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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다중 표상 수업이 고등학생들의 글쓰기에서 나타난 다중 표상의 내재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광역시에 위치한 고등학교 자연계열 2학년 2개 학급 학생 74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2개 학

급 중 1개 학급 41명을 실험집단으로, 다른 1개 학급 33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에는 2차시의 다중 표상 수

업과 7가지 주제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을 처치하였고, 비교집단에는 다중 표상 수업을 제외하고 실험집단과 동일하

게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작성한 Summary Writing의 분석 결과, 다중 표상의 내재성에 대한 실험집단의 평균이 비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다중 표상, 다중 표상 수업, 내재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multimodal representation-based lesson on embed-

dedness of multimodal represent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writing.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two groups of sec-

ond-year science-track students (74 students) at an academic high school in a metropolitan city. One group (41 students) was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the other group (33 students) was assigned to the comparative group. Data analysis

showed that the students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better at utilizing and embedding multimodal representations. Thus,

the conclusion was drawn that multimodal representation-based lesson had an effect on high school students' embeddedness

of multimod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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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보를 처리하는 체계는 주로 언어적 정보를 처리하는

언어적 체계와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영상적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적 체계와 영상적 체계는 각각 독립

적인 기능을 갖기도 하지만 상관관계가 있어 정보를 두

가지 형태로 모두 제시한다면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했

을 때 보다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1 학습에서도 그

림을 글과 함께 제시할 경우 글만 제시하는 것 보다 정보

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2

정보를 언어적 정보와 시각적 정보로 동시에 제시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학습 효과 중에서도, 학생들이 과학 개념

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형성하는 것에 다중 표상이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3,4 여기서 다중 표

상은 학습자가 의사소통을 위해 주제에 대한 정보를 여

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표현

하고자 하는 내용을 글로만 제시한 단일 표상과는 차이

가 있으며, 도형, 그림, 수식, 표 또는 글이 포함된 그래프

들과 같은 여러 양식들의 사용과 연관되어 있다.5,6

하나의 표상만 제공하는 것보다 여러 표상들을 함께 제

공하는 것이 학생들이 과학 개념을 이해하는 데 더 효과

적이다.7 다중 표상이 학생들의 의미 구성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글쓰기를 분석한 연구에서

는, 학생들이 말이나 행동, 이미지를 포함하는 다중 표상

에 의해 의미가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10 다중 표상

은 여러 표상을 함께 사용하므로 각 표상의 잘못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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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지할 수 있고, 추상적인 개념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11 또한 다중 표상을 활용한 학습은

과학 개념 이해의 증진 이외에도 공간적, 시간적, 양적 관

계 등을 간결한 자료로 나타내기, 추상적 상황을 구체화

하기, 복잡한 정보를 통합하기와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12-14

그러나 초보자들이 다중 표상을 사용하여 학습할 때는

여러 가지 표상을 관련시키는데 따른 인지적 부담15-19과

표상 간에 번역할 때 생기는 문제20,22에 의한 어려움이 있

다. 다중 표상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

를 얻기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과정을 찾는 능력, 여러

정보와 표상을 통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새로운

내용을 다양한 표상으로 나타내는 능력과 하나의 표상을

다른 것으로 전이시키고 특정한 정보와 목표에 대하여

최적의 새로운 표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23-25

다중 표상을 통한 학습에 필요한 능력들은 다중 표상의

내재성과 관계가 있다. 내재성은 학생들이 의사소통할 때

자신이 쓴 글에서 문맥상의 전후관계를 밝혀 설명하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자신이 이해한 것을 나타내는 것

을 의미한다.5 여기서 일관성은 여러 표상들을 의미 있게

연결하고 통합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학생들이 여러 표

상들 사이에서 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면 일관성 있는 지

식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11 여러 표상들을 통합하는 능

력은 다중 표상을 통해서 학습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12 

그러나 다중 표상의 사용이 학습자에게 가져다주는 이

러한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중 표상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숙련도는 다중 표상을 사용하는 빈도

와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중 표상을 사용할 수 있

는 기회의 제공과 함께 학생 스스로 다중 표상의 필요성

을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6 

다중 표상 수업은 학생들이 다중 표상 및 다중 표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다중 표상을 사용하여 글쓰

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지식을 표현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6 다중 표상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중 표상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사용법을 인식

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글의 형태로만

제시하기 보다는 다양한 표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나

타냄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표현하고자 하는 내

용을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여 나타내는 과정은 학생들

이 학습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21-23 학생들이 재구성하여 제시한 표현들은 학습

자의 수준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동료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 더욱 알맞은 형태일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다중 표상의 사용은 학습내용에 대

한 자신의 이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습자들의 학습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중 표상 수업이 고등학생들의

글쓰기에서 나타난 다중 표상의 내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다중 표상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

으로, 다중 표상 수업이 고등학생들이 작성한 글쓰기에서

나타난 다중 표상의 내재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

이 연구는 광역시에 위치한 N고등학교 자연계열 2학년

2개 학급 학생 74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2개 학급 중

1개 학급 41명을 실험집단으로, 다른 1개 학급 33명을 비

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검사 도구 및 분석 도구

이 연구에서는 수업 처치 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학생

들의 동질성을 판별하기 위하여 ‘반응속도’를 주제로 사

전 Summary Writing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사용한 다중

표상의 내재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표상 글쓰기 평가

틀」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수업 처치 후, 학생

들이 사용한 다중 표상의 내재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하여 ‘중화 반응’에 대한 사후 Summary Writing을 실시하

고 이를 「다중 표상 글쓰기 평가틀」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Summary Writing 검사: Summary Writing 검사에서 학

생들에게 특정 주제의 내용을 모르는 친구에게 설명하는

편지글을 쓰도록 요청하였다. 이 때 사전 Summary Writing

검사는 반응속도, 중간 Summary Writing 검사는 물의 특

성, 그리고 사후 Summary Writing 검사는 중화반응을 주

제로 하였다. 

사전, 사후 Summary Writing 검사는 다중 표상 수업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다중 표상의 내재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고, 중간 Summary Writing 검사는 2

차 다중 표상 수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다중 표상 글쓰기 평가틀(multimodal writing task assessment

rubric): 이 연구에서는 다중 표상 수업이 고등학생들의

글쓰기에서 나타난 다중 표상의 내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McDermott6이 개발한「Multimo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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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Task Assessment Rubric」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다중 표상 글쓰기 평가틀」은 본문 평가, 일관성 평가,

다중 표상 평가, 개별 양식 분석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 평가는 전반적인 글의 평가로서, 학생들이 작성한

글이 제시된 주제 영역에 해당하는지, 정확한지, 완성된

형태인지, 그리고 문법적으로 옳은지에 대해 평가하고,

일관성 평가는 학생들이 다중 표상들을 이야기하고자 하

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본문 또는 다른 다중 표상들

과 얼마나 조화롭게 연결하여 제시하는지에 대해 평가하

는 것이다. 다중 표상 평가는 학생들이 Summary Writing

에 얼마나 많은 수의 유의미한 다중 표상을 사용하였는

지를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중 표상의

총 수’를 구하고 이들 중 본문의 내용과 연관이 없거나 의

미를 가지지 않는 ‘불필요한 다중 표상의 수’를 제한 ‘유

의미한 다중 표상의 수’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

양식 분석에서는 개별 다중 표상마다 내재성을 각각 평

가하였다. 내재성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학생들이 작성

한 논의가 더 높은 질을 갖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한

과학 개념의 의미를 잘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다.26 이러한 다중 표상의 내재성을 판단

하기 위해 각 양식 별로 캡션 및 추가설명이 있는가, 본문

에 언급하였는가, 본문과 인접한가, 독창적인가, 정확한

가, 분문에 개념적으로 연결되었는가, 그리고 필요한 양

식인가에 대해 평가하였다.

「다중 표상 글쓰기 평가틀」은 과학교육 전문가 1명,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2명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연구자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무작위로 선

택된 학생들의 Summary Writing을 연구자를 비롯한 과학

교육 박사 과정 2인과 석사 과정 2인이 분석틀을 이용해

평가한 후, 평가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면 그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중 표상 수업

다중 표상 수업은 학생들이 다중 표상 및 다중 표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다중 표상을 사용하여 글쓰

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지식을 표현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6 

이를 위해 2번의 다중 표상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1차 다중 표상 수업은 학생들에게 다중 표상을 인식시키

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Summary Writing 다음 차시에 시

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샤를의 법칙에 대한 내

용을 주제로 글로만 구성된 읽기자료와 글과 함께 다중

표상이 포함된 읽기자료를 개발하였다. 샤를의 법칙을 주

제로 선정한 이유는 연구 대상이 학습하는 화학1에 제시

된 주제에서 사전, 사후 검사에 영향이 없도록 반응속도

와 중화반응을 제외한 나머지 주제 중 샤를의 법칙이 내

용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주제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많은 종류의 표상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샤를에 법칙에 대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미 사전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다른 주

제들에 비해 학생들이 개념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해당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고 구

성하는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

이다. 

1차 다중 표상 수업에서 개발한 읽기자료들을 실험집

단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각각의 이해도를 조사한 뒤, 이

해도의 차이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림과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할 때의 장점, 단점,

사용 시 유의점 그리고 그림과 그래프 이외에 내용을 이

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해 논의하였다.

2차 다중 표상 수업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Summary

Writing을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Summary Writing을 되짚

어 보고, 평가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중 표상의 효과적

인 사용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 수업

은 1차 다중 표상 수업 후 이루어진 물의 전기분해, 물의

극성, 물의 수소 결합, 물과 얼음의 밀도, 수소결합에 의

한 물의 특성, 앙금생성반응 등 물의 특성에 대한 6개 주

제의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과 ‘물의 특성’을 주제로 하는

중간 Summary Writing 후 시행되었으며, 중간 Summary

Writing 검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2차 다중 표상 수업

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앙금생성반응 수업 전 실시

하였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그들이 작성한 중간 Summary

Writing 중 2개의 글을 제시받는다. 그리고 조별로 이해도

의 측면에서 잘한 점과 보완할 점을 논의하여 이를 토대

로 제시된 글을 평가할 수 있는 Summary Writing 평가 기

준을 작성한다. 그 후 이에 따라 조별로 두 글을 평가하였

으며, 자신들이 작성한 글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하는 과

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중 표상의 효과적인 사용법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 비교

수업 처치 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

기 위해 학생들이 작성한 사전 Summary Writing을 「다중

표상 글쓰기 평가틀」로 평가하여 이를 t-검증을 통해 분

석한 결과,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동질집

단으로 간주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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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표상 수업이 고등학생들의 글쓰기에서 나타난 다

중 표상의 내재성에 미치는 영향

본문 평가: 학생들이 작성한 글이 제시된 주제 영역에

해당하는지, 정확한지, 완성되어있는지, 그리고 문법적으

로 옳은지 등 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본문

평가의 총점에서 실험집단(6.40)과 비교집단(5.39) 사이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그러나 본문 평가의 하위 요소 중에서 ‘다루어야 할 개

념들을 포함하는가’와 ‘키워드가 알아보기 쉬운가’에서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 ‘다루어야 할 개념들을

포함하는가’에 대한 항목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평

균은 각각 2.25, 1.42이고 ‘키워드가 알아보기 쉬운가’에

대한 항목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은 0.56이고 비교집단의

평균은 0.21이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다루어야 할 개

념들을 포함하여 글을 작성한다는 것은 해당 주제를 설

명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적 요소들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다른 표식

등을 통해 두드러지게 표현된 키워드는 학생들이 각 개

념의 중요도를 동일하게 보지 않고 개념들 사이의 경중

을 구분하여 더욱 중요한 개념을 특별한 표식을 사용하

여 나타내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음은 ‘키워드가 알아보기 쉬운가’에 대한 사례이다.

실험집단에서는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글상자와 밑줄 등을 사용하여 키워드를 돋보이게 하였으

나(Example 1, 2), 비교집단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거의 나

타나지 않았다.

일관성 평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Summary Writing

에서 학생들이 제시한 다중 표상의 일관성에서 실험집단

Table 1. Homogeneity verification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mparative group

Group N M SD t p

Text assessment
Experimental 41 3.30 2.37

-.122 .904
Comparative 33 3.37 2.50

Overall cohesiveness of paper
Experimental 41 1.44 1.34

-.049 .961
Comparative 33 1.45 1.37

Overall alternative modes assessment
Experimental 41 0.20 0.51

-.615 .541
Comparative 33 0.27 0.57

Individual modal analysis
Experimental 41 0.88 2.23

-.178 .860
Comparative 33 0.97 2.18

*p<.05 

Table 2. ANCOVA results for the text assessment in summary writing

Experimental (n=41) Comparative (n=33)
F p

M SD M SD

Accuracy of science concepts
pre 0.73 0.74 0.72 0.80

0.260 0.611
post 1.39 0.70 1.30 0.80

Discussed required topics
pre 0.64 0.55 0.64 0.53

11.821 0.001*

post 2.25 1.11 1.42 1.20

Text characteristics match intended writing type
pre 1.07 0.91 1.03 0.92

2.027 0.159
post 1.10 0.83 1.33 0.69

Language appropriate for audience
pre 0.80 0.56 0.75 0.56

0.076 0.783
post 1.10 0.62 1.12 0.48

Key terms underlined, highlighted, identified
pre 0.05 0.22 0.21 0.48

5.124 0.027*

post 0.56 0.71 0.21 0.48

Text assessment
pre 3.30 2.37 3.37 2.50

3.805 0.055
post 6.40 2.80 5.39 2.20

*p<.05

<Example 1, Student’s summary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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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과 비교집단(3.76)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Table 3).

일관성 평가의 하위 요소에는 ‘글과 다중 표상이 적절

한 비율로 구성되었는가’, ‘다중 표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예시가 제시되고 있는가’, ‘한 가지 주제에 다양한

양식이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주요 개념이 계속해서 언급

되고 있는가’가 포함되며, 이들 중에서 특히 ‘한 가지 주제

에 다양한 양식이 사용되었는가’와 ‘주요 개념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가’에서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 ‘한

가지 주제에 다양한 양식이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항목에

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은 각각 0.61, 0.15이고 ‘주요

개념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가’에 대한 항목에서 실험

집단의 평균은 1.49이고 비교집단의 평균은 1.15이다.

다음은 ‘한 가지 주제에 다양한 양식이 사용되었는가’

항목에 대한 사례이다. 실험집단에서는 한 주제를 설명하

기 위해 도표와 표를 이용하거나(Example 3), 그림과 그

래프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Example 4). 반면 비교

집단에서는 대부분 한 주제에 대해 글로만 서술하는 모

습이 나타났다(Example 5).

<Example 2, Student’s summary writing>

Table 3. ANCOVA results for the overall cohesiveness in summary writing

Experimental (n=41) Comparative (n=33)
F p

M SD M SD

Modes evenly distributed throughout text
pre 0.12 0.33 0.15 0.36

1.93 0.169
post 1.20 0.81 0.94 0.75

Alternative modes linked to each other
pre 0.00 0.00 0.03 0.17

2.98 0.089
post 0.76 0.86 0.42 0.66

Examples are carried throughout sample
pre 0.54 0.87 0.48 0.71

0.46 0.502
post 1.00 0.74 1.09 0.63

Alternative modes linked to more than one topic
pre 0.00 0.00 0.00 0.00

9.87 0.002*

post 0.61 0.77 0.15 0.36

Main conceptual idea continually addressed 
throughout

pre 0.78 0.61 0.79 0.65
6.58 0.012*

post 1.49 0.64 1.15 0.57

Overall cohesiveness of paper
pre 1.44 1.34 1.45 1.37

4.91 0.030*

post 5.05 3.07 3.76 2.24

*p<.05

<Example 3, Student’s summary writing>

<Example 4, Student’s summary writing>

<Example 5, Student’s summary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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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표상 평가

다중 표상 평가에 대한 두 집단의 비교에서, 실험집단

의 평균(5.61)이 비교집단의 평균(2.85)에 비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개별 양식 분석

개별 양식 분석 결과, 실험집단이 사용한 다중 표상별

내재성 평균(7.04)이 비교집단(4.89)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5). 

다음은 개별 양식 분석의 하위 요소에서 집단 간에 차

이가 드러나는 사례이다. 

첫 번째 ‘양식 별로 캡션 및 추가설명이 있는가’의 요소

에서, 실험집단의 경우 자신이 제시하는 양식이 어떠한

내용을 나타내는지 독자가 효과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

래프에 설명을 붙이거나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

을 다중 표상에 포함시켜 제시했다(Example 6, 7). 그러나

비교집단에서는 캡션이나 추가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다

중 표상만 제시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Example 8).

두 번째 ‘다중 표상에 대한 설명이 본문에 언급 되어 있

는가’의 요소에서, 실험집단의 경우 학생이 말하고자하

는 내용과 그에 대한 다중 표상을 연결하여 제시함으로

써 글을 읽는 사람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도록

돕는다(Example 9). 비교집단에서는 다중 표상을 사용하

였으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하지 않고 본

문과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습을 보인다(Example 10).

Table 4. ANCOVA results for the overall alternative modes assessment in summary writing

Experimental (n=41) Comparative (n=33)
F p

M SD M SD

Overall alternative modes assessment
pre 0.20 0.51 0.27 0.57

16.050 0.000*

post 5.61 3.34 2.85 2.76

*p<.05

Table 5. ANCOVA results for the individual modal analysis in summary writing

Experimental (n=41) Comparative (n=33)
F p

M SD M SD

Individual modal analysis
pre 0.88 2.23 0.97 2.18

9.958 0.001*

post 7.04 2.71 4.89 3.19

*p<.05

<Example 6, Student’s summary writing>

<Example 7, Student’s summary writing>

<Example 8, Student’s summary writing>

<Example 9, Student’s summary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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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다중 표상이 본문의 설명과 인접한 경우’에서

실험집단에서는 다중 표상과 그에 대한 설명을 인접하게

배치하고 해당 표상과 관련이 없는 설명과는 분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들을 혼란 없이 명

확히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Example 11). 그

러나 비교집단에서는 본문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빈 공간

에 다중 표상을 넣은 경우가 나타난다(Example 12). 이는

글 작성 시에 학생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중 표상

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전

체적인 구도를 생각하여 연결 지어 나타낸 것이 아니라

분리된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확한가’ 항목에 대해서 실험집단에서는

과학적으로 올바른 개념을 사용하여 다중 표상을 나타낸

다(Example 13). 그러나 비교집단에서는 축의 의미를 제

시하지 않고 내용도 틀린 그래프를 나타낸 경우(Example

14), 표현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

기 힘든 그림을 그린 경우가 있었다(Example 1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다중 표상 수업이 고등학생들의 글쓰기

에서 나타난 다중 표상의 내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중 표상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Summary Writing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글의 맥락에 맞게 여

러 표현 양식들을 연관 지어 사용하고 이들을 더욱 드러

나게 제시했다.

다중 표상 수업에서 학생들은 다중 표상이 포함된 읽기

<Example 10, Student’s summary writing>

<Example 11, Student’s summary writing>

<Example 12, Student’s summary writing>

<Example 13, Student’s summary writing>

<Example 14, Student’s summary writing>

<Example 15, Student’s summary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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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다중 표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읽기자료를 제

시받고 각 읽기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비교하는데, 이는

다중표상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함을 목

적으로 한다. 이후, 다중 표상의 어떤 측면들이 글의 내용

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들은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다중 표상의 사용법

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다. 

또한 다중 표상 수업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작성한 글들

을 이해도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된 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작성했다. 평가 기준을 작성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다중 표상의 사용 여부

로 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 표상을 어떻게 사용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진다. 그리고 작성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실

제로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신이 생각하는 다중

표상의 사용법과 실제 사례를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받는다.

결론적으로 다중 표상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활동들은 학생들이 다중 표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상황이 주어졌

을 때, 다중 표상을 더욱 자주 사용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작성한 글에서 다중 표상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다중 표상의 사용에 있어서 더욱 숙

련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여 나타내는 과정이 학생

들이 학습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23-25 다중 표상을 더 많이 그

리고 더 적절하게 사용하는 학생들은 학습 내용에서도

더욱 깊은 이해를 할 것이라 보인다. 또한 학생들이 재구

성하여 제시한 표현들은 학습자의 수준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동료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 더욱 알맞은

형태일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다

중 표상의 사용은 학습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습자들의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이

라 보인다. 이러한 것들이 다중 표상의 내재성의 비교에

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이

유라 생각된다.

특히 화학에서는 미시적인 세계의 변화를 다루기 때문

에 개념이나 현상의 설명을 위해 모형, 비유 그리고 그래

프나 표와 같이 이들을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양

한 자료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화학과목의

특성상 학습자들이 개념들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인 다중 표상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이들을 구성하는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의 사용에 익숙해져 있다면

제시되는 내용들을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기에 효과적인

형태로 재구성하여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다중 표상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숙련도가 다중 표

상을 사용하는 빈도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6 학생들

에게는 이들을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의 제공이 필

요하다. 따라서 다중 표상 수업에서 뿐 아니라 실제 교과

내용을 가르칠 때도 다중 표상을 사용하여 학습하도록

구조화된 수업을 제공한다면 다중 표상이 학습에서 더욱

큰 효과를 보일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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