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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먹이 그물 모형 구성하기를 할 때 겪는 어

려움과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교사 질문 단서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의 학생과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수업 내용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과학 수업에 있는 ‘먹이 그물’을 주제로 한

모형 구성하기 과학 수업에서 이루어진 담화를 조사·분석하였다.

학급 전체 수업 뿐 아니라 소집단의 담화 내용을 각각 녹화, 녹음

한 뒤 전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생들은 먹이 그물 모형 구성하기 중 모형 생성,

모형 평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교사는 절차적, 정교화, 반

성적 질문 단서를 통해 학생의 어려움을 도왔고 이는 학생의 현상

기반 추론, 관계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이 모형 구성 과정에

서 절차적 어려움을 겪을 때 교사는 반성적 질문, 절차적 질문 단

서를 사용하여 학생이 절차적 전략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도왔으며, 학생이 모형 구성 과정에서 개념적 어려움을 겪을 때

반성적 질문 단서를 사용하여 학생이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도록

도왔다. 또한, 학생이 모형 구성 과정에서 사고적 어려움을 겪을

때 반성적, 정교화 질문 단서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현상 기반 추

론, 관계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을 하도록 촉진하였다. 교사의

이러한 절차적, 정교화, 반성적 질문 단서는 학생의 어려움을 도와

주어 학생의 모형 구성 과정인 모형 생성, 평가, 수정 단계를 순환

하도록 하여 모형의 정교화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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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과학교육계는 모형 구성하기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chwarz et al., 2009; Windschitl et al., 2008). 왜냐하면 첫째로, 과학

수업 중 학생의 모형 구성하기는 그들이 과학 교육에서 강조하는 핵심

모형을 더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Lehrer & Schable,

2006), 둘째로 학생이 과학적 지식을 구성하면서 과학의 본성적 측면을

학습하도록 해주며(Chiu & Lin, 2005; Coll et al., 2005; Duit &

Treagust, 2003; Gobert, 2000),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과학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Greca & Moreira, 2000; Harrison &

Treagust, 2000; Justi & Gilbert, 2002). 그러므로 모형 구성하기는 과학

교육에서 과학적 지식, 과학적 태도, 과학적 방법에 대한 학습을 돕는 역

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Hudson, 1992).

한편, 모형 구성하기는 탐구 수업의 하나로써 복잡한 과정(complex

process)을 가진다. 왜냐하면 모형 구성하기는 시작 질문에 대한 탐색,

해결해야 하는 문제나 현상을 조사(investigation)하기, 문제나 현상에 대

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기, 증거를 찾기, 설명을 구성하기,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평가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과정이기 때문

이다. 또한 모형 구성하기는 과학적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 배경지식을

떠올리는 것, 과학적 추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

는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모형 구성하기는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이나

자연 현상을 설명하게 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지식, 과학적 사고, 과학적

방법 등을 요구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Schwarz et al., 2009). 선행 연

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과학적 추론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발달시키는 지

식 구성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처한다고 한다(Krajick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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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tana et al., 2004; Reiser, 2004). 이들은 모형 구성하기가 학생들에

게 쉽지 않은 과정임을 밝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의 어려움과 이

에 따른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

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았으

므로 모형 구성하기 과정 중 한국 학생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형 구성하기에서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이 때 교사가 어떻게 도움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먹이 그물 모형 구성하기 중 학생의 어려움이 어떤 것

인지를 밝히고 학생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교사 질문 단서의 역할에 대해

서 연구하려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먹이 그물 모

형 구성’을 할 때 어떠한 어려움에 겪는지와 그 상황에서 교사의 질문

단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며, 교사 질문 단서의 도움으로 학생들은 어떻

게 어려움을 벗어나는지를 하나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하려 한다. 그러

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갖는다.

첫째, 먹이 그물 모형 구성에서 초등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둘째, 먹이 그물 모형 구성에서 초등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교

사 질문 단서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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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학생들이 ‘먹이그물 모형 구성’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교사 질문 단서가 학생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를 깊이

있고 풍부하게 연구하기 위한 질적 사례 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한 학

급의 6개의 소집단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공간과 시간 맥락에 있는 소집단에 대해 연구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모

든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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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과학교육에서 모형

1.1. 모형, 모형 구성하기, 정신 모형과 표현 모형의 관계

모형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다. Boulter & Buckley(2000)는 모

형이란 자연 현상을 나타낸 물체, 사건, 과정, 시스템, 아이디어라고 정의

한다. Greca & Moreira(2000)는 모형이란 현실의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되며, 명시적인 요소들로 표상되지 않으나 현상을 설명하는 특성들

로 표상된 것들이 어떠한 관계를 이루는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한다.

Hestenes(2006)는 모형이란 어떤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설

명 체계라고 정의한다. Harrison & Treagust(1996)는 모형이란 3차원 구

조, 등식, 다이어그램, 비유, 메타포, 그림, 아이디어와 시뮬레이션과 같은

과학적 현상의 상징적인 다양한 범위의 표상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

모형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이 모형 구성하기이며 모형 구성하기에 대한

정의 역시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Justi & Gilbert(2002)는 모형 구성

하기란 학습자가 과학적 지식을 적절하게 표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

의한다. Harrison & Treagust(2000)는 모형 구성하기가 자연 현상을 설

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표상으로써 시스템을 추상화시키고 단순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Schwarz 등(2009)은 모형 구성하기가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요소들 간의 관계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법칙

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Kawasaki 등(2004)은 모

형 구성하기가 학생들이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과학적 추론인 현상 기

반 추론, 관계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을 사용하여 과학적 지식과 법

칙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모형 및 모형 구성하기의 정의는 학

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들의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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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형 구성하기는 학생들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과학적 지식

을 구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대한 표상이나 법칙을 구성해 나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는 점이다.

학교 수업에서 교사는 과학적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과학에서

다루는 현상이나 이론들과 연계 짓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마

음속에서 구성하는 ‘정신 모형’과 그것을 통해서 글과 그림, 말로 나타낸

‘표현 모형’ 사이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연 현상이나 현

상 이면에 있는 시스템적인 과정을 마음속에 표상하여 ‘정신 모형’으로

구성하고, 이것을 ‘표현 모형’으로 나타내면서 자신이나 다른 학생의 ‘정

신 모형’의 형성이나 그 발달 과정에 도움을 준다. 또한 ‘정신 모형’을

‘표현 모형’으로 나타내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하면서 목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정교화 한다(Boulter & Buckley, 2000; Gilbert & Ireton, 2003;

Schwarz & Gwekwerere, 2007).

Kleer & Brown(1993)은 ‘정신 모형’의 구성을 두 단계로 나눈다. 첫 번

째 단계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요소간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

는 시스템을 그려보는 것, 두 번째 단계는 기초적 작동 원리나 일반적

과학 원칙에 기반하여 인과적 모형을 실행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

떻게 자전거가 움직이는지를 ‘정신 모형’으로 구성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 자전거 운행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것들의 관계를 그려

본다. 또한 휠, 폐달, 체인 등의 요소들을 나타내고 휠 크기와 체인 간의

관계 등을 표상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운행

하는지 인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폐달에 전달되어야 하는 힘과 얻어진

속력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를 실제 학습 상황에 적용한다고 하였을 때 학생들은 특정 자연 현

상, 데이터, 그림, 도표 등의 자료를 통해 마음속에서 그들의 정신 모형

을 구성한다. 학생들이 구성한 ‘정신 모형’은 실제, 가설로의 정신적인 표

상으로 이것을 다시 말이나 글쓰기, 그림을 통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사

에게 나타냄으로써 ‘표현 모형’을 구성한다. ‘표현 모형’을 통해 학생들과

교사는 ‘표현 모형’을 수정하거나 정교화 하여 그들이 동의한 ‘합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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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이 ‘합의 모형’을 다시 ‘정신 모형’으로 구성한다.

학생들은 ‘정신 모형’에서 ‘표현 모형’으로, ‘표현 모형’에서 ‘합의 모형’으

로, ‘합의 모형’에서 ‘정신 모형’의 순서로 모형이 구성되는 연속적인 순

환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모형을 구성한다(그림 1).

그림 1. 정신 모형, 표현 모형, 합의 모형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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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모형 구성하기의 과정

Justi & Gilbert(2002)는 과학자들의 모형 구성하기 과정을 고찰하여

과학자들이 어떻게 모형을 구성하는지 다이어그램으로 제안한다(그림

2).

그림 2. 모형 구성하기 과정의 모형(Justi & Gilbert, 2002)

다이어그램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그들이 가진 경험, 모형 구성에 필요

한 자원인 데이터, 정보, 과학적 지식 등을 통해 정신 모형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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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은 정신 모형을 생성한 뒤 이것을 구체적인 표상으로 나타내며,

표상으로써 모형은 잠정적인 모형이며 실증적인 실험으로 증명되는 과정

을 거친다. 실험 과정을 거치면서 잠정적인 모형은 모형에 대한 범위와

제한점을 가지게 되고, 경험적 증거나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잠정적 모

형이 수정되기도 하며 거부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다이어그램은

모형 구성하기 과정이 정신 모형이 표현 모형으로 나타나고 표현 모형은

다시 실증적인 검증을 거치게 되며 이렇게 모형의 수정되어 가는 과정은

모형 구성하기 과정이 복합적인 비선형적 과정임을 보여준다. 또한 다이

어그램은 모형 구성 과정에서 모형이 적용되는 범위를 설정하고, 모형에

대한 제한점을 고려하기도 하는 요소들을 보여줌으로써 모형 구성 과정

이 과학자 커뮤니티 안에서 과학적 지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됨을 보여준

다.

Halloun(2006)은 모형 구성하기 학습 순환 과정(MLC)를 제안한다(그림

3). 모형 구성하기 학습 순환 과정은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의 모형을

구성하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이 학생들이 모형 구성하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학습하게 됨을 보여준다.

그림 3. 모형 학습 순환 과정(Hallou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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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구성하기 학습 순환 과정은 5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는 모형

탐색, 모형 예증, 모형 형성, 모형 전개, 포괄적인 합성으로 나뉘며 각 단

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다. 모형 탐색 단계에서는

모형 구성을 위한 주제를 선정한 후 모형 구성을 위한 증거들을 수집하

고 모형을 구성하고자 하는 상황과 범위를 정한다. 모형 예증 단계에서

는 탐색 단계의 증거들을 구체화하여 임시 모형을 구성하고 모형 검증을

위한 연구 방법을 설계한다. 모형 형성 단계에서는 연구 방법에 따른 연

구 결과 분석을 하여 초기 모형을 구성하고, 초기 모형을 통해 기본적인

예측 가능성을 조사한다. 모형 전개에서는 모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심화하여 모형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합성 단계에서는 모형 구

성하기 학습 순환 과정에서 구성된 모형들을 종합하는 과정이며 이 단계

에서 지금까지 구성한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모형 구성하기 학습

순환 과정은 모형 구성하기 과정이 계속적인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며 특

정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Clement(2009)는 과학자들의 모형 구성 과정을 분석하여 모형 구성하기

과정을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한다(그림 4).

그림 4. 이성주의적, 경험주의적 방법을 통한 모형 생성, 평가, 수정의 순환적

과정(Clement, 2009)

다이어그램에 따르면 모형 구성하기 과정에서 초기 관찰, 가능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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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들은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모형 생성의 자원이 된다. 이러한 자원

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모형을 생성하고 생성된 모형은 이성주의적 방

법으로 평가된다. 이성주의 방법으로 평가된 모형은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다시 평가되며, 이러한 단계를 거친 모형은 수정되거나 거부된다. 모형 생

성 단계에서 모형 수정 또는 거부 과정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 다이어그램은 과학자들이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이 자

연현상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설-연역적, 귀납적 방법으로 검증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형 구성하기의 과정은 연구자마다 정의가 다르고, 모형이 어떤 것인

가에 따라 모형 구성하기의 과정에 포함되는 요소와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모형 구성하기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들은 모형 생성, 모형

평가, 모형 수정 이라는 단계를 핵심 요소로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형 구성하기를 나타낸 다이어그램 중 모형 구성하기의 과

정을 선형적으로 나타내면서도 모형 구성하기의 핵심 요소를 모두 가지

고 있는 Clement(2009)가 정의한 모형 구성하기의 과정을 참조하여 모형

구성하기 과정에서 교사의 질문 단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연구하고

자 한다(그림 5).

그림 5. 학생의 모형 구성하기 과정(Clement, 2009)

2. 교사의 역할

2.1. 스캐폴딩(Scaff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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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폴딩은 보다 유능한 또래, 부모, 교사가 학습자에게 적절한 안내,

도움을 제공함으로서 인지발달을 돕는 역할을 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Vygotsky, 1978). 특히 과학 수업의 탐구 상황에서 교사의 스캐폴딩은

학습자가 배경지식을 떠올리기, 과학적 추론하기, 반성적 사고하기 등에

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적절히 도와주고 발달시키는 역할을 한다

(Schwarz et al., 2009). 즉, 교사의 스캐폴딩은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

거나 과제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인지적 능력의 발달을 돕는 것이며

(Wood, Bruner, & Ross, 1976), 과제 상황에서 교사가 학습자의 아이디

어를 탐색하고, 과제 활동을 구조화시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힌트를 제

공하거나, 특정한 제안을 하는 것이다(Bliss, 1996). 한편, Tomkins &

Tunnicliffe(2001)는 교사가 수업목표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학습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인지

적 발달을 위한 배려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다. 그리고 교사가

학습자에게 왜 스캐폴딩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스캐폴딩을 제공해야 하

는지, 언제 스캐폴딩을 제공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할 때 교사의 스캐폴딩은 학생의 인지적 발달을 촉진할 수 없다

고 한다.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질문 단서(Question

prompt)는 스캐폴딩의 주요한 형태이다. 학습자는 교사의 질문 단서에

반응하면서 과학적 지식을 구조화하며 이것은 학습자 사고의 본성에 영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교사 질문 단서의 목적은 학습자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학습자가 설명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기, 자신의 생각뿐만 아

니라 동료의 생각을 정교화하고 반성하기 등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질문

단서는 자신과 동료의 비합리적 관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증거

간의 긴밀한 관계를 구성하도록 하는 능동적 탐구 환경을 조력하는데 있

다(Chin, 2007; Erdogen & Campbel, 2008; Yip, 2004; von Zee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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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사 질문 단서의 역할

인지적 요건(Cognitive requirements)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내용-특이적 지식과 구조화된 지식이 모

두 필요하다. 내용-특이적 지식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특정 영역의 내용

지식으로 정보, 개념, 법칙, 원칙 등을 포함한다(Voss & Post, 1988;

Voss et al., 1991). 문제 해결의 전문가는 적절한 내용-특이적 지식을

사용하지만 초보자들은 적절하지 않는 내용-특이적 지식을 사용하여 문

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한다. 또한 문제 해결의 전문가들은 내용-특이

적 지식을 잘 구조화시켜서 기억한다(Voss & Post, 1988; Voss et al.,

1991). 내용-특이적 지식이 잘 구조화되어 있는 상태를 구조화된 지식이

라고 하는데 구조화된 지식은 정보들이 네트워크를 잘 이루고 있는 상태

를 말한다(Jonassen, Beissner, & Yacci, 1993). 따라서 잘 구조화된 지

식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는 대상, 상황, 사건, 과정 등과 같은 개념들이

상호작용을 잘하도록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잘 구조화

된 지식을 가진 학습자는 새로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해석하여 적절한

문제 해결 절차를 구성하고 문제 해결을 안내한다. 한편, 지식 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지 않는 학습자는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없다.

메타인지적 요건(Meta-congitive requirements)

내용-특이적 지식과 구조화된 지식이 부족할 때, 문제 해결 상황을 반

성해볼 수 있는 메타 인지적 능력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Pressley & McCormick, 1987). 성공적인 학습자는 문제 해결에 어떤

내용-특이적 지식이 필요하고 어떻게 내용-특이적 지식을 사용해야 하

는지 알고 있다. 메타 인지적 능력은 인지적 지식과 인지 조절 능력으로

구성되는데 인지적 지식이란 첫째,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학습자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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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점, 어려움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 둘째로 문제 해결

에 필요한 전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지식이다. 인지 조

절 능력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평가, 모니터링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Jacobs & Paris, 1987). Glaser & Chi(1988)는 문제 해결에서 인지

조절 능력을 사용하는 전문가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왜 그들이 이해에

실패하는지, 언제 해결 전략을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

다고 한다. 따라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습자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내

용-특이적 지식과 잘 구조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인지적 지

식과 인지 조절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된다.

교사 질문 단서의 역할

학습자는 인지적 요건인 내용 지식과 구조화된 지식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다. 또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인지 조

절 능력(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평가, 모니터링 능력)을 잘 사용하지 못

할 때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교사는 학생이 인지적 요건과

인지 조절 능력이 부족할 때 질문 단서 형태의 스캐폴딩을 통해 학생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다. Ge & Land(2004)는 학습자가 문제 해결 상황

에서 인지적 조건과 인지 조절 능력이 부족한 상황의 어려움을 겪을 때

교사가 도와줄 수 있는 스캐폴딩의 형태로 질문 단서를 범주화 하였다.

교사가 스캐폴딩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문 단서의 형태는 절차적

질문 단서, 정교화 질문 단서, 반성적 질문 단서의 형태로 나뉜다. 절차

적 질문 단서는 특정 내용 영역에서 학습자들이 인지적 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 단서이다. 그리고 정교화 질문 단서는 학생들

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게 하며 설명적 반응과 상위 수준의 사고

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질문 단서이다. 마지막으로 반성적 질문 단서는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계획하기, 평가하기, 모니터링과 같은 메타

인지적 능력을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질문 단서이다. 모형 구성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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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제 해결 과정과 유사하게 인지적 요건, 메타 인지적 요건이 중요하

므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위의 능력이 부족할 때 문제 해결에 어려움

을 겪듯이 모형 구성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Ge & Land(2004)의 질문 단서를 사용하여 모형

구성하기 과정 중 초등학생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교사 질문 단서의 역할

에 대해서 연구하려 한다.

2.3. 모형 구성하기에서 교사의 스캐폴딩

학생들은 모형 구성하기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 과학 탐구 능력이 요구

되며, 과학적 추론이 적절히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인지적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모형 구성하기

과정 중 학생들의 모형 생성을 도와주는 교사의 역할은 도전적인 과업이

다(Schwarz et al., 2009). 왜냐하면 교사는 학생들의 모형 구성하기 과

정 중 학생들의 사전 과학적 지식이나 과학 탐구 능력, 과학적 추론 과

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부족한지를 인지하고 학생 수행의 각 단계에서 학

생들이 어려움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학생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는 모형 구성하기 중 교사가 학생

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를 보여준다. Fretz 등(2002)은 모형 구성하기 과

정 중에 학생들의 모형 구성하기를 도와주는 세 종류의 스캐폴딩을 제시

한다. 첫 번째는 ‘과정 지도’ 라는 것으로 교사는 학생에게 모형 구성하

기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지도함으로써 모형 구성하기 과정을 단순화

시키고 과정의 복잡성을 줄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텍스트 박스에

표현하기’로 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변수들의 고려와 변수 간 관계에 대

한 학생들의 추론을 표현하도록 도움으로써 학생들이 자연 현상에 대해

서 분석하고, 설명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테스팅’은 학생들에

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그들이 변수와 변수간 관계를 그래프나 수

식으로 쉽게 표현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교사의 스캐폴

딩은 교사가 학생이 현상의 비인과성(non-causal) 기작에서 인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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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al) 기작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관계 기반 사고에서 모형 기반 사

고로 전환하는 인지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Halloun(2006)은 모형 구성하

기 과정 중 교사의 스캐폴딩이 학생의 모형 구성하기 과정을 도울 수 있

었다고 밝혔는데, 교사는 담화 상황 중 학생들이 과학적으로 올바른 결

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결론 도출에 요구되는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거나 모형 구성하기 과정의 절차적인 방법을 지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Webb(1994)은 모형 기반 학습 중에 교사가 세

가지 방법의 스캐폴딩을 제공하도록 한다. 첫 번째 스캐폴딩은 모형 구

성하기 도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변수들을 쉽게 조작하여 그래프나

식을 구성하도록 돕고, 두 번째 스캐폴딩은 교사가 모형 구성하기 과정

에 직접적인 관여를 통해서 학생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며 마지막 스

캐폴딩은 교사가 모형 구성에 필요한 지식인 과학적 지식, 모형 구성하

기에 필요한 절차적 지식 등을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구조화 시켜주는 것

이다. Louca 등(2011)에 따르면 교사는 모형 기반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

이 생산적 담화를 하는지 비생산적 담화를 하는지를 파악하고 각 모형

구성하기 단계에 적합한 생산적 담화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해 볼 때, 교사는 학생의 모형 구성하기 과

정에서 학습 환경,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생의 과학적 지식, 모형 구

성하기에 필요한 인지적 기술과 전략, 과학적 추론을 도울 수 있는 스캐

폴딩을 적절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에서는 모형

구성하기 과정 중 교사의 스캐폴딩 전략으로써 질문 단서가 어떻게 학생

의 어려움을 도와 모형 구성하기 과정을 원활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연구

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2.4. 모형 발달을 돕는 교사의 스캐폴딩

모형 구성하기는 소집단 논의를 통한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추론의 공

유를 포함하는 과정이며 학생들은 과학적 추론을 통하여 그들만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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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해 나간다. 학생들이 과학적 추론을 통하여 모형을 구성하기 위

해서는 과학적 추론이 일어나게끔 하는 상황이 마련되어야 하며, 과학적

추론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이 과학적 추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조력하는 역할을 필요가 있다. Clement(1989)는 모

형의 발달 과정 중 학생과 교사가 모형을 공동으로 구성해 나갈 때 교사

가 어떠한 스캐폴딩을 학생에게 제시하였는지를 보여준다(그림 6).

그림 6. 모형 발달, 스캐폴딩, 모형 공동 구성의 시각화(Clement, 1989)

그림 6에서 학생들과 교사는 모형을 공동으로 구성해 나가는 주체이다.

또한 학생들과 교사는 M1에서 M4까지 모형을 점차 발달 시켜 나간다.

초반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인 -x, -y를 더하여 M1이라는 모형을 구성한

다. 다시 교사는 빠진 개념이 없는지를 물어보고 학생은 +a의 개념을 추

가하여 M2라는 모형을 구성한다. 이후 교사는 학생에게 -x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z를 추가하도록 질문한다. 이런 방법으로 교사는 학생에게 연

속적인 스캐폴딩을 제시하여 M4라는 모형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다. 즉, 교사는 학생에게 교사는 학생들이 모형에 필요한 개념들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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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오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스캐폴딩을 제공함으

로써 학생들의 모형 발달을 촉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모형은 학생

이 구성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 모형이 있음을 제시하며, 교사는 학생이

목표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념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

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모형은 교사가 학

생이 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적절한 개념을 사용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

해서는 도와줄 수 있지만, 모형 구성하기를 도와주는 절차적 전략, 과학

적 추론의 과정을 도와주는 교사의 역할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을 드러낸다.

Khan(2002)은 분자의 운동에 대한 화학 수업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의 참여로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학생의 모형

구성하기 과정은 모형을 표현하기, 모형의 질을 높이기, 모형 평가하기로

나눠지며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과 모형을 공동으로 구성한다(그림

7).

그림 7. 모형 구성에서 교사-학생의 공동 참여(Khan, 2002)

첫 번째 단계로 모형을 표현하기 단계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사전 지식

을 이용하여 분자의 운동에 대한 초기 모형을 표현한다. 학생들은 분자

구조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모형을 왜 이렇게 구성하였는지에 대해

서 설명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모형을 표현하는 활동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의 사전 지식과 화학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단계인 모형의 질을 높이기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모형을 설명하는 변수들과의 연관성(예 - 변수 A가 상승

하면 변수 B는 하강한다)을 공동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신 모형

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 교사의 역할로는 a) 모형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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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변수를 추가하기 b) 모형 안에서 수정된 설명을 모형을 설명하는

관계에 추가하기 c) 학생들이 구성한 분자의 운동에 대한 그림을 수정하

기 d) 학생의 사전 지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주기가 있다.

마지막 단계인 모형 평가하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그들의 모형을 실험

결과를 통해 평가하면서 그들의 모형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이 때 교사는

학생이 구성한 모형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해 학생들이 수행한 실

험에 대해서 모형을 통하여 설명을 해보라고 요청한다. 이 모형은 교사

가 학생의 모형 구성하기를 잘 수행하도록 모형 구성하기의 전반적인 과

정 안에서 적절한 안내를 해줘야 한다는 측면을 보여주지만, 학생이 모

형 구성하기를 할 때 특정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한계점이다.

Numez 등(2002)은 교사가 학생의 정신 모형을 발달 시켜 나가는 과정

에서 교사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그림 8). 그림은

M1에서 M3까지 모형이 발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모형이 발달 되어

갈 때 모형은 변화 또는 수정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 동안 교사는

모순되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스캐폴딩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모형의 발

달을 도와준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모형에 제한점을 제시하기도 함으

로써 모형의 발달에 관여한다.

그림 8. 모형의 발달(Numez et al., 2002)



- 19 -

교사의 전략은 학생들에게 목표 모형에 대한 답을 연기하고(defer), 학

생들이 스스로 그들의 모형을 평가하고 수정하도록 돕는다. 이 모형은

학생의 모형 구성을 도와주는 전략으로써 모순되는 질문을 제시할 수 있

다는 방법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모형은 학생이 모형을 구

성하는 과정에서 목표 모형에 얼마만큼 다가갔는가를 교사가 판단하고

이를 통해 목표 모형 구성에 필요한 개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교사의 역

할만을 보여준다는 점이 한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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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 27명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였

다. 학생들의 학업수준은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에 해당하였다. 학급에는

학업 수준이 높은 학생, 중간 정도의 학생, 낮은 학생들이 골고루 분포하

고 있다.

수업을 담당한 교사는 인천 소재의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교육 경력 4

년차의 남교사이다. 그는 발령 초기에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경험하며

학생 지도에 힘겨워 했으나, 그 이후 6학년 담임교사로 교육경험을 쌓으

면서 현재는 학생들을 잘 이끌고 수업 내용도 잘 지도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는 연구자와는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2년간 같은 학교에 있

으면서 학생들을 지도해온 사이이며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사회적 구성

주의의 시각을 반영하여 수업 내용을 안내하려고 노력해왔다. 그가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중요한 이유는 연구자의 시각을 잘 이해하고 수업을 수

행할 수 있는 적합한 교사이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 학급은 27명으로 6개의 소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소집단은

4-6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업수준과 태도를 고려한 이질 집단으로 구성

했다. 다음은 학급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았던 자리 배치이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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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학생 자리 배치도

2. 수업 내용

본 수업은 2012년 6월 1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 이루어졌다.

수업 내용은 6학년 1학기 과학 교과서 4. 생태계와 환경 중 3차시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수업이었다. 수업 전 연구자는 학생들이 카메라와 녹

음기로 인하여 평소 모습대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최소화하기 위

해 사전에 여러 차례 학교를 방문하여 다른 교과 수업 시간에도 카메라

와 녹음기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카메라와 녹음기에 익숙해지도록 노출시

킨 후 본 수업 때 최대한 학생들이 방해받지 않고 수업에 임하도록 노력

하였다.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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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먹이 그물 모형 구성 수업 내용

시간 학습 내용 세부 내용 수업 형태

시작 전
생태계송

부르기

교사는 수업하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생태계송을 따라하게 함으로써 학생들

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전체 학습

0-2분
사전 내용

복습

학습했던 생태계 개념인 무생물, 생물,

생산자, 소비자 등에 대해 교사가 설명

한다.

전체 학습

2-5분 먹이 사슬
먹이 사슬 개념 설명을 듣고 먹이 사슬

개념을 이해한다.
전체 학습

5-8분

먹이 사슬

구조 모형

구성

학생들은 실험 관찰 부록에 있는 ‘생물

카드’들을 사용하여 소집단에 먹이 사슬

구조 모형을 구성한다.

소집단 학습

8분-10분

먹이 그물

모형 구성

방법 설명

하기

교사는 학생들에게 도화지 2장과 매직

펜, 투명테이프 등을 나누어 주고 실험

관찰 부록에 있는 생물 카드들을 가지

고 먹이 그물 구조를 구성하고 그들이

만든 먹이 그물 구조 모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들만의 이론을 도화지에 작

성해보라고 설명한다.

전체학습

10분-28

분

먹이 그물

구조 모형

구성하기

학생들은 주어진 준비물(생물 카드, 도

화지, 매직펜, 투명 테이프 등)을 사용

하여 소집단 토의를 통해 그들만의 먹

이그물 구조 모형을 구성한다.

소집단학습

28분-35

분

먹이 그물

모형에서

일반화된

개념 작성

하기

학생들은 그들이 구성한 먹이 그물 구

조 모형을 통해 일반화된 개념을 구성

한다.

소집단학습

35분-40

분

일반화된

개념 발표

하기

학생들은 먹이 그물 모형에서 일반화된

개념을 발표하여 교사와 동료들의 평가,

수정을 받는다.

토론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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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시작하기 전 교사는 학생들에게 생태계 송(LG 사이언스홀 홈페

이지)을 들려주며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는(engaging) 분위기로 유도하

였다. 생태계 송은 가사가 쉽고 멜로디가 어렵지 않고 재미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따라 불렀다. 노래 부르기가 끝난 후 수업이 시작하면 교사

는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킨 뒤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 생태계 개

념인 무생물, 생물,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설명을 복습하였다. 복습의 형

태는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교사와 학생이 서로 묻

고 답하는 형태였다. 복습 이후에는 먹이 사슬에 대한 개념을 교사가 설

명하였다. 먹이 사슬 개념 설명은 설명식 수업이었고, 학생들은 이해한

먹이 사슬 개념을 바탕으로 ‘생물 카드’를 가지고 먹이사슬 모형 구조를

직접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먹이 그물 모형 구성’에서 6학년 1학기 실험

관찰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생물 카드’를 사용하였다. ‘생물 카드’는

총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풀, 나무, 다람쥐, 토끼, 개구리, 뱀, 족제

비, 참매, 참새, 거미, 무당벌레, 진딧물, 벌, 나비, 사마귀, 풀무치, 송충

이, 직박구리, 지렁이, 버섯’을 상징하는 사진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이

생물 카드들을 ‘먹이 사슬 및 먹이 그물 모형’을 구성할 때마다 사용하였

다. 먹이 사슬 구조 모형으로 만들어 본 이후 학생들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후 18분 동안 ‘먹이 그

물 구조 모형’을 주어진 ‘생물 카드’를 가지고 구성하였다(그림 10). 학생

들은 주어진 ‘생물 카드’를 가지고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구성하기 위

해 소집단 토의를 통해 모형을 생성, 평가. 수정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후 13분 동안 학생들은 그들이 직접 구성한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통

해 먹이 그물 모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있는 그들만의 일반화된 개념을

4절 도화지에 표현하였다(그림 10).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그들

이 구성한 개념들을 생성, 평가,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그들만

의 개념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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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먹이 그물 모형 구조 구성과 이에 따른 일반화된 개념 표현

3. 자료 수집과 분석

연구자는 수업 내용을 녹화 및 녹음 하였으며, 특히 소집단의 모형 구

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집단 활동을 소집단별로 녹화하고 녹음하였다.

녹화, 녹음한 자료를 모두 전사하였으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구성한

먹이 그물 구조 모형과 이에 따른 그들만의 일반화된 개념을 표현한 자

료들 모두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 자료의 다양화를 꾀하였다. 교사와 학

생들의 대화는 전사본으로 만들어 대화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교사와 학

생들의 담화, 학생의 모형 산출물과 이에 따른 그들만의 일반화된 개념

을 표현한 자료 모두 분석에 포함하여 학생이 ‘먹이 그물 구조 모형’ 구

성과 이에 따른 그들만의 일반화된 개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질

문 단서가 학생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Driver 등(1996)은 과학에서 학생의 인식론적 추론의 형태가 현상 기반

추론, 관계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고 하였고

(표 2), 한문현과 김희백(2012)은 초등학생이 먹이 그물 모형을 구성할

때 현상 기반 추론, 관계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을 사용하여 먹이 그

물 구조 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그들만의 일반화된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이 먹이 그물 모형에 대한 모형 구성에서

과학에서 학생의 인식론적 추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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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과학에서의 학생의 인식론적 추론(Driver et al., 1996)

추론 유형 과학적 탐구 형태 설명의 본성 설명과 묘사와의 관계

현상

기반

추론

현상에 초점 두기

⦁현상의 관찰이 탐구가
됨. 즉. ‘관찰하고 보기’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여
그 결과 행위를 관찰할 수

있다.

기술로서의 설명

⦁현상의 기술: 기술과
설명 간의 구별 없음.

구별 안함

⦁현상에 대한 기술과 설명
사이의 명확한 구분이

없음.

관계

기반

추론

변수와의 상관관계 짓기

⦁설명을 찾아내기 위해
현상들의 행위에

관여하거나 계획된 관찰이

필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

-현상에 대하여 조절된

관여 예)fair test

-영향력 있는 변수들의

정의

-조건들과 연관된 산출물

경험주의적 일반화

⦁관찰가능한 현상의
특징들 사이의 관계가 설명

이런 관계의 형태들: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선형적 인과 계열

⦁대안적 가능 변수들
인정.

그러나 하나의 관계성만

진실이라고 간주.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연적 혹은 대안적

변수들은 고려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음.

귀남적인 관계

⦁기술과 설명은
구별된다고 인식하지만

둘다 동일한 범주의 언어

사용 즉. 관찰 가능하고/

가질 수 있는 특성을 언급.

⦁설명은 데이터로부터
출현되는 것으로 보고 ;

데이터와 동일한 범주의

언어로 표현되고 상황들의

특성간의 관계성을 표현.

⦁이론과 증거 사이의
관계는 문제시 하지 않으며

이론은 ‘증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모형

기반

추론

이론을 평가하기

⦁탐구는 증거에 기반한
이론 혹은 모형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함.

⦁이론적 지식과 자연 현상
간의 관계성이 문제시됨을

인식함.

모형 구성하기(Modeling)

⦁이론과 모형은
확정적이지

않음(conjectural).

⦁설명은 정합성을 지닌
스토리로서 이론적 실체로

상정된 것을 포함.

⦁설명은 관찰과 이론적
실체 사이의 불연속성을

포함한다.

⦁다중적 모형의 가능성
인정됨.

가설-연역적 관계

⦁기술과 설명 사이의
명확한 구분

⦁설명을 제안하는 데는
관찰한 것 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적 특징에

대한 다양한 범주의 이론적

실체에 관한 고안물이

포함됨을 인식

⦁설명은 관찰된
데이터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음.

⦁이론의 잠정적 지위의
인식; 이론이 맞는다고

결코 확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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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주는 학생들이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그들

만의 일반화된 개념을 구성할 때 어떠한 추론을 통해 학생들이 모형을

구성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도구로 사용하였다.

한편, 학생들은 먹이 그물 모형 구성하기에서 과학적 지식, 모형 구성하

기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지적 기술을 사용하는 것, 먹이 그물 구성 전략

과 과학적 추론을 사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연구자는 학생의 모형 구

성 과정 중의 어려움을 범주화 하고 학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 교사가 어

떠한 질문 단서를 통해서 어려움을 도와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Ge &

Land(2004)의 교사 질문 단서의 역할이라는 범주를 사용하여 분석하려

한다(표 3). 교사의 질문 단서는 학생들의 어려움에 어떤 역할을 하여 학

생의 어려움을 도와주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표 3. 모형 구성하기에서 교사 질문 단서의 역할

질문 단서 역 할

절차적 질문 단서

절차적 질문 단서는 모형 구성하기에서 학습자들

이 모형 구성하기 각 단계의 인지적 전략을 생각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 단서이다.

정교화 질문 단서

정교화 질문 단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

기 해보게 하도록 하며 설명적 반응과 상위 수준

의 사고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질문 단서이다.

반성적 질문 단서

반성적 질문 단서는 학생들이 모형 구성하기에서

계획하기, 평가하기, 모니터링과 같은 메타 인지적

요건을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질문 단서이다.

본 논문의 초안을 작성한 후 수업을 담당하였던 교사에게 읽도록 하여

자료의 신뢰성과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 받았으며, 학교 교사 경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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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차인 과학 교육 전공자의 검토를 통해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연구 목적에 적합한 수업이 이루어 졌으며, 분석 결과가

학교 현장의 교실 수업 상황을 잘 반영하였다고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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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논의

1. 먹이 그물 모형 구성에서 나타난 초등학생들의 어

려움

학생들은 먹이 그물 모형 구성에서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

여주었다. 학생들의 먹이 그물 모형 구성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는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구성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통해 그들만의 일반화된 법칙을 표현하는 단계이다.

이 두 단계는 각각 모형 생성, 모형 평가, 모형 수정 단계로 나뉜다. 학

생들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 구성 중의 모형 생성, 모형 평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나타내었고, 이를 통한 그들만의 일반화된 개념을 표현하는 과

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모형 생성, 모형 평가 과정 중 어려움을 보여주었

다. 연구자는 각 모둠에서 발생한 교사와 학생 간의 담화를 분석하여 나

타난 학생의 어려움을 범주화 하였다(표 4). 표4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 구성 단계와 일반화된 개념 표현 단계의 모형 생

성, 모형 평가 단계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먹이 그물 구조 모형 구

성 단계는 학생들이 생물 카드를 4절 도화지에 배열하고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화살표로 연결하는 단계이며, 일반화된 개념 표현 단계는

학생들이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구성한 것을 바탕으로 이 모형에서 발

견할 수 있는 일반화된 개념을 소집단에서 토의하여 4절 도화지에 문장

으로 표현해 보는 단계를 말한다. 한편, 모형 구성하기 과정 중 나타난

학생들의 어려움은 절차적 전략 상의 어려움, 개념적 어려움, 사고적 어

려움으로 범주화 되었다. 절차적 전략 상의 어려움은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방법을 기억해내지 못하거나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이었

다.



- 29 -

모형 구성

단계

모형 구성

과정

어려움

범주
학생들의 어려움

먹이

그물

구조

모형

구성

모형

생성

절차적

전략

먹이 그물을 만들기 위해 생물 카드들을 어떻게

배열해야 하는지 어려워함

생물 카드를 무작위로 배열하면서 생물 카드들

사이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표시하는 것을 어려워 함

개념적
특정 생물들을 1차 소비자 또는 2차 소비자라고

규정함

사고적 생물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연결 하지 못함

모형

평가

절차적

전략

생물 카드들 사이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표시하지 않음

생물 카드들 사이에 단 하나의 상호작용만

나타냄

일반화된

개념 표현

모형 생성
절차적

전략

일반화된 개념을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잊어버림

모형 평가 사고적
생물들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단순한 지식

수준 정도로만 표현함

표 4. 먹이 그물 모형 구성하기에서 학생들의 어려움

교사는 먹이 그물 모형 구성하기에 필요한 절차 상의 방법들을 수업 시

간 틈틈이 학생들에게 안내 하였으나 학생들은 교사의 안내를 기억해내

지 못하거나, 먹이 그물 모형 구성하기에 요구되는 절차적 전략들을 생

각해 내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개념적 어려움은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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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하는 과학적 개념이 아닌 올바르지 않은 개념을 통해 과학적 추

론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사고적 어려움은 모형을 구성하

기 위해서 요구되는 과학적 추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과학적 추론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경우는 모형 구성하기에 요구되는 현

상 기반 추론, 관계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을 수행하기 위한 증거들

이 부족하거나 모형 구성하기를 하기 위한 관계 기반 추론이나 모형 기

반 추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추론이 현상 기반 추론 정도

로 제한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절차적 전략 상의 어려움, 개념적 어려움, 사고적 어려움으로 범주화될

수 있었던 학생들의 어려움은 모형 구성하기 과정 동안 8개의 범주로 나

타났다(표 4). 첫 번째 어려움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생물 카드를 어떻게 배열해야 하는지를 어려워하는 경우였다. 학생에게

주어진 생물 카드는 총 20장 이었고 생물 카드는 주요 동식물들을 상징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학생들은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먹이 사슬을

구성하기 위한 3-4장의 생물 카드를 배열하여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수행하였지만 총 20 여장의

생물 카드를 배열하고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려고 할 때

는 학생들끼리 서로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어려움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 구성 중 생물 카드를 무작위로

배열하면서 생물 카드들 사이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표시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몇몇 학생들은 4절 도화지에 생물 카드 배

열을 위한 특정한 전략적 고려 없이 20장의 생물 카드들을 배열하였는

데, 생물 카드들을 배열한 이후 생물들 사이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표시

하기 위해 화살표를 나타내려고 할 때, 무작위로 배열된 생물 카드들 사

이로 어떻게 화살표를 나타내야 할지 몰라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 번째 어려움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 구성 중 특정 생물들을 1차 소

비자 또는 2차 소비자라고 단정 짓고 이러한 오개념을 가지고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구성하려고 하는 경우였다. 20개의 생물 카드들 중의 동물

들을 상징하는 카드들은 먹이 그물 구조에서 1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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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

는데 몇몇 학생들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들을

분류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이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

타내는 화살표를 표시할 때 먹이 그물 모형 구성을 하는데 있어 제한점

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 어려움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 구성 중 생물들 간 먹고 먹히는

관계를 제대로 연결 하지 못하는 점이 많이 관찰되었다는 점이다. 학생

들은 선행 지식을 통하여 몇몇 생물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학생들은 20여개나 되는 생물 카드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모

두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생물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추론해야 하였는데, 학생들은 생물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적절

히 추론해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교사에게 생물들 간의 관계를 연결 짓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제

대로 연결 하지 못하는 관계는 방치한 상태로 먹이 그물 구조 모형 구성

을 수행해 나가기도 하였다.

다섯 번째 어려움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 구성 중 생물 카드 사이의 먹

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였다. 학생들은

생물 카드들을 배열하는데 몰입한 나머지 생물 카드들 사이의 먹고 먹히

는 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를 보여주었다.

여섯 번째 어려움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 구성 중 생물 카드들 사이에

단 하나의 상호작용만 화살표로 나타내는 경우였다. 생태계에서 생물 간

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잘 반영하는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구성하려면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가능한 많이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몇몇 학생들은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는 화

살표를 한 개씩만 표현하여 생태계에서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에 대한 수많은

상호작용을 화살표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나타냈다.

일곱 번째 어려움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들만의

일반화된 개념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었다. 초등학생들의 수준에서 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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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 구조 모형을 구성하기까지의 과정이 여러 가지 전략과 과학적 추론

을 요구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학생들은 수업 시간

30분이 지나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수업 과제를 잊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였으며 상당수의 모둠이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통해서 일반화된 개념

을 표현해야 하는 과제 상황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났다.

마지막 어려움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들만의 일

반화된 개념을 단순한 사실 지식수준으로 표현하는 경우였다. 많은 경우

학생들은 그들만의 일반화된 개념 표현을 ‘토끼는 풀을 먹는다, 참매는

뱀을 먹는다, 메뚜기는 풀을 먹는다.’ 와 같이 먹이 그물 구조 모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면의 이론이나 법칙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기 보다는

‘특정 생물이 특정 생물을 먹는다.’와 같은 단순한 사실 지식을 표현하였

다.

그림 11은 학생들이 먹이 그물 모형 구성에서 겪었던 절차적 전략, 개

념적, 사고적 어려움을 나타낸 것인데, 학생의 어려움은 모형 생성, 모형

평가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므로 교사는 학생의 이러한 어

려움을 인지하고 지원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학생이 모형 구성하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학적 지식 부족만의 문제라기보다 학생이 닥친 어

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 필요한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먹이 그물 구조

모형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잘 연결

짓는 것이다. 즉,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잘 연결 짓는 것은 선행

지식의 문제만 연관되는 것뿐만 아니라 증거에 기반하여 생물들과의 먹

고 먹히는 관계를 적절히 추론하여 그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생물들 간

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연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먹이 그물

구조 모형에 사용하는 생물 카드들을 잘 배열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학

생들이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구성할 때 오개념이 나타난다면 이것을

과학적 개념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개념 변화가 필요한 상

황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개념 갈등 상황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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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먹이 그물 모형 구성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어려움

또한 과학적 추론이 일어나서 학생들이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잘 구성

하려면 현상 기반 추론, 관계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이 적절히 수행

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한문현과

김희백, 2012), 학생들은 추론을 위한 증거 부족, 적절한 과학적 추론을

수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보여주었고 이 때 교사는 학생의 어려움을 도

와줄 필요가 있다.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통하여 학생들이 일반화된 개념을 표현하는 과

정에서는 모형 구성하기 과정이 초등학생의 수준에 다소 복잡하고 어려

운 점들이 수업 시간이 많이 경과한 상황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이 일반화된 개념을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교사는 초등학생들의 과업에 대한 수준과 고려를

하여 적절한 수행이 제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통하여 학생들만의 일반화된 개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물들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표현할 때 단순한 과학적 사

실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도 학생들이 관계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을 하여 먹이 그물 구조 모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면의 법

칙, 이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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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먹이 그물 모형 구성에서 교사 질문 단서의 역할

2.1. 절차적 전략 문제를 돕는 교사 질문 단서

학생들은 총 20 여장의 생물 카드를 어떻게 배열해야 하는지를 어려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학생들의 어려움은 생물 카드를 배열하면서 동시

에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화살표로 나타내야 했기 때문에 이것

이 쉽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다. 행 1와 같이 학생 A는 “그냥 붙일까?”와

같은 말을 통해서 먹이 그물 구조 모형 구성을 위한 전략적 고려 없이

우선 붙여보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20 여개나 되는 생물 카드

를 적절히 배열하려면 학생들은 전략을 세워 생물 카드를 배열하고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생들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 구성을 위한 전략을 잘 고려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보였다. 이

때 교사는 행 2에서와 같이 “자,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 라는 절차적

질문 단서를 통하여 학생들이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구성할 때 생물 카

드를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안내 하였다. 그

러자 학생들은 행 4에서처럼 “아무데나 막 가져다가 붙이면 되지”라며

생물 카드를 배열하는 데에 대한 절차적 고려 없이 해결하려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었다. 교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행 5와 같이 반성적 질문 단

서를 주고 학생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

금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했다. 그리고 교사는 그냥 배열하려고 하면 이

것이 쉬운지, 어려운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게 한 뒤, 학생이 그냥 배열하

려고 하면 이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행 6), 교사는 이전

수업 단계인 먹이 사슬을 만들 때는 어땠냐고 묻는 반성적 질문 단서를

제시하였다(행 7).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먹이 사슬 모형을 만드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쉬웠음을 강조하며, 학생에게 쉬운 과제인 먹이 사슬

을 구성하게 한 후 그들이 구성한 먹이 사슬에 연결될 수 있는 생물 카

드들을 하나하나씩 배열해 나가는 것은 어떠한지를 묻는 절차적 질문 단

서를 사용하였다(행 9). 그리고 이후부터 교사는 학생들에게 생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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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먹히는 관계를 명료하게 하도록 정교화 질문 단서를 통하여 학생들

이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문제에 집

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행 10). 이렇게

학생이 먹이 그물 구조를 구성하기를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교사는 반성

적 질문 단서 통해 학생의 메타인지를 촉진하여 먹이 그물 구조 구성 전

략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절차적 질문 단서를 통해 먹이 그물 구조 구성

전략 중 하나를 제시하여 학생이 먹이 그물 구조 구성 전략을 선택하여

먹이 그물 구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학생들이 생물 카드들을 어떻게 배열해야 하는지 어려워하고 있음)

1 명승 : 그냥 붙일까?

2 선생님 : 자,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 먹고 먹히는 관계를(절차적 질문 단서)

3 우석 : 야, 지렁이를, 송충이를.

4 철민 : 야, 아무데나 막 가져다가 붙이고 옮기면서(생물카드를) 하면 되지.

(중략...)

5 선생님 :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어려워요? 쉬워요?(반성적 질문

단서)

6 우석 : 어려워요.

7 선생님 : 어렵죠. 아까 먹이 사슬 만들 때는 어땠어요? 좀 쉬웠죠?(반성적

질문 단서)

8 명승 : 네.

9 선생님 : 사슬 만들 때는 3-4 개 밖에 없잖아. 3-4 개를 만든 다음에 하나하

나씩 붙여 나가는 건 어떨까요?(절차적 질문 단서) 예를 들자면 자, 토끼풀이죠.

토끼풀 누가 먹어요?

10 우석 : 토끼가.

11 선생님 : 토끼가 먹으면. 토끼는 누가 먹죠?(정교화 질문 단서)

(중략...)

학생들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특정한 전략적 고려 없

이 생물 카드들을 배열하는 도중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

는 화살표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짐을 깨닫게 되었다(행 13-14).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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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를 나타내기가 어려워 졌다고 생각한 이유는 생물 카드들을 무작

위로 배열하였기 때문에 무작위로 배열한 생물 카드들 사이로 화살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화살표가 엉키고 꼬여져서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

계를 잘 나타낼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 행 17에서 교사

는 절차적 질문 단서를 통해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의 전략 하나를 제시하

였다. 교사는 주로 잡아먹히는 것들을 어느 한 쪽으로 몰아서 배치하면

화살표를 그리기가 더 낫지 않겠냐는 제안을 절차적 질문 단서의 형식을

통해서 제시하였다. 그 이후, 학생들의 어려움이 해결된 뒤 교사는 정교

화 질문 단서를 통해 학생들이 먹이 그물 구조 모형 구성 단계에서 해야

하는 핵심적 활동인 생물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에 다시 집중할 수 있도

록 안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행 19). 이렇게 학생이 생물 카드 배치

를 화살표를 연결하기에 어렵게 한 상황에서 교사는 절차적 질문 단서를

통해서 생물 카드 배치 전략을 제시하였고 학생은 교사의 생물 카드 배

치 전략을 선택하여 생물 카드 배치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2 아름 : 새가 메뚜기를 먹잖아.

13 가영 : 그러면 화살표를 이렇게(새와 메뚜기는 가장 멀리 떨어져 배열되어

있는 상황)

14 혁재 : 풀들이 가운데 있어서 힘들다.

15 선생님 : 주로 잡아먹히기만 하는 것들이 무엇이죠?

16 이경 : 풀, 나무.

17 선생님: 주로 잡아먹히는 것들을 아래나 위쪽에 배치하는 건 어떨까요?(절

차적 질문 단서)

18 아름 : 아... 좀 쉬워지겠다.

19 선생님 : 풀무치나 진딧물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정교화 질문 단서)

20 가영 : 진딧물은 나무에 있는 진액을 빨아 먹으니까 나무를 먹어요(현상 기

반 추론)

(중략...)

몇몇 학생들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에서 생물 카드들을 적절하게 배열

하였으나,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그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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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행 21은 교사가 학생이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그리고 있지 않음을 발견한 뒤 절차적 질문 단서를 통해 학생

이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그리도록 안내하였

다. 교사의 절차적 질문 단서 이후 학생들은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

계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그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행 23-24).

이렇게 교사는 학생이 먹이 그물 구조 모형 구성에 필요한 과제를 적절

히 수행하고 있지 않을 때 절차적 질문 단서를 통해 필요한 과제를 수행

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21 선생님: 화살표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어요?(절차적 질문

단서)

22 학생들 : 아! 네, 했어요.

23 유경 : 화살표, 내가 그릴꺼임.

24 정민 : 나비를 얘가 먹어. 사마귀가 얘를 먹냐? 이렇게 그릴까?

(중략...)

몇몇 학생들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구성하면서 생물 간의 먹고 먹히

는 관계를 표현할 때 단 하나의 화살표로만 연결 짓는 모형을 구성하기

도 하였다. 생태계 생물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잘 반영하려면 될 수

있는 한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의 수를 많이 표

현해야 하는데, 몇몇 학생들은 생물 카드 간 화살표를 하나씩만 나타냈

다. 학생들이 이렇게 화살표를 나타낸 이유는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

계를 추론해 내기 어려워했거나, 굳이 화살표를 풍부하게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행 26에서 교사는 이러한 상황을 발견한 뒤

반성적 질문 단서를 통해 생물들은 하나의 생물과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맺는다기 보다 다른 생물들에게도 먹거나 먹힐 수 있다는 제안을 하여

학생들이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리고 난 후 교사는 학생들이 뱀이 토끼를 먹을 수

있음을 나타내었지만 뱀이 다람쥐를 먹이로 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을 보

고 “뱀이 다람쥐를 먹을 수 있나요?”라는 반성적 질문 단서를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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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가 하나의 화살표 이상의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그 이후 교사는 행 31에서 족

제비의 경우도 하나의 화살표만 연결되지 않는다고 질문 단서를 사용 하

였고, 학생은 현상 기반 추론을 이용하여 족제비는 뱀을 먹기 때문에 토

끼도 먹는다고 말하였다(행 32).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생물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단선적으로 연결했던 모형 구성의 부족한 모습을 교

사는 반성적 질문 단서를 통하여 도왔고 학생들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먹이 그물 구조 모형에 필요한 추론의 과정으로 안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 (학생들이 생물 카드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하나만 표시하였음)

26 선생님 : 먹이 그물의 특징은 꼭 하나가 하나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물이 다른 생물들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닐까요? (반성적 질

문 단서)

27 선생님 : 예를 들어, 다람쥐가 있으면 뱀이 다람쥐를 먹을 수 있나요?(반성

적 질문 단서)

28 학생들 : 있어요.

29 선생님 : 있어요. 그러면 바로 칠해 버릴 수 있죠(칠하는 시늉을 함).

30 학생들 : 우오.

31 선생님 : 예를 들면, 족제비도 마찬가지로(반성적 질문 단서)

32 무성 : 족제비는 뱀뿐만 아니라 토끼도 먹어(현상 기반 추론)

(중략...)

교사는 모형 구성하기 과정 중 먹이 그물 구조 모형에서 발견한 그들만

의 일반화된 개념을 표현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먹이 그물 구

조 모형 구성에만 집중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상

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야 할

과제를 모두 기억하고 수행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이

때 행 33 에서와 같이 ‘먹이 그물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제안

형식의 절차적 질문 단서를 제시하였다. 행 34에서 민정은 교사의 질문

단서를 듣고 먹이 그물 구조 모형에서 그들만의 일반화된 개념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후 교사의 제안으로 철수와 재영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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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일반화된 개념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즉, 교사는 학생들이 먹이 그

물 구조 모형을 통한 일반화된 개념을 표현하는 단계를 수행하고 있지

않을 때 절차적 질문 단서를 통해 학생들이 먹이 그물 구조 모형에서 그

들만의 일반화된 개념을 표현하도록 도왔다.

(학생들이 먹이 그물 구조 모형 구성에만 매달려 있다.)

33 선생님 : 먹이 그물은 다 완성한 것 같으니, 먹이 그물에 대한 특징을 한

번 써보는 게 어떨까?(절차적 질문 단서)

34 민정 : 먹이 그물의 특징이요?

35 철수 : 토끼는 아무 것도 안 먹는다.

36 재영 : 토끼는 풀을 먹는다.

(중략...)

모형 구성 과정은 학생이 그들이 마음 속에서 그린 정신 모형을 표현

모형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Boulter & Buckley,

2000). 수업 과정에서 학생은 그들의 정신 모형을 표현 모형으로 나타내

면서 그들의 정신 모형을 정교화 하지만, 표현 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절

차적인 전략은 다양하며, 다양한 전략의 선택 문제는 학생들이 어떠한

전략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결정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Webb(1994)은 학생의 모형 구성을 돕기 위한 절차적 방

법 지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학생이 컴

퓨터 소프트웨어에 있는 대로 따라가면서 모형 구성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모형 구성

의 절차적 전략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초등학생

들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표현 모형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그물형이나 위계적 그물형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

로 표현한다(한문현과 김희백, 2012). 또한 그물형, 위계적 그물형 먹이

그물 모형을 표현하는 절차적인 전략도 다양하다. 따라서 목표 모형에

도달할 수 있는 절차적인 전략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을 도와줄 수 있는 절차적 질문 단서를 교사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이 선택한 절차적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반성적 질문 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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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학생이 전략적 절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여 다른 효과적인

절차적 전략을 생각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2. 과학적 개념으로의 변화를 돕는 교사 질문 단서

몇몇 학생들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구성할 때 생물 카드의 효과적

배열을 위해서 생물들을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규정짓고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행 38에서 영준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 구성을 위

해서 생물 카드 중 토끼는 1차 소비자로, 뱀은 2차 소비자로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준이 오개념을 가지고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구성하

려고 할 때, 교사는 이를 발견하고 행 39 에서처럼 반성적 질문 단서를

통해 생물들이 먹이 그물 구조 모형에서 상황에 따라 1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2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이라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자 완희는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생물들을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구분하기 보다는 생산자와 소

비자로 나누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고(행 40), 이에 따라 학생들

은 생물들을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누어 배열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교사의 반성적 질문 단서는 학생의 오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하도록 도왔고, 학생들은 변화된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먹

이 그물 구조 모형을 구성할 수 있었다.

37 선생님 : 한 눈으로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야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8 영준 : 그러면 토끼는 1차 소비자, 뱀은 2차 소비자 이렇게 나누자.

39 선생님 :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반성적 질문 단서)

40 완희 : 그럼 생산자와 소비자로? 이건 생산자 아니죠?

41 선생님: 얘는 벌레지 않나요? 식물이 아니지 않나?(정교화 질문 단서)

42 찬수 : 얘는 소비자, 최종 소비자?

43 영준 : 위치는 달라지는 거니까. 우선 위쪽에 배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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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선생님 : 없는 거 말고 한 번 찾아보세요.

45 소정 :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중략...)

먹이 그물 모형의 개념은 과정-평형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Chi, 1992)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생태계 생물들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물처럼 얽혀 있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위의 대화처럼 몇몇 학생은 특

정 생물들을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제한을 하고 이에 따른 먹이 그

물 모형 구성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이 생태계에서 수많은 생물들

이 동시에 먹고 먹히는 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위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

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과학적 추론을 해야 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Clement(1989)는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이 오개

념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변화시키는 교사의 스캐폴딩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교사는 학생이 모형 구성을 위한 추론에 적절한 개념을 정립하

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절한 개념을 사용하도록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반성적 질문 단서를 제시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사는

학생이 도달해야 하는 먹이 그물 모형의 목표 모형이 생물들의 먹고 먹

히는 관계가 복잡하게 표현된 네트워크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먹이 그물 모형에 필요한 개념

을 정립하여 과학적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3. 과학적 추론을 돕는 교사 질문 단서

학생들은 많은 경우에서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잘 연결하지 못

하였다. 다음의 예는 학생들이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잘 연결하

지 못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행 46에서 성철은 교사에게 사마귀가 무당

벌레를 잡아먹는지 먹지 않는지 알지 못하여 질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마귀가 무당벌레를 잡아먹는지 아닌지 되물어 학생

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행 47). 그런 다음 교사는 사마귀가 무엇을 먹

고 사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정교화 질문 단서를 사용하였고, 학생들

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무치를 먹는다고 대답하였다(행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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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이에 사마귀는 메뚜기를 잡아먹을 수 있다고 대답하였는데(행

51), 이것은 교사의 정교화 질문 단서이기도 하고, 학생이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학생에게 추론을 돕는 증거를 제공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학

생이 사마귀가 무당벌레를 잡아먹는지 아닌지에 대한 현상 기반 추론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교사가 추론의 단서를 제공하자 현종

은 사마귀가 메뚜기와 같은 곤충을 잡아먹는 것으로 볼 때 비슷한 크기

의 곤충인 무당벌레도 잡아먹을 것이라는 현상 기반 추론을 통해 사마귀

와 무당벌레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연결하였다(행 53). 이러한 추론

과정을 통해 사마귀와 같은 육식 동물은 자신보다 크기가 작은 동물을

먹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자신보다 크기가 큰 개구리와 같은 육

식 동물의 경우에는 현상 기반 추론을 확장하여 잡아먹을 수 없다는 주

장을 하였다(행 55). 이렇게 교사는 학생이 생물간 먹고 먹히는 관계를

연결 짓기 어려워 할 때 정교화 질문단서를 통하여 학생에게 추론의 증

거를 제공하거나 추론을 촉진함으로써 학생이 현상 기반 추론을 통해 생

물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잘 연결하도록 도왔다.

46 성철 : 선생님, 사마귀는 무당벌레 먹어요?(학생의 어려움)

47 선생님 : 사마귀는 무당벌레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48 성철 : 모르겠어요.

49 선생님 : 사마귀는 뭐 먹고 살죠?(정교화 질문 단서)

50 학생들 : 풀무치?

51 선생님 : 사마귀는 메뚜기를 먹잖아요.(정교화 질문 단서/ 추론을 돕는 증거

제공)

52 현종 : 메뚜기를 먹으니까 무당벌레도 먹는다.(현상 기반 추론)

53 효주 : 사마귀는 메뚜기를 먹으니까 무당벌레도 먹어.(현상 기반 추론)

54 성철 : 그럼 사마귀는 개구리도 먹을까요?

55 수연 : 야, 개구리가 사마귀 먹지.

(중략…….)

다음의 사례도 생물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잘 연결 하지 못하는 학생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교사의 역할을 보여준다. 은경은 선생님에게 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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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끼를 잡아먹는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여 교사에게 질문을 요청하

였다(행 56). 교사는 은경의 질문을 받고 학생들에게 족제비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을 본 적이 있냐고 되물어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행

57). 이후 교사는 정교화 질문 단서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족제비가 다

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을 본 적이 있냐고 요청하자, 학생들은 족제비가

다람쥐를 먹을 수도 있다고 추측해보거나 족제비가 뱀을 잡아 먹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였다(행

58-60). 이후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시 정교화 질문 단서를 통해 족제비

가 닭을 잡아먹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학생들에게 추론의 근거를 제시

하였다(행 62). 학생들은 교사의 계속되는 정교화 질문 단서로 인해 족

제비가 토끼를 잡아먹는지 아닌지에 대한 추론의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

보할 수 있었고, 대화의 후반부에 이르러 경현은 관계 기반 추론을 통해

족제비는 뱀도 잡아먹고 다람쥐도 잡아먹기 때문에 토끼도 잡아먹힐 것

이라고 생각하여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올바르게 연결 지었다

(행 65).

생물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 구성

에서 핵심적인 활동이다. 학생들은 위의 대화처럼 생물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알지 못할 때 현상 기반 추론이나 관계 기반 추론을 통해서 생물

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추론 해내야 했다. 학생들은 생물의 먹고 먹히

는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나 단서가 부족하였고, 이러한 어려움을

확인한 교사는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학생들에게 물어봄으로써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킨 뒤, 학생들이 특정 생물의 먹고 먹히는 관계

를 연결 짓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계속되는 정교화 질문 단서를 통

하여 학생들에게 현상 기반 추론과 관계 기반 추론을 위한 단서를 제시

하여 학생들이 과학적 추론을 통하여 생물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정교화 하였다.

56 은경 : 선생님, 족제비가 토끼 잡아먹어요?(학생의 어려움)

57 선생님: 족제비가 토끼를 잡아먹을까 안 먹을까? 혹시 본 적 있어요?(학생

들의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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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학생들 : 아니오.

59 선생님 : 아니면, 족제비가 다른 동물 잡아먹는 것을 본 적 있어요?(정교화

질문 단서)

60 경아 : 다람쥐를 먹지 않아요?

61 가람 : 다람쥐는 모르겠는데, 뱀은 먹어.

62 선생님 : 예전에 선생님이 시골에 살 때 족제비가 닭을 잡아먹는 건 본 적

이 있어요.(정교화 질문 단서 / 추론을 돕는 증거 제공)

63 학생들 : 하하하(웃음)

64 선생님 : 잡아먹을까? 안 잡아먹을까?(정교화 질문 단서)

65 경현 : 토끼는 잡아먹히지. 뱀도 먹고 다람쥐도 먹잖아(관계 기반 추론)

(중략...)

한편, 학생들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구성한 뒤 이 모형에서 그들의

일반화된 개념을 표현할 때 ‘토끼는 풀을 먹는다, 족제비는 뱀을 먹는다’

와 같은 단순한 사실 지식의 수준으로 일반화된 개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을 발견한 교사는 행 66에서와 같이 먹이 그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론이나 법칙을 생각해 보라는 반성적 질문 단서를 통

해 학생의 사고를 촉진하였다. 교사의 반성적 질문 단서에 따라 지영은

토끼는 나무를 먹이로 하거나 풀을 먹이로 한다는 추론의 증거를 소집단

에게 제공했고(행 67), 태훈은 지영이 제시한 증거를 기반으로 관계 기반

추론을 통해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토끼는 채식주의자다.’와 같은 일

반화된 법칙을 나타냈다(행 68). 교사는 태훈의 일반화된 개념 표현을

정교화 시켜 ‘토끼는 초식 동물이다’와 같이 표현하면 어떻겠냐는 반성적

질문 단서를 제시하였고, 먹이 그물 구조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물

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는 상호작용과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화

살표의 방향도 생각해 보라는 반성적 질문 단서를 연속적으로 제시하였

다(행 69). 교사의 반성적 질문 단서 이후 병택은 관계 기반 추론을 통해

‘생산자는 식물이다’라는 일반화된 개념을 표현하였다(행 70). 또한 지영

은 먹이 그물 구조 모형에서 생물들의 관계를 파악한 뒤 관계 기반 추론

을 통하여 ‘1차 소비자는 곤충과 초식 동물이다’라는 일반화된 개념을 표

현하기도 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일반화된 개념 표현이 이어지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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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마음속에 구성한 먹이 그물 구조의 정신 모형을 통해 ‘생태계의 동

물들은 잡아먹히는 관계에 있다’는 모형 기반 추론을 하기도 하였다(행

74). 사례에서 보듯이 교사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중에 계속적인 반성

적 질문 단서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통한 일반화

된 개념 표현을 할 때 학생들의 관계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을 통하

여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그들만의 일반화된 개념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학생들이 단순한 사실 지식만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66 선생님 : 먹이 그물의 특징을 적을 때, 단순히 ‘뭐가 뭘 먹는다. 이런 걸 적

는 게 아니라 이 먹이 그물에서 나타나는 어떤 법칙 같은 거. 이런 걸 적으면

어떨까요?(반성적 질문 단서)

67 지영 : 토끼는 나무나 풀을 먹는다.

68 태훈 : 토끼는 채식주의자다.(관계 기반 추론)

69 선생님 : 음... 토끼는 초식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반성적 질문 단서) 또한, 상호작용, 화살표의 방향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어

떨까요?(반성적 질문 단서)

70 병택 : 생산자는 식물이다. 풀도 나무도 도토리도 다 식물이잖아.(관계 기반

추론)

71 지영 : 1차 소비자는 곤충과 초식 동물이다.(관계 기반 추론)

72 선생님 : 최상위 소비자의 경우는?(반성적 질문 단서)

73 태훈 : 음... 매는 잡아먹히지 않는다?(관계 기반 추론)

74 지영 : 결국 생태계의 동물들은 잡아먹히고 먹는 관계에 있다.(모형 기반

추론)

표 5는 학생들이 관계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을 통해서 먹이 그물 구

조 모형을 통해 그들만의 일반화된 개념을 글이나 말로 표현한 것들을 범

주화 한 것이다.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 또는 교사 질문 단서의 도움을 받

아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통한 그들만의 일반화된 개념을 명료화 하였으

며, 이것은 학생들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관계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

을 통해 그들만의 과학적 지식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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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먹이 그물 구조 모형을 통해서 추론한 학생들의 일반화된 개념 표현

개념의 범주 일반화된 개념 표현 추론의 종류

생산자에 대한

개념

생산자는 대부분 식물이다.

관계 기반 추론

생산자는 아무 것도 잡아먹지 않는

다.

소비자에 대한

개념

1차 소비자는 곤충과 초식동물이다.

3차 소비자인 참매는 먹히지 않는다.

거의 모든 소비자는 먹이가 여러 개

있다.

생태계에 대한

개념

약한 건 먹힌다.

모형 기반 추론

생태계는 서로 먹고 먹히는 곳이다.

생태계는 생물들이 복잡하게 상호작

용하는 곳이다.

생태계는 살아남아야 하는 서바이벌

이다.

생산자의 수가 제일 많고, 1차 소비

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로 갈수

록 수가 적어진다.

또한, 표 5는 학생들이 구성한 먹이 그물 구조 모형에서 추론한 일반화

된 개념을 범주화한 것이며, 학생들은 생태계의 생물들의 특성이나 생물

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설명하는 추상적 개념들을 관계 기반 추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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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기반 추론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관계 기반 추론을 통해 일반화된 개

념을 표현한 학생들은 생물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의 특성으로 나타냈다. 모형 기반 추론을 통해 일반화된 개념을 표현한

학생들은 먹이 그물 모형과 관련한 생태계의 특성을 표현했다. 현상 기

반 추론에 의해 일반화된 개념을 표현한 학생들은 ‘특정 생물은 특정 생

물을 먹는다’와 같은 표현으로 일관하였는데, 이것은 먹이 그물 모형 구

성에서 학생들이 현상 기반 추론만 사용하였을 때 목표 모형에서 요구하

는 생태계 생물들의 특성, 생물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추론하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Louca 등(2011)은 학생이 모형 구성에서 비생산적인 담화에 머무는 경

우 생산적인 담화를 하도록 교사가 스캐폴딩을 제공하여 모형 구성에 필

요한 추론이 일어나도록 돕는다고 한다. 또한 Fretz 등(2002)은 학생이

비인과적 사고에서 머물러 있을 때 인과적 사고로 전환하도록 교사가 스

캐폴딩을 제공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교사의 반성적, 정교화 질문 단

서의 도움으로 학생들이 관계 기반 추론과 모형 기반 추론을 통해 먹이

그물 모형을 구성한 것은 그들의 수행이 근접 발달 영역 안에 존재하며

학생의 인지적 수준에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과제임을 의미한다

(Vygotsky, 1978). Campbell 등(2012)은 모형 기반 학습에서 교사와 학

생의 메타인지적 담화가 모형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했다. 한

문현과 김희백(2012)은 먹이 그물 모형 구성하기에서 초등학생들은 관계

기반 추론과 모형 기반 추론을 통해 그물형, 위계형 먹이 그물 모형을

학생들 스스로 구성하였음을 밝혔는데, 학생의 추론이 현상 기반 추론으

로 제한되고 있을 때 반성적 질문 단서를 통해 학생이 추론을 관계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도 학생의 추론을 촉발시키기 위해 교사가 반성적 질문 단서를 통

해서 도울 때 학생의 메타인지가 촉발되고 그 이후 관계 기반 추론, 모

형 기반 추론을 적절히 수행하여 모형 구성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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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모형 구성하기 과정은 과학적 지식, 절차적 전략, 과학적 추론, 메타

인지 능력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수행하기 쉽지 않다. 초등

학생들은 먹이 그물 모형 구성하기 중 모형 생성 및 평가 과정에서 어려

움을 겪었으며 교사는 적절한 질문 단서를 통해 학생의 어려움을 도왔

다. 학생들은 절차적 전략 생성과 실행의 어려움, 개념적 어려움, 사고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교사는 이를 도우려는 전략으로 절차적, 정교화, 반성

적 질문 단서를 적절히 활용하여 학생의 어려움을 지원했다. 그리고 교

사의 질문 단서는 학생의 현상 기반 추론, 관계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

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학생이 모형 생성, 모형 평가, 모형 수정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순환하여 모형을 정교화 하도록 이끌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먹이 그물 모형 구성하기를 돕는 교사의 역할과 관련한

몇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교사는 소집단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역동(dynamics)을 잘 이해

하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먹이 그물 모형을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

서 공동으로 구성해 나간다면 학생들의 성향, 학업 성취도의 차이에 기

인한 자신감의 문제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모형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정 학생이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 비해 자신감이 없어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모형을 구성하게

된다면 공동으로 모형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

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소집단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역동을 잘

이해하여 소집단의 학생들 모두가 잘 참여하여 모형에 대한 의견을 내고

의견을 평가하고 수정하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격려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는 학생이 모형 구성하기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파악하여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에 따라 학생이 먹이 그물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절차적 전략의 어려움, 개

념적 어려움, 사고적 어려움의 측면으로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교사가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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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물 모형 구성하기에서 학생이 어려워하는 점을 사전에 잘 알고 있

다면 교사 질문 단서를 사용하여 학생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과정이 신속

하고 명확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도와주는 과정의 메커니즘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

이 모형 구성하기에서 봉착하는 어려움의 사례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한

다. 교사는 학생이 학습에서 취약한 부분과 같은 아직은 미숙한 점이 있

는 학생이 어려워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학생의 어려움을 도와주어 최

대한 많은 학생들이 현실 교실 수업 상황에서 모형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는 학생이 모형 구성하기를 할 때 수업의 목표, 학생의 어려

움, 상황의 맥락에 따른 교사 질문 단서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어려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 사고적 어려움이 있을 때 교사가 바

로 정교화 질문 단서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학생이 사고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교사가 학생에게 정교화 질

문 단서를 바로 제공하기보다 반성적 질문 단서를 던져 학생이 다시 자

신들이 수행해야 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비로소 정교화 질문 단서를 주어 학생들의 추론을 촉진시키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질문

단서를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제시할 수 있는 행동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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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Teacher's Question Prompts in

Elementary Students' Modeling of Food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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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ype of difficulties

elementary students had in the food web modeling process and what

strategies teacher used to help them. Constructing the ‘food web’

model was carried out for 6th grade students in classes of 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organized into small groups to do

the ‘food web’ modeling and to articulate generalized concepts through

their discussion. Small group discussion was videotaped and recorded.

We analyzed teacher’s verbal support in order to investigate how to

help students‘ ‘food web’ modeling in specific situation. As a result,

we revealed that the teacher used three types of question prompts as

scaffolds: procedural prompts, elaboration prompts and reflection

prompts. Also, the teacher helped students to facilitate their thinking

which were the phenomenon-based reasoning, relation-based

reasoning and model-based reasoning. These represent that the

teacher can play an active role in terms of constructing the ‘food

web’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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