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2007, Vol. 51, No. 6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중학교 화학에 적용한 해결자 • 청취자 활동에서 의사소통 불안 

수준에 따른 소집단 구성의 효과

강훈식 t •이정순• 김경순 • 전경문* • 노태희*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1■춘천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광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2007. 7. 13 접수)

The Effect of Grouping by Communication Apprehension Level in Paired 
Think-Aloud Problem Solving for Middle School Chemistry

Hunsik Kang, Jeongsoon Lee, Kyungsun Kim, Kyungmoon Jeon*, and Taehee Noh*
Department of Chemistr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8, Korea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cheon 200-703, Korea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500-703, Korea

(Received July 13, 2007)

요 약. 이 연구에서는 해결자 • 청취자 활동에서 의사소통 불안 수준에 따른 소집단 구성의 효과를 조사했다. 수 

업 전 중학교 3학년 세 학급 (N=99) 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불안 검사를 실시한 후, 의사소통 불안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 그리고 통제 집단으로 무선 배치했다. ‘화학 반응식의 계수 맞추기’,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 

분비의 법칙’ 등에 관한 수업을 7차시 진행한 毛 화학 문제 해결력 검사 및 수업 처치에 대한 인식 검사를 실 

시했다. 이원 변량 분석 결과, 화학 문제 해결력 검사의 점수에서 수업 처치와 학생들의 의사소통 불안 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단순 효과 검증 결과, 의사소통 불안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이질 집단의 평 

균이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업 처치에 대한 인식은 동질 집단에서 긍정적인 경 

향이 있었다.

주제 어: 해결자•청취 자 활동, 의 사소통 불안, 화학 문제 해결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grouping by communication apprehension level in paired think-aloud problem 
solving was examined. Three classes of 9th graders (N=99) were randomly assigned to a control group, homogeneous 
group or heterogeneous group based on the test scores of their communication apprehension. After the instructions con
cerning (writing balanced chemical equation’，‘the law of conservation of mass’，and ‘the law of definite proportions' 
for 7 class hours, students’ chemistr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the perception to the paired think-aloud problem solv
ing were examined. Two-way ANOVA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as an interactive effect in the score of chemistry prob
lem solving ability test. In simple effect test for the students of low communication apprehension, the scores of the 
heterogeneous group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However, the students in 
homogeneous group had relatively positive perceptions to the paired think-aloud problem solving.

Keywords: Paired Think-Aloud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Apprehension, Chemistry Problem S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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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학 교과에서는 전통적으로 문제 해결력의 향상을 

강조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과학 교육과정에 이 

를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문 

제 해결력은 단기간에 쉽게 향상하기 어려우므로, 저 

학년부터 적절한 교수 방법이나 전략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 Lochhead와 Whimbey는 개인의 문제 해결 

과정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으 

로 해결자• 청취자 활동(paired think-aloud problem 
solving)을 제안했다.

이 활동은 소리를 내어 문제를 해결하는，해결자 

(solver)’와 이를 듣고 이해하는，청취자(listener)’로 구 

성되어 있다3 해결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사고 과정을 모두 말로 표현해야 하며, 청취 

자는 해결자의 문제 해결 과정을 능동적으로 이해하 

고 그 정확성을 검토해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이 활 

동을 통해 교사가 아닌 동료의 도움으로 자신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 해결 기술을 습득할 것 

으로 기대된다.4 말하거나 듣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고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새로운 문제 해 

결 과정이나 구체적인 개념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 

어, 인지구조가 보다 조직화될 것이다F 실제로 외국 

의 여러 대학에서는 수학, 과학, 기술, 읽기 강의 등 

에 이 활동을 적용하고 있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해결자청취자 활동 

이 학업 성취도, 문제 해결력, 분석적 추론 기술, 메 

타인지적 기술 등의 인지적 측면이나 수업 참여도, 동 

기 등의 정의적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했다.由。

해결자 • 청취자 활동의 기본은 해결자가 문제 해결 

과정을 말로 표현하고 청취자가 이를 듣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해결자와 청취자 사이의 언어적 상호작용 

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소집단 활동의 

효과는 언어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언 

어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중요 

하다. 이런 맥락에서 학습자의 특성이나 소집단의 구 

성 방식에 관한 연구가 성취도, 성별, 연령, 정의적 측 

면 등의 측면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財8

일례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불안(communication 
apprehension)을 들 수 있는데, 이는，대인간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의 

사소통할 것이라고 예상할 경우 생겨나는 개인의 내 

적 불안이나 긴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의사소통 

불안 수준에 따라 소집단 내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얼 

마나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협동학습의 효과에 관한 일부 선행 연 

구에 의하면, 의사소통 불안 수준이 낮은 학생의 경 

우 불안 수준이 높은 학생들과 함께 학습할 때에 자아 

존중감, 동기, 태도 등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었다.2。긔 

또, 의사소통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그렇지 않은 학 

습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 성취를 보 

이고, 교사나 동료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덜 받는다고 

보고되 었다 끄

한편, 중학교 3학년 과학의 화학 단원에서는 원 

자 • 분자와 같은 입자 개념을 기초로 질량 보존의 법 

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 등 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 

을 다루고 있다.23 이는 이후 상급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화학양론이나 기체 법칙 등의 문제 해결과 

직접 연결된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이 내용 영 

역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문제 해결력에 대해 

관심을 집중해 왔으나*26, 상대적으로 중학생들의 화 

학 문제 해결력 향상에 대한 연구는 별로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인지 용량을 상당히 요할 것으로 보이 

는 해결자 • 청취자 활동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결자 • 청취자 활동을 중학 

교 과학의 화학 단원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의사소 

통 불안 측면에서 동질적인 소집단과 이질적인 소집 

단에 대해 비교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해결자 • 청취자 활동에서 의사소통 불안에 따른 

소집단 구성의 효과를 화학 문제 해결력, 수업 처치 

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조사한다.
2) 의사소통 불안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화학 

문제 해결력, 수업 처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한다.
3) 수업 처치와 학생의 의사소통 불안 수준이 화학 

문제 해결력, 수업 처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상호 

작용 효과를 조사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중학교 3학년 세 학급 

(N =99)을 대상으로 실시했다(Tbe 1). 해결자 •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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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s of the subjects

Control Homogeneous Heterogeneous Total
High CA1 18 14 16 48
Low CA1 15 20 16 51

Total 33 34 32 99

*CA: communication apprehension

자 활동의 효과가 의사소통 불안 수준에 따른 소집단 

구성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행 연 

구2。긔에 기초하여 소집단을 구성했다. 먼저 사전 성 

취도가 유사한 두 학급을 선정하여 의사소통 불안 점 

수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동질적인 소집단(의사소 

통 불안 수준이 높은 학생 2명 또는 낮은 학생 2명) 
과 이질적인 소집단(의사소통 불안 수준이 높은 학생 

1명과 낮은 학생 1명)으로 편성했다. 한 학급 내에 동 

질적인 소집단과 이질적인 소집단이 모두 포함되도 

록 하여, 두 학급을 동질 집단(n=34)과 이질 집단(n=32) 
으로 재배치했다. 성취도의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질적인 소집단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므 

로,2宓 사전 성취 수준에 대해서는 이질적으로 구성 

했다. 나머지 한 학급은 통제 집단으로 배치했다(n=33). 
중간고사 과학 성적에 대한 변량 분석 결과 세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M=66.00, F=.11 
p=.895), 의사소통 불안 점수에 대해서도 차이가 없었 

다 (M=66.15, F=1.07, p=.349).

연구 절차

수업 처치 이전에 사전 검사로 의사소통 불안 검사 

를 실시했다. 의사소통 불안 검사 점수의 전체 평균 

에 기초하여, 의사소통 불안의 높고 낮음에 따른 동 

질 집단과 이질 집단을 구성했다. 두 처치 집단에는 

해결자 • 청취자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1차시쯔를 

실시했다. 해결자에게는 문제를 소리 내어 읽으시오, 
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느라고 애쓰지 말 

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됩니다’ 등과 같은 역할을 

소개했다.3 청취자에게는，해결자의 문제 해결 과정을 

잘 듣고 정확히 이해하시오, 해결자가 모든 사고 과 

정을 계속 말로 표현하도록 요구하시오, 해결자의 생 

각이 이해되지 않을 때 질문하시오, 해결자의 잘못을 

지적만 할 뿐 정답을 말하지 마시오’ 등의 역할을 소 

개했다.3 그 후, 학생들은 이 연구에서의 대상 단원과 

관련이 없는 수학 영역의 문제로 1차시 동안 연습하 

였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도 사전에 오리엔테 

이션을 실시했다. 교사는，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 
단원에 대한 본 수업을 총 7차시에 걸쳐 통제 집단과 

처치 집단에 실시했다. 연구자는 수업 처지가 의도대 

로 진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통제 집단과 처치 집단 

의 초기 수업을 1회씩 참관했다. 사후 검사로 화학 문 

제 해결력 검사를 실시했고, 처치 집단에서는 수업 처 

치에 대한 인식 검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수업 내용 및 방법

수업 내용은 화학 반응식 맞추기'와 '일정 성분비 

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등이었다. 교사는 강의 

를 통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본적 개념과 법칙을 

도입한 후, 준비된 예제 2문항을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었다. 통제 집단 학생은 이를 개별적으로 해결했고, 
처치 집단 학생들은 해결자• 청취자 활동을 통하여 

해결했다. 처치 집단에서 해결자는 활동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사고 과정을 말로 표현했고, 청취 

자는 해결자의 문제 해결 과정을 능동적으로 이해하 

고 점검해주었다. 학생들은 매 차시 해결자와 청취자 

의 역할을 교대로 수행했으며, 교사는 학생들이 문제 

를 해결하는 동안 순회 지도했다. 수업의 마지막 부 

분에서 교사는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주었다.

검人 F 도구

학생들의 의사소통 불안 검사는 총 24문항으로 구 

성된 McCroskey。의 Personal Report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24(PRCA-24)을 사용했다. 이 검사지는 

'여러 사람 앞에서의 발표’, '회의에서의 발언’, '소집 

단 토의’, '일상적인 대화’ 등 네 가지 상황에서의 의 

사소통 불안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검사 도구를 이 

용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신뢰도 (Cronbach's 
a)는 .97 이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93 이었다.
화학 문제 해결력 검사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개방형 서술형 문항으로 제작했다. 이 검사지는 화 

학 반응식’ 및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에 대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를 부록 1에 제 

시했다. 과학교육 전문가 3인과 중학교 교사 3인으로 

부터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연구에서 구한 화 

학 문제 해결력 검사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a)는 

.83 이었다. 수업 처치에 대한 인식 검사는 두 처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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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대상으로 해결자나 청취자 역할에 대한 유용성 

및 그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했다.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종속 변인은 화학 문제 해결력과 수업 

처치에 대한 인식이었다. 화학 문제 해결력 검사에 대 

해 3X2 요인 방안에 의한 이원 변량 분석(2-way 
ANOVA)을 실시했다. 이원 변량 분석 결과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효과 (simple effects)를 검 

증하기 위해 의사소통 불안 수준별로 일원 변량 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했다. 주효과가 있을 경우 

에는 LSD로 사후 검증을 실시했다.
화학 문제 해결력 검사의 채점틀은 문항별로 2점 

또는 3점 만점으로 구성하였다. 채점의 신뢰도를 높 

이기 위해 무작위로 선정한 12명의 답안지에 대해 2 

인의 분석자간 일치도가 .93임을 확인한 후, 모든 답 

안지를 연구자 1인이 채점했다. 수업 처치에 대한 인 

식 검사에서는 응답별 빈도를 분석했다. 통계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했다.

결과 및 논의

화학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화학 문제 해결력 검사 점수(10점 만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2와 Fig. 1에 제시했다. 의사소통 불 

안 동질 집단 (6.50)과 이질 집단의 평균 (6.34) 이 통제 

집단 (4.64)보다 높았다. 이원 변량 분석 결과, 수업 처 

치의 주효과 및 수업 처치와 의사소통 불안 수준 사 

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했다 (p<.05). 일원 변량 

분석을 통한 단순 효과 검증 결과, 의사소통 불안이 

높은 학생들은 주효과의 경향성을 보였으며 (p=.083), 
의사소통 불안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집단 간에 유의 

미한 점수 차이가 있었다(M=45.28, F=4.12, p<.05). 
사후 검증 결과, 이질 집단의 평균 (7.88) 이 통제 집단 

(4.47)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p<.01).

Fig. 1. The chemistry problem-solving ability test scores by 
communication apprehension.

해결자와 청취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문제 해 

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는 문제 해결 

과정을 말하거나 듣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인지구조 

가 보다 더 조직화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5 본 연 

구에서 의사소통 불안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불안이 

높은 학생과 함께 해결자 • 청취자 활동을 할 때 문제 

해결력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 

통 불안이 낮은 학생일수록 의사소통 자발성이 높으 

므로 소집단 환경에 잘 적응하고 활발하게 언어적 상 

호작용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冲2
이에 비해 의사소통 불안이 낮은 학생들끼리 모여 

활동할 때에는 해결자 • 청취자 활동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성취도나 문제해결력 향상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策，다른 동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언어적 행동을 수행할 기회가 상대적 

으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해결자의 문제 해결 

과정을 능동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도 문제 해결력 

향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본 연구에서 중 

학생들의 경우 상대방의 해결 과정을 잘 듣기 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성향이 컸을 가능성 

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chemistry problem solving ability test scores

Control (n=33) Homogeneous (n=34) Heterogeneous (n=32)
M SD M SD M SD

High CA1 4.78 3.61 7.21 2.89 4.81 3.35
Low CA1 4.47 4.19 6.00 3.11 7.88 2.55

Total 4.64 3.82 6.50 3.04 6.34 3.32

】CA: communication appreh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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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불안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나(p=.083), 동질 집단에서 문 

제 해결력 향상의 폭이 큰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해결 

자 • 청취자 활동이 번갈아 가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 

해야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질적 소집 

단을 구성한 경우 의사소통 불안의 수준이 높음에도 불 

구하고 실제적으로 집단 활동에 더 참여할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후속 연 

구로는 의사소통 불안 수준에 따른 소집단 구성에서 해 

결자와 청취자 사이의 언어적 상호작용 양상이 구체적 

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수업 처치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수업 처지에 대한 인식 검사 결과를 Table 3에 정 

리했다.，화학 문제를 풀거나 화학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해결자 활동이 도움이 되었습니까?’의 문항에 대 

해，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의사소통 불안이 높 

은 동질 집단의 경우 6명(43%), 의사소통 불안이 낮 

은 동질 집단의 경우 11명(55%)이었다. 이에 비해 이 

질 집단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불안이 높은 학생 5명 

(31%), 의사소통 불안이 낮은 학생 5명(31%)만이 긍 

정적으로 응답했다. 해결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의사소통 불안 수준이 높고 이질 집 

단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 나머지 경우의 학생들에 비 

해, 해결자 활동의 장점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 

고 단점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 

과 달리 의사소통 불안이 낮아 의사소통 자발성이 높 

은 동료가 청취자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은 해결자 역

Table 3. Students’ perceptions to the paired think-aloud problem solving

Homogeneous Heterogeneous
Role Perceptions High Low High Low

(n=14) (n=20) (n=16) (n=16)
Usefulness
Agree 6 11 5 5
Normal 5 3 7 10
Disagree 3 6 4 1

Positive aspects
Explaining problem solving process helps me to understand and/or orga 4 12 3 8
nize concepts.

Solver
Explaining problem solving process helps me to retain information or 4 3 4 -
knowledge longer.
It gives me a chance to consider my problem solving process. 4 1 - 2

Negative aspects
I have a difficulty in expressing out if I cannot fully understand the problem. 2 2 6 3
I have a difficulty in expressing out when there is little intimacy. 1 1 1 -
It reduces teacher’s lecture time. - - 2 1

Usefulness
Agree 5 8 5 4
Normal 6 6 5 9
Disagree 3 6 6 3

Positive aspects
I can understand the content by listening solver’s problem solving process. 3 5 3 3

Listener I can organize my thought by asking about solver’s thinking process. 3 3 3 1
I can learn other’s problem solving approach and compare it with mine. - 4 1 2

Negative aspects
It makes me not to engage actively but to just listen. 2 2 5 2
I have a difficulty in checking the solver’s thought when he (or she) cannot - 4 - 3
fully understand the problem.
It reduces teacher’s lecture time.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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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내용을 잘 모르는 문제 해결 과정을 말하 

기 힘들다（6명）’고 느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의 이질 집단에서 의사소통 불안이 낮은 학생 

들의 경우 언어적 상호작용에 활발히 참여해 화학 문 

제 해결력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불 

안이 높은 학생들은 해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화학 문제를 풀거나 화학 개념을 이해하는데 청취 

자 활동이 도움이 되었습니까?’의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4~8명, 25~40%）와 '아니다（3~6명, 19~38%）’ 
의 응답 빈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소 

통 불안 수준이 낮고 동질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다 

른 경우의 학생들에 비해 청취자의 역할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8명, 40%）. 즉, 
의사소통 불안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화학 문제 해결 

력이 향상된 것은 불안이 높은 학생들과 함께 학습할 

때였으나, 청취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신과 같이 불 

안이 낮은 동료의 활발한 문제 해결 과정을 듣는 활 

동이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있고（4명） 학습 내용을 이 

해하는데 도움을 주는（5명）’ 장점을 갖는다고 인식했 

다. 이에 비해 의사소통 불안이 높고 이질 집단에 속 

한 학생들은 청취자 역할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동료 

가 활발히 문제 해결을 하는 것에 비해 청취자는 소 

극적으로 듣기만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5명）’고 언급 

했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해결자 • 청취자 활동을 중학교 3학 

년 '물질 변화에서의 규칙성' 단원에 적용하고, 그 교 

수 효과를 의사소통 불안 측면에서 동질적으로 구성 

한 소집단과 이질적으로 구성한 소집단에 대해 비교 

했다. 또한, 학생들의 의사소통 불안이 교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조사했다. 연구 결과, 
화학 문제 해결력 검사 점수에 대해 수업 처치의 주 

효과 및 수업 처치와 의사소통 불안 수준 사이의 상 

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해결자 . 청취자 활동 

이라는 새로운 수업 처치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화 

학 문제 해결력 향상에 효과적인 경향이 있으나, 학 

생들의 의사소통 불안 수준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소 

집단 구성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의사소통 불안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이 

질적 인 소집단에서의 해결자 • 청취자 활동을 통해 화 

학 문제 해결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 

사소통 불안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동질적인 소집단 

에서의 학습 효과가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둘째, 해결자나 청취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이질 

집단보다 동질 집단에서 다소 긍정적인 경향이 있었 

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불안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과 달리 불안 수준이 낮은 동료와 함께 활동할 

경우, 소리를 내어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해결자의 역 

할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소극적으로 듣기만하는 청취 

자가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의사소통 불안 수준이 낮 

은 학생들로 동질적인 소집단을 구성한 경우에는, 자 

신과 같이 불안이 낮은 동료가 활발하게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을 듣는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해결자 • 청취자 활동에서 의사소 

통 불안 수준을 고려하여 어떻게 소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질적인 

소집단의 편성이 의사소통 불안이 낮은 학생들에게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하더라 

도 다른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러한 소집단 편성 방법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학생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대부 

분의 학생들이 무난하게 인식한 동질적인 소집단에 

서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 

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불안 수준 

이 높은 동질 집단의 경우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 

식하게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언어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불안 수준이 낮은 동질 집단의 경우에는 상대 

방의 해결 과정을 잘 듣고 이해하는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불안은 소집단 활동에서 

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나, 소집단 활동 

이 교사나 학급 전체와의 상호작용이 아닌 일부 동료 

들과의 상호작용인 점을 고려한다면, 소집단 활동을 

통해 오히려 학생들의 의사소통 불안을 감소시켜 줄 

가능성36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아야 한다. 보다 장기 

간 해결자 • 청취자 활동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집단 내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불안을 다소 완화 

시켜 줄 수 있다면, 수업의 효과나 학생들의 인식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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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의 측면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지 PRCA- 
24는 개인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불안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으나, 교실 수업 상황으로 한정한 의사소통 

불안 (classroom communication apprehension)，에 대해 

서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R01- 
2006-000-10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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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화학 문제 해결력 검사 문항의 예시

※수소와 질소 기체의 반응식이 N + 3H 一 2NH 
이다. 밀폐된 상자에 N( )와 H( )의 혼합물이 

왼쪽 그림과 같이 들어 있다.

※다음 그림은 두 가지 원소 A와 B 가 반응하여 

AB2를 생성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때 생성된 AB 60 g 중에서 A 성분의 질량이 40 g이다.

반응 전 반응 후

A 20 g과 B 20 g을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AB2 
는 몇 g인가?
위와 같이 답하게 된 과정을 가능한 한 자세히 쓰 

시오.

완전히 반응한다고 가정할 때, 반응 후의 상태를 

오른쪽 빈칸에 그리시오.
위와 같이 그린 이유를 가능한 한 자세히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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