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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born multicultural students who have no problem in Korean communication in everyday life when they express physics concepts in a linguistic
way and in a picture. As a result of our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verbal expressive ability through reading, dictation, making sentences, explaining in writing, and explaining in words,
various problems were found. However, as a result of expressing the same physics concept as a picture, we were able to discover various abundant expressive abilities, unlike the difficulties in verbal
expression. The students were also found to express the concept with a unique picture of oneself
that did not appear in textbooks. They compare the time and the events before or after a specific
events, contrasted the characteristics of things, and used their own specific experiences to express
abstract concepts. This result suggests that a careful education method considering multicultural
students’ language difficulties is needed in phys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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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개념에 대한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적 표현 능력과 그림 표현 능력 비교
김주상 · 신대호 · 오원근∗
충북대학교 물리교육과, 청주 28644, 대한민국
(2019년 7월 9일 받음, 2019년 8월 30일 수정본 받음, 2019년 9월 9일 게재 확정)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한국 출생 다문화 학생들이, 언어적인 방법으로
물리 개념을 표현하는 경우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경우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하였다. 물리 개념에 대하여
읽기, 받아쓰기, 문장 만들기, 글로 설명하기, 말로 설명하기를 통해 언어적 표현 능력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매우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같은 물리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 결과, 언어적
표현에서 겪은 어려움과는 달리,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습한 내용을 연상하여
표현하거나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자기만의 독특한 그림으로 개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시간이나 사건의
전후를 비교하거나 사물이 가진 특성을 대비시키기도 하였고, 자신만의 구체적인 경험을 추상적인 개념
표현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물리교육에서는 학생의 언어적 어려움을
고려한 신중한 교육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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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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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되는 평가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 성장
중심 평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과학은 추상적인 현상과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과학 언
어를 학습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며 [1], 과학 언어의 특
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과학적 소양의 핵심이다
[2]. 과학 개념은 신체의 오감에서 직접 경험되는 결과에
의한 감각적 개념이 어려서부터 축적되면서 점점 추상화
되고, 이러한 추상화 과정에서 언어에 의하여 서술되는 서
술적 개념으로 성장하여 최종적으로는 가장 추상화가 높
은 단계인 이론적 개념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과학 언어에
대한 이해는 과학 개념과 과학적 사고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3], 학습의 결과는 주로 언어적 도구를 통해
평가되기 때문에, 과학 학습을 위한 학생의 언어적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어려서부터 모국어 문화권에서 성장하여
모국어로 교육받은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언어적 능력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근 급격히 수가 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언어 문제가 물리 학습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
로 인해 공부와 관련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4],
독해,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현저히 낮고 [5], 기초 학습
능력인 연산, 셈하기, 읽기, 쓰기 등도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6].
2018년 초중등학교 교육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우
리나라 전체학생의 2.2%이지만, 그 중 76%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다문화 학생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7%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초등학생의 다문화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7]. 이와 같이 다문화 학
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6년 이후 국회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안을 마련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대책’을 통해
다문화 교육 정책 연구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이러
한 사업들은 대부분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교육적 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었다 [8]. 기존의 다
문화 연구들도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의해,
다문화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사회적, 정서적 불안이나
학습 능력 저하 [9], 소집단 활동에 다문화 학생들이 참여하
는 정도만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10], 과학 탐구 실험 활동
에서 충분한 능력을 보이는 다문화 학생이 언어적 도구를
이용한 형성평가 과정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문화 학생의 교육에서 이러한 언어 문제를 고려한 적
합한 평가방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어에 익숙지 않거
나 기존의 평가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학생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필평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
라 여러 대안적 평가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학생을 위한 평가도 결과보다는 학생 성장에 초점을 둔 평
가로의 전환을 위해 적절한 평가 방법 및 도구 개발이 시
급한 실정이다 [12]. 특히 과학교육에서 자신의 과학 탐구
활동 결과를 언어적으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다문화
학생에게 언어적 방법만을 이용한 수행 능력 평가나 성취도
평가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문화 학생을 언어 표현
중심의 교육 활동에서 소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학습한
물리 개념 (또는 과학 용어) 을 언어적인 표현 방법과 그림
으로 표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이들이 언어
중심 학습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북 제천시의 다문화 초등학생과 중학생 총
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Table 1). 이들은 모두 한국인
아버지와 동남아 국가 출신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며 일부는 서로 형제나
남매 관계인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한국
어로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획득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
지 않으며, 언어 문제로 인한 급우들과의 갈등이나 차별도
느끼지 않는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자기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에 대하여 ‘보통이하’
이거나 ‘잘 하지 못 한다’고 하였고, 대체로 한글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배웠다고 하였다. 이들 중 C와 D 학생
(초 5, 4 형제)은 학습지 등의 사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다고
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상 학생들에게
별도의 학습이나 연구와 관련한 사전 훈련은 없었고, 낙인
효과 예방을 위하여 학급내의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일반학
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문화
학생들이 언어적인 표현 방법과 그림 표현 방법으로 물리
개념을 표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에
사용한 언어적인 표현 방법은 다음과 같다 (Table 2).
연구에 사용한 과학 개념은 초등학교 4학년 과학의 ‘물
질의 성질’, 초등학교 5학년 과학의 ‘온도와 열’, 중학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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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Environment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this Subject.
Nationality
of Students’
Mother

Students

Grade

A
B
C
D
E
F

7th, Middle
5th, Elementary
5th, Elementary
4th, Elementary
8th, Middle
9th, Middle

Korean Language
Level of
Students’ Mother

Thailand
Vietnam
Thailand

Table 2. Linguistic expressions requested to the students
in this study.
Linguistic Expressions
Read texts aloud
Dictate physics concepts
Make a sentence by using the
given concepts
Describe the given concepts in
writing
Explain the given concepts
presented in words

Purpose
To identify the difficulty of
participating in physics
classes in Korean
To check if the students use
the term in a meaningful way
To find how much the
students can accurately
describe physics concepts
in Korean

학년 과학의 ‘여러 가지 힘’,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과학의
‘전기와 자기’ 단원 등 최근 1달 이내에 학습한 단원에서 추
출하였다. 교육과정의 배치를 고려할 때 초등학교 4학년부
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같은 개념을 질문하려면,
한 학기에서 몇 년 이상의 시간차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학생들의 과학개념에 대한 언어적 표현능력과 그림
표현 능력을 다양하게 비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에게 같은 개념을 질문하지는 않았다.
‘과학 교과서 소리 내어 읽기’와 ‘물리 용어 받아쓰기’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 교과서 소리 내어
읽기’에서는 최근에 학습한 단원에서 40어절 정도의 내용을
읽도록 하였고, ‘물리 용어 받아쓰기’에서는 해당 단원에서
학습한 20개의 물리 용어를 불러주고 철자를 받아쓰게 하
였다.
‘제시어를 보고 문장 만들기’는 용어를 의미에 맞게 적절
히 사용하는지 보기 위한 것으로서, ‘물리 용어 받아쓰기’
에서 사용한 용어 중 두 개를 제시한 후 각각 5개씩의 문장을
만들게 하였다. ‘제시어를 보고 글로 설명하기’와 ‘제시어를
듣고 말로 설명하기’는 물리 개념을 한글로 정확하게 설명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받아쓰기에 사용하였
던 용어 중 5개를 제시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설명하게
하였다.

Relationship

Remarks

Sibling
Lower Level

Sibling

Private Tutorial

Brother and sister

연구에 사용한 그림 표현 방법인 ‘물리 용어를 그림으로
그리기’는 물리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말과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제
시어를 보고 글로 설명하기’에 사용한 5개의 용어를 보여
주고 타인에게 설명하듯이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물리 개념을 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경우 나타
나는 특징
다문화 학생에게 물리 개념을 언어적인 방법인 글과 말로
표현하게 한 결과, 이들이 겪는 다양한 언어 표현상의 문
제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는 읽기와 관련된
발음, 억양 등의 문제도 있었고, 쓰기와 관련된 철자, 쓰기
속도, 문장 구성 능력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우선 다문화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어떤 학생들은 정상적인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수준의 읽기 능력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어절이 길거나
경음 또는 숫자가 포함된 경우 읽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A 학생에게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의 ‘무게와 질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 단원에 서술된 총 40어절의 내용을
읽어보게 하였을 때, 총 17어절을 (전체의 42.5%) 한 번에
못 읽거나 부정확하게 읽었다. 이중 13개 어절은 한 번에
붙여서 읽지 못하였고, ‘물체의’를 ‘물체’ + ‘의’, ‘중력의’
를 ‘중력’ + ‘의’로, ‘측정’을 지속적으로 ‘츠적’이라고 읽었
으며, ‘1/6’을 ‘1분의 6’, ‘1점 6’으로 읽었다. B 학생에게
초등학교 5학년 과학교과서의 ‘열의 이동’ 단원에 서술된
총 42어절의 내용을 읽어보게 하였을 때, 총 15어절(전체의
35.7%)을 한 번에 못 읽거나 부정확하게 읽었다. A 학생과
마찬가지로 ‘주변의’를 ‘주변’ + ‘의’ 와 같이 단어를 분리
하여 읽었으며, 다른 학생에게서는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독특한 억양을 구사하였다.
다문화 학생들의 받아쓰기 능력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알고 있는 물리 개념을 한글로 충분히 표현하기에 부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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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수업 참여가 어려운 수준의 쓰기 능력에 문제가 있
음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특히 복모음이나 쌍자음이 포함된
단어를 받아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 학생의 경우 20
개 과학 용어 중 ‘힘’, ‘방향’, ‘빠르기’, ‘중력’ 등 9개만을
정확하게 받아 적었다. 일부 단어는 ‘방향’을 ‘방하’, ‘뉴턴’
을 ‘유턴’, ‘질량’을 ‘즐량’ 등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일부는
‘균형’을 ‘그’, ‘용수철 저울’을 ‘융스’ 등으로 미완성하거나
받아쓰지 못하였다. B 학생의 경우 20개 과학 용어 중 ‘온
도’, ‘섭씨’, ‘기온’, ‘기체’ 등 12개만 정확하게 받아 적었
다. 일부 단어는 ‘섭씨’를 ‘섭시’, ‘체온’을 ‘채온’, ‘액체’를
‘엑체’ 등으로 오기하였고, ‘측정’, ‘적외선 온도계’ 등 전혀
받아쓰지 못한 용어도 있었다. 학생의 오답 12개 중 11개가
복모음 (ㅔ, ㅐ) 이 포함된 것이었고, 이들은 쌍자음 “ㅆ” 이
사용된 용어도 받아쓰기를 어려워하였다. E 학생은 받아쓰
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또래 학생에 비하여 글씨를 잘 쓰지
못하였고, F학생은 ‘병렬회로’를 ‘벽렬회로’로 표현하는 등
특정한 발음의 철자법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A 학생도
글씨를 잘 못쓰고 쓰는 속도도 상대적으로 매우 느렸다.
다문화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의미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데 서툴렀으며, 간단한
설명 이상의 문장을 만들지 못하였다. 특별한 의미 없는
동어반복의 문장을 만들거나, 문장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주어나 서술어만 바꾼 문장을 나열하기도 하였고, 쌍자음
이나 복자음이 포함된 단어의 철자법 (ㄶ, ㄲ 등) 에 취약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A 학생의 경우 ‘힘’
에 대하여 ‘저 학생은 힘이 쓰다’ 와 같이 ‘세다’와 ‘쓰다’를
구별하여 활용하지 못하였고, B 학생은 ‘고체’에 대하여 촉
감에 대한 표현에서 ‘딴딴함’ 같은 감각적 표현 이외에는 추
가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F 학생의 경우 ‘자기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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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들은 물리 개념이나 용어를 한글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이들은 물리 개념의 설명에
서 대체로 개념에 포함되는 사례를 들거나, 개념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제시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
다. 반면, 해당 개념에 대하여 논리적 서술에 의한 직접적인
정의를 말하거나 쓰지 못하고, 주로 사례에 의한 간접적인
방법을 많이 선택하였다. 특히 ‘글로 설명하기’에서 사용한
용어을 ‘말로 설명하기’에도 그대로 반복하기도 하였다. 다
문화 학생들이 글과 말로 물리 개념을 설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다문화 학생들은 언어적인 표현 능력이 부족하여 개념의
직접적인 정의를 설명하는 대신, 그 개념에 포함되는 사물
이나 해당되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였고, 개념에 의해 일
어나는 효과나 그 개념이 가진 특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E 학생은 ‘원자’의 정의 대신 교과서에 제시된 원자의 종
류를 나열하였고, A 학생은 달과 지구의 중력의 차이를 이
용하여 ‘중력’을 표현하려 하였고, F 학생은 원자의 전기적
성질이나 원자의 구조를 이용하여 ‘원자’를 설명하였다. D
학생이 ‘온도’에 대하여 ‘열을 뜻하는 말’로 쓴 것처럼 ‘열’
과 ‘온도’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B 학생
이나 C 학생처럼 충분히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한글 표현이 틀린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글로 설명하기’에 사용했던 정의를
‘말로 설명하기’에도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처럼 다문화 학생들은 학습한 물리 개념을 언어로 표현
할 때 정확한 철자나 발음 등 필요한 언어적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또한 충분한 어휘력이나 논리적 사고를
통하여 개념을 설명하는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장은 물체들을 둘러싼 파장이다’와 같이 직접 관련이
없는 용어를 설명에 사용하였다. E 학생이 ‘정전기 유도’에

2. ‘물리 개념을 그림으로 그리기’에 나타난 특징

대하여 ‘정전기를 유도하는 것이다.’로 쓴 것이나, F 학생이
‘전자기 유도’에 대하여 ‘전자기 유도는 전자기를 유도하는
물체로 전자기를 유도하는 것이다’로 쓴 것과 같이 동어반
복적인 무의미한 설명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C 학생의 경
우 ‘무게’에 대하여 ‘무게가 똑같다’, ‘무게가 많다’ 와 같이
서술어를 바꾸어 쓰는 방법으로 문장을 만들었고, D 학생의
경우 ‘고체’에 대하여 ‘얼음은 고체다’, ‘철은 고체다’, ‘자석
은 고체다’, ‘플라스틱은 고체다’ 와 같이 주어만 바꾸어 쓴,
사실상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었다. ‘과학 교과서 소리
내어 읽기’에서 A 학생이 ‘측정’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과
유사하게, D 학생은 이 ‘핫팩은 온도가 느겨진다’, ‘내 손은
온도가 느겨진다’, ‘내 몸에는 온도가 느겨진다’와 같이 특정
단어의 철자법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문화 학생들의 물리 개념 학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언어적 방법 이외에 그림으로 개념을 표현하는 방법
을 사용하여 언어적 표현과 비교하였다. 학생들에게 제시
된 물리 개념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였더니 많은 학생들이
교과서에 해당개념과 관련하여 제시된 사례를 기억한 후,
이를 연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경우를 보여주었다 (Table
4).
예를 들어, ‘힘’이라는 용어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였
더니, A 학생은 교과서에 있는 ‘여러 가지 힘’ 단원에 포함
된 중력 관련 삽화를 기억하고, 이를 힘의 그림 표현으로
제시하였다. 이 학생의 경우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중력에
대해서만 학습이 끝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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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 of describing physics concepts in Korean words.
Students

Proposed
concepts

A

gravity

B

Temperature

C

Balance

D

Temperature

E

Atom

F

Atom

Descriptions in Korean words

‘물건’ (‘stuff’)

‘더고 추운거’ (‘hot and cold’)
‘그릇처럼 생겼는데, 무게를 젤 수 있다’
(‘bowl shape and can weigh’)
‘열을 뜻하는 말’ (‘the word meaning
heat’)
‘수소, 탄소 같은 것’ (‘things like
Hydrgen, Oxygen’)
‘원자는 전자를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는
(+) 이다.’
‘an atom is (+) property of
attracting electrons’

Explainings in Korean words
‘자기 몸무게가 28이면 달에 가면 6분의
1이 되는 것’
‘if your weight is 28, that is 1/6 in
Moon’
“온도요? 뜨거운 거랑 추운거?”
‘temperature? hot and cold? ’
“그릇같이 생겼는데 무게를 잴 수 있어요”
‘its like bowl shape and you can
weigh.’
“열을 뜻하는 거”
‘the thing meaning heat’
“수소나 산소 같은 것”
‘things like Hydrogen, Oxygen’
“한 물체에 하나씩 있는 것, 마이너스가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
‘One by one in things, the minus
which surrounds the atom’

Table 4. Using the examples presented in the textbook.
Students

Proposed
concepts

Students

Proposed
concepts

A

force

D

convection

B

solid

E

electron

C

balance

E

serial circuit

Describe in drawing

Describe in drawing

B 학생의 경우에는 ‘고체’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각형

끓는 물’을 이용하여 ‘대류’ 현상을 표현하였다. E 학생은

모양의 물체’를 제시하고 있다. 교재 내용 중에 ‘고체의 종

(-) 성질을 나타내는 전자의 상징 (symbol) 을 이용하여, 간

류에 따른 열전도율 차이’ 단원에서 ‘버터 녹이기’ 활동이

단명료하게 ‘전자’를 표현하였다. E 학생은 교과서에서 꼬

있는데, 이때 쉽게 녹이기 위하여 사용된 ‘버터’를 기억하고

마전구 여러 개를 이용하여 직렬회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 학생들은 물리 용어를

연상하여 꼬마전구 두 개가 한 개의 도선에 연결된 것으로

언어적 표현으로 설명할 때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림으로

‘직렬회로’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이 학생들이 언어

표현하게 할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여

적 표현을 요구할 때는 마치 해당 개념을 충분히 학습하지

학습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림 표현을 통하여 수업 시간에 충

이러한 경향은 다른 학생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난다. C
학생은 ‘저울’을 표현하기 위하여 교과서에서 보았던 ‘양팔
저울’을 그렸고, D 학생은 교과서에 나온 ‘주전자 속에서

분히 집중하고 교과서의 제시 내용을 숙지하여 자신의 학습
내용과 연관 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문화 학생들은 물리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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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raw the linguistic explanation of textbooks in their own way.
Students

Proposed
concepts

Students

Proposed
concepts

C

tool

E

resistor

D

body
temperature

F

electromagnetic
force

F

electric
current

Describe in drawing

Table 4의 경우처럼 교과서에 제시된 예시만 기억하여 사
용한 것이 아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것과는 다른 그림을
이용하거나, 그림으로 제시되지 않은 개념 설명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Table 5).
C 학생은 최근에 ‘알맞은 측정 도구를 선택하여 측정하
기’ 단원의 내용을 학습하였다. 해당 교재에는 용도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고, 도구의 사용법에 맞게 측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학생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교재의 내용에는 직접 제시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공구를 이용하여 도구를 표현하였다.
D 학생도 학교나 가정에서 체온을 잴 때 사용하는 적외선
체온계로 직접 체온을 측정하는 모습을 이용하여 ‘체온’을
설명하려 하였다. 이들의 그림 표현을 보면 언어적 표현으
로는 학생이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그림을 그릴 경우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 개념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 학생의
그림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저항의 정의를 그대로 그림
으로 옮긴 것인데, 학생의 저항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보여
준다. F 학생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이용하여 ‘전자기력’
을 표현하였다. 학생이 표현에 사용한 ‘자기부상열차’는
모형이나 원리가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학생은
학습한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지식을 연결하여 표현
하였다. 전류를 나타내는 교과서의 그림은 보통 직렬이나
병렬회로에 연결된 꼬마전구에 불이 켜지는 현상으로 많이
제시되는데, F 학생은 전력선을 따라 전달되는 전기 에너
지를 이용하여 ‘전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과학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는 개념과 해당 사례를 연관
시키는 기초적인 경우도 있지만, 개념이 더 추상화 되거나
어려워질 경우, 대비되는 사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다문화 학생들도 개

Describe in drawing

념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대비되는 사례를
제시하거나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Table 6).
A 학생은 힘에 의한 물체의 모양의 변화를 이용하여 변형
을 표현하고 있다. 이 학생은 물체가 변형되기 전과 변형된
후, 시간적 선후 관계에 따른 모양 변화를 이용하여 ‘변형’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변화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진행된다는
학생의 이해를 담고 있다. 이 학생이 탄성력을 설명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고무줄 총을 쏘기 전과 후의 시간
적 선후 관계에 따른 물체의 모양 변화를 이용하여 ‘탄성력’
을 표현하였다.
C 학생은 무거운 사람과 가벼운 사람의 외형적 특징을
대비시켜서 무게를 표현하고 있다. 이 학생은 동일한 시간
과 장소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물체를 비교하였는데,
이러한 대비의 방법은 ‘물체’를 표현할 때도 나타났다. 살
아있는 사람과 살아있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물체’를
표현함으로써, 물체들의 종류는 물론 각 물체들이 지닐 수
있는 특성도 함께 표현하였다.
D 학생은 ‘고체의 종류에 따른 열전도율 차이’ 단원에서
‘버터 녹이기’ 활동에서 제시된 ‘육면체’ 모양의 버터와 다른
모양의 고체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같은 고체여도 조건과
상황에 따라 모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가열’을 표현한 학생의 그림에서도 잘 나타난다.
가열장치 위에 올려놓은 그릇이 불꽃의 세기나 그릇의 크기,
들어있는 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가열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추상적 개념을 언어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려면 충분한 언어능력이 필요하므로, 언어적인
방법으로 개념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들
은 추상적 물리 개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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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xpress concept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Students

Proposed
concepts

Students

Proposed
concepts

A

transform

C

object

A

elastic
force

D

solid

C

weight

D

heating

Students

Proposed
concepts

Describe in drawing

Describe in drawing

Table 7. Describe physics concepts using their own experiences.
Students

Proposed
concepts

A

vertical
direction

temperature

object

B

temperature

voltage

solid

Describe in drawing

Describe in drawing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친숙한 과학적 현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일상생활의 필요한

상이나 과학적 원리가 적용된 사물을 이용하여 추상적 과

경험과 연관시키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데 더 적절한 도구

학 개념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보통 교과서에서는

임을 보여준다.

지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위로 던진 공의 운동을 이용하여
중력의 존재와 중력가속도, 등가속도 운동 등을 설명한다.
A 학생은 ‘연직방향’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야구할 때

IV. 결론 및 시사점

겪었던 경험을 이용하였다. 교과서에서 보통 ‘연직방향’
으로 던져 올린 공을 이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학습한

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야구놀이 경험을 연직방향 표현에

물리 개념을 언어적인 방법과 비언어적 방법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경험과 일치하는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하였다.

내용을 이용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면 설명이 더 효과적일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한 다문화 학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표현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F

생들이 언어적인 방법으로 물리 개념을 표현 할 경우 다양한

학생은 과학 실험에서 흔히 사용하는 온도계를 이용하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수준의

‘온도’를 표현하였다. B 학생이 학생들이 가정에서 사용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했을 수 있는 전기온돌 침대를 이용하여 ‘온도’를 표현한

복모음과 쌍자음, 복자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글씨

것이나, F 학생이 멀티탭에 병렬로 연결된 전자제품들의

쓰는 속도나 글자의 완성도도 좋지 않았으며, 특정한 단어

모습을 이용하여 ‘전압’을 표현한 것도 그림을 보는 사람의

의 발음이나 철자법에 취약하였고, 일반적이지 않은 억양을

경험을 이용하여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구사하기도 하였다. 설명을 위해 의미에 맞는 단어를 적

이러한 그림 표현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문화 학생들은

절히 선택하지 못하였고, 동어를 반복하거나 주어나 서술

물리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언어적 표현으로 잘 나타내지

어가 반복되는 문장을 나열하기도 하였다. 물리 개념이나

못하였지만,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그림으로 더 잘 표현하였

용어에 대하여 직접적인 정의를 말하거나 쓰지 못하였고,

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그림이

사례 제시나 현상 설명 등의 비교적 간접적인 방법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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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심화된 표현 없이 ‘글로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언어 능력을 고려한 적절한 교수 및

설명하기’에 사용한 설명을 ‘말로 설명하기’에도 동일하게

평가 방법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반복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물리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한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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