하위 수준 학생과 남 • 여의 성별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내 • 외향성 검사 점수의 평균에 기초하여 

학생들을 내 • 외향성으로 구분한 결과는 각 집단별로 

Table 1과 같다.

연구 절차. 초등학교 5학년 자연 교과서의 '산과 염 

기 ’ 단원을 분석하여 POE 학습 모형에 따른 舛시 분 

량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수업처치 이전에 

내 • 외향성 검사와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및 과학 수

Table 1. Subjects of three groups by the personality

Control group -
Experimental groups

Total
Homogeneous group Heterogeneous group

Introvert 22 16 14 52
Extrovert 13 16 14 43

Total 35 32 2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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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통제 집단에는 교 

사 강의 위주의 전통적 수업을 실시하였고, 실험 집단 

인 내 • 외향성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에는 POE에 기 

반한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 처치가 끝난 후 학업 성 

취도,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업 내용. 실험 집단의 수업은 POE에 기반한 5단 

계의 수업 모형으로 진행되었다. 우선，예측’ 단계에서 

현상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유를 기록하게 하여 학생들 

의 생각을 표출하게 하였다. '관찰’ 단계에서는 학생들 

이 직접 실험하고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설명' 단계에서는 예측과 관찰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별 토의를 실시하였다. 이후, 재구성 ’ 단 

계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된 심화 실험을 교사가 시범으 

로 보이거나 보충 학습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의 생각을 

재구조화하였고,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학 

생들에게 정리해주었다. 수업 단계에 따라 개발한 활동 

지를 매 시간 조별로 1개씩 제공하였으며, 활동지를 작 

성할 때 실험 결과만을 기록하기보다는 이유를 기술하 

고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도록 강조하였다.

통제 집단의 수업은 도입 咨개/리의 3단계 수업 모 

형으로 진행되었다. '도입 ’ 단계에서는 학습 문제 확인 

후, 수업에 관한 전반적 인 내용을 안내하였다. 전개 ’ 단 

계에서는 조별 실험 및 개별적인 관찰 활동을 실시하였 

으며, 실험 결과를 실험 관찰에 개별적으로 적게 하였 

다. '정리’ 단계에서는 실험 결과를 개별적으로 발표시 

키고, 교사 주도의 요약 • 정리로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조별 학습은 실험 학습의 경우에만 실시하였으며, 이 

경우 학생들의 사전 성취 수준과 성별에 따라 이질적인 

조편성을 하였다.

검사 도구. 내 • 외향성 검사지는 Goldberg14의 인 

성 검사지 중 외향성 영역에 해당하는 2哓항을 번역 

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한 내적 신뢰도(Cronbach 
a虎 0.80이었다. 학업 성취도 검사지는 Bloom] 이원 

목적 분류표에 따라 지식 영역 8문항, 이해 영역 6문항, 

적용 영역 6문항 총 객관식 20문항으로 개발하였다. 개 

발한 검사지는 과학교육전문가 4인과 초등 과학교사 3 
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내적 신뢰도 

(Cronbach a：는 0.76 이었다.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로는 Fraser와 Fisher15 가 

개발한 축소본 'My Class Inventory' 중 만족감과 곤란 

도 영역을 각 5문항씩 사용하였다. Cronbach a로 구한 

검사지의 내적 신뢰도는 사전 검사에서 0.78, 0.42, 사 

후 검사에서 0.63, 0.48이었다. 곤란도 영역의 경우 신 

뢰도는 0.5理 보고되며,15 국내의 초등학생의 경우 0.54
0.56 이었다.16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 검사는 Fraser17의 

'Test of Science Related Attitudes' 중 과학 수업의 즐 

거움과 과학에 대한 취미적 관심 영역을 각 10문항씩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의 내적 신뢰도는 사전 검사에서 

0.90, 0.85였으며, 사후 검사에서는 0.91, 0.88 이었다.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학업 성취도, 학 

습 환경에 대한 인식,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 검사 점 

수이다. 각 종속변인에 대하여 세 가지 수업처치의 효 

과 및 내 • 외향성에 따른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3X2 
요인 방안에 의한 이원 공변량 분석 (two-way ANCOVA) 
을 실시하였다. 공변인으로는 학업 성취도 검사의 경우 

수업처치 이전에 실시된 도학력 평가 점수関균 80.8) 
를,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과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 점 

수는 각각의 사전 검사 점수를 사용하였다. 공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 (p<0.01) 이 있었 

다. 통계분석에는 SPSS와 SA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통제 집단, POE를 적 

용한 동질 및 이질 집단의 학업 성취도 검사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학업 성취도 검사의 전체 점수는 동질 

집단 (13.98) 이 이질 집단 (12.55) 이나 통제 집단 (12.06) 
보다 높았으나, 수업 처치의 주효과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학업 성취도 검사의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지식 • 

이해 영역에서는 주효과(지식 : MS=1.39, F=0.62, p= 
0.539, 이해: MS=1.61, F=1.00, p=0.370) 및 상호작용 

효과(지식: MS=2.04, F=0.91, p=0.405, 이해: MS=0.02, 

F=0.02, p=0.985：가 없었으나, 적용 영역에서는 주효과 

가 나타났다(Table 3). 사후 검증(Tukey-Kramer) 결과 

동질 집단 (3.91) 이 통제 집단 (2.78问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p<0.05). 즉, 동질적인 소집단 구성 환경에서 진 

행된 POE 기반 수업은 학생들의 전체 학업 성취도를 

높■이지는 못하였지만 상대적으로 고급 수준의 사고를 

요하는 적용 영역에서 전통적인 수업에 비하여 효과적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POE 단계에서의 토론 뿐만 아 

니라 재구성 단계에서 응용 실험이나 실생활문제에 대 

한 토론 과정을 통한 소집단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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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adjusted means of the achievement test scores

Traditional group Homogeneous group Heterogeneous group

M SD Adj. M M SD Adj. M M SD Adj. M

Total (20) 12.29 3.65 12.06 13.88 4.12 13.98 12.43 3.45 12.55
Introvert 12.27 3.30 11.99 13.75 3.66 13.87 12.14 3.39 11.59
Extrovert 12.31 4.33 12.13 14.00 4.66 14.09 12.71 3.63 13.51

Knowledge (8) 5.57 1.70 5.48 5.81 1.77 5.85 5.54 1.40 5.58
Introvert 5.68 1.36 5.57 6.00 1.37 6.05 5.50 1.40 5.29
Extrovert 5.39 2.22 5.31 5.63 2.13 5.66 5.71 1.45 5.88

Understanding (6) 3.86 1.40 3.80 4.19 1.36 4.22 3.79 1.23 3.82
Introvert 3.77 1.41 3.70 4.06 1.44 4.09 3.79 1.31 3.64
Extrovert 4.00 1.41 3.95 4.31 1.30 4.34 3.79 1.19 3.99

Application (6) 2.86 1.56 2.78 3.88 1.83 3.91 3.11 1.60 3.15
Introvert 2.82 1.62 2.72 3.69 1.78 3.73 2.86 1.51 2.66
Extrovert 2.92 1.50 2.86 4.06 1.91 4.09 3.36 1.69 3.64

Table 3. ANCOVA results on the achievement test scores

SS df MS F p
Total

Treatment 63.50 2 31.75 2.87 0.062
Personality 13.02 1 13.02 1.18 0.281
Treatment^ Personality 14.45 2 7.23 0.65 0.523

Application
Treatment 21.01 2 10.50 4.37 0.015*
Personality 5.50 1 5.50 2.29 0.134
Treatment^ Personality 2.68 2 1.34 0.56 0.575

*p<0.05.

력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예측과 관찰 및 토론 과정 이 포함된 개 

념변화 수업 모형을 적용하였을 때,6 적용 영역에서만 

실험 집단의 점수가 전통적 수업 집단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질 집단과 통제 집단 사 

이에 차이가 없었던 점은 소집단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 

용이나 학습 결과가 조원의 인성 구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13을 시사한다.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통제 집단, 

POE를 적용한 동질 및 이질 집단의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검사 중 만족감 영역에서는 수업 처치의 주 

효과나 상호작용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곤란도 영 

역에서는 수업 처치의 주효과가 나타났다(Table 5). 사

1)곤란도 검사의 신뢰도가 다소 낮으므로 연구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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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검증 결과 이질 집단 (13.39)과 통제 집단 (11.56) 사 

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5). 즉, 수업에 대 

한 만족감 측면에서는 실험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POE를 적용한 이질 집단의 학생들이 전통적 수업을 받 

은 학생들에 비해 수업이 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곤란도 검사의 신뢰도가 다소 낮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 

반화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1)

이 연구에서 5단계로 구성한 POE 기반 수업에서는 

전통적 수업에 비해 학습 과정 이 복잡하고 학생들이 자 

신의 개념을 표출하거나 갈등 해결을 위해 토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러한 학생 중심의 수 

업 이 교사 주도의 전통적 수업보다 학생들에게 다소 어 

려움을 줄 수 있으나, 한편으로 학생 중심의 활동을 강 

조한 협동학습 연구에서는 전통적 수업과 곤란도 수준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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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adjusted means of the perception of learning environment test scores

Traditional group Homogeneous group Heterogeneous group

M SD Adj. M M SD Adj. M M SD Adj. M

Satisfaction (25) 19.06 3.10 17.35 16.03 3.05 17.00 16.18 3.58 16.92
Introvert 18.18 3.14 16.73 15.75 3.62 16.69 17.07 3.13 17.41
Extrovert 20.54 2.47 18.68 16.31 2.44 17.25 15.29 3.89 16.39

Difficulty (25) 11.11 2.83 11.56 12.50 3.15 12.10 13.43 2.94 13.39
Introvert 11.59 2.58 11.84 12.88 2.25 12.12 13.29 3.43 13.54
Extrovert 10.31 3.15 11.02 12.13 3.90 12.05 13.57 2.47 13.20

Table 5. ANCOVA results on the perception of learning environment test scores

SS df MS F p
Satisfaction

Treatment 8.08 2 4.04 0.54 0.584
Personality 5.65 1 5.65 0.76 0.386
Treatment〉〈 Personality 32.65 2 16.32 2.19 0.118

Difficulty
Treatment 56.94 2 28.47 3.84 0.025*
Personality 3.89 1 3.89 0.52 0.471
Treatment〉〈 Personality 2.30 2 1.15 0.16 0.856

*p<0.05.

이 유사했던 점1*을  고려하면, 학생 활동을 강조하는 기 

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학습 단계를 초등학생에 맞게 

간소화시킬 필요성 3이 있다. 또한, 내향적 학생과 외향적 

학생이 섞여있는 이질 집단에서 학생들이 수업 환경을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동료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동질 집단에 비해 쉽지 않음을 말해 

주며 , 소집단 내에서 서로 돕는 행동을 유발하여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1* POE 기반 수업에 

협동학습의 요소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과학 수업 

의 즐거움과 과학에 대한 취미적 관심으로 조사한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 검사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과학 수업의 즐거움 영역에서 수업 처치의 주효과는 없 

었으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Table 7). 내향적 

학생의 경우 이질 집단 (39.59), 동질 집단 (37.86), 통제 

집단 (37.68问 순이었고, 외향적 학생의 경우 통제 집단 

(40.89问서 가장 높았고, 동질 집단 (36.34), 이질 집단 

(34.49)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내 •외향성 수준별로 단 

순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내향성: MS=19.01, F=0.81, p=0.449, 외향성: 

MS=148.47, F=2.93, p=0.065).
외향적 학생의 경우 통제 집단의 수업에서 가장 즐겁 

다고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이질 집단에서 

곤란도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만족감이 다소 낮았던

Table 6.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adjusted means of the attitude toward science instruction test scores

Traditional group Homogeneous group Heterogeneous group

M SD Adj.M M SD Adj.M M SD Adj.M

Enjoyment of science lessons (50) 40.54 7.29 38.81 36.00 8.87 37.01 36.21 8.66 36.94
Introvert 38.59 7.81 37.68 35.06 7.10 37.86 38.07 6.86 39.59
Extrovert 43.85 5.01 40.89 36.94 10.49 36.34 34.36 10.06 34.49

Leisure interest in science (50) 38.09 7.30 36.17 34.41 9.23 36.18 35.07 8.40 35.21
Introvert 36.55 7.92 35.23 32.06 7.64 35.71 37.50 5.64 37.08
Extrovert 40.69 5.44 38.04 36.75 10.29 36.67 32.64 10.10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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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COVA results on the attitude toward science instruction test scores

SS df MS F p
Enjoyment of science lessons

Treatment 97.16 2 48.58 1.38 0.258
Personality 28.65 1 28.65 0.81 0.370
Treatment〉〈 Personality 265.23 2 132.61 3.75 0.027*

Leisure interest in science
Treatment 28.76 2 0.06

80.34

0.49 0.611
Personality 0.06 1 0.00 0.965
Treatment〉〈 Personality 160.67 2 2.76 0.069

*p<0.05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 

행 연구13에서 나타난 내 • 외향적 학생들의 소집단 활 

동에 대한 인식은 본 연구와 상반되므로, 소집단 구성 

방식 이 학생들의 활동 양상이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학생의 연령 등을 고려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과학에 대한 취미적 관심 영역에서는 수업의 

주효과나,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 미 하지 않았다 (Table 

7). 이는 과학이 학생들의 취미로 자리잡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므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수업 처치 

는 학교 수업 이외의 일상 생활에서의 취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내 • 외향성 측면에서 동질 

적인 소집단과 이질적인 소집단을 구성하고, 초등학교 

자연과 5학년，산과 염기’ 단원에 대해 POE에 기반한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수업의 효과를 학업 성취도,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 측면에 

서 전통적 수업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소집단 활동에 기초한 POE 기반 수업은 

학생들의 전체 학업 성취도를 높•이지는 못하였으나, 높 

은 수준의 사고를 요하는 적용 영역 에서는 동질적 인 소 

집단 환경에서 POE 기반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전통적인 

수업에 비하여 효과적이었다. 즉, POE에 기반한 수업 

모형에서 학생들 사이의 조별 토론 및 설명 과정이 학 

생들의 응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외향적 학생끼리 

또는 내향적 학생끼리 소집단을 구성하였을 때 소집단 

내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POE 기반 수업이 초등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감 

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수업의 어려움 

에 관한，곤란도’ 영역에서는 이질 집단의 학생들이 통제 

집단의 학생들보다 수업을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성취도에서 이질 집단의 경우 통제 

집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과 일맥상통한다. 즉, 내 • 

외향성의 측면에서 이질적으로 구성된 소집단에서는 학 

생들간의 상호작용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토론 활동 

이 강조되는 소집단을 구성할 때 내 • 외향성의 측면에 

서 동질적 인 소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 중 즐거움 영역에서 수업 처 

치와 내 • 외향성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는데 , 내 

향적 학생은 이질 집단의 수업을, 외향적 학생은 통제 

집단의 수업을 즐겁다고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소집단 구성원의 인성 분포에 따라 학생들의 상호작용 

양상이 상이하고, 그 결과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즐거 

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내 • 외향성에 따른 소집단 구성 방식 이 학생들의 정의 

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가 선행 연구13와 상이하게 나타 

난 점에서 다른 학년이나 학습 주제를 대상으로 계속적 

인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면밀 

히 분석하여 소집단 내의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丿卜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학생들이 POE 기반 학습에 대한 

즐거움이 낮고 수업이 어렵다고 인식한 점을 고려하여, 

5단계로 구분한 수업 활동을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좀더 간략화하거나 구체적인 활동 지침을 제공하는 방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초등학생들이 POE를 활 

용한 소집단 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 

적인 상호작용 경험이나토론 환경을 조성해줄 것이 요 

구되며, 초등학생들은 조활동 기술 등의 사회적 기술20 

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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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2년도 전주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 

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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