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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에서는 과학 모형 구성 과정에서 사고 질문에 의한 개념

자원의 활성화가 학생들의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어떠한 맥락들이 학생들의 이 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학교 2학년 총 32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 고,학생들은 네 명씩 한 소집단을 이루어 배설에 한 소집단

의 설명 모형을 력 으로 구성하 다.총 8개의 소집단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이 이 맥락에 따라 역동 으로 환되고,사고

질문에 의해 개념 자원이 활성화되거나 그 지 않은 1개의 소집단을

집단으로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하 다.담화 분석을 통해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사고 질문과 개념 자원의 활성화를

확인하 고,그들의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을 추론하

여 이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하 다.

연구 결과, 기 모형 구성 단계에서 한 명의 학생이 모형 구성 활동

을 ‘상 이해’로,자신의 치를 ‘진자’로 이 하 지만 다른 학

생들이 각각 ‘교실 게임’과 ‘비응답자’로 이 한 경우,모형 구성 과

정에서 개념 자원을 진하는 사고 질문이 나타났음에도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단 되어 개념 자원이 활성화되지 못하 다. 한 학생들

이 모두 ‘상 이해’,‘진자’와 ‘응답자’로 이 한 경우 사고 질문

을 통해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지만,학생들의 이 이

‘교실 게임’과 ‘수용자’로 환되었을 때 활성화된 개념 자원은 소집단

의 모형 구성에 기여하지 못하 다.그러나 ‘상 이해’의 인식론

이 을 지속 으로 공유하고,‘진자’와 ‘응답자’로 치 짓기 이

을 서로 역동 으로 환시킨 경우 학생들은 모두 동등한 인식 권 를

갖고,사고 질문을 통해 다양한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며 소집단의

모형을 차 발달시킬 수 있었다.학생들의 이 에 향을 미친 맥

락들은 다음과 같다.소집단 논의 과정에서 인지 어려움이 지속되고

한 인지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교사가 정확성을 강조하며

활동을 안내한 경우,교사가 정답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한 경우에 학생

들은 비생산 인 방향으로 이 하 다.반면,이 학습 내용을 통

합하며 여러 가지 설명 모형이 가능한 모형 구성 과제인 경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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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자로 여겨졌던 교사가 자신의 권 를 낮추고 사고 진자의 역할을

한 경우에 학생들은 생산 인 방향으로 이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과학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고 질문에 의한 개

념 자원의 활성화에 학생들의 이 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있게 탐색하 고,이러한 학생들의 이 에 향을 미치는 맥락

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인식 이고 사회 인 이 의 측면에서 생산 인 과학 모형

구성 활동을 지원하는 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이 ,인식론 이 , 치 짓기 이 ,사고 질

문,개념 자원,과학 모형 구성

학 번 :2014-2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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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사회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 모형 구성은 자연 상을

찰하고 그 본성에 해 깊게 탐구하기 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함으로

써 모형을 공동으로 생성・평가・수정하는 지식 구성의 과정으로,과학

탐구의 본질로 여겨진다(Clement,2008;Gilbertetal.,2000;Passmore,

Stewart,& Cartier,2009;Radinsky,Oliva,& Alamar,2010).학생들은

모형 구성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추론들을 생성하는데,이 과정에서 그

들은 정신 모형과 같은 인지 구조를 사용한다(Harrison & Treagust,

1996).Hammer의 자원 에 따르면,이러한 인지 구조는 세분화된 다

양한 개념 자원들로 구성되어 있고,학생들은 맥락에 따라 련된 개

념 자원들을 활성화시켜 자연 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능동 으로 구

성해나갈 수 있다.최근 오필석(2015)은 Hammer의 자원 기반 을 도

입하여 계 변화에 한 과학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념 자원이 활성화되고 조합되는 과정을 분석하기도 하

다.

한편,학생들은 지식 구성 과정에서 개념 자원들을 활성화시키고,다

양한 추론들을 이끌어내기 한 도구로써 질문을 사용한다.질문하기는

과학 탐구의 핵심으로,많은 연구들에 의해 그것의 교육 가치가 입

증되어 왔다(Chin & Brown,2002;Chin & Osborne,2008;Chin &

Osborne,2010;Maskill& deJesus,1997;ScardamaliaandBereiter,

1992).특히,Chin& Brown(2002)은 학생들에 의해 생성된 질문이 그들

의 탐구를 이끌고 지식 구성을 안내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학생들의 질

문을 사고 질문과 정보 질문으로 나 어 과학 학습에서 학생들의 질문의

역할을 확인하 다.Chin& Osborne(2008,2010)은 학생들의 질문이 인

식 탐침(epistemicprobe)으로써 자신의 사고를 드러내고,선지식을 활

성화시키며,설명을 이끌어내고,제시된 아이디어를 정당화하도록 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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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밝혔다.특히,사고 질문은 학생들의 인지 사고를 진시켜 활

동에 련된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고,지식 구성을 성공 으로 이끌

어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밝힌 사고 질문의 역할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학생

들의 사고 질문은 모형 구성에 필요한 개념 자원들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개념 자원들을 서로 결합하여 모형을 진 으로 발달시킬

수 있음을 기 해볼 수 있다.그러나 실제 모형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이

사고 질문을 제기하지만 그들의 모형 구성 과정이 종종 비생산 으로 이

루어지는 경우가 나타난다. 기 연구들은 그 원인을 개인의 능력 부족

으로 보아 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명시 으로 가르치는 수업을 강조했지

만(Kuhn,1991),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명시 인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

들도 맥락에 따라 생산 인 실행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밝 졌다

(Berland& Reiser,2011;Berlandetal.,2015;Engle& Conant,2002).

사회 문화 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과학 실행에 생산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인식 맥락을 탐색하는 것의 요성을 지지한

다(Berland& Hammer,2012;Chin& Osborne,2010).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활동에 필요한 기술만을 강조한다면 학생들이 활동을 ‘과학하기

(doing science)’보다 ‘수업하기(doing thelesson)’(Jiménez-Aleixandre,

Rodriguez,& Duschl,2000)로 인식하고,아이디어의 본질에 심을 기

울이기보다 교사로부터 수를 얻기 해 노력하도록 만들 수 있다

(Berland& Hammer,2012;Hutchison& Hammer,2010).

이와 같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 한 개인의 인식과 기 는 활동의

목표와 행동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결정한다.

임(frame)이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한 기

들의 세트로 어떠한 상황에 한 해석 틀을 의미하며(Goffman,1974),

임을 기반으로 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이

(framing)이라고 일컫는다(Maclachlan& Reid,1994). 이 은 다양

한 측면에서 개인의 인지와 행동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함축하

고 있는 의미는 매우 강력하다(Tannen& Wallat,1993).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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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지식과 학습에 한 인식론 이

(epistemologicalframing)(Redish,2004;Hammeretal.,2005),사회

상호작용의 측면에 한 치 짓기 이 (positionalframing)(Greeno,

2009;vandeSande& Greeno,2012)등이 논의되어 왔다1).

사회 ·인식 측면에서 학생들의 이 은 그들의 과학 실행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즈를 제공한다.인식론 이 은 활동에 한

목표와 이해에 직 으로 련되어 있으며(Berland& Hammer,2012),

교육 목표에 생산 일 수도 그 지 않을 수도 있다(Hutchison &

Hammer,2010). 를 들어,수업에서의 활동을 ‘교실 게임’으로 이

한 학생은 지식이 교사나 교과서에 의해 제시된 정보의 형태로 올 것을

기 하며 정확한 과학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을 두고 교사로부터

수를 얻기 해 정답을 찾는 것에 몰두할 것이다(Hutchison &

Hammer,2010).반면,‘자연 상 이해하기’로 이 한 학생은 지식

은 어디서든 올 수 있는 것으로 기 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보

다 쉽게 수업으로 이끌어 오고,일상 이면서도 흔한 용어를 사용하여

상을 설명하고자 할 것이다(Hutchison& Hammer,2010).

한 인식론 이 은 인식론 자원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이끌며

맥락에 따라 역동 으로 변하는 특성을 지닌다(심수연,2015;이정화,

2016;Elby& Hammer,2010;Hammer& Elby,2002;Hammeretal.,

2005;Rosenberg,Hammer,& Phelan,2006). 를 들어,Rosenberg,

Hammer,& Phelan(2006)의 연구에서 8학년 학생들은 반부에 활동지

를 채우는 것에 념하고 있었는데 ‘희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시작해

1)Greeno(2009)와 vandeSande& Greeno(2012)는 이 의 유형을 치

짓기 이 (positionalframing)과 인지 이 (cognitiveframing)으로

나 고,인지 이 을 다시 인식론 이 (epistemologicalframing)과

개념 이 (conceptualframing)으로 구분하 다.이들은 정보를 다루는 측

면에 해 개념 이 의 개념을 제안하 지만,일반 으로 인식론

이 이 지식을 얻는 방법에 한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념

이 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념 이

의 의미를 포함한 보다 넓은 으로 인식론 이 의 개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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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라’라는 교사의 조언 이후, 상을 이해하기 해 인과 설명을 만

들어내는 모습을 보 다.학생들의 인식론 이 은 학생들이 모형

구성에 생산 으로 참여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상 이해

하기’와 ‘과학하기’와 같이 보다 생산 인 방향으로 활동을 이 할

수 있도록 맥락을 조성해 필요가 있다.

치 짓기 이 이란 집단 내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구성원들을 이

해하는 방식으로 어떤 자격을 갖고,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한 개

인의 기 이다(Greeno,2009;vandesande& Greeno,2012).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치 짓기(positioning)(Harré& vanLangenhove,1999)와

참여자 구조(participant structure)(Philips, 1972; Tabak &

Baumgartner,2004)등으로 논의되어 왔고,Hammer의 사회 이

(‘여기서 내가 구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기를 기 하는가?’)과 유사한 맥

락에서 사용된다.사회 문화 이론(Vygotsky,1978)에 따르면 어떤 맥락

에서든 사람들 사이에 워 계가 형성될 수 있고,개인은 지식을 능동

으로 구성하는 주체자로서 맥락에 한 자신의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

의 치를 결정하고 행동한다. 치 짓기는 화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

에(Harré& vanLangenhove,1999), 치 짓기의 개념은 화의 역동

측면에 을 맞추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치 짓기나 참여자 구조 등의 개념은 주어진 맥락에 따라 매

우 역동 으로 환될 수 있다는 에서 이 의 과 일맥상통한

다. 로,Tabak& Baumgartner(2004)는 “참여자 구조”의 개념을 사용

하여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한 개인의 역할과 기 를 포함하는

학생들의 이해가 교사가 제공한 아주 미묘한 단서에 의해 변화될 수 있

다는 것을 밝혔다. 한 화를 통해 학생들의 치 짓기 이 을 이

해하는 것은 소집단 활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호작용과 그 안에서 이

루어지는 자원 활성화의 과정에 한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

다.vandeSande& Greeno(2012)는 소집단 활동에서 력 으로 과제

를 해결하는 데 학생들이 정보에 한 서로 다른 을 가진 "정보를

받는 사람(listener)"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source)"으로 자신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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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역동 으로 환시킴으로써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소집단의 력 인 모형 구성을 해 학생들이 생

산 으로 자신의 치를 이 하고,이를 상황에 따라 역동 으로

환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생들의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은 활동에 한 그

들의 목표와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결정하고,이

는 지식 구성 과정의 방향을 안내한다.앞선 연구들은 사회 상호작용

을 기반으로 하는 모형 구성에 학생들이 생산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산 인 이 을 지원하는 한 교수・학습 맥락을 조성해야 함

을 제안한다.이를 해서는 먼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

의 실행과 이 을 이해하고,어떠한 맥락이 이 의 형성과 환

에 기여하는지를 악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학생들의 이 에 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국내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심수연,2015;이은주,윤선미,& 김희백,2015;Berland &

Hammer,2012;Elby& Hammer,2010;Hutchison& Hammer,2010;

vandeSande& Greeno,2012).특히,모형 구성과 같은 과학 실행을

학생들의 이 에서 이해한 연구가 매우 드물다.과학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이 에 주목하는 것은 학생들이 다양한 개

념 자원을 활성화시키고,이들을 서로 결합함으로써 지식을 구성해가

는 과학 실행에 한 더욱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더 나아가 학

생들의 이 에 향을 미치는 맥락들을 탐색함으로써 생산 인 모형

구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 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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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사고 질문에 의한 개념 자원의 활성화로 이

루어지는 과학 모형 구성 과정을 이해하기 해 학생들의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에 주목하 다.따라서 과학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 질문에 의한 개념 자원의 활성화를 탐색하고,

이것이 학생들의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에 따라 어떻

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 다. 한 어떠한 맥락들이 학생들의 이

에 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 다.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과학 모형 구성 과정에서 사고 질문에 의한 개념 자원의 활성

화가 학생들의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둘째,어떠한 맥락들이 학생들의 이 에 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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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1과학 모형 구성

과학 모형(Scientificmodel)이란 어떠한 자연 상을 설명하고 측

하기 한 설명체계로 상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한 표상을 의미한다

(Harrison& Treagust,2000;Lehrer& Schauble,2006;Schwarzetal.,

2009).과학 모형 구성은 증거 기반의 추론을 통해 과학 모형을 구

성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Kawasaki,Herrenkohl,& Yeary,2004).

본 연구에서는 지식의 공동 구성 과정에 을 맞추었기 때문에 과학

모형 구성을 소집단 구성원간의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증거 기반의 추

론으로 과학 모형을 구성해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3.2개념 자원

Hammer& Elby(2002)는 diSessa의 p-prims아이디어를 더욱 발 시

켜 ‘자원(resourc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념 측면뿐만 아니라 인

식론 측면에서의 학습을 설명하 다.학생들은 일상이나 학교에서 다

양한 경험을 통해 범 한 개념 자원(conceptualresources)과 인식론

자원(epistemologicalresources)들을 축 해온다(Hammer et al.,

2005).이러한 자원들은 맥락 특이 으로 활성화되며,활성화된 자원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어 구체 인 개념이나 인지 양식을 결정한다

(Hammer& Elby,2002;Hammeretal.,2005).

본 연구에서는 Hammer와 같은 의미로 개념 자원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 다.따라서 개념 자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개념 자

원은 개념을 이루는 세분화된 ‘지식 조각’과도 같으며,새로운 개념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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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기반이 된다.개념 자원은 어떠한 상황 맥락에 부합하는 방

식으로 활성화되고,다른 개념 자원과 결합되어 하나의 ‘개념’을 형성

한다(Hammeretal.,2005).본 연구는 련 개념에 한 논의를 진하

는 사고 질문에 의해 개념 자원이 활성화되고,활성화된 개념 자원

이 서로 결합되고 정교화 됨으로써 과학 모형이 발달되는 과정을 탐색

하는 데 목 이 있다.

3.3인식론 이

인식론 이 (epistemologicalframing)이란 지식과 학습에 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한 개인의 기 는 인식을 의미한다

(Redish,2004;Hammeretal.,2005).인식론 이 은 활동에 한

목표와 이해에 직 으로 련되어 있다.본 연구는 모형 구성 과정에

서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을 탐색하고,그것이 모형 구성이라는 과

학 실행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식론 이 을 모형 구성 활동에서 지식과 학습에

해 개인이 갖는 기 는 인식으로 정의한다.

3.4 치 짓기 이

치 짓기 이 (positionalframing)이란 활동에서 자신과 다른 사

람이 서로 어떤 자격을 갖으며,활동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한

개인의 기 이다(Greeno,2009;vandeSande& Greeno,2012).이와 유

사하게 Harré& vanLangenhove(1999)는 어떤 맥락에서든 사람들 사이

에는 워 계가 존재하고,개인은 이러한 계 속에서 맥락에 한 이

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치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치 짓기의 개

념을 설명하 다. 한 Hammer등(2005)은 “여기서 내가 구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기를 기 하는가?”를 의미하는 사회 이 의 개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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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 다.이와 같이 사회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자신의 치에 한

개인의 기 로 나타나는 개념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치

짓기 이 을 자신과 다른 사람이 서로 어떤 치에서 상호작용에 참

여해야 하는지에 한 개인의 기 로 정의한다.



-10-

4.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과학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이들이 사고 질문

에 의한 개념 자원의 활성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풍부하게 기

술하고자 사례연구를 실시하 다.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지닌다.

첫째,본 연구에서는 소집단의 과학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사

고 질문에 의한 개념 자원의 활성화와 학생들의 이 간의 계에

한 일반 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그러나 본 연구는 과학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이 이 안정 으로 유지되거나 역동 으로

변화하고,이러한 이 의 특성들이 사고 질문에 의한 개념 자원의

활성화로 이루어지는 모형 구성 과정에 미치는 향을 이해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연구 상은 서울시 소재의 학교 2학년 1개 학 의 총 8개 소

집단 1개의 소집단으로 한정되어 있다.즉,특정 공간 시간 상황에

있는 소집단의 과학 모형 구성 활동에 해 연구하 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학생과 맥락에 확 시켜 용할 수 없다.본 연구는 질

사례연구를 통해 결과를 일반화하기 보다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상을

깊이 있고 구체 으로 설명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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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과학 모형 구성

1.1과학교육에서의 과학 모형 구성

과학은 자연 상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과학자들은 자연 상을

찰하고 설명하며 그 본성에 해 깊게 탐구하기 하여 모형을 생성·평

가·수정하는 활동을 수행한다(Passmore,Stewart,& Cartier,2009).모

형을 생성·평가·수정하며 자연 상에 한 과학 설명을 구성하는 것

은 과학 탐구에서 핵심 인 활동이다(Giere,1988;Giere,Bickle,&

Mauldin,2006).과학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식에 한 인식론

특성과 과학의 본성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과학 지식을

능동 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Clement,2008;Ford,2008;Justi&

Gilbert,2002;Harrison & Treagust,2000;Kawasaki,Herrenkoh,&

Yeary,2004;Windschitl,Thompson,& Braaten,2008),과학 교육에서

도 모형 구성 활동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학자에 의해 구성되는 새로운 과학 지식은 개인의 논리 인 추론뿐

만 아니라 과학 공동체의 다른 동료와의 동과 경쟁 그리고 의를 거

쳐 생산된다(Radinskyetal.,2010).즉,과학 지식의 구성 과정은 공동

체 구성원들이 력 으로 합의를 도출해내는 사회 공동 구성의 과정

이다.과학 수업에서도 사회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과학 지식을 공동으

로 구성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이는 사회 ·언어

상호작용이 학습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바라보는 사회문화

과도 부합한다(Lemke,2001;Vygotsky,1978).

Rea-Ramirez,Clement,& Nunez-Oviedo(2008)는 GEM 순환 고리를

제안하여 모형 구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안하 고,학생들이 서로

력 으로 모형을 구성하고 평가하여 수정함으로써 기 모형을 발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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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과정을 강조하 다.모형을 생성(Generation)하는 단계에서 학생들

은 자연 상을 찰하고,기존에 갖고 있던 개념들을 바탕으로 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 모형을 생성한다.모형을 평가(Evaluation)하는 단

계에서 학생들은 기 모형이 실제 상에 합한지 비교하며 검토하고,

모형을 수정(Modification)하는 단계에서 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

록 기 모형을 수정한다.이와 같은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증거를 기반으로 정당화하는 논변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

하게 된다(이신 등 2012;Sampson & Clark,2009;Windschitl,

Thompson,& Braaten,2008).즉,학생들은 모형을 사회 으로 구성하

는 과정에서 지식을 주장하고,정당화하고,평가하는 인식 실행을 경험

할 수 있다(Berland& Reiser,2009;Christodoulou& Osborne,2014).

이러한 인식 실행에서 학생들은 모형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으며,이

와 동시에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추론 능력을 스스로 발달시킬 수 있다

(Rea-Ramirez,Clement,& Nunez-Oviedo,2008;Schwarzetal.,2009).

1.2과학 모형 구성 연구의 흐름

재까지 과학 모형과 과학 모형 구성에 한 많은 연구들이 다양

한 에서 진행되어 왔다.먼 ,과학 모형과 과학 모형 구성을 정

의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Clement,2008;Gilbertetal.,2000;

Harrison& Treagust,2000;Oh& Oh,2011;Rea-Ramirez,Clement,&

Nunez-Oviedo,2008;Schwarzetal.,2009;Windschitl,Thompson,&

Braaten,2008).Schwartz등(2009)은 모형 구성에 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여(Harrison& Treagust,2000;Lehrer& Schaunble,2006;Lesh

& Doerr,2003)과학 모형을 자연 상을 설명하고 측하기 해 시

스템을 간략히 추상화한 표상(representation)이라고 정의 내렸으며,

Rea-Ramirez, Clement, & Nunez-Oviedo(2008)와 Justi & van

Driel(2005)은 모형 구성(modeling)을 모형을 생성하고,평가하여 수정하

는 역동 인 과정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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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내를 비롯해 국외에서 과학 모형과 모형 구성 과정에 한

비 교사나 교사,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오필석,2009;정 석 &

김 민,2014;Cheng& Lin,2015)과 모형 기반 수업 로그램의 개발

용을 통해 모형 구성의 교수·학습 효과를 알아본 연구들이 이루

어져 왔다(김미 & 김희백,2007;박지연 & 이경호,2008;Maia&

Justi,2009).학생들의 모형 구성 유형과 발달 과정을 분석한 연구들(김

미 & 김희백,2009;김애정 등,2012;이신 등,2012;Manz,2012)도

있었으며,사회 상호작용에 을 맞추어 모형이 구성되는 과정을 탐

색한 연구들(강은희 등,2012;김민석,2013;이신 등,2012;Campbell,

Oh,& Neilson,2012;Clement,2008;Radinskyetal.,2010)도 이루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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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생들의 질문과 개념 자원

2.1학생들의 질문

질문하기는 과학 탐구의 필수 인 요소이며 과학하기(doing

science)의 핵심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그것의 교육 가치를 입증해 왔

다(Chin & Brown,2002;Chin & Osborne,2008,2010;King,1994;

Maskill& deJesus,1997;Scardamalia& Bereiter,1992;White&

Gunstone,1992).질문하기는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질

문 속에 그들의 사고가 반 된다(Maskill& deJesus,1997).즉,질문은

인식 탐침(epistemicprobe)으로써 자신의 사고를 드러내고,선지식을

활성화시키며,설명을 이끌어내고,제시된 아이디어를 정당화하도록 진

시킬 수 있다(Chin& Osborne,2010).

White& Gunstone(1992)은 개념 내용에 한 이해도가 높아 다양

한 방식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일수록 사변 질문(thinking

question)을 쉽게 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Chin& Brown(2002)은

학생들이 생성한 질문이 그들의 탐구를 이끌며 지식이 사회 으로 구성

되는 지식의 공동 구성을 안내할 수 있음을 강조하 고,질문의 유형을

정보 질문(Basic information question)과 사고 질문(wonderment

question)으로 나 어 과학 학습에서 학생들의 질문의 역할을 확인하

다.정보 질문은 단순히 지식을 회상하거나 찰 결과 차를 확인하

기 한 질문으로 심층 사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White&

Gustone(1992)의 사변 질문과도 유사한 사고 질문은 보다 심층 인 사

고를 요구하여 높은 수 의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한 사고 질문은 학생들이 활동에 집 할 수 있도록 하며,핵심 개념

과 련된 개념 화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식 구성을 진시킨다(Chin

& Brown,2002;Chin& Osborne,2008).Harper,Etkina,& Lin(2003)은

질문의 수보다는 질문의 수 이 학생들의 개념 이해에 더 깊은 연 이

있음을 확인하 고,견고한 개념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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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들을 서로 연결하는 데 질문이 상당한 도움을 다는 것을 밝혔다.이

러한 연구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지식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은 개념

내용에 련된 질문을 생성함으로써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추론을 이끌어내어 지식 구성을 성공 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2개념 자원

과학 교육에서 오개념에 한 연구들은 개념(conception)을 인지 구조

의 기본 단 로 여긴다.학교 과학 수업을 듣기 에 학생들은 문가의

과학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오개념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오개념은

견고하고 안정 이기 때문에 문가의 이해로 나아가는 것을 지연시키

고,쉽게 바 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즉,이러한 인지 구조에 한 단

일 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오개념을 문 인 과학 개념으로

체되어야 할 학습의 방해 요소로 여기고,맥락에 따라 학생들이 다른 개

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 을 안고

있다(diSessa,1993;Hammer,1996Hammer& Elby,2002;Hammeret

al.,2005).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 인지 구조는 하나의 커다란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게 세분화된 다양한 자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복합 이 하나의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오필석,2015;diSessa,

1993;Hammeretal.,2005).diSessa(1993)는 지식을 구성하는 세분화된

요소로 ‘상학 기 요소(Phenomenologicalprimitives,p-prims)'를

제안하 다.그 로 diSessa는 물리에 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오개념

의 하나인 ’움직임에는 힘이 필요하다.‘를 ’지속성(maintaining

agency)'과 ‘작동성(actuating agency)'등의 p-prims로 세분화하 다.

학생들은 이러한 p-prims를 모두 갖고 있고,이를 맥락에 따라 하게

는 부 하게 활성화시켜 과학 개념을 형성한다. 시와 같이

맥락 내에서 p-prims가 부 하게 활성화되면 과학 으로 틀린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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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그러나 힘을 다루는 다른 맥락에서는

p-prims가 히 활성화되어 과학 으로 옳은 개념을 갖고 있는 것처

럼 보이게 된다.실제로,수직으로 떨어지는 공에 작용하는 힘에 해 학

생들에게 물었을 때, 부분의 학생들은 처음에 ’움직임에는 힘이 필요하

다‘는 오개념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추론을 하 고,이는 ’공이 정 에서

잠시 멈췄을 때 로 잡아당기는 힘이 0에 가깝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

었다.그러나 동일한 학생들에게 공이 정 에서 멈춰 있는 순간을 생각

해보게 했을 때,그들은 ’공이 로 잡아당기는 힘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을 같이 느낀다‘고 말했고,이는 공이 잠시 멈췄을 때 로 잡아당기

는 힘이 0에 근 해야 한다는 그들의 기 추론에 모순된 것이다.

이 시처럼,인지 구조의 단일 에서는 학생들이 안정 이고 견

고한 오개념을 어떻게 다른 맥락에서 쉽게 환시킬 수 있었는지를 설명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그러나 인지 구조의 복합 은 이러한 종류

의 환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며 심지어 측도 가능하다.이후에

Hammer& Elby(2002)는 diSessa의 p-prims아이디어를 더욱 발 시켜

‘자원(resources)’이라는 보다 일반 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개념 측

면뿐만 아니라 인식론 측면에서의 학습을 설명하고자 하 다.

Hammer등(2005)에 따르면 학생들은 일상이나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범 한 개념 자원(conceptualresources)과 인식론 자원

(epistemologicalresources)들을 축 해 온다.

Hammer의 개념 자원은 diSessa의 p-prims와 유사한 개념으로,새

로운 개념이 형성되는 기반이 된다.어떠한 상황에서 개념 자원이 맥

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다른 개념 자원과 결합되어 하나

의 ‘개념’이 형성되는 것이다(Hammeretal.,2005).즉,이러한 자원들은

맥락 특이 으로 활성화되며,활성화된 자원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

어 구체 인 개념이나 인지 양식을 결정한다(Hammer& Elby,2002;

Hammeretal.,2005).이러한 유용성에 따라 추후에 이루어진 많은 연

구들은 자원 기반의 을 취하여 학생들의 과학 학습을 설명하고자 하

다(심수연,2015;오필석,2015;이정화,2016;Elby& Hamme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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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caetal.,2004;Rosenberg,Hammer,& Phelan,2006).그러나 부

분의 연구들은 개념 자원보다는 인식론 자원에 을 맞추어 과학

수업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실행을 이해하고자 하 으며,학생들이 맥락

에 따라 어떠한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며,활성화시킨 개념 자원을

통해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지에 을 맞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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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과 이

앞서 논의하 듯이 인지 구조의 복합 으로의 환은 추론의 유

연성과 가변성에 한 찰로부터 이루어졌다.인지 요소를 작게 세분화

되어 있는 자원들로 바라보는 은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추론 능력을 설명할 수 있다(Hammer,2005).이러한 추론 능

력의 가변성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자원들 한 무작 으로

활성화되고 불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학, 언어학, 인류학에서 이루어진 임(frame)과 이

(framing)에 한 연구들(Bateson,1972;Goffman,1974;MacLachlan&

Reid,1994;Tannen,1993)은 추론 능력의 가변성과 자원들의 다양한 일

성에 더욱 견고하고 풍부한 기반을 제공한다. 임이란 “여기서 무

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한 기 들의 세트로 어떠한 상황에 한

해석 틀을 의미하며(Goffman,1974), 임을 기반으로 재의 상황

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이 이라고 일컫는다(Maclachlan&

Reid,1994). 이 은 형 으로 암묵 이지만 개인의 인지와 행동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매우 강력하다

(Tannen& Wallat,1993).상황에 한 개인 는 집단의 이 은 다

음과 같은 측면들을 포함한다.

3.1인식론 이

Redish(2004)와 Hammer 등(2005)은 ‘인식론 이

(Epistemologicalframing)’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식과 학습에 해 “무

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한 개인의 기 는 인식을 설명하 다.

인식론 이 은 활동에 한 목표와 이해에 직 으로 련되어

있기 때문에(Berland& Hammer,2012)수업에서 학생들이 나타내는 실

행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즈가 될 수 있다.그러나 인식론



-19-

이 은 교육 목표에 생산 일 수도 그 지 않을 수도 있다.

Hutchison& Hammer(2010)는 과학 학습에 있어 생산 인 인식론

이 과 비생산 인 인식론 이 의 개념을 제안하 다. 를 들

어,수업에서 활동을 ‘교실 게임’으로 이 한 학생은 지식이 교사나

교과서에 의해 제시된 정보의 형태로 올 것을 기 하며,정확한 과학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을 두고 교사로부터 수를 얻기 해 노력할

것이다.반면,활동을 ‘자연 상 이해하기’로 이 한 학생은 지식을

어디서든 올 수 있는 것으로 기 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보다

쉽게 수업으로 이끌어 오고,일상 이면서도 흔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상을 설명하는 데 몰두할 것이다.따라서 학생들이 과학 교육에서 강

조하는 인식 실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자연 상 이해

하기’와 같은 생산 인 인식론 이 으로 안내해야 한다(Hutchison

& Hammer,2010).

인식론 이 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역동 으로 변

하는 특성을 지니며 인식론 자원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이끈다(심수연,

2015;이정화,2016;Elby& Hammer,2010;Hammer& Elby,2002;

Hammeretal.,2005;Louca etal.,2004;Rosenberg,Hammer,&

Phelan,2006;Russetal.,2009)Louca등(2004)은 교사의 질문의 형태

가 “왜”에서 “어떻게”로 바 었을 때 활동에 한 학생들의 이 이

과학 인 설명을 구성하는 것으로 환되었음을 보 다. 한

Rosenberg,Hammer,& Phelan(2006)은 활동지 채우는 것에 념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희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시작해보아라’라고 교사가

조언했을 때,학생들이 상을 이해하기 해 인과 설명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확인하 다.그러나 Russ등(2009)의 연구에서는 한 학생이 이해

가능한 메커니즘 설명을 제시하고 있을 때 교사가 정확성을 요구하자

그의 인식론 이 이 과학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을 맞춘

“교실 게임”으로 환된 모습이 나타났다.이러한 연구들은 학생들의 인

식론 이 이 맥락 의존 이며,생산 인 이 에서 비생산

이 으로의 환뿐만 아니라 그 반 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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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었다.이에 더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소집단 내 인지

조력자의 유무,소집단 구성원 간의 인식 권 의 차이,인지 갈등의

지속,활동 목 에 한 인식 등이 인식론 이 의 환을 발하

는 맥락으로 탐색되었다(심수연,2015;이은주,윤선미,& 김희백,2015)

한 인식론 이 은 개념 자원의 활성화에 매우 한 련

이 있다.이는 더 구체 으로 Hammer등(2005)의 연구에서 제시된

Louis의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학교 물리학 강의에서 과학 학

습을 ‘암기하기’로 이 한 Louis는 ‘10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

처럼 해 ’라는 강사의 조언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비유를 활용

하여 개념 자원을 활성화하기 시작하 다.그는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로 인식론 이 을 환시켰고,10살짜리 아이에게 류의 흐름을

설명하기 해 도로 의 덤 트럭 비유를 사용했다.이러한 인식론

이 의 환은 그가 이 에 “계속 알고 있었던(갖고 있었던)”개념

자원의 활성화를 진시켰고(Hammeretal.,2005),이 사례에서처럼

개념 자원의 활성화는 하나의 개념 자원으로 활용되거나 다른 자원

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비유에 의해 진될 수 있다(Clement,Brown,

& Zeitsman,1989;Elby& Hammer,2010).

3.2 치 짓기 이

인식론 이 뿐만 아니라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작용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치 짓는가에 한 이 한 학생들의

실행에 향을 미친다(Berland& Hammer,2012;Hammeretal.,2005;

van de Sande & Greeno,2012).‘치 짓기 이 (positional

framing)’이란 집단 내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구성원들을 이해하는 방식

으로 활동에서 어떤 자격을 갖고,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한 개인

의 기 이다(Greeno,2009;vandeSande& Greeno,2012).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치 짓기(positioning)(Harré& vanLangenhove,1999)와

참여자 구조(participant structure)(Philips, 1972; Tab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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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gartner,2004)등의 개념으로 논의되어 왔다.

사회 문화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모든 측면에서 사회 ・역사 ・문화

배경에 향을 받는다(Vygotsky,1978).이러한 사회 문화 이론은 주

어진 맥락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워 계와 한 연 이 있

다(Lewis,2001). 치 짓기 이론에서 Harré& vanLangenhove(1999)는

치 짓기를 워 계의 에서 이해한다.그들에 따르면 가 더 많

은 워를 갖고 더 은 워를 갖는지는 자신과 타인에 한 치 짓기

에 향을 미치고,이는 특정한 사회 환경에서 부여되는 것이다.즉,

어떤 맥락에서든 사람들 사이에는 워 계가 존재하고,개인은 이러한

계 속에서 맥락에 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치를 결정하고 행동

한다. 한 그들은 다른 사람과의 화 속에서 스스로를 화자 는 청자

로 치 짓는 것처럼 화를 통해 치 짓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화의

역동 측면을 강조한다.주어진 상황과 맥락 안에서 결정되는 역동 인

측면에서 개인의 치(position)는 역할(role)과 구분 지을 수 있다.

Phillips(1972)는 교사가 통제하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학생과 학생간

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네 가지 유형의 참여자 구조를 확인하 다.이

후에 이루어진 참여자 구조에 한 연구에서 Cornelius &

Herrenkohl(2004)은 교사가 부분의 화를 주도하고 학생은 평가 받기

를 기 하며 교사의 질문에 답하는 통 인 교실 참여자 구조의 장벽

을 극복하고 새로운 교실 참여자 구조를 제시해야 함을 주장하 다.

한 Tabak& Baumgartner(2004)는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한 개

인의 역할과 기 를 포함하는 학생들의 이해가 교사가 제공한 아주 미묘

한 단서를 통해 변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치 짓기나 참여자 구조의 개념은 주어진 맥락에 따라 매우

역동 으로 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 과 일맥상통한다.그

러나 이 은 주어진 상황이나 맥락 안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기

들에 을 맞춘다.사회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이

에 한 연구로 Hammer등(2005)은 “여기서 내가 구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기를 기 하는가?”를 의미하는 사회 이 을 제안하 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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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 강의를 듣는 두 명의 학생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 강사에 의해

호명될 때에만 답하기 기 하는 사회 으로 같은 방식으로 상황을

이 할 수 있음을 설명하 다.이후에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상호작용에서의 치 짓기에 을 둔 치 짓기 이 의 개념이

Greeno(2009)에 의해 제시되었다.vandeSande& Greeno(2012)는 소집

단 활동에서 학생들이 특정한 치 짓기 이 을 통해 력 으로 과

제를 해결하는 데,정보에 한 서로 다른 을 가진 “정보를 받는 사

람(listener)"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source)"으로 자신의 치를 역동

으로 환시킴으로써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음을 밝혔다.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집단 구성원들이 력 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해서는

학생들이 생산 으로 자신의 치를 이 하고,이를 상황에 따라 역

동 으로 환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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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방법 차

1.연구 참여자와 소집단

1.1연구 참여자

서울시 소재의 여자 학교 2학년 1개 학 의 총 3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연구에 참여하 다.이 학교는 경제 소득 수 이 권에 속

하는 곳에 치하 고,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수 한 권에 해당

했다.참여 교사는 약 10년의 교육 경력을 가진 생물 교육 공자 다.

교사는 과학 모형 구성 활동을 이 에 진행한 경험은 없었지만,평소

수업에서 학생들의 극 인 참여와 사고를 진시키기 해 다양한 실

험과 소집단 활동을 극 으로 활용하 다.교사는 수업 에 연구자가

개발한 모형 구성 수업에 한 설명을 들었고,수업 진행 에도 연구자

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논의하며 자신의 수업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

다.

참여 학 의 학생들은 교사와 매우 친 한 계를 유지했고,수업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평소에도 수업 분 기가 좋은 편이었다.학생들 한

모형 구성 수업에 한 경험이 없었지만,과학 수업에서 소집단으로 실

험하는 활동에 종종 참여하 다.연구자들은 참여 학생들을 상으로 총

8개의 소집단을 구성하 고,각 소집단에는 4명의 학생이 포함되었다.소

집단의 구성원들은 과학 성 ,학습 근 방식을 고려하여 이질 으로

구성되었다.과학 성 은 직 학기 성 을 기 으로 학 내에서 상・

・하를 구분하 고,가 성 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 다.

한 학생들의 학습 근 방식이 소집단의 상호작용에 향을 미친다는

Chin& Brown(2000)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시작 에 학생들을

상으로 학습 근 방식 검사(Entwistle& Ramsden,1982)를 실시하

다.그 후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상 ,심층 근 방식을 가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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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나 어 각 소집단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 다.

1.2 소집단

본 연구의 목 은 과학 모형 구성 과정에서 사고 질문에 의한 개념

자원의 활성화가 학생들의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어떠한 맥락들이 학생들의 이 에

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따라서 집단 선정에 다음과 같

은 요인들을 고려하 다.

첫째,소집단 학생들이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모형

구성을 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고 질문이 나타나고,학생들의 개

념 자원이 활성화되거나 그 지 못한 경우가 드러나야 한다.

둘째, 체 수업 동안 학생들의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이러한 이 의 형성과 환에 향

을 미치는 맥락들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체 수업 동안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이 맥

락에 따라 역동 으로 환되며,이로 인해 사고 질문이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거나 그 지 못한 경우가 분명하게 드러난 소집단 3을

집단으로 선정하 다. 집단 학생들의 이름은 소집단의 번호와 알

벳으로 처리하 으며,이들의 세부 인 특징은 [표 1]에 제시하 다.

학생 성별 과학 성 학습 근 방식 비고

3A 여 상 심층

3B 여 피상

3C 여 심층

3D 여 하 피상
논의에 거의

참여하지 않음

[표 1] 집단(소집단 3)학생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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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3A는 학 내에서 상 권의 과학 성 을 유지하며 심층 학습

근 방식을 보 고, 체 수업 동안 주도 으로 소집단의 모형 구성 활

동을 이끌었다.3A는 모형 구성 과정에서 다양한 사고 질문을 나타냈으

며,주로 다른 학생들의 사고를 진하여 모형 구성을 한 논의를 시작

하는 데 기여하 다.학생 3B와 3C는 모두 학 내에서 권의 과학

성 을 유지하 으나 각각 피상 ,심층 학습 근 방식을 보 다.학

생 3B는 후반부의 모형 구성 수업에서 자신의 의견을 극 으로 제시

하기도 하 으나, 반 으로 3A나 3C에 의존 인 모습을 보 다.학생

3C는 연구 참여 기간 동안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학생으로, 반부의 모

형 구성 수업에서는 3A의 의견에 의존 인 모습을 보 지만, ·후반부

에 이르러서는 학생들의 의견에 다양한 반박을 제시하며 소집단 모형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 다.학 내에서 하 권의 성 을 유지하고 피상

학습 근 방식을 보인 학생 3D는 모형 구성을 한 논의에 거의 참여

하지 않았으며,다른 학생들이 의견을 물을 때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

으로 가리키는 등의 행동만을 하 다.그러나 5차시 모형 구성 과정에서

3A가 묻는 정보 질문에 답을 해주는 등의 큰 변화를 보이기는 하 지

만,그 이후에는 다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D의 이 을 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단하여 3D를 논의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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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학 모형 구성 수업 과정

본 연구에서는 학교 2학년 과학 ‘배설’단원에서 총 6차시의 모형 구

성 수업을 개발하여 용하 다.모형 구성 수업의 주제로 ‘배설’단원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체 내에서 소화계,순환계,호흡계,배설계는 유기 으로 서로 연계

되어 작동한다.그러나 생물 교과의 학습 내용은 각 기 계의 구조와 기

능을 독립 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인

체의 각 기 계를 통합 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김동렬,

2011;Clement,2003).학생들이 각 기 계의 구조와 기능을 서로 연계하

여 학습하기에는 아직까지 학습 방법이나 학습 자료의 측면에서 역부족

이라고 할 수 있다(김동렬,2011).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배설에 한 모형 구성 활동은 학생들의 통합 사고를 발달시키

는 데 기여할 수 있다.특히,노폐물의 이동 경로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설명을 구성하는 활동은 소화,순환,호흡과 배설의 내용을 통합 으로

연계한 학습을 진시킬 수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사고 질문에 의한 개념 자원의 활성화

로 이루어지는 모형 구성 과정에 이 맞춰져 있다.‘배설’단원은

학교 2학년 과학에서 소화,순환,호흡,배설을 다루는 단원의 마지막

단원에 속하므로,학생들은 배설에 한 모형 구성 수업 에 소화,순

환,호흡의 내용을 앞서 배우게 된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개념

자원을 새로 습득하여 축 할 수 있다.따라서 학생들은 배설에 한

모형 구성 과정에서 소화,순환,호흡의 내용과 련된 개념 자원을 활

성화시키고,이들을 배설에 한 새로운 내용들( 상에 한 다양한 증

거들)과 유기 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배설’

단원은 본 연구의 목 에 합한 주제이다.

총 6차시의 배설에 한 모형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은 GEM 순환 고

리(Rea-Ramirez,Clement,& Nunez-Oviedo,2008)에 따라 소집단의 설

명 모형을 구성(Generation)하 고, 체 토론을 통해 소집단의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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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평가(Evaluation)하 으며,자신들의 모형을 수정(Modification)하여

교실 체의 합의된 과학 설명 모형을 구성하기 해 노력했다. 체

6차시의 모형 구성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배설의 경로와 원리를 통합하

는 정교한 정신 모형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었다.수업에 한 자세한

내용은 [표 2]에 제시하 다.

차시 주제 모형 구성 활동

1 배설 경로
배설 경로(팔의 세포에서 만들어진 질소 노폐물이 몸 밖

으로 빠져나가는 경로)에 한 사 모형 구성

2
콩팥 구조,

노폐물 분리

콩팥 구조에 한 교사 설명 후 여과의 원리에 해 제

시된 세 가지 가설 모형 가장 합하다고 여겨지는

설명 모형을 선택하고 뒷받침하는 근거 제시(배설 원리에

한 사 모형 구성)

3
배설원리1

여과

주사기 실험 후 실험에서 얻은 여과의 원리에 한 비유

형 설명 모형 구성

4
배설원리2

재흡수,분비

표로 주어진 모세 ,세뇨 의 물질 농도 데이터를 바

탕으로 재흡수 분비의 원리에 한 설명 모형 구성

5 배설 원리 통합
오 검사 실험 후 오 이상의 원인을 콩팥의 구조에

한 설명 모형 구성

6 배설 경로
배설 경로(팔의 세포에서 만들어진 질소 노폐물이 몸 밖

으로 빠져나가는 경로)에 한 사후 모형 구성

[표 2]모형 구성 수업의 주제 활동 내용

1,6차시 활동에서 학생들은 각각 인체에서 세포 호흡의 결과로 생성

된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로에 한 사 ,사후의 설명 모형

을 구성하 다.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인체 모양이 그려진 지에 소집

단의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설명을 구성하 다.2~5차시 활동에서

학생들은 배설의 원리에 한 소집단의 설명 모형을 구성하여 각자의 활

동지에 었다.2차시 활동에서 학생들은 여과의 원리에 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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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바탕으로 노폐물의 여과 원리에 한 사 모형을 구성하 다.3차

시 활동에서 학생들은 주사기-실린지 필터 실험을 통해 주사기에 압력

이 가해졌을 때 크기가 큰 물질이 필터에 걸러지고,크기가 작은 물질이

필터를 빠져나온다는 것을 찰하 다.그 후 학생들은 실험 내용을 바

탕으로 비유를 통해 여과의 원리에 한 설명 모형을 구성하 다.4차시

활동에서 학생들은 원뇨와 오 에 포함된 물질 농도에 한 자료를 표의

형태로 제공받았고,신장의 구조를 나타낸 모식도에 스티커를 붙여 물질

의 농도를 시각화하 다.이후에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재흡수,분비의

원리에 한 설명 모형을 구성하 다.5차시 활동에서 학생들은 오 검

사지를 이용하여 오 이상의 여부를 별하 고,콩팥의 구조와 련된

오 이상의 원인에 한 설명 모형을 구성하 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 구성 활동지는 부록에 첨부하 다.



-29-

3.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배설’에 한 모형 구성 수업이 진행된 2014년 8월 순

부터 2014년 10월 까지의 총 6차시 수업 동안 이루어졌다.‘배설’단원

수업 동안 소집단 학생들의 모형 구성 활동 체 토론은 모두 녹화·

녹음 되었다.교실 뒤쪽에 교사의 수업과 체 교실 토론을 녹화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하 고,각 소집단 단 로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

하 다.처음에 학생들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 지만,시간이 지나면서 차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 다.녹화·녹음된

학생과 교사의 발화와 행동 특성들은 모두 사되었다.

연구자와 소집단 학생들 간의 력 반성은 2,4,6차시 수업 후

에 3차례 동안 이루어졌고,수업에서의 자신들의 실행을 반성해볼 수 있

도록 반 구조화된 면담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소집단에 해 담

연구자를 배정하여 연구자와의 래포를 형성하여 자유로운 분 기에서 자

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 다. 력 반성은 약 20분~30분간

진행되었으며,내용은 모두 녹화·녹음되어 사되었다.연구자는 력

반성 에 수업 상을 면 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질문할 내용을

미리 비하 고,학생들의 기억 회상을 돕기 해 편집된 상을 비

하여 자신의 실행을 반성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 다.

한 학생들이 모형 구성 수업에서 작성한 활동지와 소집단의 모형을

그림이나 의 형태로 표 한 산출물들,연구자가 수업을 찰하면서 작

성한 필드노트를 추가 으로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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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의 과학 모형 구성 과정에서 사고 질문에 의한

개념 자원의 활성화가 학생들의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이해하고,어떠한 맥락들이 학생들의

이 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이를 해 배설 단원

에서 이루어진 6차시의 모형 구성 수업에 한 사본을 주된 분석 자료

로 사용하여 학생들의 사고 질문과 개념 자원의 활성화를 확인하 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을 분석하 다.총 6차시의 모형 구성 수업 소집단 학생들의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이 분명하게 나타나며 역동 으로 변

하는 과정이 잘 드러난 1,4,5차시의 모형 구성 수업에 한 분석이 연

구 결과 논의에 포함되었다.

연구자는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2인의 과학 교육 문가와 함께 분석

한 내용을 검토하 다.검토 후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해

서는 논의를 통해 일치시킴으로써 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 다.

4.1학생들의 질문과 개념 자원의 분석

소집단의 과학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사고 질문을

확인하기 해 Chin& Brown(2002)의 질문 유형 틀을 사용하 고,모형

구성 활동의 특성에 맞게 틀을 수정한 뒤 학생들의 질문을 코딩하 다.

Chin& Brown(2002)은 학생들이 제시하는 질문의 유형을 정보 질문과

사고 질문으로 나 었고,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표 3]에 제시하 다.

사고 질문은 보다 심층 인 인지 사고를 자극하여 활동에 련된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고,이를 결합하고 정교화 하여 모형이 발달되도록

한다.반면,정보 질문은 심층 인 인지 사고를 자극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를 회상하거나 과제 수행에 한 차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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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형 설명

정보

질문

사실질문 이미 배운 단순한 정보를 회상하도록 하는 질문

차질문
주어진 과정을 명확히 하거나 과제 수행방법에

한 질문

사고

질문

설명질문
모형 구성 과정에서 원리 등을 이해하고자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

측질문 다양한 추론 는 가설-증명을 포함

변칙발견질문
회의 인 태도,인지갈등을 표 하거나 주어진 설명

에 다른 의견을 가질 때 하는 질문

용질문 배운 개념을 확장하게 하는 질문

계획질문 모형 구성을 계획하는 질문

[표 3]학생들의 질문 유형

모형 구성 과정에서 개념 자원의 활성화는 사고 질문이 제시되었을

때 이에 한 답을 제공하거나,주로 제시된 사고 질문이 그 자체로서

개념 자원을 포함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따라서 사고 질문과 이에

한 응답을 분석하여 나타나는 개념 자원을 악하 다. 를 들어,5

차시 모형 구성에서 나타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몸에 필요한 거잖아.

근데 몸에 포도당이 무 많으면 필요 없어서 내보낼 수도 있지 않아?”

와 같은 사고 질문은 질문의 내용 자체가 ‘포도당이 에 지원으로 사용

된다’,‘에 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은 분비된다’의 개념 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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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모형 구성 과정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활성화시킨 개념 자원의 내용을 토 로 최

소 2인 이상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경우 합의된 소집단의 모형으로 보

았으며,활성화된 개념 자원이 서로 결합되어 소집단의 모형이 차

발달되어 가는 과정을 질 으로 분석하 다.

모형 구성 과정에서 사고 질문에 의해 개념 자원이 활성화되고,활

성화된 개념 자원들의 결합으로 설명 모형이 발달되는 과정을 살펴보

기 해 소집단 3의 5차시 모형 구성 과정을 그림으로 도식화하 다.도

식화한 그림은 연구 결과 부분에서 [그림 1]과 [그림 2]로 제시하 다.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사고 질문은 윗부분,학생들의 사

고 질문에 의해 활성화된 개념 자원은 가운데 부분,활성화된 개념

의 결합으로 인한 소집단의 모형 발달 과정은 아랫부분에 나타냈다.모

형 구성을 한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정보 질문(사실 질문)이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기도 하 지만,이는 주로 모형 구성을 한 논의의

시작에 기여하 고,소집단의 모형 구성에는 직 으로 여하지 않았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고 질문에 의한 개념 자원의 활성화에

을 맞추었다.

한 모형 구성 활동의 교수 목 에 따라 학생들이 추론을 통해 자연

상을 설명하는 모형을 생성·평가·수정하여 모형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 을 때(Rea-Ramirez,Clement,& Nunez-Oviedo,2008;Schwartzet

al.,2009)모형 구성 과정을 생산 인 것으로,그 지 않은 경우는 비생

산 인 것으로 해석하 다.

4.3인식론 이 의 분석

이 은 담화 특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Tannen,1993)모형

구성 활동 동안에 이루어진 학생들의 담화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특히,

Tannen(1993)은 담화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단어 선택으로 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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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Tannen의 담화 분석을 기반으로

Hutchison& Hammer(2010)는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떤 언어를 선

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개념과 자

연 상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서로 다른 개념 사이를 연결하고자

하는지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을 분석하 다.그들은 과

학 수업에 보다 비생산 인 ‘교실 게임’ 이 과 보다 생산 인 ‘자연

상 이해하기’ 이 을 동정하 고,각각의 이 에서 학생들이

보인 특성을 밝혔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utchison& Hammer(2010)

의 연구를 기반으로 모형 구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발화와 행동

으로부터 그들의 인식론 이 을 분석하 다[표 4].

비생산 인 인식론 이 생산 인 인식론 이

이
교실 게임 상 이해

활동

목표
활동지에 정확한 답을 채워 넣는 것 자연 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

특성

� 지식은 교사나 교과서로부터 제

시된 정보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

으로 기 함

� 지식은 어디서든 올 수 있는

것으로 기 함

� 권 자가 옳다고 한 지식만을 인

정함

� 학교 수업이나 자신의 경험으

로부터 축 해온 개념 자원

을 활성화하고,추론을 통해

합성을 평가함

� 교사나 교과서로부터 승인된 형

식 인 과학 용어를 이해 없이

사용함

� 일상 인 언어를 사용함

[표 4]담화 속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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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치 짓기 이 의 분석

학생들의 치 짓기 이 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는 담화로부터 추론해볼 수 있다(Tannen,1993).본 연구에서는 정보

에 한 보다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소집단 구성원들 간의 계

에 을 맞추어 vandeSande& Greeno(2012)의 치 짓기 이

을 더욱 세분화하 고,그 유형과 특성을 다음 [표 5]에 제시하 다.

치 짓기 이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Source)

지시자(Indicator)
다른 사람의 인지 사고를 자극하지 않

고 지시 으로 지식을 달하고자 함

진자(Facilitator)

사고 질문을 제기하여 다른 사람의 인지

사고를 자극하고 개념 자원을 활성

화시키고자 함

정보를 받는

사람

(Listener)

수용자(Receiver)
주어진 지식을 이해 없이 그 로 받아들

임

응답자(Respondent)

진자의 사고 질문에 히 응답하며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다른

질문을 불러일으켜 논의가 이어지게 함

그 외,상호 작용 계를 단 시키는 비응답자(Non-respondent)의 치 짓기

이 은 다른 사람에게 히 응답하지 않고 거의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 나타남

[표 5]담화 속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치 짓기 이 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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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학생들의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의 형

성과 환에 향을 미친 맥락을 수업 비디오 상과 사본, 력 반

성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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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논의

분석 결과,소집단의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고 질문을 통해

한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켜 소집단 모형을 생산 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사고 질문이 한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지 못하

거나,개념 자원이 활성화되었지만 소집단의 모형 구성에 기여하지 못

하고 결국 소집단의 모형 구성이 비생산 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나타났

다.이것은 학생들의 사고 질문이 소집단의 모형 구성을 항상 생산 으

로 이끄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 다.이러한 실행은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맥락에 따라 역동 으로 변하는 학생들의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에 향을 받았다.

다음은 배설에 한 모형 구성 활동에서 다양한 사고 질문을 나타냈지

만 때때로 생산 는 비생산 인 모형 구성을 보인 소집단 3의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먼 ,모형 구성 과정에서 사고 질문에 의한 개념 자원

의 활성화와 소집단의 모형 구성 과정을 탐색한 후,이를 학생들의 인식

론 이 과 치 짓기 이 의 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1.사고 질문이 모형 구성에 한 개념 자원을 활

성화시키지 못한 경우

1.1 기 단계의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사고 질

문과 개념 자원의 비활성화

학생들이 모형 구성 과정에서 사고 질문을 나타냈지만,모형 구성에

한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경우는 배설 경로에 한 사

모형을 구성하는 1차시 수업에서 나타났다.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배설

단원을 학습하기 에 세포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이 몸 밖으로 어떻게 빠



-37-

져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인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지에 그림

으로 표 해보는 활동을 하 다.다음은 1차시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

난 소집단 논의에서 일부 발췌한 담화이다.

1.3A:(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고 장기 기 을 그린 후) 어!이

제 이 노폐물이 어디로 갈건지?[계획]

2.3B:그럼 나는 콩팥을 그리고 있을게

3.3C:얘는 뭐 그린거야?[설명]

4.3A:몰라.쓸개 같은데..

5.3C:쓸개가 여기..

6.3B:야 이건 간이잖아

7.3A: 네 빨리 연구해..노폐물이 어디서 나올지.노폐물이 어디

서 나올 것 같아?[계획]

8.3B:야 무..큰데?( 차)

9.3C:방 이 없는데..괜찮아?[변칙발견]

10.3B:이거 콩팥.. 어.이거 그려 그럼

11.3A:아~그럼 니가 그려

12.3B:어딨어?(사실)

13.3A: 희 둘이 이거 어디 갈지 연구해 .연구 좀 해 .[계획]

14.3C:나 그려야 해?그러면?( 차)

15.3A:어~빨리 생각해보라고..어디로 갈지 [계획]

-1차시 모형 구성 과정 반부-

학생들의 사고 질문은 [],정보 질문은 ()로 표시함

1차시 배설 경로에 한 사 모형 구성의 반부에 소집단 3의 학생

들은 가장 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장기 기 의 모습들을 그리기 시작

하 다.그 후 3A는 노폐물이 어디로 이동할지 생각해보도록 모형 구성

을 계획하는 사고 질문을 지속 으로 제기하 다(1,7,13,15행).그러나

다른 학생들은 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이 몸 밖으로 어떻게 빠져나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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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논의보다 자신들이 그려야하는 장기 기 의 모습이나 치를 그

림으로 나타내는 모형의 표상화에만 집 하고 있었다.

16.3C:이 게....나 솔직히 어떻게 갈지 몰라..뭐하는지 모르겠어

17.3A:그럼 그냥 ..얇게 그려 아무데나.막 그려

...........................( 략)...........................

30.3C:3A야.이거 어디로 그리지?그냥 그린다 ( 차)

31.3A:( 이)여기까지 와야 해.이 게 해서 이 게 와야 해

32.3B:난 란색으로 해?( 차)

33.3C:이게( )와?( 차)

34.3A:아 뭐해?

35.3C: 가 콩팥으로 가라며

36.3B:콩팥이 아니라 여기로..

-1차시 모형 구성 과정 후반부-

그러나 담화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모형 구성을 한 논의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자,3A는 3B와 3C에게 지시 으로 지식을 달하기 시

작했다(17,31행). 한 3B와 3C는 장기 기 을 으로 연결할 것을

지시하는 3A의 말을 의심 없이 그 로 받아들 다.이 듯 3B와 3C는

리더인 3A에 매우 의존 인 모습을 보 다. 한 3B와 3C는 장기 기

을 으로 이어 그리라는 3A의 지시에 자신들이 왜 을 그려야 하

는지,왜 그런 장기 기 들이 으로 이어져 있어야 하는지에 해서

는 질문하지 않았다. 신에 그들은 어떤 색깔로 칠해야 하는지 등의

차 질문(32,33행)을 하 으며,이러한 종류의 정보 질문은 소집단 구

성원들이 력 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생산 인 논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Chin& Brown(2002)의 결과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 다.

모형 구성 반부에 3A가 사고 질문을 나타냄으로써 노폐물의 이동

경로에 한 개념 자원의 활성화를 해 다른 학생들의 사고를 진하

는 시도를 보 지만 3B와 3C가 이에 한 응을 하지 않았고,그 이



-39-

후에 3A는 어떠한 사고 질문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다른 학생들에게 그

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 다.결국 소집단의 모형은 체로 3A의

개인 모형이 그림으로 옮겨진 형태 고,모형 구성 과정은 3A의 지시에

따라 노폐물이 지나가는 장기 기 만을 연결하여 그림으로 표상화 하는

것에서 멈추었다.즉,소집단의 모형 구성 과정은 비생산 으로 이루어졌

다.

1.2학생들의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모형 구성 과정에서 사고 질문이 나타났음에도 이에 한 개념 자

원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학생들의 실행을 인식론 이 과 치 짓

기 이 의 에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차시 모형 구성 과정의 반부 논의에서 3A는 노폐물이 어디로 이동

할지 생각해보도록 하는 사고 질문을 지속 으로 제기했다.이것은 상

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해 다른 학생들의 인지 사고를 자극하여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려는 시도 다.이로부터 3A는 모형 구성 활동을

‘상 이해’로 이 하고 있었고,이 때,3A의 치 짓기 이 은

‘진자(Facilitator)’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반면,3B와 3C는 3A가 노

폐물이 어떻게 몸 밖으로 빠져나갈지에 한 논의를 시도하 음에도 자

신들이 그려야 하는 기 들의 모양,크기, 치 등에 해서만 을 맞

추고 있었다.그들은 노폐물이 몸 밖으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상을

이해하려하기 보다는 활동지에 그림을 채워 넣는 것에만 집 하고 있었

던 것이다.이로부터 3B와 3C는 활동을 ‘교실 게임’으로 이 하고

있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3B와 3C의 ‘교실 게임’ 이 은 3A의

이 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고,이러한 인식론 이 의 불

일치는 3A의 사고 질문이 노폐물의 이동 경로에 한 학생들의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데 기여하 다.이 때,3B와 3C는 3A의 사

고 질문에 히 응답하지 않고 거의 무시하는 모습을 보 고,그들의

상호작용 계에서 자신을 ‘비응답자(Non-respondent)’로 치시켰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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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비응답자’로서의 치 짓기 이 은 소집단의 상호작용

을 단 시켰으며,3A의 인식론 이 을 ‘상 이해’에서 ‘교실 게임’

으로 환시키는 발제가 되었다.

3A의 인식론 이 의 환은 노폐물의 이동 경로를 설명하는 논

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다른 학생들에게 권 으로 지시를 내리며 활동

지에 그림을 채워 넣는 실행을 보인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

3A의 인식론 이 이 ‘교실 게임’으로 환된 것과 동시에 치 짓

기 이 한 ‘지시자(Indicator)’로 환되었다.3A는 다른 학생과의

상호작용 계에서 자신을 인식 권 가 높은 ‘지시자’로 치시킴으로

써 다른 학생들에게 어떠한 사고 질문도 제시하지 않고,그들의 인지

사고를 자극하지도 않았으며 지시 으로 지식을 달하기만 하 다.3B

와 3C는 인식 권 자로 느껴지는 3A로부터 정보가 제공되자 자신을

‘수용자(Receiver)'로서 치시켰고,3A의 지시를 의심 없이 그 로 받아

들여 활동지에 그림을 채워 넣는 모습을 보 다.‘비응답자’와 ‘지시자’

그리고 ‘수용자’로서 자신을 치시키는 것은 과학 의미 형성을 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짧은 화 패턴을 나타내고,복잡한 수 의 추

론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춘다(Hogan,Nastasi,& Pressley,1999).결과

으로 학생들은 활동을 ‘교실 게임’으로 이 하고,‘지시자’와 ‘수용

자’로서 자신을 치시킴으로써 모형 구성 과정을 비생산 으로 이끌었

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모형 구성 반부에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으나,3B와 3C의 ‘비응답자’의 치 짓기 이

으로 인해 3A의 인식론 이 이 환되어 소집단 구성원들의 인

식론 이 이 ‘교실 게임’으로 일치되었다.3A의 치 짓기 이

한 ‘교실 게임’의 인식론 이 으로 인해 ‘진자’에서 ‘지시자’

로 환되는 모습을 보 다.이러한 결과는 소집단 구성원들의 이

이 서로 일치할 수도,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맥락에 따라 역동 으

로 환될 수 있다는 여러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이은주,윤선미,&

김희백,2015;Greeno,2009;Harré& vanLangenhove,1999;Louca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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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4;Rosenberg,Hammer,& Phelan,2006;van de sande &

Greeno,2012). 한 이러한 결과로부터 사회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

는 과학 실행에서 학생들의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이 서로 하게 연 되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 모형 구성 수업이었던 1차시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이 에 향을 미친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 모형 구성 단계

인 1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은 소집단의 모형 구성 활동에 한 한 이

해를 형성하지 못하 다.모형 구성의 반부 담화에서 3A가 논의를

진했을 때 3C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어려움을 표

하 고(16행),수업 후에 이루어진 연구자와의 력 반성에서도 학생들

이 모형 구성 활동을 ‘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1.3C:이거 왜 그렸는지 모르겠다.

2.3A:그러니까.. 장이야

3.3B:원래 소화기 안 그려도 되는데..

4.3A:그러니까

5.3B:그려야 되는 알고..

6.3C:앞에서 배운게 그거여서 그거 그려야 되는 알고..콩팥

그려야 되는데

7.3B:그냥 그림 그리는게 재 었어요.

-1차 력 반성-

이처럼 학생들이 모형 구성 활동을 ‘이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림으

로 그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 교사가 결정 인 역할을 하 다.교사는

기 단계의 모형 구성 수업이었던 이 수업에서 배설 경로에 한 모형

구성 활동을 안내하며 “이 에 알고 있던 소화,순환,호흡과 틀린 모형

을 그리면 안된다.”는 정확성을 강조하 고,3B와 3C를 포함한 몇몇 학

생들은 활동을 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확하게 그리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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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 다.모형 구성 활동에 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3B와 3C는 처

음부터 모형 구성 활동을 ‘교실 게임’으로 이 하고 있었고,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는 사고 질문에 히 응답하지 않는 ‘비응답자’로서

자신을 치시켰다.그 후에는 연쇄 으로 3A의 인식론 이 이

‘교실 게임’으로 환되고 학생들의 치 짓기 이 한 ‘지시자’와

‘수용자’로 환되었다.이것은 교사가 모형 구성 활동에 한 정확한 이

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활동을 안내하고,그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사고 질문이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켰지만 소집단

의 모형 구성에 기여하지 못한 경우

2.1소집단 모형 구성 과정의 환:생산 에서 비생

산 으로

소집단 3의 체 모형 구성 과정 에서 사고 질문이 나타났음에도 모

형 구성이 비생산 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재흡수와 분비에 한 4차시

수업에서도 나타났다.그러나 4차시 모형 구성 과정은 1차시와는 다르게

사고 질문에 의해 학생들의 개념 자원이 활성화되었지만,활성화된 개

념 자원이 그들의 모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집단의 모형 구성이 결

국 비생산 으로 이루어졌다.다음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소집단 3의 담

화의 일부이다.

1.3A:야,장난치지 말고,왜 그럴까?어떤 이유에 해서..[계획]

2.3C:요소를 쓸고 와?[설명]요소가 뭐야?(사실)나 과학 공부

하나도 안했는데

3,3A:어떤 일이 일어날까..아!이거 그거 아니야?

4.3A:이거 포도당..아니 요소가 여기도(세뇨 )좀 있잖아.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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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이거(요소가)이 게( 에서 세뇨 으로 가리키며)

좀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측]

5.3C:쓸고 지나가는 것 아니야?[ 측]

6.3B:같이 쓸고 지나가서 같이 쭉 빠지는거 아니야?[ 측]

7.3C:쓸고 지나갔음 여기로( 에서 세뇨 으로)가나?

[변칙발견]

8.3A:(세뇨 을 가리키며)이게 지 뭔데?[설명]

9.3C:모르겠어..

10.3A:이거 오 아냐?(사실)

11.3C:( 을 가리키며)이건 장인데?이 게( 쪽으로 포

도당이)빠져나가?[변칙발견]

12.3A:( 에서 세뇨 으로 가리키며)이 게 (요소가)나가는

건 맞는 것 같고

13.3C:요소들이 농축..쓸고 지나가지 않아?[ 측]

14.3A:뭘 쓸어?[설명]

15.3C:(요소를 가리키며)얘네

16.3A:U1(보먼주머니)에서 U2(세뇨 )로 갈 때

-4차시 모형 구성 과정 반부-

4차시 모형 구성 과제는 장,여과액,오 에 존재하는 물질 농도 데

이터를 바탕으로 사구체,보먼주머니,세뇨 이 그려져 있는 모형에 물질

농도를 표 하는 활동 후에,여과액이 보먼주머니에서 세뇨 으로 이동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왜 그 게 생각하는지를 소집단의 모형으

로 설명하는 것이었다.마찬가지로 3A는 모형 구성을 한 논의를 시작

하며,세뇨 에서 포도당의 농도가 감소하고 요소의 농도가 증가한 이유

에 한 개념 자원의 활성화를 진시켰다(1,3,4행).이 때,3A는 주

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액 내 요소가 세뇨 으로 빠져나간다’는 개념

자원을 활성화하 고,이에 3B는 ‘여과액이 세뇨 을 지나 그 로 오

으로 빠져나간다’는 개념 자원을 활성화하 다(6행).그러나 3C는 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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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질문을 통해 여과액이 세뇨 을 지나 그 로 빠져나간다면,요소가

세뇨 에서 으로,포도당이 에서 세뇨 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지 의문을 제기하 다(7,11행).더 나아가 3C는 사고 질문에 의해 ‘요소

가 농축된다’는 개념 자원을 활성화하기도 하 다(13행).

3A뿐만 아니라 3B와 3C 학생들 모두 물질 농도로 주어진 데이터를

설명하기 해 다양한 사고 질문을 하 고,일상 용어를 사용하여 다

양한 개념 자원을 이끌어올 수 있었다.그러나 이는 더 깊은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 고,활성화된 개념 자원이 소집단의 모형으로 이어지

지 못하 다.다음은 4차시 모형 구성 과정 후반부에 이루어진 담화의

일부이다.

17.3B:원뇨가 오 이야?(사실)

18.3A:몰라

19.3B:조장이 이 게 설명을 잘 해줘야지!

20.3A:아니 내가 뭘 알겠니

21.3C:(교과서를 보고)포도당이랑 요소들이 같이 여과된다는데?

22.3A:그거 써 그럼

23.3B:자신의 상,뭐라고 써?[계획]

24.3C:같이 여과된다.근데 틀릴 수도 있어

25.3B:설마 교과서에 틀린 걸 싣겠어?

26.3A:맞아.

27.3C:근데 거(모형 구성 활동)랑 안 이어질 수도 있잖아

28.3A:그 긴 해.아,뭐라고 써야 돼.(교과서를 보고)그냥 쭉

가는거 아니야?[ 측]

29.3B:이유를 뭐라고 써 그러면?[계획]

30.3A:(교과서를 보고)여과가 되고 흡수랑 분비가 일어난다.재

흡수랑 분비가 일어난다.

31.3C:재흡수랑 분비가 일어난다.

-4차시 모형 구성 과정 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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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에서 나타난 것처럼 ‘원뇨’라는 용어의 의미를 묻는 3B의 정보

질문에 3A가 답을 하지 못하자,3C는 교과서를 꺼내 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했다(17~21행).학생들은 교과서에서 포도당과 요소가 여

과된 후 각각 재흡수와 분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 고,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 로 소집단의 모형으로 선택하 다.모형 구성 반부 논의에

서 학생들은 주어진 데이터를 설명하기 해 개념 자원을 이끌어왔고

자신들만의 일상 인 언어로 모형을 구성할 수 있었지만,교과서에 제시

되어 있는 ‘재흡수’와 ‘분비’라는 과학 용어를 사용하여 소집단의 모형

을 구성하 다.

즉,이 논의에서는 개념 자원을 이끌어오게 하는 사고 질문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학생들은 교과서를 모형 구성을 한 하나의 자원으

로 활용하 지만 교과서의 내용을 그 로 따라 을 뿐이었고,“왜 그런

상이 나타났는지 이유를 지 못 하겠다”며 어려움을 표 하기도 하

다.이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개념 자원을 활용하여 소집단의 모형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을 의심 없이 그 로 모형으로 선택했

기 때문에 한 근거로 모형을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다.결국,4차시

모형 구성 과정은 비생산 으로 이루어졌다.

2.2학생들의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앞선 경우와는 다르게 모형 구성 반부에서 학생들은 여과액이 보먼

주머니에서 세뇨 으로 이동할 때 일어나는 상을 설명하기 해 장,

원뇨,오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의 농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을

하기 시작했다.특히,학생들은 “쓸고 지나간다”,“쭉 빠져나간다”등의

일상 인 용어를 사용하여 상을 설명하고자 하 으며,이로부터 학생

들 모두가 활동을 ‘상 이해’로 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활

동에 한 소집단 학생들의 인식론 이 이 생산 인 것으로 서로

일치하 다. 한 상호 작용 계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3A는 1차시 모

형 구성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학생들에게 사고 질문을 제기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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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인지 사고를 자극하고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는 ‘진자’로서

자신을 치시켰다.이 때,3B와 3C는 ‘진자’인 3A의 사고 질문에

히 응답하고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는 ‘응답자’이면서 동시에 다

른 질문을 불러일으켜 논의를 이어가는 ‘진자’로서 자신을 치시켰다.

이것은 ‘상 이해’의 인식론 이 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이처럼 모형 구성 반부에서는 상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하고자

노력하 으며,그들의 반부 모형 구성 과정은 생산 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형 구성 후반부 논의에서 ‘진자’로 자신의 치를 이

한 3A가 3B의 정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정보 제공자이며 사고

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 다(17,18행).그러자 3C

는 교과서를 보고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신 달하기 시작하 고(21

행),3A는 그것을 그 로 받아들여 활동지에 답을 채우고자 하 다(22

행).이 때 3A의 인식론 이 은 ‘교실 게임’으로 환되었고, 치

짓기 이 한 교과서로부터 주어진 지식을 그 로 받아들이는 ‘수

용자’로 환되었다.인식 권 자로 여겨졌던 3A가 정보를 제공하며

인지 사고를 진시키는 ‘진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수용자’

로 치 짓기 이 을 환시킨 것은 마찬가지로 다른 학생들의

이 의 환을 발시켰다.

인식 권 자로 여겨진 3A가 교과서의 지식을 그 로 받아들이는

‘수용자’로 자신을 치시켰을 때 3B는 3A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교과서

에 제시된 지식에 권 를 부여하고,이를 맹목 으로 따르려 했다(25행).

즉,3A의 치 짓기 이 이 3B의 인식론 이 을 ‘교실 게임’

으로, 치 짓기 이 을 ‘수용자’로 환시킨 것이다. 한 3C는 교

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모형 구성 활동에 합하지 않을 수도 있

음을 언 하며(27행)모형 구성에 한 논의를 지속시키려 하 지만,결

국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재흡수’와 ‘분비’의 과학 용어를 그 로 활

동지에 채우고자 하 다.이 때,3C의 이 한 ‘교실 게임’과 ‘수용

자’로 3A와 3B의 이 과 일치하 다.마찬가지로 주어진 지식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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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없이 그 로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치 짓기 이 은 과학 의

미 형성을 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짧은 화 패턴을 나타내고,복

잡한 수 의 추론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춘다(Hogan,Nastasi, &

Pressley,1999).결국,모형 구성 반부에 사고 질문에 의해 활성화된

개념 자원은 소집단의 모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교과서의 형식 인

과학 용어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소집단의 모형이 구성되었으며,이는

비생산 인 모형 구성 과정으로 나타났다.

4차시 모형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의 이 에 향을 맥락은 다

음과 같다.학생들은 보다 일상 인 언어를 사용하며 상을 설명하고자

하 으나 논의를 깊게 이어가지 못하는 인지 인 어려움을 경험하 다.

이러한 인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을 때 학생들의

이 은 ‘상 이해’에서 ‘교실 게임’으로,‘진자’와 ‘응답자’에서 ‘수용자’

로 모형 구성에 보다 비생산 인 방향으로 환되었다. 한 이 경우에

교사가 소집단 학생들에게 인지 지원을 제공하 지만,이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하게 사용되지 못하기도 하 다.

33.3C:쌤 그러면 얘(포도당)랑 얘(요소)랑 크기가 작으니까..얘네

는 빠져나오고요?(사실)

34.T:응.얘네(요소)는 크기가 작아서 여기로 빠져나왔죠?근데

봤더니 U1에는 이만큼밖에 없는데 여긴(U2) 많아지고

있어..그치?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그럼 여기

있는 얘네(요소)들은 여기 있으면 될까,안될까? 액 속에..

그 다음에 얘(포도당)는 빠져나가면 될까,안될까?안되겠

지?그럼 물질이 어떻게 될까?

35.3C:하아..

36.3B:더 궁 증을 남기고 가셨어..

37.3C:더 어려워졌는데?

38.3A:그냥 재흡수랑 분비 아니야?[계획]

-4차시 모형 구성 과정 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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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에서 교사가 인지 지원을 제공하고 떠난 뒤 남은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학생들은 교사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 다.교사는 학생들의 사고를 진시키기 해 사고 질문을

이용하여 인지 지원을 제공하 지만,이는 교사가 묻고 답하는 방식으

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교사의 도움은 학

생들의 사고를 진시키고 그들의 이 을 생산 으로 환시키는 데

실패하 다.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그 로 재흡수와 분비가 일

어나는 것으로 설명 모형을 구성하 고,그 게 생각한 이유를 여 히

제시하지 못하 다.즉,소집단 논의 과정에서 인지 어려움이 지속되

고,이에 한 인지 지원을 제공받지 못할 때 학생들의 이 이

비생산 으로 환되었다.이는 소집단 활동에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

려움을 악하고,학생들에게 한 인지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3.사고 질문이 모형 구성에 한 개념 자원을 활

성화시키고 소집단의 모형 구성에 기여한 경우

3.1소집단의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사고 질문

과 개념 자원의 활성화

총 6차시의 배설 수업 동안 소집단 3의 모형 구성 과정이 항상 비생산

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5차시 수업에서 소집단 3의 모형 구

성 과정은 생산 이었다.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오 검사지 실험을 통

해 오 의 이상(당뇨,단백뇨)을 단하고,이상의 원인을 콩팥의 구조와

연결 지어 설명하는 모형 구성 활동을 수행했다.다음은 이 과정에서 나

타난 소집단 담화의 일부이다. 한 당뇨 원인에 한 모형 구성 과정에

서 나타난 개념 자원의 활성화와 소집단의 모형 발달 과정을 도식화한

그림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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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A:(오 검사지 실험으로 오 의 이상을 단한 후)왜 이런

이상이 생겼을까?일단 포도당,오 ..그 이유?뭘까?[계

획]포도당이 어디에서 걸러지지?재흡수?(사실)

2.3C:재흡수에서!

3.3A:재흡수 어디서 일어나?(사실)

4.3D:재흡수가...세뇨 ?(사실)

5.3A:세뇨 과 모세 ?이상 원인은?그럼 세뇨 이 터진 거

아니야?[ 측]

6.3B:아니,세뇨 에 구멍이 뚫린 거지 [ 측]

7.3A:아니지,모세 이 터져서 들어온 거잖아 [ 측]

8.3C:모세 에 구멍이 생겼다거나 [ 측]

9.3A:그러니까

10.3C:그냥 상이지, 상?( 차)

11.3A:모세 에 구멍이 뚫려 포도당이 세뇨 으로 들어왔다

12.3B:오,다시 말해 래?

13.3C:근데,애들한테 이런 것 받을 것 같아.그러면 구는 같이

빠지지 않아요?[변칙발견]

14.3B:아,사이즈가 크잖아 구는.포도당이 더 작지 않나? 구

보다?[변칙발견],(사실)

15.3C:작은 구멍이라 해,그럼?[ 측]

16.3A:어~포도당만한 구멍

........................( 략)........................

32.3C:왜 다 구멍이 뚫려?아니면,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몸에

필요한 거잖아.근데 몸에서 포도당이 무 많으니까 필요

없어서 내보낼 수도 있지 않아?[ 측]

33.3B:오!

34.3A:어, 박!

-5차시 모형 구성 과정 반부(당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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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사고 질문에 의한 개념 자원의 활성화와 모형의 발달 과정(당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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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시 모형 구성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3A는 사고 질문을 제기하며

오 이상이 생긴 이유에 한 모형 구성을 진시켰다(1행).이어서 3A

는 포도당의 재흡수가 일어나는 곳을 묻는 정보 질문을 제기하 고,이

에 3D는 ‘포도당은 세뇨 에서 재흡수된다’는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켰

다.이러한 개념 자원은 소집단의 모형에 직 으로 련되지는 않았

지만,재흡수가 일어나는 곳인 세뇨 에 을 맞추어 포도당이 오 으

로 검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 다.사고 질문을 통해

3A와 3B는 ‘세뇨 구조에 이상이 생겨 포도당이 분비된다’는 개념 자

원을 활성화시켜 세뇨 안쪽으로 포도당이 분비될 가능성을 제기하 다

(5~6행).그러나 3A와 3C는 사고 질문을 통해 ‘모세 의 구조에 이상

이 생겨 포도당이 분비된다’는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세뇨

의 구조 이상에 한 다른 안을 제안하 다(7~8행).즉,이 과정에

서 세뇨 의 구조 이상에 한 소집단의 모형 M1은 더 이상 발 되지

못하 고,이는 모세 의 구조 이상에 한 다른 모형 M2로 체

되었다.학생들은 소집단의 모형을 M1에서 M2로 체하는 데 명시 으

로 정당화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분비 과정에 이상이 생겨 포도당이

검출된 것이라면 포도당이 빠져나오는 모세 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 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어서 3C는 ‘모세 에 구멍이 생겨 포도당이 분비된다’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모세 에 구멍이 생겼다면 포도당뿐만 아니라 구도 함께

빠져나올 수 있다는 반박을 제기하 다(13행).이러한 변칙발견 질문은

‘액에는 포도당뿐만 아니라 구도 존재한다’,‘몸에 필요한 구는 분

비되면 안된다’는 개념 자원을 포함하고 있었다.3C의 반박에 3B는 사

고 질문을 통해 ‘포도당이 구보다 더 작다’는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

켰고,이는 3C로 하여 ‘포도당 크기의 작은 구멍이 생긴다면 구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개념 자원의 활성화를 이끌었다(14~15행).이처럼

반박을 나타내는 사고 질문에 의해 활성화된 개념 자원의 결합으로 소

집단의 모형 M2는 M2'로 보다 정교화 되었다.

한 3C는 사고 질문을 통해 모형 구성 후반부에서 ‘포도당이 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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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사용된다’,‘에 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은 분비된다’등의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켜(32행) 다른 모형 M3를 제시하 고,이는

목표 모형에 더욱 근 한 것이었다.학생들은 활동지에 M2'와 M3의 내

용을 모두 었고,결국 M2'와 M3가 모두 소집단의 설명 모형으로 채

택되었다.

이어지는 단백뇨 이상의 원인에 한 모형 구성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로 학생들은 사고 질문으로 다양한 개념 자원을 이끌어냈고,이를 소

집단의 모형 구성에 히 활용하 다.단백뇨 이상 원인에 한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 자원의 활성화와 소집단의 모형 발달 과정

을 도식화한 그림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17.3B:단백질은?[계획]단백질은 뭐지?흡수냐?(사실)

18.3A:단백질은 여과부터,그러면 보먼주머니..

19.3B:사구체 구멍에서..

20.3C:아니면 사구체의 압이 세다 라거나 [ 측]

21.3A:그럼 딴 것도 들어올 거 아니야?[변칙발견]

22.3C:그 겠지? 구는 같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안 될 것 같

고,단백질이 들어올 만한 압![ 측]

23.3B: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은 거야!콩,두부 이런 거![ 측]

24.3A:왜 그럴까?[설명]

25.3B:아,잠깐 생각을 좀 해 야겠어..

26.3A:보먼주머니랑 사구체에서 일어난 거잖아..그니까

27.3B:보먼주머니와 사구체를 연결하는 어느 부분에 구멍이 뚫렸

는데 그 사이즈가 [ 측]

28.3A:단백질만 해?[ 측]

29.3B:그 지!

-5차시 모형 구성 과정 후반부(단백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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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사고 질문에 의한 개념 자원의 활성화와 모형의 발달 과정(단백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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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이상 원인에 한 모형 구성 과정과 유사하게 학생들은 정보 질

문을 통해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는다’는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킴으로

써 단백뇨 이상 원인에 한 논의를 시작하 다(17~18행).3C는 사고 질

문을 통해 ‘사구체의 높은 압으로 인해 단백질이 여과된다’는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켰고,이는 곧 소집단의 모형 M1이 되었다.이에 해

3A는 반박을 제시하는 사고 질문으로 ‘액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구도 존재한다’는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켰다(20~21행).이것은 3C로 하

여 ‘단백질이 여과될 수 있는 크기의 압으로 인해 단백질만 여과된

다’는 개념 자원을 활성화하도록 하 고,활성화된 개념 자원은 소집

단의 모형이 M1'로 정교화 되는 데 기여하 다.

한 3B가 사고 질문을 통해 ‘체내 단백질의 농도가 높으면 단백질이

여과된다’는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기도 하 다(23행).그러나 이는

다른 학생들의 주의를 이끌지 못하 고,활성화된 자원은 소집단의 모형

으로 이어지지 못하 다.이어서 3B는 ‘보먼주머니와 사구체의 구조 이

상으로 단백질이 여과된다’,‘단백질 크기만한 구멍이 생겨 단백질만 여

과된다’는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켜 다른 유형의 소집단 모형을 구

성하 다(M2).학생들은 단백뇨 이상에 한 M1'와 M2의 모형을 모두

소집단의 설명 모형으로 채택하여 활동지에 모두 었다.이처럼 단백뇨

이상 원인에 한 모형 구성 과정은 앞서 이루어진 당뇨 이상 원인에

한 모형 구성 과정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체 배설에 한 모형 구성 수업 5차시 모형 구성 과정에서 가장

많은 반박이 나타났다.사고 질문을 통한 반박은 개념 자원의 활성화

를 진시키고,활성화된 개념 자원들을 서로 결합시켜 소집단의 모형

이 차 정교하게 발달되는 데 기여하 다.5차시 모형 구성 과정에서

반 으로 학생들은 상을 설명하기 해 모형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 고,소집단의 모형 구성 과정은 생산 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닌다.첫째,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오개념을 나타냈고,스스로 오개념을 교

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 다.둘째,소집단 모형이 여러 개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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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을 때 학생들은 스스로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에 가장

합한 모형을 선정하지 못하 다. 체 교실 토론에서 오개념이 교정되고

모형의 평가와 수정이 이루어졌지만, 학교 학생들의 수 에서 이러한

문제 을 학생들이 스스로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단된

다.따라서 향후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 으로 논

의되어야 할 것이다.

3.2학생들의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5차시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은 포도당과 단백질이 오 으로 검출

되는 가능한 원인을 콩팥의 구조와 련지어 다양한 추론을 하기 시작하

다.학생들은 “모세 이 터졌다”,“구멍이 생겼다”등의 일상 인 용

어를 사용하며 상을 설명하고자 하 다. 한 정답이 아니더라도 오

의 이상 원인을 상해보는 것으로 활동을 이해하고 있었는데(10행),이

로부터 학생들은 모형 구성 활동을 ‘상 이해’로 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즉,소집단 학생들은 생산 인 이 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을 설명하기 해 사고 질문으로 다양한 개

념 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고,추론을 통해 활성화시킨 개념 자

원들을 결합하고 정교화 하여 소집단의 모형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한 3A는 이 수업에서와 같이 사고 질문을 제기하며 다른 학생들

의 인지 사고를 자극하고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는 ‘진자’로서 자

신을 치시키고 있었다(1행).모형 구성 반부에 3A는 당뇨의 원인에

한 모형 구성 과정에서 포도당이 오 으로 검출된 것은 모세 이 터

져 세뇨 으로 분비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동시에 다른 학생들의 인지

사고를 자극하 다(5행).이에 3C는 모세 이 터진 것이 아니라 구

멍이 생긴 것이라고 반박하 고,3A의 자극에 히 응답하는 ‘응답자’

로서 자신을 치시켰다(8행).이어서 3C는 모세 에 구멍이 생겼다면

포도당뿐만 아니라 구도 같이 빠질 것이라는 반박을 제시하거나(13행),

모형 구성 후반부에 에 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이 분비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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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다른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는 ‘진자’

로서 자신을 치시켰다.3B 한 3C의 반박에 한 ‘응답자’로서 구

가 포도당보다 크기가 크다는 것을 상기시켰고,소집단 모형의 정교화를

이끌었다(14행~16행).이어서 단백뇨 이상 원인에 한 모형 구성 과정

에서는 3B가 개념 자원의 활성화를 진하는 ‘진자’로서 치하 고

(17행),3A와 3C는 3B의 사고 질문에 히 응하며 다른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응답자’로서 자신을 치시켰다.

이처럼 5차시 모형 구성 과정에서는 소집단 3의 학생들은 모두 ‘진

자’와 ‘응답자’로 상황에 따라 치 짓기 이 을 매우 역동 으로

환시켰다.이로 인해 학생들은 서로 동등한 인식 권 를 나눠 갖고,소

집단의 모형 구성 과정을 생산 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이와 같이 소

집단 학생들이 모형 구성 과정에서 자신의 치 짓기 이 을 역동

으로 환시킨 것은 Hogan,Nastasi,& Pressley(1999)의 정교화 상호작

용 패턴을 나타내며,추론의 복잡성 수 을 높이는 데 기여하 다. 한

이러한 치 짓기 이 의 환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치 짓기

이 을 역동 으로 환시키며 상호작용을 이어갈 때 상호 이해에 도달

할 수 있음을 강조한 vandesande & Greeno(2012)의 연구와 같은 맥

락에서 그 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5차시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이 에 향을 미친 맥락은

크게 과제 특성과 교사의 역할로 나눠 볼 수 있다.먼 ,5차시 모형 구

성 과제는 오 이상을 단하고 그 원인을 콩팥의 구조와 연 시켜 설

명 모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새로운 지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시

간에 학습했던 여과,재흡수,분비의 개념을 통합 으로 다루는 것이었

다. 한 이 과제는 오 이상의 원인으로 학생들이 구성할 수 있는 설

명 모형이 여러 가지가 가능한 것이었다.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개념 자원을 이끌어와 가능한 설명을 구성해보고,서로의 의견에

반박하며,이를 평가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생산 인 이 형성과 환에는 교사 한 큰 향을 미

쳤다.3차시 모형 구성 수업에서는 활동 에 교사가 여과의 원리를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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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정답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 고,학생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교사의 설명을 그 로 소집단의 모형으로 채택하 다.학생들은 인

식 권 자인 교사가 제공하는 답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었으며,더 이

상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 다.이는 연구자와의 력 반성에서

3차시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한 이유에 해 선생님이 답을 줬기 때문

에 어려움 없이 모형 구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부터 추론해볼 수 있

다.반면 5차시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도 정확한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

요.틀린 답은 없어요.”라고 말하 다.이는 인식 권 자로 여겨졌던

교사가 스스로의 권 를 낮추고 반드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을 학생들이 갖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한 여러 가지의 아이디

어를 제시하 고,서로의 아이디어에 반박할 수 있는 분 기가 형성되었

다.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모형 구성 활동에 생산 인 이 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데 교사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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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제언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고 질문을 통해 다양한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고,이를 서로 결합함으로써 모형을 진 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그러나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사고 질문을 제기하더라도 모형

구성 과정이 비생산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나타난다.사회 문화

에 따라 최근 연구들은 학생들이 과학 실행에 생산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사회 측면들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한다(Berland &

Hammer,2012;Chin& Osborne,2010).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이 사고 질문에 의한 개념 자원의 활성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학생들의 이 에 향을 미치는 맥락들은 무엇인지를 조

사하 다.

먼 , 기 모형 구성 단계에서 3A는 모형 구성 활동을 ‘상 이해’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 계에서 자신을 ‘진자’로 이 하고 있었

고,3B와 3C는 각각 ‘교실 게임’과 ‘비응답자’로 이 하고 있었다.이

러한 이 의 차이로 인해 논의 과정에서 개념 자원의 활성화를

진하는 사고 질문이 나타났어도,그들은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지 못

하 다. 한 3B와 3C의 ‘비응답자’로서의 치 짓기 이 은 소집단

의 상호작용을 단 시키며 3A의 인식론 이 을 ‘교실 게임’으로

환시키는 발제가 되었다.동시에 3A는 치 짓기 이 을 ‘지시

자’로 환시켰고,다른 학생들에게 권 으로 지시를 내리며 활동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을 맞추었다.이에 따라 3B와 3C는 3A를 인식

권 자로 여기며,그의 지시를 그 로 따르는 ‘수용자’로 치 짓기

이 을 환시켰고,결국 소집단의 모형 구성 과정은 비생산 으로

이루어졌다.

한 학생들이 모두 ‘상 이해’의 인식론 이 을 공유하고,‘

진자’와‘응답자’로 치 짓기 이 을 상황에 따라 환시킨 경우에

는 사고 질문이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그러나 인식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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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여겨지던 3A가 정보 제공자이며,사고 진자로서의 역할을 하

지 못하고 ‘교실 게임’과 ‘수용자’로 이 을 환시켰을 때 다른 학생

들의 이 한 비생산 으로 환되었고,학생들은 사고 질문으로

활성화시킨 개념 자원을 기반으로 모형을 구성하지 못하 다.학생들

은 교과서의 형식 인 과학 용어를 그 로 사용하여 활동지를 채우고

자 했으며,결국 소집단의 모형 구성 과정은 비생산 으로 이루어졌다.

반면,학생들은 모두 ‘상 이해’의 인식론 이 을 지속 으로

공유하고,‘진자’와 ‘응답자’의 치 짓기 이 을 순간순간마다 매

우 역동 으로 환시킨 경우 사고 질문을 통해 다양한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고,이를 기반으로 소집단의 모형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학생

들은 서로에게 사고 질문을 제기하며,일상 용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켰고,추론을 통해 이를 보다 정교화 하 다.특

히,‘진자’와 ‘응답자’로 치 짓기 이 을 역동 으로 환시킴으

로써 학생들은 모두 동등한 인식 권 를 갖게 되었고,소집단의 모형

구성 과정은 생산 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이 에 향을 미친 맥락들은 다음과 같았다.소집단 논

의 과정에서 인지 어려움이 지속되고 한 인지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교사가 정확성을 강조하며 활동을 안내한 경우,교사가 정답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한 경우에 학생들은 비생산 인 방향으로 이

하 다.반면,이 학습 내용을 통합하며 여러 가지 설명 모형이 가능한

모형 구성 과제인 경우,인식 권 자로 여겨졌던 교사가 자신의 권

를 낮추고 사고 진자의 역할을 한 경우에 학생들은 생산 인 방향으로

이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질문이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고,활성화된 개

념 자원이 소집단의 모형 구성에 기여하는 데 학생들의 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이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다.소

집단 학생들이 ‘상 이해’로 생산 인 인식론 이 을 안정 으로

공유하고,소집단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진자’와 ‘응답자’로 치 짓기

이 을 역동 으로 환시킨 경우에 다양한 개념 자원이 활성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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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집단 모형이 정교하게 발달될 수 있었다.이는 과학 수업에서 학생

들의 생산 인 인식론 이 이 안정화되고,생산 인 치 짓기

이 이 역동 으로 환될 필요성을 강조한 기존 연구들(Elby &

Hammer,2010;Hammer& Elby,2002;vandeSande& Greeno,2012)

의 주장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인식 이고 사회 인 측면에서 생산 인

모형 구성 수업을 지원하기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제안할 수 있는 교수법 시사 은 다음과

같다.교사는 학생들의 이 이 지식 구성과 같은 과학 실행에

향을 미치며,다양한 맥락들에 의해 환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한다.따

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개념 자원을 통해 지식 구성에 생산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을 고려하여 한 맥락을 조성해주어야 한

다.

첫째,교사는 학생들에게 활동에 한 안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옳고 그름을 가리는 정확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그들이 알고 있

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에 근할 수 있도록 사고를 진하는

분 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비록 학생들이 과학 으로 타당하지 않는

지식을 구성하더라도 과학 실행에 직 참여해보는 경험은 다른 유사

한 상황에서 다른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Hammer,2004).

이처럼 생산 인 이 이 형성되고 안정화되는 교실 분 기가 먼

구축된다면 교사가 과학 정확성의 방향으로 학생들을 이끌어갈 때 진

정한 과학 탐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소집단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인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교사는 학생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고,이에

히 반응할 필요가 있다.특히,생산 인 과학 실행을 지원하기

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단계 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구성 과정의 맥락에서 사고 질문이 개념 자원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역동 인 이 의 으로 악하 지만,생산

인 인식론 이 의 안정성과 치 짓기 이 의 역동성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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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하 다.추후

생산 인 인식론 이 의 안정성과 치 짓기 이 의 역동성이

유지되는 과정과 이러한 이 간의 상호작용 계를 밝히는 연구들

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이 에 반응 인 수업 환경 조성에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차은,김희백(2016).과학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사고 질

문의 개념 자원 활성화의 이해:인식론 이 과 치 짓기 이

을 심으로의 제목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6권 3호에 게재된 논문을 재

구조화하여 제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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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oleofWondermentQuestionsRelated

toActivationofConceptualResourcesin

ScientificModelConstruction

FocusingonStudents'Epistemological

FramingandPositionalFraming

Lee,Cha-Eun

BiologyEducationMajor

DepartmentofScience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istoexplorehow students'epistemological

framing and positional framing affect the role of wonderment

questionsrelated totheactivation ofconceptualresourcesand to

investigatewhatcontextsaffectstudents'framingsduringscientific

modelconstruction.Fourstudentswereselectedasfocusgroupand

they participated in collaborative scientific modelconstruction of

mechanisms relating to urination.According to the results,one

student whose framings were "understanding phenomen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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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ator" asked wonderment questions,but the others whose

framingswere"classroom game"and"non-respondent"werenotable

toactivatetheirconceptualresources.However,they wereableto

activate their conceptual resources when they shared the

epistemologicalframing of"understanding phenomena"and shifted

between the positionalframings of"facilitator" and "respondent."

Althoughtheywereabletoactivatetheirconceptualresources,these

activatedresourceswerenotabletocontributetotheirmodelwhen

theyshiftedtotheframingsof"classroom game"and"receiver."In

contrast, when students constantly shared an "understanding

phenomena"framinganddynamicallyshiftedbetweentheframingsof

"facilitator"and "respondent,"they were able to activate various

conceptualresourcesanddeveloptheirgroupmodel.Thestudents'

framings were affected by the contexts.These included:when

students were confronted with cognitive difficultiesand were not

provided properscaffolding;when the teacherplayed the role of

answerproviderandguidedtheactivitywithcorrectness;whenthere

wereseveralpossibleexplanatorymodelsthatstudentscouldchoose

from;andwhentheteacherplayedtheroleofthoughtfacilitator.

This study contributes to supporting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sforproductivescientificmodelconstruction.

keywords:Framing,Epistemologicalframing,

Positionalframing,Wondermentquestion,Conceptualresources,

Scientificmodel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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