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
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중학교 과학영재들의 초파리 유전
실험 결과 해석 과정에서 나타난
협력적 설명모형 구성 과정 이해
Understanding Explanatory Model Coconstruction in Science-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Interpretation of Data from Drosophila
Breeding Experiments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과생물전공

장 지 은

중학교 과학영재들의 초파리 유전 실험 결과 해석
과정에서 나타난 협력적 설명모형 구성 과정 이해
Understanding Explanatory Model Co-construction in
Science-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Interpretation
of Data from Drosophila Breeding Experiments
지도교수 김 희 백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과 생물전공
장 지 은
장지은의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국문 초록

과학 탐구에서 모형 구성은 인식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 연구에
서 과학자들은 모형을 사용하여 자연 현상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고, 과학 학
습에서 학습자들은 모형을 사용하여 과학 지식을 구성하면서 과학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파리의 유전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
석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구성하는 모형과 모형구성과정을 이해하고 이로부
터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교수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교육 과정 중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초파리의 유전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자유 탐구 활동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은 두 개의 소집단으로 편성된 여섯 명의 중학생이었다. 남학생 3명
으로 구성된 소집단과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의 학생들이 초파리 교
배 실험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논의하는 담화와 각 소집단의 논의 내용을 상
대 소집단과 공유하는 담화를 녹음·녹화한 후 전사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학
생들이 구성하는 모형의 특성, 모형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모형구성 과정에 초
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이 구성하는 모형으로 낮은 수준의 단편적인 설명모형과 높
은 수준의 체계적인 설명모형이 나타났다. 낮은 수준의 단편적인 설명모형은
명제 형태의 설명모형, 유전자에만 초점을 두는 설명모형, 염색체에만 초점을
두는 설명모형이 나타났다. 명제 형태의 설명모형은 특정 비율(예, 3:1)과 특
정 유전 개념(분리의 법칙)을 연결하는 명제에 근거하는 설명모형이다. 유전
자에만 초점을 두는 단편적인 설명모형은 염색체에 대한 고려 없이 유전자의
관점에서만 초파리 교배 자료를 설명하려고 하는 설명모형이고, 염색체에만
초점을 두는 단편적인 설명모형은 유전자에 대한 고려 없이 염색체의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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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초파리 교배 자료를 설명하려고 하는 설명모형이다. 반면 높은 수준의
설명모형은 유전자와 염색체를 고려하는 체계적인 설명모형이다. 이 설명모형
을 가진 소집단은 염색체 위에 위치하는 유전자를 고려하여 교배 결과를 예상
하고 교배 자료와 비교하였다.
높은 수준의 설명모형을 가진 소집단의 인식론적 수준도 높았다. 낮은 수준의
설명모형을 가진 소집단은 단편적인 설명모형에서 요구하는 단편적인 자료에
초점을 두었고 설명모형에 대한 정당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높은 수준의
설명모형을 가진 소집단은 설명모형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자료
에서 찾으려고 하였고 설명모형에서 얻은 예상과 자료를 비교하면서 설명모형
을 정당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전 학습에 대한 중학생들이 가지는 설명모형과 모형구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설명모형, 모형구성, 과학 탐구, 소집단 상호작용, 유전 개념 체계
학번: 2005-3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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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 탐구는 과학자들이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수행하는 다양
한 활동이며 과학의 학습자가 과학 지식과 그 지식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학습하
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이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96). 과학 교육자들
은 과학 개념과 과학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수 전략으로 과학 탐구를 사용
한다(Hofstein & Lunetta, 2004; Hudson, 1990; Roth, 1995; Rowell & Ebbers,
2004; Windschitl, 2003).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과
학 과제는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표면적인 일부를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학
탐구를 경험하기가 어렵다(Chinn & Malhotra, 2002). 과학 탐구에 익숙하지 않
은 학생들에게 과학 탐구를 경험하고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식적인 측면
에서 과학자의 활동을 학생들이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Chinn & Malhotra,
2002). 인식적인 측면에서 과학자의 핵심활동은 이론에서 얻은 가설을 실험에
서 얻은 증거로 증명하는 창의적인 활동이다(Windschitl et al., 2008). 이 과정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모형이다.
모형과 모형구성은 과학 연구와 과학 교육의 핵심 요소이다(Giere, 1988;
Gilbert & Boulter, 1998; Hodson, 1992). 현대 과학 연구에서 실험과 탐구 과
정은 일반적으로 모형의 구성, 평가, 수정의 상황으로 나타나며(Windschitl et

al., 2008), 과학 교육 분야에서도 모형과 모형구성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실
증적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Verhoeff et al., 2008).
과학에서 모형은 자연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사물, 사건,
과정, 아이디어를 단순화하고 구조화한 추상적인 시스템 또는 그것의 표상이고
(Gilbert & Boulter, 1998; Maia & Justi, 2009; Schwarz et al., 2009), 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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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체계를 사용하여 표현되는 요소, 관계, 조작, 상호관계를 통제하는 규칙들
을 포함한다(Lesh & Doerr, 2003). 즉, 과학 모형은 주어진 한계 범위에서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상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실행되는 아이디어의 세트이다
(Passmore & Stewart, 2002). 과학자들은 과학 모형을 사용하여 자연 세계에
대해 설명하고 자연 현상과 실험 결과를 예측함으로 과학 지식을 탐색하고 생산
한다(Maia & Justi, 2009; Schwarz et al., 2009).
그리고 모형은 복잡한 현상이나 추상적인 과학 개념들을 이해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유용하다(김미영·김희백, 2009; Verhoeff et al., 2008). 예를 들어 생
명체는 세포와 같은 작은 부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복잡하고 복합적인 전체
를 구성하는데(Mayr, 1997) 복잡하거나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생명 현상의 역
동성과 생명체의 위계적인 구조는 모형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Verhoeff et al.,
2008). 생명현상을 시각화하는 모형은 실체의 표상으로 기능하거나 추상적인
실체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들거나 실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여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만든다(Gilbert, 2004).
이러한 모형은 모형구성 과정을 통해 구성되고 발달된다. 모형을 구성하고 평
가하고 수정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모형구성(Modeling)이라고 한다(Justi & Van
Driel, 2005). 과학자들은 자연 현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자발적인 모형구성을
통해 모형을 구성하고 이 모형을 사용하여 과학자 사회에 자신의 이해를 표현하
고 자연 세계에 대한 설명을 발전시키는데 이러한 과학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모형구성이다(Schwarz et al., 2009). 자연 세계를 설명하는 모형을 만드는 모형
구성은 과학 지식을 만드는 과학 탐구의 핵심이기 때문에(Justi & Gilbert, 2002;
Maia & Justi, 2009) 모형구성은 과학 본성의 이해와 과학적 소양 함양의 필수
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Giere, 1988; Gilbert et al., 1998; Gilbert & Boulter,
1998; Hodson, 1992).
과학 학습에서 모형구성에 초점을 두는 교수 전략은 학습 초기에 학생들이 가
진 반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학생들의 개념 변화를 도울 수 있는 이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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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Cheng & Brown, 2010; Shen & Confrey, 2007; Tamayo Alzate &
Sanmartí Puig, 2007). 학생들이 과학 모형구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자
연세상에 대한 자신의 모형을 구성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 기회를 경험한다는
것이다(Schwarz et al., 2009). 이러한 경험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
진 모형과 모형과 관련된 개념을 드러내도록 요구 받는다(Tamayo Alzate &
Sanmartí Puig, 2007). 교사들은 학생들이 표현하는 모형과 개념을 통해 학생들
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또한 모형구성에 초점을 두는 교수
전략은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다(Gilbert et al., 1998; Verhoeff et al.,
2008). 모형구성은 대안모형을 생각하고 모형을 다루는 학습자의 활동적인 역
할을 강조한다(Shen & Confrey, 2007). 모형은 복잡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조직화된 안내를 제공하고 새로운 현상에 대한 해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모형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은 모형 자체와 모형과 관련 있는 지
식에 대해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Acher et al., 2007). 특히 여러 학생들이
공동으로 모형을 구성하는 소집단 모형구성은 여러 배경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모형구성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모형 기반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다(이신영 등, 2012).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과학 지식은 과학 공동
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적으로 구성된다(Roth & Lawless, 2002; Vygotsky,
1978). 이런 관점에서 학습은 경험에 대한 설명을 협력적으로 구성하는 공동체
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이다(Driver et al., 1994; Lave & Wenger, 1991). 그
러므로 소집단 모형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과학 지식이 구성되는 과학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과학 지식과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과학의 본성과 과학 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과학 모형구성에 초점을 둔 교수 학습이 일어나야 하지만 학교 현
장에서 모형 구성 활동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Prins et al., 2008). 일반
학교에서 모형을 사용하는 교수-학습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보다는 대부분 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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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이런 수업에서 모형을 사용하는 목적은 모형
구성의 경험이 아니라 실증적 예시로 설명을 하거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
이다(Windschitl et al., 2008).
과학 교육에서 모형과 모형구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모형구성에
초점을 둔 교수-학습 전략을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Maia & Justi, 2009). 국내에서도 모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개념변화의 관점에서 개인의 정신모형과 정신모형의 변화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김미영·김희백, 2006; 박지연·이경호, 2008; 오준영·길유신, 2006; 정구송,
2007). 최근 혈액 순환에 대한 학생들의 모형발달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강은희 등, 2012; 이신영 등, 2012) 생물학 분야에서 모형구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학습 난이도가 높다고 조사된 유전 단원은 모형의 사용
이 필수적인데도 모형구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유전 개념은 현대 생물학의 설명체계를 이루는 중심 개념 중의 하나로 생물학
의 학습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다(Mayr, 1997). 유기체 수준의 생명활동은 분자
수준의 생명활동, 즉, 유전자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 개념에 대한 이
해는 유기체 수준의 생명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유전
단원을 편성하여 유전 개념을 가르치고 있다(교육부, 1998). 그런데 국내의 중·
고등학생들은 유전 개념의 학습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종석·
조희형, 1986; 정완호·차희영, 1994). 유전자의 활동은 거의 관찰할 수 없기 때
문에 유기체 수준에서 관찰한 생명활동을 통해서 유전 개념에 대한 이해를 구성
해야 하지만(Verhoeff et al., 2008) 관찰 가능한 유기체 수준의 자료에서 관찰
이 어려운 미시적 수준의 유전자 개념을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 학교 교실에서
는 유전 개념을 추상적인 형태로 가르치기 때문에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없는 학
생들은 유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함옥규·이길재, 2000). 그리고 세포 수준에
서 유기체 수준까지 여러 수준의 범위에서 다양한 개념들이 유전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 체계를 구성하지 못하는 학습자는 유전 개념의 학습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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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Collins & Stewart, 1989). 그래서 유전 개념 학습에 대한 국내 연구는 유
전 학습을 방해하는 유전 개념의 추상성과 복잡한 개념 체계로 보고(Collins &
Stewart, 1989) 유전 학습을 돕는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의 개발에 초점을 두
었다. 국내에서, 유전 개념의 유의미한 학습을 돕기 위해 교과서의 개념 제시
순서를 제안하는 연구(김경호·김영수, 1996; 송창민·정완호, 1996), 유전 개념을
연구한 과학자의 사고 방식에 초점을 둔 연구(강혜정 등, 2005; 고정호 등,
1997; 길학균·이길재, 1998), 유전 현상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연구(김영미
등, 2001; 김희백 등, 2002; 노유경·김영수, 1993; 문두호 등, 2006; 이경숙 등,
1994; 이은정 등, 2006) 등이 진행되었지만, 학습자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구성
하는 모형이나 모형구성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는 없었다. 게다가 유전 개념의
이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강혜정 등,
2005; 길학균·이길재, 1998; 김경호·김영수, 1996; 김영미 등, 2001; 송창민·정
완호, 1996). 중학교 과정의 유전 단원에 대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에 대한 연구이거나(김희백 등, 2002; 노유경·김영수, 1993; 문두호
등, 2006; 이은정 등, 2006) 중학생의 유전 개념에 대한 오개념 조사 연구이었
다(고정호 등, 1997; 이경숙 등, 1994).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유전
단원의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학생들이 가진 오개념 뿐만 아
니라 학습 과정에서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모형과 모형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관찰 가능한 유전 현상의 자료를 사용하여 미시적인 유전자의 활동을 설
명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형의 사용이 필
수적이지만 학생들이 유전 현상에 대한 탐구 활동에서 학생들이 구성하는 유전
에 대한 모형과 모형구성 활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중학생들의 유전 개념
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모형구성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전 개념에 대한 중학생들의 모형과 모형구성 과정을 조사
하기 위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중학교 과학영재학생들의 탐구 활동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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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진행된 유전 현상에 대한 과학 탐구
활동에서 중학교 과학영재학생들이 구성하는 모형과 모형을 사용한 추론의 양태
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전 개념에 대한 중학교 과학영재학생들의
사고 과정과 학습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전 개념의 학습에 대한 시
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의 문
제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과학영재학생들은 초파리 유전 현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가?

1. 중학교 과학영재학생들이 구성하는 모형의 특징과 유형은 어떠한가?

2. 중학교 과학영재학생들은 모형을 사용하여 어떠한 추론을 하는가?

3. 중학교 과학영재학생들의 모형 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의 주요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3.1 설명모형
본 연구에서 설명모형은 초파리 교배 실험의 데이터를 근거로 초파리 유전자의
유전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적 아이디어의 체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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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모형은 실물을 모방하여 만든 물건을 지칭하는 의미로 많이 사
용되지만(국립국어원, 1999) 학문 분야 마다 모형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교육 분야에서 통용되는 모형의 정의를 사용하였다. 과학
교육에서 과학 모형은 자연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사물, 사
건, 과정, 아이디어를 단순화하고 구조화한 추상적인 시스템 또는 그것의 표상
이라고 정의한다(Gilbert & Boulter, 1998; Maia & Justi, 2009; Schwarz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이 정의를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형의 의미와
본 연구에서 정의한 모형의 의미 사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이 초파리
유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적인 개념 체계를 설명모형으로 정의
하였다.

3.2 모형구성
본 연구에서 모형구성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적 설명 체계, 즉 과학 설
명모형을 구성하고 자연 현상과 설명모형을 비교하여 설명모형을 평가하고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설명모형이 되도록 개선하는 사고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Clement & Rea-Ramirez, 2008; Gobert & Buckley, 2000). 즉, 관찰과 사전
지식에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모형을 구성하
고 설명모형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확인하고 자연 현상을 잘 설명하
고 예측할 수 있도록 설명모형의 요소를 재조합 하여 설명모형을 변형하거나 다
른 대안 설명모형을 선택하는 과정이다(Maia & Justi, 2009; Shen & Confrey,
2007). 이 과정에서 설명모형을 구체적인 사물이나 도식으로 표현한 모형이 나
타날 수 있다(Maia & Just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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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과학탐구와 과학교육
1.1 참 과학탐구
과학탐구는 과학자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론
을 구성하는 다양한 방법이며 학생들이 과학 지식과 그 지식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 수행하는 학생들의 활동이고(National Research Council, 1996),
과학학습의 핵심요소로서 과학 개념과 과학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교
수 전략이기도 하다(Hofstein & Lunetta, 2004; Hudson, 1990; Roth, 1995;
Rowell & Ebbers, 2004; Windschitl, 2003). 이 전략은 학생들이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 지식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Lee & Butler, 2003; Zion et al., 2004). 과학탐구를 통해서 학생들은 과학지식
과 과학지식이 구성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과학탐구에 참여함으로 일상의
과학 문제를 과학적인 개념과 방법으로 해결하고, 과학에 대한 문제에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과학 소양을 학습할 수 있다(Krajcik et al., 1998;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6). 그래서 많은 과학교육 연구들은 학생들이 과학 개념
과 과학 본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과학탐구 활동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
고 과학교육과정 문헌들은 과학탐구를 과학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지정하였다
(Crawford, 2000;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6).
학교 과학 교육은 학생들에게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지만
실제 과학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과학 활동은 과학자의 활동과 거리
가 멀다. 실험은 다양한 과학탐구 방법 중의 하나이고 실험실 밖에서도 과학탐
구가 이뤄질 수 있지만 과학교육 현장에서는 과학탐구를 실험과 동일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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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고 있다(조희형·박승재, 2000). 과학 교실은 과학 공동체에서 과학 지식을
만들고 사용하는 경험 보다는 자연 상황과 동떨어진 학교 교실 상황에서 표면적
이고 단편화된 과학 내용을 단순한 실험의 형태로 제공한다(Kirch, 2010). 단순
한 실험은 자연현상을 확인하고 문제를 구성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
학탐구와는 달리 미리 주어진 문제를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접근법을 사용
한다(Woolnough, 2000). 과학탐구를 실험 활동으로 단순화하는 접근법은 과학
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르칠 수 있으며 진정한 과학탐구를 방해할 수 있다
(Hodson, 1998). 학교 현장의 과제는 대부분은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표면적인
일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인식적·인지적인 측면에서 과학자가 수행하는 탐구와
거리가 멀다(Chinn & Malhotra, 2002). 그래서 학생이 단순히 탐구 과정에 참여
하는 것만으로 학생이 과학탐구를 경험한다고 볼 수 없다(Lederman et al.,
1998).
그러므로 과학 교실에서 사용하는 과제는 인지적·인식적 측면에서 과학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추론을 요구해야 한다(Chinn & Malhotra, 2002). 과학자의 탐
구는 매우 특수화된 전문 과학자가 정교한 실험 과정과 이론을 기반으로 고가의
실험 장비와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모형을 만드는 복잡한 활
동으로 보이지만(Chinn & Malhotra, 2002), 인식적인 면에서 과학자의 핵심 활
동은 이론이나 모형으로 가설을 만들고 관찰이나 실험에서 얻은 증거로 가설을
검사하는 창의적인 활동이다(Windschitl et al., 2008). 그러므로 과학 교실에서
수행해야 하는 학생들의 과학탐구는 인과적인 설명 구성에 초점을 두고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을 만들고 관찰이나 실험에서 얻은 증거로 가설을 평가하는 활동
이 되어야 한다(Dunbar, 1993).
학교 현장의 과학탐구가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과학탐구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
해야 한다는 주장(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93; Krajcik et al., 1998; Lee & Butler, 2003;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6)이 제기 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실험과 동의어로 쓰이는 과학탐구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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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이 수행하는 과학탐구를 구별하기 위해 과학자가 수행하는 과학탐구를 참
과학탐구로 정의하였다(Chinn & Malhotra, 2002). 참 과학탐구는 정의되지 않은
문제, 복잡한 추론 구조, 지식과 이론의 임시성과 사회적 본성, 공동체 내의 상
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실제 과학자의 활동이다(Chinn & Malhotra, 2002).
학교의 단순 탐구활동이 가지는 인식론적 속성의 수준을 높여서 학교 현장에서
참 과학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의 과학교육은 단순한 탐구
를 지양하고 참 과학탐구가 이루어지도록 학생들이 문제 생성, 실험 고안, 자료
분석 등 과학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Driver et al., 1994; Hug & Mcneill, 2008).
과학교육은 학생들이 참 과학탐구를 수행하면서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고 과학
적 추론 방법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학생들이 과학적 추론을 학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과학자들은 인류의 역사 동안 다양한 자연 현상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였고 수많은 자료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함으로 과학 이론을 구성하였다.
과학자들이 수행했던 작업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자료를 다루고 과학적인 추
론을 통해 과학 지식을 만드는 경험은 학생들의 수준에서 쉽지 않은 활동이다.
학생들은 참 과학탐구에 익숙하지 않으며, 자신의 주장을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 중에서 증거를 발견하고 평가하고 반성하는 사고활동을 쉽게 하지 못한다.
많은 학생들이 주어진 과학적 자료 대신에 자신의 직관적인 신념, 가치나 경험
을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은 학생의 지식
은 과학적 지식의 학습을 방해할 수 도 있다(Hug & Mcneill, 2008).
학생들이 참 과학탐구를 수행하면서 과학적 추론 방법을 학습하게 만들기 위
해서 학생들이 실제적인 자료를 다루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수집한 자료 보다는 자신이 직접 수집한 자료를 사용할 때 자료에 대
한 소유 의식을 가지고 더 깊은 사고를 한다(Kanari & Millar, 2004). 따라서 학
생들이 자연 현상에 대해 조사하여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통해 추론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 과학탐구 상황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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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초파리 돌연변이 유전자의 교배 실험을 학생들이 직접 관
찰하고 자료를 수집하게 하였고 학생들이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을 구성
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소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학 탐구를 수행하도록 안내하였다.

1.2 협력적 탐구
과학 학습에 대한 사회적 구성주의는 참여의 관점에서 학습을 정의하도록 인
도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습은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
의 변화나 그 잠재력의 변화, 또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국립
국어원, 1999). 이러한 정의는 학습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공하지 않
고 학습의 결과를 제시함으로 학습을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에 초점을 두게 만든
다. 그런데 Vygotsky(1978)의 관점에 따르면, 지식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협력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만들어진 지식을 습득하는 일반적인 학
습과는 달리 Vygotsky와 같은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이 보는 학습은 개인이 경
험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공동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이다(Driver et al., 1994; Lave & Wenger, 1991).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동체에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다른 구성원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고 의미를 만드는 공동체의 실행을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Lave & Wenger, 1991).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 지식은 과학 공동체에서 구성되는 것
이고 과학자들은 과학 공동체에 참여함으로 과학 지식을 학습한다. 과학 공동체
에서 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들과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고 재구성하
는 상호작용을 통해 과학적 사고 방법을 협력적으로 사용하여 과학지식을 구성
한다(Roth & Lawless, 2002). 과학 공동체의 상호작용은 과학 공동체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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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유하는 고유의 신조, 신념, 지각, 이론, 언어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
학 공동체의 활동은 일종의 문화 활동이다(Roth & Lawless, 2002). 그래서 과
학을 일종의 문화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 과학 학습은 문화화 형태와 같다. 즉,
과학 공동체에 가입한 구성원이 공동체의 문화를 습득하며 공동체의 활동에 참
여하고 과학 공동체의 지식과 방법을 공유하여 완전한 참여자가 되는 과정과 상
태를 과학 학습이 일어난 것으로 본다. 과학 교육에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면 과
학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자 공동체에 참여하여 동료와 함께 과제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깊이 있는 사고 활동을 하고, 협력하여 지식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활동이다(Krajcik et al., 1994; Magnusson & Palinscar, 1995).
과학을 학습하는 학생들이 구성하는 공동체는 과학 학습자 공동체이다. 학생
들은 학습자 공동체에서 아이디어를 협의하고 지식을 배포하고 사회적 책임을
얻는 협동을 경험함으로 학습의 상황 속에 위치하게 된다(Lave & Wenger,
1991). 학습공동체는 동료와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학
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이상적인 환경으로 주목 받아 왔다(Wenger, 1998).
학습 공동체는 실행 공동체의 일종으로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를 공유하고 해당 주제 영역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심화시켜나가는 집단이다(Wenger et al., 2002). 학습 공동체에서 학생들은 학습
주제에 대해 관심과 문제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 학습
주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공유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과학 지식을 구
성하는 과학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과학자처럼 과학 지식이나
과학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이 참 과
학탐구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Dacin et al., 2002).
학습자 공동체에 대해 연구한 Crawford 등(1999)은 협력학습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학습 공동체의 구성요소 여섯 가지를 요약했다: 1. 실제적인 과제
(Authentic tasks)를 해결, 2. 소집단 구성원의 상호의존, 3. 이해를 위한 학생과
교사의 토의, 4. 아이디어를 공유, 5. 전문가와 협력, 6. 교수-학습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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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가짐. 그러나 학습자 공동체에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학습자 공동체
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학습자 공동체에 참여하는지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특성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
이 과제나 문제에 주인 의식이나 책임감을 가졌을 때 소집단에서 더 많은 상호
작용을 하고 생산성도 높았다는 연구 결과(Crawford et al., 1999)가 있지만 학
습자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특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은 공동체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학습자 공동
체에서의 상호작용은 각 구성원이 학습 주제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공동체에서 공유되고 상대방의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과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논변활동이 나타난다. 이
러한 공동체의 상호작용에서 언어는 정보를 추상화하고 전달하고 이해하는 중요
한 도구이다. Lemke(1990)은 과학 활동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과학
학습은 과학 말하기의 학습을 의미한다. 과학 말하기(Talking Science)는 관찰
하기, 서술하기, 비교하기, 분류하기, 분석하기, 논의하기, 가설세우기, 이론화하
기, 질문하기, 도전하기, 논의하기, 실험설계하기, 절차를 따라 수행하기, 판단하
기, 평가하기, 결정하기, 결론 내리기, 일반화하기, 보고서쓰기, 강의하기, 과학언
어로 가르치기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즉, 과학 언어는 과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추상적인 과학 개념은 지시적이고 상징적인 제스처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의사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
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이런 언어를 과학자 공동체에서 공유한다(Roth &
Lawless, 2002). 그리고 과학 언어는 과학자들이 관찰하고 조작하는 물체, 과학
자들의 기술적 노하우, 과학 기구에 대한 서술, 현상에 대한 과학자들의 이론적
인 서술의 본성에 의존하여 구성된다(Roth & Lawless, 2002). 요약하면, 과학자
들의 언어는 과학자 공동체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과학 언어의 사용은 과학
지식의 이해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과학자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자연 세계를 관찰하고, 과학 기구를 사용하고, 자연 현상에 대해 이론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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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익숙해짐으로 과학자 공동체에 참여하고 과학 문화에 익숙해짐으로 과학
을 학습할 수 있다.
앞 절에서 기술한 참 과학탐구의 상황은 과학자들이 과학 공동체에서 협력적
으로 상호작용함으로 과학 지식을 구성하는 사회적 구성주의 상황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자 공동체를 구성하고 상호작용함으로 높은 인식적
수준의 탐구를 하는 상황을 참 과학탐구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보았다. 학생들에
게 초파리 유전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교배 실험의 경험을 제공한 후 실험에서
학생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공동으로 해석하게 함으로 과학 학습 공동체를 구성
하고 참여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구성하고 사용하는 유전 개념에 대한 설명모형을 과학 학습 공동체의
문화적 도구로 보고 설명모형과 설명모형의 구성과정에서 학생들의 추론을 조사
하였다.

2. 과학 모형과 모형구성
2.1 과학 모형
과학 교육 분야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모형과 모형구성에 대한 이론적·실증
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Verhoeff et al., 2008). 과학 철학자와 과학 교육
자들이 모두 합의하는 모형의 정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모형이 특정한 목적
을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것에 대한 복잡한 이론적 구조라는 것과 물리적 실제
와 모형의 기능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의된 모형의 범위가 있음에 동의한다
(Halloun, 2006). 과학 모형은 자연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사물, 사건, 과정, 아이디어를 단순화하고 구조화한 추상적인 시스템 또는 그것
의 표상이고(Gilbert & Boulter, 1998; Maia & Justi, 2009; Schwarz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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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외부적 기호 체계를 사용하여 표현되는 요소, 관계, 조작, 상호관계를 통
제하는 규칙들을 포함한다(Lesh & Doerr, 2003). 즉, 과학 모형은 주어진 한계
범위에서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상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실행되는 아이디어의
세트이다(Passmore & Stewart, 2002).
과학자들은 원자 결합이나 별들의 일생 같은 이론적·추상적 개념이나 지구의
내부 같이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자연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글, 그림,
기호, 도표, 차트, 지도와 같은 저술 활동이나 비유, 물리적 건축물, 컴퓨터 시뮬
레이션 등을 사용한다(Latour, 1990; Windschitl et al., 2008). 과학자들은 이러
한 과학모형을 사용하여 자연 세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자연 현상과 실험
결과를 예측함으로 과학 지식을 탐색하고 생산한다(Maia & Justi, 2009;
Schwarz et al., 2009). 과학 모형은 과학자들과 학습자들이 새로운 이해를 생성
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고 그들의 이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 종종 두 가지를 동시에 얻기 위해 사용한다. 이 두 관점은 서로 관련이
있고 상대 측면을 지원하며 종종 동시에 일어나지만, 부분적으로 둘 중의 하나
가 전면에 드러난다(Schwarz et al., 2009).
모형은 복잡한 현상이나 추상적인 과학 개념들을 이해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
는데도 유용하다(김미영·김희백, 2009; Verhoeff et al., 2008). 예를 들어 생명체
는 세포와 같은 작은 부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복잡하고, 복합적인 전체 체
계를 구성한다(Mayr, 1997). 생물학에서는 세포와 같은 미시적인 수준에서 생
태계와 같은 거시적 수준에 걸쳐 나타나는 생명 현상을 축약하여 모형으로 나타
내는 것이 필수적인데 모형은 복잡하거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생물학적 과정의
역동성과 생물 시스템의 위계적인 구조 모두를 시각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Verhoeff et al., 2008). 복잡한 자연 현상을 보다 단순한 모형으로 묘사하는 과
정에서 모형은 실체의 표상으로 기능하거나 추상적인 실체를 시각화하거나 실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거나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Gilber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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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모형과 모형구성은 과학의 본성과 과학 지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개인이나 집단은 현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형을
만들고 모형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모형의 표현을 통해 자
신의 이해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집단의 합으로 이끌어 간다(Schwarz et al.,
2009). 자연 세계에 대한 설명을 발전시키고 평가하는 이러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 모형의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다(Schwarz et al., 2009). 과학
모형은 과학 지식의 생성, 보급, 수용에 필수적이므로 과학 모형과 모형구성은
과학적 소양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Giere, 1988; Gilbert & Boulter,
1998; Hodson, 1992). 또 과학 모형의 구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과학 지식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과학 모형구성과 관련된 과학
활동에 대한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Gilbert et al., 1998).
또한 모형은 과학적 사고와 과학 학습의 핵심이며 학생들이 모형을 구성, 평
가, 수정하는 과정은 학생들이 학습 초기에 가지는 반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이해
하도록 돕는다(Cheng & Brown, 2010). 과학 모형구성에 참여하는 기회는 학생
들이 자연 세계에 대한 설명을 발전시키고 평가하여 학생 자신의 개념 모형을
수정할 수 있게 하고 추론 과정에서 수정된 모형을 이용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
(Schwarz et al., 2009). 게다가 모형에 초점을 두는 교수 전략은 학생들이 사용
하던 모형들을 드러내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념 진화 과정을 분석하
고 학생의 개념 진화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적 이점도 있다(Tamayo Alzate &
Sanmartí Puig, 2007).
교사나 과학적 권위자가 제공한 모형을 이용하는 것 보다 학생들이 직접 모형
의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 모형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 현상들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명료화할 수 있다(Acher et al.,
2007; Schwarz & White, 2005; Verhoeff et al., 2008; Wilensky & Reisman,
2006; Windschitl et al., 2008). 그런데 전형적인 일반 교실에서는 개념 정보와
모형에 대한 선언적인 지식의 획득을 강조하기 때문에(Duschl & Gitom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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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uran, 2001) 모형 구성에 초점을 두는 교수 전략이나 논변활동은 간과되었
다(Erduran & Duschl, 2004).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의
미를 구성하기 위해 모형을 만드는 활동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의미 전달을 위
해 완성된 모형(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성품 등)을 사용한다(Schwarz et al.,
2009).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개념을 어떻게 얼마나 이해하는지 알 수 있
는 기회는 부족하고 과학의 본성에 대하여 잘 못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
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모형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하고
협의하는 모형구성에 참여하도록 전형적인 일반 교실의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Berland & Reiser, 2009; Jimenez-Aleixandre et al., 2000).

2.2 과학 모형구성
모형구성은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 모형을 구성, 평가, 수정하는 활동을 의미
한다(Clement & Rea-Ramirez, 2008; Gobert & Buckley, 2000). 일반적으로
모형구성은 (실험적 관찰이나 사전 지식에서) 모형의 대상에 대한 정보 취득, 정
신 모형 생산, 적절한 형태로 모형을 표현, (정신적, 경험적 실험으로) 모형 검증,
모형의 범위와 한계를 평가하기 단계 등 다양하고 복잡한 단계가 비선형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다(Maia & Justi, 2009). 모형구성은 모형을 구성하고 모형과 그
대상을 연결하는 규칙이나 구조를 재조합 하여 모형을 변형하는 과정이고 자연
적인 현상, 사건, 실체를 잘 묘사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모형을 찾는 과정이다(Shen & Confrey, 2007). 그래서 자연현상에 대한
모형을 창조하고 평가고 전달하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모형구성 과정은 과학
탐구의 핵심 기술이다(Maia & Justi, 2009).
모형구성은 일상 현상에 대한 개념 변화의 과정을 서술할 뿐만 아니라 과학
교육에서 개념 학습 촉진을 위한 전략도 제공한다(Shen & Confrey, 2007).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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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복잡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조직화된 안내를 제공하고 새로운 현상에 대
한 해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
서 학생들은 지식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Clement, 2000; Shen & Confrey,
2007) 그러므로 과학의 학습에서 다른 사람이 구성한 모형을 암기하게 하기 보
다는, 학습자들이 유의미한 모형구성 과정을 통해 모형을 사용하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Erduran & Duschl, 2004).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모형 구성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일반
학교에서 모형은 학습자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 보다는 대부
분 고학년 학습자에게 실증적 예시로 설명을 하거나 의미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모형을 사용한다(Windschitl et al., 2008). 또한 수업을 주도하는 교사들은 구조
가 결정된 모형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모형을 탐색하고
창안하고 재구성할 기회는 없다(오필석, 2007). 모형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오랜 시간 이어져온 학교 과학 문화의 영향으로 생각된다(Berland & Reiser,
2009; Jimenez-Aleixandre et al., 2000). 전통적인 학교 과학 문화에서 교사의
신념, 이해, 동기, 기대는 학생들이 과학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과 거리가 멀고,
학생들은 정해진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학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사가 의
욕적으로 교실에서 모형구성을 시도하더라도, 학생들은 실질적 모형구성의 이유
를 공감하지 못하며, 모형을 통해 사고를 촉진하기보다는 모형을 교사에게 제시
할 정답으로 여긴다(Schwarz et al., 2009). 게다가 모형구성을 실행할 때에도,
모형구성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언제 모형을 수정해야 할지 언제 모형을 완
성했는지 알지 못한다(Schwarz et al., 2009).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모형구성을 통해 과학의 본성과 과학 지식을 이해하도
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학 모형을 만드는 교수 학습 전략을 사용해야
하지만 모형구성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다. 과학 교육에서 모형구성에 대한 연
구는 최근 연구 분야이고 더 많은 연구가 모형 기반 교수-학습의 기반을 세우
기 위해 필요하다(Maia & Justi, 2009). 생물학 분야에서 다루는 모형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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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많지 않다. 특히 학습의 난이도가 높다고 알려진 유전학 부분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구성이 필수이지만 유전 분야에서 모형과 모
형구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유전 현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형과 모형구성의 과정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이 모형과 모
형구성과정을 표현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초파리 유전 현상을 관찰하고 설
명하는 참 과학탐구 상황을 제공하였다. 학생들이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를 설
명하기 소집단에서 협력하여 논의하도록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집한 학생들
의 담화에서 유전 개념에 대한 모형과 모형구성을 분석하였다.

3. 논변활동과 모형구성
최근 30년 동안의 연구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학생의 개념변화와 개념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학생들의 지식 발달에 관심을
두고 학생의 학습 결과를 조사하였지만 최근에는 학교 과학에서 논변활동에 초
점을 둔 연구가 증가했다(Von Aufschnaiter et al., 2008). 논변은 주장이나 설
명을 명료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하여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주장이고, 논변활동
은 논변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Osborne et al., 2004; Simon et al.,
2006). 과학에서도 논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에서 논변 활동은 과학자들
이 과학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 공동체에서 실행하는 활동이고(Lawson,
2003), 과학적 논쟁에 참여하는 대중들이 실행하는 활동이며(Simon et al.,
2003), 과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다(Newton et al., 1999;
Sampson & Clark, 2008). 그러므로 과학자가 되기 위해 과학을 학습하는 후보
과학자, 과학이 일상화된 과학 사회에서 과학적 논쟁에 참여하는 대중으로 성장
할 학생들은,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제안하고 평가하는, 논변활동을 학교 교
육 과정에서 학습해야 한다. 즉, 과학 학생들은 교사의 강의를 들어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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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대해 말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관찰과 추리를
사용하는 방법과 과학에서 의사소통 하는 방법, 생각·가설·이론·결론을 구성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어떤 입장이나 관점을 가지고 논쟁하기를 해야 한다
(Mcginn & Roth, 1999).
논변활동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유사한 다른 상황에 적용할 기회를 제
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돕
는다(Von Aufschnaiter et al., 2008). 학생들이 초기에 가지고 있던 잠정적인
지식은 논변활동을 하며 학습자 공동체의 동료 학생에게 표현되고 논변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학생에게 확인 받거나 정교하게 되고 명확하게 된다. 논변
활동을 하는 동한 학생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에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
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지식을 확인 받고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에 논
변활동은 학생의 기존 사고를 증진시키고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프로젝트에서 협동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논변활동을 통해서 학생
들은 여러 다른 지식을 통합하는 기회를 제공받고 특정 상황에 필요한 관점과
그렇지 않는 관점을 구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과학적 설명을 위해 과학 모형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모형구성 과정에서 논변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형활동과 논변활동은 상호보완적이다(Berland &
Reiser, 2009). 학생들은 논변활동에 참여함으로 “과학의 언어를 말하고 쓰는
것을 학습하고 과학적 소양을 달성”할 수 있으며 “과학 공동체의 실행 안으로
동화”할 수 있고 “이론과 입장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추론이
발달”할 수 있다(Jiménez-Aleixandre & Erduran, 2008). 그러므로 모형구성을
통해 과학을 학습할 때도 학생들은 논변활동에 익숙해야 한다.
학생이 사용하는 논변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자주 논변활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논변을 가르쳐야 한다(Duschl, 2008; Kelly et al., 1998;
Osborne et al., 2004; Zohar & Nemet, 2002). 논변의 형식과 사용방식을 아는
것은 과학 교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논변활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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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과학의 이치를 학습하는 것은 과학 이론에 대한 지식을 알고, 과학 이
론을 지지하는 증거를 다루어 보고, 증거와 과학 이론 사이의 관계를 구성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통해 이루어진다(Osborne et al., 2004). 이러한 기회는 모형구
성 과정과 일치한다. 학생들은 증거와 과학 이론에서 추리한 모형을 평가할 때
논변활동을 한다. 논변활동을 통해서 모형구성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타
당한 논변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동시에 과학도 학습하게 된다(Von
Aufschnaiter et al., 2008). 하지만 과학 논변활동에서는 과학 지식에 대한 친밀
함과 이해가 논변의 형식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친밀한 과제는 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런 과제
는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논변의 수준도 높다(Lawson,
2003; Von Aufschnaiter et al., 2008). 학생들의 사전 지식은 학생들이 논변에
서 사용하는 자원이다. 학생들은 과제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을 발견했을 때,
즉 학생들이 과학적 진술에 대한 사전 경험과 이해가 있을 때 과학 과제에 대한
논변활동에 참여한다. 학생들이 과제에서 다루는 과학적 개념에 익숙하지 않거
나 기본적인 과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어진 과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Norris &
Phillips, 2003). 또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추상 수준이 낮은 과제를 할 때 높
은 수준의 논변을 구성한다(Von Aufschnaiter et al., 2008). 추상 수준이 낮은
과제는 학생들에게 친밀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과제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 있게 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의 논변활동을 돕기 위
해 교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학생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복잡하면 학생들은 그 정
보를 자신의 사전 지식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정보는 논변활동에
이용하지 못한다(Von Aufschnaiter et al., 2008). 그러므로 학생들이 높은 수준
의 추상적 사고를 하고 논변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제에서 다루는
과학 내용이 복잡하고 추상적이더라도 학생에게 익숙한 내용이어야 하고 학생에
게 익숙하지 않다면 과제에 대해 학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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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야 한다.
논변활동이 멈춤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논변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 각각의
이해가 일치해야 한다. 이해의 수준이 비슷한 소집단의 학생들은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고 정교화 시키면서 논의를 진행하지만 수준이 다른
소집단에서는 학생들이 상호간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여 각자의 의견을 연결하
지 못하고 자신의 논변만 주장한다(Von Aufschnaiter et al., 2008). 논변활동의
대화는 주제에 대해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해하고 같은 관점을 형성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화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동정하고 해결함으로 주제에
대한 공동이해가 성취되어야 이해한 내용에 대한 평가로 진행할 수 있다(Kirch,
2010). 과학자 공동체에서도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한 것, 본 것, 결론 내린 것
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같은 관점을 가지기 위해 대화를 한 다음에야 논의하
는 주제에 대해 평가하고 지지하는 논변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증거와 주장을 연결하는 논변은 과학 모형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추론과 밀
접한 관련이 있고 논변에 대한 이해는 모형평가 과정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본
연구에서는 초파리 유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논의하는 소집단의 논변과 추론
과정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유전 개념의 모형구성을 조사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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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맥락
1.1 수업 상황
학생들이 협력적으로 유전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수업을 선택하였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과
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선발하여 학생이 가진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
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부설기관이다. 대학교의 내부에 위치한 과학영재
교육원은 대학교가 보유한 인력과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자원을 이용하
여 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과학자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다. 과학영재교육원의 수업은 토요일이나 방학 등 정규 교육이 없는 방과 후에
진행된다. 정규 학교와 달리 수업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
분히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 중에서 중학
교 3학년 과정을 선택하였다. 대상으로 선택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교육
과정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과학의 세부 분야에
따라 수학, 정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분과로 구분을 한다. 대학부설 과학
영재교육원의 학생 선발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 소재 중학
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학교장이 과학 재능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이 과학
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하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은 지원자 중에서 지필검사
와 면접을 통해 분과 별로 20명을 선발한다. 지필검사는 과학 지식과 과학적 사
고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지필검사에서 높은 성적을 보인 학생
중에서 심층면접을 통해 과학적 재능을 보이는 학생을 최종 20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2학년이 되는 다음 해에 정식으로 대학부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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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영재교육원에 입원을 하고 1년간 과학영재교육권의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중학교 2학년 생물분과의 교육 과정은 생물학의 분야 중에서 학생들
의 사고를 촉진하는 생물학 이론 강의와 이 이론에 대한 실험의 경험으로 구성
된다. 중학교 2학년 과정의 교육 시간은 100시간이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의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수료한 학생 중에서 과학에 재능을 보이는 몇 명의 학
생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의 대상자로 선발된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생물분
과의 중학교 3학년 과정은 생물학의 분야 중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문제
를 탐구를 통해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탐구 수업이다. 학생들은 담당 교사의
안내를 받아 탐구할 문제를 정하고 실험을 계획하여 수행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약 50 시간가량 수행한다.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모임시간을 정하고 변경할 수 있고 실험에 필요한 시설과 재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도교사는 연구자이자 참여관찰자로 학생들의 수업에 참여하였다. 교사는 사
범대학에서 생물교육을 전공하였고 생물 교사 자격증과 생물교육학 석사 학위가
있으며 현재 대학원에서 과학교육을 전공하고 있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생물분과에서 중학교 2학년 실험에는 8년차 참여하였고,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는 4년차 참여하였다. 교사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실험 수업에서 학생의
사고를 촉진하는 질문하기, 학생의 토론을 유도하기,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안내하기와 같은 교수전략을 사용하였다. 지도교사는 이전 년도의 탐구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탐구 실험의 분야를 탐색하였고,
생물학 분야 중에서 유전학 분야가 학생들의 사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
단하였다. 지도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 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전학 분야에
초점을 둔 초파리 교배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자료를 수집하는 시기는 학생들
이 재학 중인 중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유전 관련 단원을 가르치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따른다면 학생들은 유전 개념에 대한 학습을 하기
전이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상급 학교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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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양생물학 교과서를 학습한 경험이 있었고 멘델의 유전과 같은 기본적인 유
전 개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도교사는 멘델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
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알고 있는 유전 지식을 이용하여 유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도교사는 유전 현상을 관찰하고 현상을 설명하는 상황을 제시
하기 위해 초파리를 실험 재료로 선택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초파리에 대한
기초 정보, 초파리를 다루는 방법, 유전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초파리의 교배
실험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학생들이 다양한 돌연변이 초파리의
표현형을 관찰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초파리를 다루고 교배하는 실험 기법에
대해 시범을 보여 주었다. 초파리를 다루고 실험하는 기법은 강의와 시범을 통
해 교사에 의해 주도적으로 전달되었지만, 탐구 문제를 구상하고, 교배를 계획
하고, 교배 결과를 정리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설명하고,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
성하는 것은 학생이 주도하도록 교사가 안내하였다. 실험 기법이나 결과 해석에
대해 학생들이 교사에게 질문을 한 경우, 교사는 의도적으로 직접 답을 주는 것
을 피하고, 다른 동료 학생에게 질문하여 토론을 유도하거나, 학생의 질문과 관
련 있는 정보를 제시하거나,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으라고 답하였다. 대학부
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수업 시간이 정규 학교처럼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
하는 학생들과 합의하여 프로젝트 탐구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임 시간 계획을 정하였다.

1.1.1 수업 진행 개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 중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탐
구 활동은 총 21시간이 소요되었다. 수업의 일정은 프로젝트 탐구 활동에 대한
안내, 초파리의 형질 확인, 탐구 문제 찾기, 교배 실험 계획, 교배 실험 수행, 결
과 수집, 결과에 대한 논의, 보고서 및 발표자료 작성, 발표의 순서로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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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의 일정은 <표 1>과 같다.

<표 1> 수업 일정

날짜
8. 19

9. 5

9. 19

시간
09:00~

탐구 주제 소개, 초파리에 대한 정보 제공

14:00~

초파리 사육법 실습, 돌연변이 초파리 관찰

17:00
14:00~
17:00

12:00
13:00~
16:00
16:00~
17:00
11.28

12.12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

12:00

09:00~

10.10

내용

14:00~
17:00
14:00~
16:00

탐구 문제 찾기, 초파리 교배 실험 수행
F1세대 자손의 형질 관찰F1 자가교배
F2 세대 자손의 형질 관찰
교배 실험 데이터 수집
교배 실험 데이터의 해석
소집단 토의(모둠1, 모둠2 구별)
교배 실험 데이터의 설명
전체학생 토의1
교배 실험 데이터의 설명
전체학생 토의2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준비
보고서 검토

학생 활동의 안내에서는 학생들에게 탐구 활동을 자율적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
였다. 초파리를 재료로 유전 현상에 대한 탐구를 하도록 범위를 제한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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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은 학생이 주도해야 하며 교사는 단순히 보조만 한다는 것을 학생들에
게 여러 번 강조하여 말하였다.
학생들은 현미경으로 초파리의 야생형과 돌연변이 형질을 관찰한 경험은 있었
으나 초파리를 다루는 기술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초파리를 다루는 실험 기법
에 대해 숙달할 필요가 있었다. 초파리로 유전학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의 도움을 받아 초파리를 마취하는 방법, 미교배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는 방법,
교배하기 위해 암수 초파리를 병에 담는 방법 등의 실험 기법을 시범을 보이며
가르쳤다. 또한 야생형 초파리와 대조하여 외형으로 드러나는 10여 가지 돌연변
이 초파리를 관찰하게 하였다. 사전에 교사는 대학원생에게 요청하여 학생들의
질문 중에서 실험 기법에 대한 질문에만 답을 하고 학생들이 탐구해야 할 유전
자나 유전 지식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 답을 주지 않도록 요구했다.
학생들은 초파리를 다루는 실험 기법을 배우고 돌연변이 형질을 가진 초파리
를 관찰하는 동안 실험 기법, 유전자, 또는 유전자의 표현에 대해 여러 가지 질
문을 하였으나 교사는 직접 답을 제공하는 것을 피하였고 학생들의 질문을 기반
으로 탐구 문제를 구성하도록 유도하였다. 한 학생이 초파리의 눈의 형성에 영
향을 주는 여러 돌연변이 유전자들의 상관 관계를 탐색하는 문제를 제안하였으
나 나머지 다른 학생들은 탐구문제를 고안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교사는 초파
리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동안 학생들의 질문 중에서 돌연변이 초파리의 이름
을 표시하는 유전자 기호의 의미를 학생들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교
사는 교배 실험의 결과를 해석하여 유전자 기호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제가 학생
들의 수준에 적절한 탐구 문제라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에게 교배 실험
을 통해 유전자의 기호가 담고 있는 의미를 찾아보도록 제안하였다. 학생들은
유전자 기호의 의미를 찾는 문제를 탐구 문제로 선택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학생들은 돌연변이 초파리를 사용하여 각 돌연변이 유전자 기호의 의미를 드
러낼 수 있는 교배 실험을 논의하여 계획하였다. 학생들이 제안한 교배는 주로
특정 돌연변이 초파리와 다른 특정 돌연변이 초파리를 교배하는 것이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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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학생들은 vg;se x WT, Gla/CyO x WT, w1118x wa, w1118 x wbf, wa x wbf 교
배 실험을 생각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이 계획한 실험이 각 유전자의 유전 특성
을 모두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각 돌연변이 초파리와 야생형 초파리를 교
배한 결과도 필요할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제안하였고 학생들은 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vg x WT, se x WT, w1118 x WT, wa x WT, wbf x WT 교배도 실험
계획에 포함시켰다.
여섯 명의 학생들은 초파리 교배 실험을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실험 계획에
따라 관병에 암수 초파리를 넣고 배양기에 두었다. 학생들이 토요일에만 대학부
설 과학영재교육원에 오기 때문에 자손 초파리가 우화할 때까지 교사가 초파리
관병을 관리하였다. 교배 실험 후 2주 후 토요일에 학생들이 모여서 첫 번째 자
손 세대의 초파리를 관찰하여 기록하고 실험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자가 교배를
작업하였다. 학생들은 자가 교배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F1 세대 자손에 대
해서 자가 교배 실험을 수행하였다. 자가 교배 처치를 하고 2주 후 토요일에 학
생은 모여서 두 번째 자손 세대 초파리의 표현형을 관찰하고 표현형 별 개수를
세었다.
두 번째 자손 세대 초파리의 표현형과 개수를 확인한 후 학생들은 실험 결과
를 바탕으로 탐구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논의를 하였다. 논의의 참여 정도를
높이기 위해 여섯 명의 학생들을 두 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었다. 하나의 소집단
은 남학생 3명으로 구성되고 다른 소집단은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된다. 각 소집
단을 구분하기 위해 남학생으로 구성된 소집단을 모둠1, 여학생으로 구성된 소
집단을 모둠2로 부르겠다. 소집단 논의는 3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모둠1은 세미
콜론 기호, 슬래시 기호, 첨자 기호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세미콜론 기호와
슬래시 기호 문제에 대해 소집단에서 합의하는 답을 구성했으나 첨자 문제에 대
해서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모둠2는 슬래시 기호, 첨자 기호의 문제에 대해 논
의하였고 소집단에서 합의하는 결론을 얻었으나 세미콜론 기호의 문제는 논의시
간이 종료되어 논의하지 못하였다. 소집단 논의 후 두 소집단의 의견을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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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논의하는 전체학생논의가 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두 소집단은 서로 의견이
다른 해답에 대해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설득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전체학생이 합의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가 논의 시간을 계획
했다.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일정과 겹치지 않는 날짜를 정하였고 7
주 후 토요일에 다시 모여서 세 시간 가량 전체학생 논의를 하였다. 전체학생
논의를 통해 전체 학생이 합의하는 결론에 도달한 후 개인별 보고서 작성과 소
집단별 발표를 위해 3회 더 모임을 가졌다.

1.1.2 학생들의 탐구 문제

학생들이 관찰한 돌연변이 초파리의 이름 중에서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유
전 기호는 vg;se의 세미콜론, Gla/CyO의 슬래시, w1118, wa, wbf의 첨자 이다. 세
미콜론 기호가 있는 돌연변이 초파리의 이름 vg;se에서 vg 기호는 초파리의 날
개가 축소되어 날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작은 날개를 가진 돌연변이 유전자 이
름의 약자이다(Lindsley & Zimm, 1992). 흔적날개라고도 부른다. 이 유전자는
초파리의 2번 염색체에 있으며 야생형에 대해 열성이다. se 기호는 초파리 눈의
색깔이 야생형의 빨간색이 아니라 세피아 색깔로 표현되는 돌연변이 유전자 이
름의 약자이다. 세피아 라고도 부른다. 이 유전자는 초파리의 3번 염색체에 있
으며 야생형에 대해 열성이다. 이 기호는 이 돌연변이가 표현된 개체를 부르는
데도 사용된다. 흔적날개 돌연변이와 세피아 눈 돌연변이가 모두 나타난 돌연변
이 초파리는 vg;se 기호로 표현한다. 이 기호에서 세미콜론은 두 유전자 vg와
se가 서로 다른 상동염색체에 위치하고 자손에게 독립적으로 전달됨을 의미한
다. 학생들은 vg와 se 유전자의 교배 결과에서 이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상동염
색체에 있음을 추리하여 세미콜론 기호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학생들이 세미콜론 기호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계획한 실험은 vg;se 초파리와

-29-

WT(야생형) 초파리의 교배이다. vg 유전자와 se 유전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 vg 유전자 단독으로 야생형과 교배하는 vg x WT 교배와 se 유전자 단독으
로 야생형과 교배하는 se x WT 교배의 결과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은 이 교배
실험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교사는 vg;se x WT 교배만 가지고 학생들이 답을
찾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에게 vg x WT, se x WT, vg x se 교배
실험의 추가를 제안했고 학생들은 교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세미콜론 기호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수행한 교배 실험과 그 결과는 <그림 1>에 있다.

<그림 1> vg;se에서 세미콜론의 의미에 대한 교배 실험과 결과

슬래시 기호가 있는 초파리는 Gla/CyO 초파리이다. Gla 돌연변이는 Glazed 돌
연변이 유전자 이름의 약자이다(Lindsley & Zimm, 1992). 이 돌연변이는 낱 눈
이 서로 합쳐져서 평평한 면을 이루기 때문에 눈이 야생형 초파리 눈보다 반짝
거린다. 이 유전자는 초파리의 2번 염색체에 있으며 야생형에 대해 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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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기호 CyO는 balancer chromosome 중의 하나로 과도한 역위가 있는 특
별한 2번 염색체의 이름이다(Lindsley & Zimm, 1992). 이 염색체 내에는 야생
형에 대해 우성 표현형인 굽은 날개유전자를 포함한다. 2번 상동염색체 중의 한
쪽 염색체에 Gla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고 대립 염색체가 CyO인 초파리는 날개
가 위로 굽고 겹눈은 반짝거리는 표현형을 나타내고 유전 기호로 Gla/CyO 로
표시한다. CyO는 염색체의 이름이지만 학생들에게는 날개가 굽은 돌연변이의
이름으로 알려주었다. 학생들은 Gla, CyO 돌연변이 유전자의 교배 결과를 통해
이 두 유전자가 서로 상동염색체에 있으며 유전자 좌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슬래시 기호의 의미를 찾기 위해 학생들이 계획한 실험은 Gla/CyO 초파리와
WT(야생형) 초파리를 교배하는 Gla/CyO x WT 교배이다. Gla 돌연변이 유전자
가 있는 초파리나 CyO 유전자가 있는 초파리를 단독으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
문에 슬래시 기호와 관련 있는 교배는 한 가지만 계획하였다. F1 세대 자손의
관찰에서, 학생들은 Gla 돌연변이만 있는 초파리와 CyO 돌연변이만 있는 초파
리를 발견했다. 학생들은 Gla와 CyO 유전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발적으
로 Gla x Gla, Gla x CyO, CyO x CyO 교배를 계획하고 수행하였다. 슬래시 기
호와 관련 있는 초파리 교배와 그 결과는 <그림 2>에 있다.

<그림 2> Gla/CyO에서 슬래시의 의미에 대한 교배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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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유전자는 흰 눈 돌연변이라고 부르며, 초파리의 겹눈의 색깔이 야생형의
빨간색 대신에 흰색으로 나타나는 돌연변이이고 기호로 w를 사용한다(Lindsley
& Zimm, 1992). 이 유전자는 1번 염색체에 있으며 야생형에 대해 열성이다. 1
번 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로 x, y 두 개의 염색체가 상동염색체를 구성
한다. w 유전자는 암컷을 결정하는 x 염색체에 위치한다. w 유전자의 다양한 대
립유전자가 발견되었는데 w의 대립유전자는 w오른쪽 위에 첨자로 기호를 표시
한다. 학생들이 관찰한 w 대립유전자는 w1118, wa, wbf이다. w1118은 w 유전자의
일부가 제거된 돌연변이로 이 돌연변이의 표현형은 눈에서 빨간 색소를 만들지
못하여 눈 색깔이 흰색이다. wa는 w유전자의 일부에 Transposon이 삽입된 돌
연변이로 이 돌연변이의 표현형은 주황색 겹눈이다. wa돌연변이가 표현된 눈의
색소는 야생형 겹눈의 빨간 색소에 비해 3% 수준의 색소가 있다. wbf도 w 유전
자의 일부에 Transposon이 삽입된 돌연변이로 이 돌연변이가 표현된 눈은 wa
보다 옅은 황색이고 야생형의 빨간 겹눈 색소에 비해 2% 수준의 색소가 있다.
학생들은 w 유전자를 상호 교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첨자 기호로 구분된 w 유
전자가 대립유전자인 것을 발견해야 한다.

bf 1118
<그림 3> wa,w ,w 에서 첨자의 의미에 대한 교배 실험 결과

: 관찰 오류를 발견하여 재확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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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유전자들에 대해 학생들이 계획한 교배 실험은 w1118 x wa, wa x wbf, w1118
x wbf이다. 학생들은 첨자 기호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첨자 기호가 포함된 돌
연변이의 상호 교배만 생각하였다. 세미콜론 기호에 대해 교사가 추가 교배 실
험을 제안한 것처럼, 각 돌연변이 유전자의 특성을 야생형과 비교하기 위해 교
사는 w1118 x WT, wa x WT, wbf x WT 교배를 제안하였고 학생들은 수용했다.
첨자 기호의 의미에 대해 학생들이 수행한 교배 실험과 그 결과는 <그림 3>에
있다.

1.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중학교 3학년 과정의 학생들은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다. 이들은 2007년도에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지원하여 선발되었고 2008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20명의 수료자 중에서 여섯 명이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선발되었고 이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섯 명의 학
생들은 각각 재학하는 중학교에서 종합 성적 순위가 상위권에 속하고 생물학 분
야로 진로를 원하고 있으며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중
학생 대상 생물경시대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대학교의 교양생물학 교과서를
공부한 경험도 있었다.
생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태도, 과학의 본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유
전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에 학생의 자기 소개서, 과
학 본성에 대한 검사지, 유전 개념에 대한 검사지를 조사하고 세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학생들의 초기 상태를 추정하였다. 이 학생들은 2008년도에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입학할 당시 학생 자신과 그 학생의 부모가 생각하는 자
신의 성격, 과학에 대한 흥미, 장래희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자기 소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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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시작할 때 과학의 본성에
대한 검사지(김경순 등, 2008)와 유전 개념에 대한 검사지(민진선, 2004)를 작성
하였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검사지는 과학의 목적, 과학 이론의 정의, 과학 모
형의 성질, 과학 이론의 잠정성, 과학 이론의 성질, 과학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물어보는 여섯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김경순 등, 2008). 각 문항은 선택지에
서 선택을 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게 하였다. 이런 형식은 개방형 서술 문항보다
응답의 모호함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검사지를 사용하였다(김
경순 등, 2008). 유전 개념에 대한 검사지는 유전과 관련된 용어, 즉, DNA, 염
색체, 유전자, 대립인자, 유전정보에 대해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과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한 이해를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선택지와 추가적인
서술형 질문으로 구성된다(민진선, 2004). 여섯 명의 학생의 인적 정보를 보호
하기 위해 S1, S2, S3, S4, S5, S6의 가명을 사용하여 나타냈다. S1, S2, S3 학생
은 남학생이고 S4, S5, S6은 여학생이다.

1.2.1 학생 S1의 특성

학생 S1이 제출한 자기 소개서에서 학생 S1은 생물학자가 장래희망이라고 하
였다. S1은 자신에 대해 “쉽게 하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비판적이며, 쉽게 긍
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썼다. S1은 생물학을 연구하는 부모의 영향
을 받아 생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S1의 부모는 S1에 대해 S생물에 대해 관
심이 많고 흥미를 가지는 일을 끈기 있게 혼자서 완성하지만 간섭을 싫어한다고
썼다. S1은 1년간 한국생물올림피아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 수강을 하였
고 한국생물올림피아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과학의 본성 질문지에, S1은 과학의 목적은 자연현상의 탐구이고, 과학 이론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과학 이론이 증명이 되면 법칙이 된다고 썼다. 또

-34-

S1은 과학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 이론이 틀렸다고 증명될 수 있으며, 과
학자마다 다른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현상을 본다고 썼다. 그리고 과학자가 자
연 현상에 숨은 과학 이론을 찾는다고 썼다. 이를 볼 때 S1이 가진 과학에 대
한 관념은 자연에 존재하는 과학 이론을 자연 현상에 대한 탐구를 통해 과학자
가 증명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유전 개념에 대한 검사에서, S1은 DNA, 염색체, 대립인자, 유전정보에 대해 들
어보았고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고 답하였고, 유전자에 대해서는 들어보았지만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S1은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에 대한 질문
에서 유전자가 DNA와 RNA로 구성되고 염색체는 핵 내부에 있지만 유전자는
핵의 내부와 핵의 외부에 있다고 답하였다. S1은 대립인자에 대해 “염색체에서
같은 높이에 존재하는 인자”이고 “우성, 열성을 나눌 수” 있다고 작성하였다.
또 S1은 유전정보에 대해 유전자가 수행하는 일 또는 유전자가 나타내는 것이
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멘델 유전 법칙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는 문제에서 S1은
퍼넷 사각형을 해석하면서 유전자, 상동염색체, 생식세포, 감수분열에 대해 알고
있음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완두콩의 교배 결과에서 무작위로 콩 네 개를 꺼냈
을 때 각 콩의 유전자형을 예상하라는 문제에서 S1은 네 개의 콩에 AA, Aa,
Aa, aa를 작성하였다. 유전 개념에 대한 검사지의 답을 볼 때 S1은 DNA, 염색
체, 대립인자, 유전정보, 유전자의 용어들 알고 있고, 이 개념에 대해 어떤 수준
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1의 이해 수준은 높지 않다. S1은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세포 내의 위치의 차
이로 보았다. 또 대립인자가 한 형질에 대한 한 쌍의 유전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염색체에서 같은 높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유전정보에 대해서
도 유전자가 하는 일이라는 모호한 답을 하였다. S1은 이런 이해의 수준으로 멘
델 유전 법칙에 대한 문제에 답을 할 수 있었지만 멘델 유전 법칙에 나오는 비
율을 확률적 기대값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S1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유전 단원
을 학습하기 전에 이 검사지를 작성하였음을 고려할 때 유전 개념에 대한 S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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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유전 개념을 학습하지 않은 일반적인 중학교 3학년 학생보다 높은 수준
이지만 그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S1은 자신이
유전 개념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S1이 가진 유전 개념은
S1이 생물 경시대회의 준비를 위해 사설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동안 이 수
준의 유전 개념을 학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1.2.1 학생 S2의 특성

학생 S2가 제출한 자기 소개서에서 S2의 장래희망은 분자생물학자다. S2는 자
신에 대해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과 관련된 작업에는 최선을 다” 하지만, “과학
분야에만 신경”을 쓴다고 썼다. S2가 생물학에 관심을 가진 계기에 대해 S2는
“분자생물학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낀 경험을 기
록하였다. S2의 부모는 S2가 또래 집단과 공유할 수 없을 정도로 S2가 “과학에
대한 지나친 사랑”을 가지고 있고 호기심이 많다고 기록하였다. S2는 사설 학원
에서 생물학을 수강한 경험이 있고 한국생물올림피아드에 응시한 경험이 있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질문에서 S2는 과학의 목적이 현상에 대해 이론을 만드는
일이고, 과학 이론은 증명되어야 하지만 증명되지 않더라도 현상을 설명하는 것
은 이론이라고 썼다. 또 S2는 관찰한 사실이 증가하면서 이론이 틀렸다고 증명
될 수 있으며, 과학자의 관점이 다르면 같은 현상을 다르게 설명한다고 썼다.
그리고 과학 이론을 몰라도 자연 현상을 일어나므로 자연 현상 속에 과학 이론
이 숨어 있다고 썼다. 이를 볼 때 S2가 가진 과학에 대한 관념은 과학자가 자
연에서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찾는 과정이라고 해석되었다.
유전 개념에 대한 검사에서 S1은 DNA, 염색체, 유전자, 대립인자, 유전정보에
대해 들어보았고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S2는 유전자가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다고 답하였고, 유전자와 염색체를 분리할 수 있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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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것으로 보았으며, 대립인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서로 대립되는 유전
자”라고 답하였다. 유전정보의 의미에 대해서도 “세포가 생활할 때 필요한 정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정보”라고 답하였다. 멘델 유전 법칙에 대해 물어보는 문
제에서 S2는 정답을 답하였지만 유전자, 생식세포, 감수분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답을 제거하면서 답을 선택하였다. 완두콩의
교배 결과에서 무작위로 콩 네 개를 꺼냈을 때 각 콩의 유전자형을 예상하라는
문제에서 S2는 네 개의 콩에 각각 AA, Aa, Aa, aa라고 답하였다. 이상의 S2의
답을 볼 때 S2는 DNA, 염색체, 유전자, 대립인자, 유전정보의 용어를 알고 있
지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S2는 유전자와
DNA,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대립유
전자에 대해 표면적인 이해만 보였다. 그리고 멘델 유전에 나오는 비율을 확률
적 기대값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유전 개념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한 시점을 고
려할 때 S2의 관념은 유전 단원을 학습하지 않은 일반적인 중학생 보다는 높지
만 그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은 높지 않다. 하지만 S2는 자신이 이 유전 개념
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S2가 가진 유전 개념은 사설 학원에서
생물학을 수강하는 동안 학습하였거나 개인적인 독서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1.2.2 학생 S3의 특성

학생 S3가 제출한 자기 소개서에서 S3의 장래희망은 유전공학자, 환경공학자
이다. S3는 자신에 대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노력하지만 “잘 모르
는 것이 있을 때는 소극적”이 된다고 하였다. S3는 생물학에 흥미를 가지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 태안 기름유출
사건”이 자신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고 한 것을 볼 때 S3가 이 사건에서 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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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장래희망을 선택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 S3의 부모
는 S3가 이해심이 많고 성격이 밝아 친구들이 많았다고 기록했다. 또 S3가 차
분하고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성향이 있고 학교 성적이 우수하며 과목별로
편차가 적다고 기록하였다. S3는 사설 학원에서 고등학교 생물 교과를 수강했다
고 기록했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질문에서 S3는 과거의 과학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초점이
있었지만 현대 과학의 목적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과학의 이론에 대해서 S3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르는 것이 많고 이론이
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발견으로 폐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학의 이론은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답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면 이전 이
론이 틀렸다고 증명될 수 있으며 과학자마다 관점에 따라 다른 탐구방법을 사용
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하나의 현상을 다르게 설명한다고 답하였다. 이런 S3
의 답을 볼 때, S3가 가진 과학에 대한 관념은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않은 사실
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유전 개념에 대한 질문에서 S3는 DNA, 염색체, 유전자, 대립인자, 유전정보에
대해 들어보았으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하였다. S3는 유전자와
DNA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유전자와 염색체가 모두 유전정보를 운반하
고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고 답하였다. 대립유전자에 대해 상동염색체 위에 위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전정보에 대해서는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형질의 정
보”라고 답하였다. S3는 유전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고 답하였지만, 멘델 유전 법칙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에서 S3는 선택지에 정답
을 표시하였고 그 이유를 유전자, 상동염색체, 감수분열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
여 설명하였다. 완두콩의 교배 결과에서 무작위로 콩 네 개를 꺼냈을 때 각 콩
의 유전자형을 예상하라는 문제에서 S3는 유전자형이 아니라 표현형을 기록했
다. S3는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혼동했을 수도 있고,
문제의 의미를 착각해서 표현형을 묻는 질문으로 이해했을 수 있다. 하지만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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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답한 “둥근 완두, 둥근 완두,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를 볼 때 S3는 멘델
유전 법칙의 비율을 확률적 기대값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해석하였다. 멘델 유
전 법칙에 대한 몇 개의 질문에 정답을 표시하였지만 유전 관련 용어를 정확하
게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것을 볼 때, S3는 유전 개념의 정의에 대해 기억하여 말
할 수 있고 멘델 유전 법칙에 대한 문제의 답을 표시할 수는 있으나 유전 개념
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S3가 가진 유전 개념은 사설 학원
에서 유전 개념에 대해 선행학습을 하는 동안 유전 용어와 문제를 풀이하는 방
법을 학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1.2.3 학생 S4의 특성

학생 S4가 제출한 자기 소개서에서 S3의 장래희망은 정신과 의사와 신경생리
학자이다. S4는 자신에 대해 “사회성이 뛰어나 협동을 잘하고 승부욕이 강하고
과제 집착력이 있고 일을 처리할 때 주도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다.”고 기록하였
다. S4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유현 교수를 본받고 싶다고 기록하였는데 이
인물과의 경험이 S4의 장래희망과 생물에 대한 흥미를 높여준 것으로 추정된다.
S4의 부모는 S4가 “감정이 풍부하며 쾌활하고 친구를 잘 사귀지만 중심에 서려
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기록하였다. S4는 학과 공부와 한국생물올림피아드
준비를 위해 사설 학원에 수강하였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질문에서 S4는 아직 인간은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진
리에 도달하기 위해 탐구하는 것이 과학의 목적이라고 하였고, 진리에 도달하지
는 못했지만 현재까지 증명되었고 아직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 과학 이론
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과학 이론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
면서 개선 된다고 답하였다. S4는 과학에서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아직 인
간이 도달하지 못했고 현재의 과학 이론은 진리에 도달하는 중간 단계로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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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 것으로 보았다. 같은 관점에서 과학 이론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
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S4의 답을 볼 때 S4는 자연에 진리가
존재하지만 인간은 이 진리에 도달하기 어려우며, 인간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과학이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과학 이론은 완전하지 않고 변
화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었다.
유전 개념에 대한 질문에서 S4는 DNA, 염색체, 유전자, 대립인자, 유전정보에
대해 들어보았으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
에 대한 S4의 설명은 대부분 정확하였다. S4는 DNA가 인간의 모든 세포의 핵
내부에 존재하며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다고 기록했다. S4는 유전자
가 유전에 관여하는 추상적인 인자들이고 DNA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구분할 수
도 있었다. 대립인자에 대해서도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경쟁하는 인자이며 두
개 이상이 존재할 수 있다고 기록하였고 유전정보는 유전자 안에 들어 있는 형
질에 대한 코드라고 답하였다. 멘델 유전 법칙에 대한 문제에서도 S4는 선택지
에서 정답을 선택하고 정확히 그 이유를 기록하였다. 완두콩의 교배 결과에서
무작위로 콩 네 개를 꺼냈을 때 각 콩의 유전자형을 예상하라는 문제에서 S4는
“둥근 콩, 둥근 콩, 둥근 콩, 주름진 콩, 이는 확률적인 수치에 의한 것으로 순
서는 바뀔 수 있고 실제 실행 시 위와 같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고 답하였
다. 유전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문제에서 S4는 각 용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른
다고 답하였으나 각 용어에 대한 설명과 멘델 유전 법칙에 대한 문제의 답을 볼
때 S4는 유전 개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유전 단원을 다루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S4는
사설 학원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생물 단원을 선행학습 하면서 유전 용어와 개념
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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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학생 S5의 특성

학생 S5가 제출한 자기 소개서에서 S5의 장래희망은 생명공학자(유전공학자)
이다. S5는 자신에 대해 “재능이 많고 … 10시간이라도 집중할 수 있으며 … 자
기주도학습법을 통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단순 암기를 싫어”하여 “이해
가 가지 않으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기록하였다. S5는 초등학교 재학 중
에 지역교육청 과학영재교육원 과정을 수료하면서 과학고등학교와 영재고등학교
에 진학할 목표를 세웠고 장래희망을 과학자로 정하였다고 기록했다. S5의 부모
는 S5가 유아 시절에 보살펴주지 못했지만 S5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고
초등학생 때에는 동화 작성, 생물체의 그림 그리기를 하였으며 혼자 시간을 보
내며 열대어나 식물을 키우는 일에 몰두하는 동안 높은 수준의 관찰력과 집중력
을 보여주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S5는 친구가 많지 않고 내성적이어서 사회
성이 낮다고 기록했다. S5는 사설 학원에서 중학교 과정의 과학과 고등학교 과
정의 생물과 화학을 선행학습 하였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질문에서 S5는 과학의 목적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고 과학 이론은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답하였다. 또 과학자가 원자 모형
같은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이러한 상상의 모형으로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형을 사용하며 이런 방식으로 과학 이론을 창조한다고 답하였
다. 과학 이론이 새로운 이론으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설명이 등장
하면서 과학이론이 바뀐다고 답하였고, 동일한 현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증거가
한정되기 때문에 한정된 자료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았다.
S5는 자연에 어떤 진리가 있다거나 과학 지식이 고정된다는 관념을 표현하지
않았고 과학 이론을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보는 표현을 반복하였다. S5가
보는 과학에 대한 관념은 과학자가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설명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전 개념에 대한 질문에서 S5는 DNA, 염색체, 유전자, 대립인자, 유전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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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들어보았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S5는 DNA
와 염색체가 모든 세포의 핵과 세균이나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고 유전자는 8개
의 히스톤 단백질과 DNA로 구성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염색체가 유전자를
담고 있고 DNA라는 물질에 유전자가 저장된다고 답하였다. 또 대립인자를 어
떤 형질에 관여하는 같은 부류의 유전 인자라고 정의하고 우성과 열성의 개념도
표현하였다. 멘델 유전 법칙에 대한 문제에서도 유전자, 생식세포, 감수분열의
정확한 개념을 이유로 들어 정답을 표시했다. 완두콩의 교배 결과에서 무작위로
콩 네 개를 꺼냈을 때 각 콩의 유전자형을 예상하라는 문제에서 S5는 비율의
확률적 기대값의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S5는 본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에
유전 개념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S5가
이 수준의 이해를 가진 것은 사설 학원에서 고등학교 생물 단원을 학습하는 동
안 각 용어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학습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1.2.5 학생 S6의 특성

S6가 제출한 자기 소개서에서 S6의 장래희망은 생태학자이다. S6는 Konrad
Lorenz에 대한 책을 읽고 생태학자가 되려고 마음 먹었다고 썼다. S6는 자신에
대해 자연을 좋아하고 관찰을 잘 하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지만 덜렁거리고 흥
미 없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고 표현하였다. S6의 부모는 S6가 관찰력과 집중력
이 뛰어나고 동·식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기록했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질문에서 S6는 과학의 목적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그
설명으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과학 이론은 실험이나
관찰로 증명된 것이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과학 이론이 변할 수 있다고 기
록하였다. S6는 과학자들이 상상력을 통해 자연 현상에 숨은 과학 이론을 찾아
낸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볼 때 S6는 과학에 대해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객관

-42-

적이고 논리적인 사실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유전 개념에 대한 질문에서 S6는 DNA, 염색체, 유전자에 대해 들어보았고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고 답하였고 염색체는 유전자가 뭉친 것이고 유전자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된다고 답하였다. S6는 대립인자와 유전자는 들어
보았으나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고 대립인자와 유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S6은 멘델 유전 법칙에 대한 문제를 대립유전자, 생
식세포, 감수분열의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정답을 찾았다. 완두콩의 교배 결
과에서 무작위로 콩 네 개를 꺼냈을 때 각 콩의 유전자형을 예상하라는 문제에
서 S6는 네 개의 콩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는데 검은색 원, 흰색 원, 주름진 검은
색, 주름진 흰색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S6의 답의 의미가 모호하여 S6가 가진
개념을 추정할 수 없었다. 유전 개념에 대한 S6의 답을 볼 때 S6는 DNA, 유전
자, 염색체의 개념을 말할 수 있고 멘델 유전 법칙에 대한 문제에 답을 찾을 수
는 있으나 유전 개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수준은 낮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2. 자료수집
연구 자료는 학생들이 실험 결과를 해석하여 탐구 문제의 답을 구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09년 9월
에서 2010년 1월 사이에 초파리의 유전 현상을 설명하는 프로젝트 기반 탐구
수업에서 얻었다. 돌연변이 초파리의 관찰, 초파리 교배 실험 계획 및 수행, F1
세대 초파리의 관찰과 자가교배, F2 세대 초파리의 관찰 과정 동안 학생들은 주
로 역할의 배분, 실험의 절차 확인, 실험 방법 문의, 관찰한 내용 및 내용의 기
록에 대한 대화를 하였고 교배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았다. F2 세대
초파리를 관찰한 후 교사는 학생들에게 소집단 별로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하였고 학생들은 소집단 내에서 교배 실험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논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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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연구 대상 학생들의 활동 전체를 녹음하였으나 학생들의 실험 활동에서
설명에 대한 논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초파리 교배 실험의 자료를
수집한 후 소집단에서 토의한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 분석한 자료는
모둠1과 모둠2의 논의의 녹음 자료, 모둠1과 모둠2의 논의를 공유하는 전체 토
의의 녹음 자료, 소집단 논의 동안 학생들이 쓰고 그린 노트, 학생들이 개인적
으로 작성한 개별 보고서이었다.
학생들이 녹음기와 카메라로 녹화하는 상황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실험 활동
동안 학생들은 녹음기와 카메라를 의식하였으나 F2 세대를 관찰하는 실험 활동
의 후반부와 소집단 토의 시기에는 카메라와 녹음기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카메라나 녹음기로 장난치기, 농담하기, 등의 자유로운 행동을 하였다.
그래서 카메라와 녹음기가 있는 상황이 학생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3. 자료 분석
3.1 질적 접근 방법
본 연구는 자유탐구 활동에서 학생들이 실험 결과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 중
점을 두고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질적
연구의 방법(Lincoln & Guba, 1985) 중에서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장시간의 참여를 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가 최소 6개월 이상에 걸쳐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자유탐구 기간이 약 6개월이고
(2009년 8월 - 2010년 1월), 실제 수업 이전의 수업 설계 및 문헌분석 기간과
이후에 진행된 자료 분석 및 해석과 결론 도출 기간을 포함하면 약 2년 정도의
연구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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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속적인 관찰을 하였다. 연구자는 자유탐구가 이루어지기 이전 해에 연
구대상자들을 1년간 지도하였으며 자유탐구 활동이 이루어진 2009년 한 해 동
안 월 2회 이상 학생들을 만났고, 자유탐구 활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약 1년간
관계를 유지하여 온라인(이메일, 커뮤니티) 또는 전화 연락을 하였다.
셋째, 삼각측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측면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아니라 다양한 풍부한 자료로 사례를 기술함
으로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 과정 및 맥락을 상세히
기술하고 다양한 자료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차적인 분석 대
상은 학생들의 자료 해석 과정의 담화이지만 이 자료의 해석을 연구자의 관찰
자료, 학생들이 기록한 메모와 노트, 학생들의 개별 보고서 자료와 비교하였다.
넷째, 동료검증을 하였다. 과학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연구자 2명이
분석에 참여하였다. 동료 연구자는 연구자와 연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
누어왔기 때문에 연구 맥락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 후 동료 연구자가 이에 대해 검토를 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은 논의하여 합의하였다.

3.2 분석 과정
초파리 교배 실험 결과 자료에 대해 학생들이 논의한 녹음 자료는 발화자를 구
분하여 전사한 후 분석 단위로 나누었다. 여섯 명의 학생은 S1, S2, S3, S4, S5,
S6으로 이름을 붙여 구분하였고 교사는 T로 표시하였다. S1, S2, S3는 남학생,
S4, S5, S6은 여학생이다. 전사한 자료는 논의한 주제(세미콜론, 슬래시, 첨자)에
따라 구분하였고 조별 논의에서 소집단이 공유하는 주장이 변하는 지점을 표시
하여 단위를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소집단 내에서 '세미콜론은 분리의 법칙이다
'라는 주장을 논의하는 중에 '세미콜론은 독립이다'는 주장으로 논의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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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 단위를 나누었다.
전사한 자료의 분석은 네 단계로 수행되었다. 각 단계마다 Lincoln과
Guba(1985)의 분석적 귀납과 연속적 비교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전사한 자료를 반복해서 정독하는 단계이다. 연구자의 편견을 최대한 배
제하고 학생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발화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모둠1과 모둠2 사이의 설명모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두 소집단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분석을 위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전사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소집단 내에서 공유하는 설명모형의 특징을 기록하였다. 개
인이 제안한 설명모형이라도 한 명 이상의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 즉, 두 명 이
상의 학생이 공유하는 설명모형을 소집단의 설명모형으로 정하였다. 이 과정에
서 수집한 소집단의 설명모형의 유형을 개념화 및 범주화하면서 소집단에서 공
동으로 구성하는 설명모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개념적인 틀을 구성하여 정교하게 분석하는 단계이다. 소집
단이 공유하는 설명모형과 설명모형으로 설명을 구성하는 추론의 인식론적인 특
징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 연구와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개념적 틀을 구
성하였다.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개념
에 대한 이해, 염색체 개념에 대한 이해, 유전자와 염색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가시적으로 보이
기 위해서 유전자에 대한 이해와 염색체에 대한 이해를 두 축으로 하는 설명모
형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설명모형으로 설명을 구
성하는

추론에서

학생들의

인식론적

이해를

평가하기

위해

Kelly와

Takao(2002)의 틀을 수정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소집단의 설명모형과 추론 과정을 개념적 틀로 분석하면서 소
집단 설명모형의 특징과 설명모형과 추론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두 소집단의 설명모형의 수준과 인식론적 추론의 특징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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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 다음 학생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설명모형과 인
식론적 추론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3.3 인식적 추론의 분석 틀
개체 수준의 현상으로 세포 수준의 유전자를 설명하기 같은 복잡한 문제 해결
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가진 관념의 인식론적인 수준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식론적 수준의 추론을 추가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
서 학생이 구성하는 추론의 인식론적 수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추론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이해하기 위해 소집단 논의에서 학생들이 구성하는
논변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논변은 학생의 주장과 주장을 이끌어 낸 증거를
구분하기 때문에 논변의 구조는 학생이 주장을 이끌어 낸 추론을 드러내는 틀로
기능할 수 있다.
논변 구조 분석 틀로 Kelly와 Takao(2002)의 인식론적 논변 분석틀을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Kelly와 Takao(2002)는 Toulmin과 Latour의 연구 결과를 고
려하여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과학자들은 실제 실험의 특정 가능성에서 이론과
같은 일반적인 진술을 끌어내어 글로 표현한다(Latour, 1987). 다시 말하면 과
학자들은 실험에서 얻은 자료로 그림, 도표, 수치 등을 얻고 이 자료를 귀납적
으로 추론하여 추상적인 주장을 이끌어낸다(Kelly & Takao, 2002). Kelly와
Takao(2002)는 Latour의 인식론적 지위의 분류를 따라 학생의 글에 포함된 여
러 인식론적 수준의 논변을 분류하였다. 그래서 Kelly와 Takao(2002)의 논변
분석 틀은 짧은 논변들 사이의 연결을 통해 학생의 글 전체의 수준에서 논변의
구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
Kelly와 Takao(2002)의 논변 분석 틀은 학생의 글의 논변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소집단의 담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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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도 유용하다. 소집단 협력적 문제 해결 활동에서 학생들은 최종적인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 실험의 데이터, 다른 학생의 말이나 글 등 다양
한 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주장을 제안한다. 특정 순간에 구성한 주장은 다음
논의에서 자료 또는 근거로 사용되며 다양한 측면과 다양한 관점에서 수집 및
추론한 증거로 최종적인 문제의 답을 얻게 된다. 소집단의 논의에서 구성되는
논변은 글로 작성한 논변 보다, 잠정적인 주장이나 임시로 제안한 후 버리는 주
장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논변의 수가 많고 복잡하지만 글로 작성한 논변과 유
사한 추론의 과정을 거치며 결론으로 진행하는 동안 함축적으로 기록된 글로 작
성한 논변 보다 추론이 풍부하게 나타난다. 과학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명
의 학생들이 논의하는 논변 상황에서 특정 상황의 짧은 논변을 인식론적으로 구
별하고 서로 연결하는 것은 학생들의 복잡한 추론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 현상을 설명하는 학생들의 논변을 분석하기 위해
Kelly와 Takao(2002)의 틀을 유전 개념과 담화분석에 맞도록 수정하였다(그림
4).
인식론적 관점과 학생 추론의 흐름에 초점을 두고 Kelly와 Takao(2002)의 논
변 분석틀을 수정하여 초파리 유전 문제 해결에 대한 소집단 학생들의 담화를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학생들의 추론의 수준을 여섯 개의 인식론적 수준으로
나누었다. 여섯 개의 인식론적 수준은 데이터를 인식하고 기술하는 데이터의 수
준, 데이터를 조작하여 특정 데이터의 속성에 초점을 두는 데이터 속성의 인지
수준, 초점을 둔 데이터에서 추론한 데이터간의 관계나 패턴을 기술하는 증거
수준, 데이터의 관계나 패턴을 설명하는 주장의 수준, 데이터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으며 주장과 증거를 연결하는 정신모형이나 구체적인 이론의 수준, 정신모
형이나 이론의 배경지식이 되는 일반적인 이론의 수준이다. 인식론적 수준은 이
순서로 구체적인 사실에서 추상적인 이론으로 인식론적 수준이 높아진다. 각 인
식론적 수준의 주장 사이의 관련성에 따라 학생 추론의 흐름을 선으로 연결하였
다. 이러한 연결은 학생들의 사고의 흐름을 표현하며 논변을 구성하는 학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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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림 4> 유전 개념의 논변 분석을 위한 논변의 인식론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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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설명모형의 특징과 유형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자유 탐구 활동에서 중학교 과학영재학생들이 초
파리 돌연변이를 교배하여 얻은 자손 세대의 표현형을 사용하여 초파리 돌연변
이 유전자의 유전 현상을 설명하게 하였다. 이 상황에서 중학교 과학영재학생들
은 초파리의 유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기억하는 유전 지식에서 설명모
형을 구성하고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구성한 설명모형은 특정 비율과 유전 개념
을 연결한 명제 형태의 설명모형, 유전자에만 초점을 두는 단편적인 설명모형,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를 포함하는 설명모형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설명모형
을 바탕으로 유전자-염색체 관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구분할 수 있는 틀을
고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각 설명모형의 특징과 설명모형의 수준은 다음
과 같다.

1.1 설명모형의 특징
1.1.1 유전 법칙의 명제를 대입하는 단편적인 모형

초파리 교배 실험의 결과 자료를 수집한 직후 학생들의 담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2:1, 3:1, 9:3:3:1 같은 비율이다. 학생들은 결과 자료의 숫자를 특
정 숫자로 나누어 비율의 형태로 변환하였고 변환한 비율과 자신이 기억하는 비
율을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모둠1의 학생들은 vg;se x WT 교배의 결과 자료를
보고 9:3:3:1을 기억하였고(그림 5), 모둠1의 학생들(그림 6)과 S5를 제외한 모

-50-

둠2의 S4와 S6(그림 7)은 Gla/CyO x WT 교배의 결과 자료를 2:1로 변환한 후
자신이 기억하는 3:1의 비율과 비교하였다.
학생들은 초파리 교배 실험 결과 자료에서 얻은 비율을 근거로 그 초파리 교
배가 특정 유전 법칙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5>에서 모둠1의 학생들
은 vg;se x WT 교배의 F2 자손의 표현형의 비율을 근거로 vg;se 기호의 세미
콜론이 멘델의 독립의 법칙이라고 설명하였다. vg;se x WT 교배의 F2 세대의
표현형은 네 종류, 즉, WT, vg, se, vg;se가 나왔고 각 형질의 개수는 180, 41,
62, 15이었다. S2는 이 숫자에서 9:3:3:1의 비율을 연상했고 S3와 함께 논의하
면서 이 숫자를 9:3:3:1로 변환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세미콜론은 독립의
법칙이다. 왜냐하면 비율이 9:3:3:1이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vg;se x WT 교배의 결과 자료에 대해 논의하면서)
S2 180, 41, 62, 15,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15로 나누면
S3 왠지 9대 3대 3대 1인 것 같아.
S2 그지? 그럴 것 같지 않냐?
S3 같다 붙일 건 그것 밖에 없긴 해
S2 9대 3대 3대 1 같아.
S3 어
(중략)
S2 그리고 세미콜론은 독립
S3 세미콜론은 독립의 법칙
S2 음, 왜냐하면 비율이
S3 9대 3대 3대 1이 나왔으니
<그림 5> vg;se x WT 교배의 결과 자료에 대한 모둠1의 S2와 S3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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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델의 독립의 법칙은 서로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가 자손
에게 전달 될 때 각 대립유전자가 독립적으로 전달된다는 규칙으로 완전 우성인
두 쌍의 대립유전자의 양성잡종을 자가수분 하였을 때에는 9:3:3:1의 표현형의
비가 나타난다(Tamarin, 2007). 그런데 모둠1의 학생들은 vg와 se 유전자가 자
손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근거로 멘델의 독립의 법칙을 설명한 것이 아니었다.
단순히 자손 표현형의 9:3:3:1의 비율에 근거하여 vg와 se 유전자가 서로 독립
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사례에서 멘델의 독립의 법칙에 대한 모둠1의 이해가 명
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모둠1의 학생들은 “9:3:3:1의 비율은 멘델
의 독립의 법칙이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2 2대 1은 뭐냐?
S1 3대 1도 아니고 2대 1은 뭐야
그럼 이건 유전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가? 멘델의?
S2 어차피 불완전 우성 나올 때는..
S1 그런 것 많잖아?
S3 그럴 수도 있겠네.
S1 여기서 ABO식도 O형만 그거에 대하니까 AO대 BO로 하면
(중략)
S2 14대 28대 39는... 1대 2대 2대 1...
야 이거, 약 1대 2대 2대 1 정도 나오지 않냐?
S3 1대 2대 1?
S2 1대 2대 2대 1
S3 그게 뭐지?
S2 교차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냐?
S3 아! 그거! 교차까지 생각해?
<그림 6> Gla/CyO x WT 교배의 결과 자료에 대한 모둠1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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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비율과 특정 유전 개념을 연결하는 시도는 Gla/CyO x WT 교배 결과 자
료에 대한 모둠1의 논의에서도 나타났다. <그림 6>의 전반부는 멘델의 분리의
법칙을 3:1의 비율로 평가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Gla/CyO x WT 교배의 자가교
배 Gla x Gla 결과에서 자손 형질 Gla와 WT의 개수 104와 49가 2:1의 비율로
계산되자 모둠1의 학생들은 이 교배가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
각했다.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불완전우성이나 ABO식
혈액형에서 볼 수 있는 공동우성에 대한 개념을 회상했다. 이때 이 교배에서 나
타나는 유전 패턴이 멘델의 유전 법칙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모둠1의 기준은
3:1이라는 비율이었다. 자손 표현형의 비율이 3:1이 아니고 2:1이었기 때문에
모둠1의 학생들은 이 교배가 멘델의 유전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대한 모둠1 학생들의 이해가 명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았
지만 이 사례를 볼 때 모둠1 학생들은 “3:1의 자손 표현형은 멘델의 분리의 법
칙이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리하였다.
모둠1의 학생들은 교차에 대한 개념도 비율로 평가하려고 하였다. <그림 6>
의 후반부는 모둠1의 학생들이 비율에 근거하여 교차 개념을 도입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S2는 Gla/CyO x WT 교배의 자가교배 Gla x CyO에서 얻은 F2 세대
의 숫자에서 1:2:2:1의 비율을 연상했고 적절한 숫자로 나누어서 1:2:2:1의 비
율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비율을 근거로 S2는 Gla와 CyO 유전자 사이에 교차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차는 세포분열 시에 상동염색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염
색체 일부의 교환이다(Tamarin, 2007). 상동염색체 위에 위치하는, 즉 연관된
두 쌍의 대립유전자의 양성잡종을 검정교배 하였을 때 교차가 일어나면 자손 표
현형의 비율이 1:n:n:1로 나타난다. 여기서 두 대립유전자의 상대적 위치에 따
라 값이 달라진다. 그런데 모둠1의 학생들은 초점을 둔 교배가 자가교배인지 검
정교배인지 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비율에만 초점을 두었다. 모둠1의 학생들
은 계산한 비율, 1:2:2:1이 유전학에서 교차의 개념을 다룰 때 사용하는 검정교
배의 1:n:n:1의 비율과 유사한 것에 초점을 두고 이 교배를 교차라고 생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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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례는 모둠1의 학생들이 교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고
“1:2:2:1의 비율은 교차이다.”와 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둠1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특정 비율을 유전 개념과 연
결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들은 9:3:3:1의 비율을 멘델의 독립의 법칙과 연
결했고, 3:1의 비율을 멘델의 분리의 법칙과 연결했고, 1:2:2:1의 비율을 교차와
연결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모둠1의 학생들은 “특정 비율은 특정 유전 개념
이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모둠1의 학생들은 단순히 회상한 비율과 실험 결과 자료의 비율을 비
교하기만 하였고, 특정 비율과 관련 있는 유전 개념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여 초
파리 교배 실험 결과 자료와 비교하지 않았다. 비율을 단순하게 대입하는 사고
방식은 명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모르더라도 공식을 기억하고 대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학이나 물리학의 문제 해결 방식과 유사하다(Collins &
Stewart, 1989). Collins와 Stewart(1989)는 정해진 공식을 사용하는 수학이나
물리학의 문제 해결 전략과 대조하여 유전학의 문제 해결 전략은 정해진 공식이
없고 숫자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숫자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숫자
이외의 정보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모둠1의 학생들은 초파리의 유
전에 대한 문제에 수학이나 물리학의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특정
비율은 특정 유전 개념이다.”라는 규칙 형태의 명제를 기억하고 초파리 교배 실
험 결과 자료에서 얻은 비율을 대입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억하는 명제의
비율과 일치하는 비율이 나타난 초파리 교배는 학생들이 설명할 수 있었지만,
기억하는 명제의 비율과 일치하는 비율이 없는 교배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
고 초파리 교배 실험에서 얻은 비율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은
비율에 근거하여 정확하지 않은 답을 얻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기억할 수 있
는 명제와 일치하지 않는 교배 실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는데 명제의 대
입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초파리 교배를 설명하기 위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전 지식들을 사용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진 유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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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모형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는 1.1.2 , 1.1.3 , 1.1.4 절에서 다룬다.
한편, 모둠2의 학생들 중에서 S4와 S6도 모둠1의 학생들과 같이 비율에 초점
을 두었다(그림 7). S4와 S6는 Gla/CyO x WT 교배의 자가교배 중에서 2:1의
비율을 계산하였고 이 비율을 자신이 알고 있는 3:1의 비율로 변환하려고 시도
하였다. S4와 S6이 담화에서 보여준 관념과 전략은 모둠1의 학생들과 같이 비
율에 근거하여 명제를 대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모둠2의 S5는 다른 학생들과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S5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숫자가 많이 있으면
(비율을 신뢰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숫자가 작기 때문에 비율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S5는 다른 학생들과 다른 문제 해결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S5의 영향을 받은 모둠2는 모둠1과는 다른 설명모형을 사
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1.1.5 이후의 절에서 다룬다.
S4 글리아 14
S6 글리아가 뭐라고?
S4 글리아가 14
S6 거의 2:1이야
S4 뭐가?
S6 78 : 35
S4 그럼 2:1로 보면 되잖아
S5 숫자가
숫자가 많이 있으면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5 밖에 없잖아
S4 2:1이라고 하면..
이거 2:1로 봐도 큰 무리는 없어
아니면 3:1로 봐도 되고,
그러면은 3:1로 보자!
<그림 7> Gla/CyO x WT 교배의 결과 자료에 대한 모둠2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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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유전자에만 초점 두는 단편적인 모형

모둠1의 학생들은 “특정 비율은 특정 유전 개념이다.”는 명제를 기억하고 초
파리 교배 실험 결과 자료에서 얻은 비율을 명제에 대입하였다. 하지만 학생들
이 가진 명제에 대입되지 않는 초파리 교배 실험 결과 자료가 있었다. <그림 8>
의 전반부에서 모둠1의 학생들은 “9:3:3:1의 비율은 멘델의 독립의 법칙이다.”
의 명제에 맞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였다. vg;se x WT 교배에서 F2 자손 표현형
의 개수는 180, 41, 62, 15이었고 이 숫자에서 모둠1의 학생들은 9:3:3:1의 비
율을 연상하였다. 그러나 이 숫자는 15로 나누었을 때 약 12:2:4:1이 되었고
20으로 나누었을 때 약 9:2:3:1 정도로 변환되었다. 모둠1의 학생들은 9:3:3:1
의 비율이 나타나지 않자 이 교배를 멘델의 독립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에 의
문을 가졌다.
비율로 설명하지 못하자 S2는 유전자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려고 시도하였
다. S2는 “V 또는 v” 기호로 vg 유전자를, “S 또는 s” 기호로 se 유전자를 표
현하였다. 그래서 vg;se x WT 교배의 F1 세대의 유전자형을 “V v S s”로 표현
하였고 이것의 표현형이 WT가 됨을 예상하였다. S2는 F1 세대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생각하였지만 이 생각을 vg와 se 유전자의 독립적인 분리로 생각하지
않았다. S2는 “(독립의 법칙이면, 즉 F2 세대의 비율이) 9:3:3:1이면, 여기(F1
세대)는 다 WT가 나온다.”는 명제를 추가로 생각하였고 이 명제와 실험 자료의
F1 세대의 표현형이 일치하자 명제가 성립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S2는 V
또는 v 유전자와 S 또는 s 유전자의 유전자좌, 즉 염색체의 위치에 대해서 고
려하지 않았고 유전자의 개념만 사용하였다.
S2가 “V, v, S, s” 기호로 유전자를 표시하고 이 유전자를 조합하여 F1 세대
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예상한 사례(그림 8)를 볼 때 S2가 유전자에 대한 개
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2는 vg 유전자를 “v”로, vg 유전자의 야생
형 대립유전자를 “V”로, se 유전자를 “s”로 se 유전자의 대립유전자를 “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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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였는데 이는 S2가 대립유전자, 우성과 열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또 S2는 vg;se x WT 교배의 F1 세대의 유전자형을 “V v S s”로 표
현하였는데 이는 S2가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되는 유전자의 개념도 가지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S2는 염색체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S2가 유전자에 대해 생각할 때 S1과 S3는 vg와 se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
위에 있는지 두 개의 염색체에 있는지, 또는 하나의 상동염색체에 있는지 두 상
동염색체에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S2는 이들의
주장과 상관 없이 자신의 유전자 개념만 사용하였고, S1과 S3는 S2가 말한 유
전자 관점을 염색체와 연결하지 않았다.
vg와 se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고 vg;se x WT 교배의 결과는 멘델
의 독립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전 현상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래서 염색
체에 대한 고려를 생략하더라도 멘델이 독립의 법칙을 설명했던 방식으로 V와
v, S와 s 유전자만으로 두 대립유전자의 독립적인 전달을 설명할 수 있다. 염색
체의 고려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S2가 염색체에 대한 고려 없
이 유전자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S2가 염색체를 고
려할 필요가 없어서 염색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S2는
F1 세대의 유전자형과 표현형만 예상하였고 F2 세대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예상하지 않았다. S2는 “9:3:3:1이면 멘델의 독립의 법칙이다.”라는 명제를 적용
되지 않자 멘델의 독립의 법칙에 대한 추가적인 지식, 즉 멘델의 독립의 법칙에
서 다루는 유전자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지만 F2 세대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설명하지 못한 것을 볼 때 S2의 이해는 불완전했다. S1이 vg와 se가
한 염색체에 있는지 다른 염색체에 있는지, 또는 S3가 vg와 se가 한 상동염색
체에 있는지 다른 염색체에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S2는 유전자
와 염색체를 동시에 고려할 만한 모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S2는 S1
과 S3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전자 개념으로만 설명하려고 하였다.
S1과 S3는 S2가 유전자에 대해 언급할 때 염색체에 대해 고려하자고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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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S1은 “하나의 염색체 위에 있느냐? 두 개 염색체에” 있는지 보자고 말
하였는데 이 발화에서 S1이 말한 염색체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S1의 이 말
에 대해 S3는 상동이냐 아니냐를 봐야 한다고 말하며 S1의 말을 정정하였다.
S1은 “염색체”라는 단어를 언급했지만 염색체의 의미를 명확하게 쓰지 않았고
S3는 “상동”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지만 이 단어의 의미가 상동염색체인지 다른
뜻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vg;se x WT 교배에 대한 이후의 논의에서 S1의 발화
를 보면 S1이 염색체라고 언급했던 개념이 유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그림
9). S1은 vg;se가 멘델의 독립의 법칙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vg 유전자에
대한 야생형 대립유전자와 se 유전자에 대한 야생형 대립유전자의 개념을 말하
였다(vg에대한 짝이 있고 se에 대한 짝이 있는데). 하지만 이 언급에서 염색체
의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고 단순히 vg 유전자와 se 유전자에 대한 대
립유전자의 의미로 “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림 8>에서 S1은 염색체
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염색체 개념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
고 <그림 9>에서 S1은 염색체 개념 보다는 유전자 개념으로 vg 유전자와 se
유전자의 독립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vg;se x WT 교배의 결과 자료를 설명하는 모둠1의 담화에서 모둠1의 학생들
은 “특정 비율은 특정 유전 개념이다.”와 같은 명제가 적용되지 않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전자의 개념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이때 학생들은 유전자가 위치하
는 염색체에 대한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다루는 수준으로
유전자의 관점에서만 초파리 교배 실험 결과 자료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모둠1
의 학생들은 유전자, 대립유전자, 유전자를 표현하는 영문자 기호(V, v, S, s)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동(염색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초파리 교
배를 설명하기 위해 유전자와 염색체를 관련 짓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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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9:3:3:1 같아.
S3 어
S2 그러면 15로 나눠보자, 12:2:4:1 이야 근데 약간 애매한데
S3 그럼 9:2:3:1 그 정도 되네, 9:3:3:1은 안될 것 같은데.
S2 그렇다면, WT이 우성이잖아.
a, b ... vg를 ... 아 이렇게 vg를
vvg이거고, 아니 vs지,
vvss이고, vss이고, vvss 그러면...
S3 아음~음. 쟤는 그러면은 독립되어 있다고 말하는 건가?
일단 독립되어 있다는 거고
S1 근데 독립됐는데 어떻게 독립 되었냐 가 문제잖아
그 위에서 하나의 염색체 위에 있느냐? 두 개 염색체에 각각
S3 그걸 또 봐야지, 상동 사이에 있냐? 다른 놈 사이에 있냐.
S2 만약 이게 9:3:3:1이면 여긴 다 WT이 나왔겠지
S3 그렇지.
S2 그러니까 V v S s 이렇게
S1 그럼 그렇다면 이건(Gla/CyO) 왜 이렇게 나와?
S3 아 복잡하다.
S2 그걸 생각해 봐야지
S3 일단 세미콜론이나 슬래시 둘 중 하나잖아.
S2 응. 일단 이거(세미콜론)는 독립이고
S3 독립은 100%
<그림 8> vg;se x WT 교배의 F2 자손의 형질 비율이 9:3:3:1과 일치하지 않음에 대
한 담화와 S2가 구성한 유전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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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와 S3가 세미콜론은 독립이라고 주장하자)
S1 근데 이게 F2라는 것은 f1에서는 서로 섞여 있었다는 거잖아
S2 응?
S1 이게 F2결과잖아. F1에는
S2 응
S1 F1에는 vg se하고 두 개가 더 있었을 거 아니야?
S3 뭐?
S2 두 개가 더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야?
S1 WT이 두 개, 이쪽에서 두 개씩 나와서 짝을 이뤘을 거 아니야?
vg에대한 짝이 있고 se에 대한 짝이 있는데
결국 이게 발현되었다는 거는 상동,
S3 이게 상동 이어가지고
어.. 생식세포 만들 때, 어이 씨.
S2 초파리가 알 위에다가?
S1 어, 아니다. 아니다.
<그림 9> vg;se x WT 교배가 독립의 법칙이라는 주장에 대한 S1의 반박

1.1.3 염색체를 고려하는 단편적인 모형

vg와 se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동염색체에 위치하지만 Gla 유전자와 CyO 유
전자는 초파리의 2번 염색체에 위치하는 유전자들이다(Lindsley & Zimm,
1992). 그래서 Gla/CyO x WT 교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멘델의 독립의 법칙
에 대한 이해에 더하여 상동염색체와 유전자의 연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거나
발견하여야 한다. 모둠1의 학생들은 Gla/CyO x WT 교배의 F1 세대의 자료에
서 Gla 형질과 CyO 형질의 수가 비슷하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Gla와 CyO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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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동(염색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그림 10). S3는 Gla/CyO x WT 교배에서
Gla와 CyO가 분리되어 WT 유전자와 다시 결합하면 F1 세대에 Gla와 CyO 형
질이 비슷한 비율 즉 1:1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였다. S2도 S3와 같은 생각을
하였고 S3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Gla/CyO x WT 교배의 F1 세대에 Gla 형질과 CyO 형질의 수가 비슷하
다는 자료를 보고)
S2 비슷한 비율이 나왔다면은..
S3 비슷한 비율이면은, 음...
S2 일단 우성이니까...
(중략, 세미콜론에 대한 논의를 한 후)
S3 상 동이어가지고 Gla랑 Gla랑
다시 나눠져 가지고 WT이랑 다시 붙어가지고
S2 그럼 그렇다면 이것(세미콜론)과 이것(슬래시)의 차이는
왜 그런지 생각해봐
둘, 둘의 차이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은
S3 그럼 WT보다 얘가 더 우성인가?
S2 뭐지?
S3 그래야지,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나오겠지!
S2 오 그렇지
S3 그래 그러면.. 음.
<그림 10> Gla/CyO x WT 교배에 대한 모둠1의 논의

모둠1의 학생들은 Gla와 CyO 유전자가 상동염색체에 위치한다고 결론을 내
렸지만 염색체 위의 어떤 자리에 유전자가 위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
현하지 않았다. 모둠1과 모둠2가 소집단 내에서 논의를 마친 후 두 소집단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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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모여서 각 소집단에서 논의한 사항을 공유할 때, Gla/CyO에 대해서 모둠1은
Gla와 CyO 사이에 교차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였고, 모둠2는 Gla와 CyO가 상동
염색체의 두 염색체에 분리되어 위치한다고 주장했다. 두 소집단의 주장이 달랐
기 때문에 각 소집단의 학생들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때 S2는
염색체 위에 Gla와 CyO 유전자의 위치를 표시하였는데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
치에 Gla와 CyO 유전자를 표시했다(그림 11). 모둠2의 S5는 S2의 그림을 보고
Gla와 CyO가 같은 위치에 있다면, 즉, Gla와 CyO 유전자가 서로 대립유전자이
면 자손 세대에 불완전우성의 표현형이 나타나거나 Gla와 CyO의 우열 관계에
따라 하나의 표현형만 나타나야 하는데 실험 결과 자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S2의 그림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S2는 Gla와 CyO 유전자를 단순히 상동염색체
의 대립 염색체에 두었고 Gla 유전자와 CyO 유전자의 위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S2는 S5가 대립유전자에 대한 반박을 했을 때 Gla와 CyO 유전자의 위
치에 대해 고려하지 않음을 인식하였고 S5가 교차가 일어난 장소를 물었을 때
답을 하지 못하였다(그림 11).

S5 근데 아까 내가 한 게 저거 아냐?
S1 아니야
S3 약간 다르지 저거는 위치가, 우리 것과 위치가
S5 그러면 불완전 우성이라던가 둘 중의 하나만 나타나야 되는데?
S2 어?
T 그러니까 Gla랑 CyO가 같은 자리에 있다고 보는 거야?
S2 아니요 그냥 딱 놓은 거에요 그렇게
(중략)
S5 근데 저 교차, 교차가 일어난 데가 어딘데?
S2 모르겠어.
<그림 11> Gla/CyO의 염색체상의 위치에 대한 S1이 표현한 모형과 S5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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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과 <그림 11>에서 Gla/CyO x WT 교배 결과 자료에 대한 모둠1
의 담화를 볼 때, 모둠1의 학생들은 상동염색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표
현형의 패턴에서 유전자가 상동염색체에 위치함을 발견하였지만 유전자와 염색
체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모둠1의 학생들은
Gla/CyO x WT 교배의 F1 세대의 자료를 보고 Gla와 CyO 유전자가 상동염색
체에 위치한다고 주장하였지만 Gla와 CyO 유전자가 대립유전자인지 또는 한
염색체 위에 연관된 유전자인지 구분하지 않았다. 모둠1의 학생들은 Gla 유전자
와 CyO 유전자가 서로 상동염색체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1:2:2:1의 비율을
근거로 Gla와 CyO 사이에 교차가 일어났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두 결론을 연결
하지 못하였다. 모둠1의 학생들은 염색체 위의 Gla 유전자와 CyO 유전자의 위
치를 명확히 표시하지 못하였고 교차의 위치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못하였다.
이것을 볼 때 모둠1의 학생들은 염색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염색체
와 유전자의 관계를 연결하는 설명모형을 구성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1.1.4 염색체 위에 유전자를 두는 단편적인 모형

모둠1의 S2와 S3는 Gla/CyO x WT 교배의 F2 세대의 표현형의 비가
1:2:2:1인 것을 근거로 Gla와 CyO 사이에 교차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그림 6).
이 주장에 대해 S1은 교차에 의해 1:2:2:1의 비율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염색체 위에 Gla와 CyO 유전자의 위치를 표시하려고 시도하였다(그림 12). S1
은 교차에 의해 1:2:2:1의 비율이 나올 수 없음을 보여주려고 염색체 그림을 그
리고 Gla 유전자와 CyO 유전자의 위치를 그림 위에 표시하였다. S1은 염색체
그림을 삼등분한 후 Gla 유전자를 염색체의 끝에 두고 CyO 유전자를 염색체의
끝에서 3분의 1의 위치에 두었다. S1은 이렇게 그림을 그린 후 Gla 유전자와
CyO 유전자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날 확률을 암산하였다. S1은 이 그림을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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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차에 의해 1:2:2:1의 비율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하였으나 S1은
교차에 의해 1:2:2:1의 비율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계산하였고 S2와 S3의 주장,
즉, 교차에 동의하였다.

(S2와 S3가 1:2:2:1의 비율을 보고 교차라고 말하자)
S1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면은 이게 1이면은
S3 전체가 교차되는 것 아니야?
S1 아! 그러면 1대2
S2 원래는
S1 여기 여기 여기(그림 그리며)가 있는데
이걸 따졌을 때
여기에 2를 놓고 여기에 2를 놓고 여기 1 여기 1
...
그럼 말 되네.
S2 교차면 1:2:2:1 아니야?
S3 교차가 나오면은 어떡할래?
S1 어쨌든
<그림 12> Gla/CyO가 교차라는 주장에 대한 S1의 평가와 S1이 그린 그림

이 사례에서 S1은 염색체에 대한 그림을 그림으로 S1이 가진 염색체에 대한
모형을 표현하였고 Gla 유전자와 CyO 유전자를 염색체 그림 위에 표시함으로
염색체 위에 위치하는 유전자에 대한 모형을 표현하였다. 그런데 S1이 표현한
모형은 Gla/CyO x WT 교배의 결과를 설명하는데 기여하지 않았다. S1이 그린
염색체와 유전자의 그림은 교차에 의해 1:2:2:1의 비율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
한 후에는 다시 사용되지 않았다. S2와 S3는 S1이 교차가 가능하다고 동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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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이 표현한 모형에 주의를 두지 않았고, 이전에 논의했던 비율에 근거한 교차
라는 주장을 유지하였다. 모둠1의 학생들은 염색체, 또는 상동염색체에 대한 개
념을 가지고 있었고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위치한다는 개념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Gla와 CyO 유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동염색체의 개념에 Gla
와 CyO 유전자의 위치에 대한 개념을 더하여 Gla/CyO x WT 교배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모형을 구성하지 않았다. 즉, 모둠1의 학생들은 Gla와 CyO
가 서로 대립유전자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고, Gla와 CyO 유전
자가 한 상동염색체에 위치한다면 염색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
았고, Gla와 CyO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을 예상
하지 않았다. 모둠1의 학생들이 이러한 사고를 했다면 교차의 개념으로 설명하
지 않고도 Gla/CyO x WT 교배 결과 자료를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둠1의
학생들은 이런 사고를 하지 못했다. 모둠1의 학생들은 막연히 Gla와 CyO 유전
자가 상동염색체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유전자와 염색체를 따로 구분하
여 고려하였다.
한편 <그림 12>에서 교차에 대한 S1이 표현한 모형은 S1이 교차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차율은 교차 현상이 일어난 두
유전자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이고 염색체 위에서의 실제 거리는 아니다
(Tamarin, 2007). 그런데 S1은 계산한 교차율(1:2:2:1에서 6분의 2)로 염색체
를 삼등분 하고 Gla와 CyO 유전자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교차를 설명하는 S1
의 해결 방식은 교차 현상에 대한 설명보다는 교차에 대한 문제 풀이 방식에 가
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는 S1이 교차에 대한 개념을 문제풀이 방식으로
학습하여 교차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낮음을 암시한다고 생각되었다(김
영미 등, 2001). 교차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명제를 대입하는
방식의 유전 문제 풀이에 필요한 단편적인 개념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S1과 모
둠1의 학생들은 상동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초파리
교배 현상을 설명하는 체계적인 설명 모형을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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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1의 학생들과 대조적으로 모둠2의 학생들은 유전자와 염색체에 대한 체계
적인 설명 모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모형을 사용하여 초파리 교배 실험 결과 자
료를 설명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모둠2의 학생들이 사용한 설명 모형에 대해서
논의한다.

1.1.5 연관과 독립을 구분하는 설명모형

모둠2의 S4와 S6은 모둠1의 학생들과 같이 비율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그림
7). 그래서 Gla/CyO x WT 교배의 결과 자료에서 2:1의 비율을 계산하였고 이
비율을 3:1의 비율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S5는 S4와 S6가 비율에 대
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S5는 초파리 교배 실험에서 얻은 자손 세대의
개수가 작기 때문에 비율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다(그림 7). S5의 이 말은 S5
가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S5를 제외한 다섯 명
의 학생들은 초파리 교배 결과 자료에서 표현형의 개수와 비율에 초점을 두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명제에 대입하려고 하였지만 S5는 단순히 비율을 대입하는
방식의 사고를 하지 않았다. S5는 S4와 S6가 비율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는 동
안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생각하였는데, 얼마간의 시간 동안 생각
한 후 S5가 교사에게 한 질문은 S5가 비율이 아니라 자손 세대의 표현형 자체
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3>은 S5가 Gla/CyO x WT 교배의 F1 세대에 Gla와 CyO가 동시에
표현된 개체가 있었는지를 교사에게 질문하는 사례이다. S5는 Gla/CyO x WT
교배의 F1세대에서 Gla 표현형의 개수와 CyO 표현형의 개수가 비슷하다는 자
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추가적인 자료를 교사에게 확인하였다. S5가 교사에게
“Gla CyO 같이 나온 건 없었죠?”라고 질문한 것을 볼 때, S5가 관심을 가진 정
보는 F1 세대의 표현형이다. S5는 이 질문으로 Gla/CyO 표현형이 나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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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자신의 예측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였다.

(S5가 Gla/CyO x WT 교배 결과 자료에 대해 교사에게 확인함)
S5 선생님 근데요 그,… 그걸(Gla) 뭐라 하지?
그 Gla하고 CyO가 같이 있는 거랑(Gla/CyO)
와일드타입이랑 교배한 거 그때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T Gla와 CyO 비슷한 비율로 나왔다
S5 아 비슷한 비율...
그 Gla.. CyO 같이 나온 건 없었죠?
T 응 같이 나온 것은 없었어
S5 근데 그 때요…..
아, 아니요.
<그림 13> Gla/CyO x WT 교배의 F1 자손의 표현형을 S5가 확인함

S5가 가진 관념이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는 것은 S5가 자신의 생각을 S4와
S6에게 설명하는 사례에서 잘 나타났다. S5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면서 Gla
유전자와 CyO 유전자가 염색체 상에 위치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그림 14). S5는 Gla 유전자와 CyO 유전자가 한 염색체 위에
위치하는 경우(그림 14의 1번), Gla 유전자와 CyO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상동염
색체에 위치하는 경우(그림 14의 2번), Gla 유전자와 CyO 유전자가 한 상동염
색체에서 다른 염색체 위에 위치하는 경우(그림 14의 3번)를 설명하였다. S5는
세 가지 경우 야생형과 교배할 때 F1 세대의 자손을 예상해 보면 1번과 2번의
경우는 F1 세대에서 Gla/CyO 표현형의 개체가 나오고 3번의 경우는 F1 세대
에 Gla 형질만 있는 개체와 CyO 형질만 있는 개체가 나오는데 초파리 교배 실
험 결과 자료와 예상이 일치하는 것은 3번이므로 Gla 유전자와 CyO 유전자는

-67-

상동염색체의 다른 염색체에 위치한다고 주장하였다.

S5 이거 처음부터 헤테로인 것 같아
이게 상동염색체상에 있는데
(중략)
S5 이것밖에 안 나와.
지금 추리해서 나온 결과를 추리해봤는데
이건 내가 같은 상동염색체에 두고
이건 각각 다른 상동염색체 위에 둔건데
얘도 얘가 다 나왔는데 그럼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유전자가 다 상동염색체에 있을 때인데
이게 같이 있는 게 없었는데
1번2번이 안되니까 3번이…
(중략)
S5 근데 여기서, Gla하고 CyO 같이 나온 게 없었잖아
그래서 1번2번은 안 된다는 거잖아
S6 어
S5 그럼 상동염색체가 안되, 반씩 나왔으니까 안되.
S6 F1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네 말이 맞는다고 할 수 있어
S4 F1나와도? F1나왔어? 이거?
S6 응 F1이 Gla랑 CyO랑 거의 1:1로 나왔어
<그림 14> Gla와 CyO 유전자의 위치를 설명하는 담화와 S5의 설명모형

이 사례에서 S5는 다른 학생과는 달리 유전자와 염색체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S5는 두 쌍의 상동염색체를 생각하였고 두 쌍의 유전자(Gla와 야생형 대립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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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리고 CyO와 야생형 대립유전자)를 생각하였으며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위치하는 것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두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상동염색체에 위치
하는 경우(그림 14의 1번과 3번)와 두 쌍의 유전자가 두 상동염색체에 위치하
는 경우(그림 14의 2번)를 상상하였다. 또한 야생형과 교배하는 실험을 상상하
여 염색체가 감수분열과 수정을 통해 자손 세대에 조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자
손 세대의 표현형을 예상하였다. S5는 유전자의 연관이나 멘델의 독립의 법칙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유전자의 위치를 표시하는 염색체를 상상하여
유전자의 연관과 멘델의 독립의 법칙에 대한 개념을 표현하였다. S5가 유전자와
염색체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모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S5는 다른 학생들과
는 달리 비율에 초점을 두지 않고 표현형이 나타나는 패턴에 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S5는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를 고려하는 모형을 다른 초파리 교배에도 사용
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S5가 유전자와 염색체를 동시에 고려하는 설명모형으로
복대립유전자를 표현하고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를 설명하였다.

1.1.6 복대립유전자를 표현하는 설명모형
모둠2의 학생들은 wa, wbf, w1118을 복대립유전자로 생각하고 세 유전가 상염
색체에서 순종일 때와 잡종일 때를 생각하여 자손 세대의 표현형을 예상하고 초
파리 교배 실험 결과 자료와 비교하였다. 모둠2의 학생들이 wa, wbf, w1118 유전
자가 서로 대립유전자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
다. 아마도, 세 유전자의 기호가 모두 “w” 문자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첨자로
표시하는 기호의 형식이 같은 것, 그리고 세 유전자 모두 눈의 색깔의 표현에
관여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세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로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둠2의 학생들은 세 유전자가 대립유전자인지 아닌지 고려하는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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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지 않았지만 이 유전자에 대한 발화에서 세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로 생각하
고 논의를 하였다. 예를 들면 <그림 15>에서 S4는 w 유전자들의 교배가 쉽게
설명이 되지 않자 숫자로 표시한 w1118과 영문자로 표시한 wa, wbf가 서로 다른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 말은 S4가 세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로 보았던 것을
암시한다고 보았다.

S4 1118이 딴 데 있는 것 아닐까?
왜냐면 이거는 둘 다 알파벳이고 이건 숫자잖아
그거에도.. 정 안되면 그거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S5 아니면,,
이 둘 다 와일드타입에 대해서 열성인데
한쪽이 만약에 만약에 우성으로 잡으면은
여기에 wbf와 w1118이 같이 들어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
둘 다, 둘 다 호모면은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어
똑같은 거만 나와야지
S4 응..
1118

bf
<그림 15> wbf 개체의 유전자형을 w /w

로 설명하는 담화와 모형

한편 S5도 세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로 간주하고 세 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대한 가정을 하였다. 하지만 S4가 숫자와 영문자라는 표면적인 기준으로 w1118
유전자와 wa, wbf 유전자가 서로 다른 유전자라고 생각한 것과는 달리, S5는 wbf
x w1118 교배에서 부모 개체의 유전자형이 순종인지 잡종인지를 고려하였다. S5
는 wbf 유전자를 w1118 유전자에 대하여 우성으로 가정하고 부모 세대의 wbf 개
체의 유전자형을 wbf/w1118로 가정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을
예상하였다. 그렇게 하였을 때 예상되는 자손의 표현형의 패턴과 초파리 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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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자료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후 S5는 염색체를 그리고 염색체 위에 wbf
와 w1118 유전자의 위치를 표시함으로 S4와 S6에게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S5는 자신이 생각한 모형으로 wa x wbf 교배의 결과가 설명되지 않음
을 발견하였다(그림 16). S5가 염색체와 유전자로 표시한 모형으로 부모 세대의
wa, wbf, w1118의 유전자형을 표시하면, wa는 wa/w1118의 잡종, wbf는 wbf/w1118의
잡종이다. 그래서 wa x w1118 교배에서 F1 자손에 wa와 w1118 표현형이 나오고,
wbf x w1118 교배에서 F1 자손에 wbf와 w1118 표현형이 나온다. 그런데 wa x wbf
교배에서 예상하는 자손은 wa, wbf, w1118인데 학생들이 수집한 wa x wbf 교배의
결과 자료는 wa만 나타났다(그림 3). S5는 이것을 발견한 후 wbf x w1118 교배의
wbf 개체와 wa x wbf 교배의 wbf 개체가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S4에게 질문하였
다(그림 16, S5 근데 얘네가 종류가 다를까?). S4는 부모 세대의 wbf 개체가 같
은 것이라고 답하였다. S5는 자신이 처음에 생각한 모형으로 예상한 자손의 표
현형과 초파리 교배 실험으로 얻은 표현형의 패턴이 일치하지 않아서 자신의 모
형에 대해 확신하지 않았다.
wa, wbf, w1118 유전자에 대한 교배 실험 결과 자료를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하
지는 못하였지만 이 시점에서 S4와 S5는 wa, wbf, w1118을 복대립유전자로 생각
하고 상동염색체의 유전자 자리에 두 곳에 복대립유전자 중에서 두 개를 조합하
여 넣는 모형을 보여주었다. S5는 부모 세대의 wa 개체가 가진 유전자형이
wa/wa 또는 wa/w1118이 될 것으로 가정하였고, 부모 세대의 wbf 개체가 가진 유
전자형을 wbf/wbf 또는 wbf/w1118이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모둠2의 학생들은 세
대립유전자의 우열관계를 wa > wbf > w1118 로 가정하였고 그래서 w1118 개체는
w1118/w1118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부모세대가 순종일 경우와 잡종일 경우의 자
손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예상하였고 학생들이 수집한 초파리 교배 실험 결과
자료와 비교하였다. 모둠2의 학생들이 사용한 유전자-염색체 모형은 1.1.5 절에
서 학생들이 연관과 독립을 구분한 유전자-염색체 모형과 유사하다. 다만 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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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유전자에 맞게 상동염색체 하나만 고려하였다.

S5 근데 얘네가 종류가 다를까?
S4 어떤 종류?
S5 얘 여기 썼던 bf하고 여기 썼던 bf하고..
만약에 얘네 둘 다
S4 같은 거야.
S5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쓰는 bf가 다 같으면은
얘가 얘가 1118 갖고 있어야 되는데
S4 응..
S5 둘 다 1118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1118이… !!!!
S4 되? 왜 되?
S5 아니
S4 얘가 1118을 갖고 있으면
S5 얘가 둘 다 a 같은데..
S4 aa면은 얘가 a1118이고 그럼 얘는
둘 다 aa면은 얘는 bf, 이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고
S5 응. 얘가 우성인 것은 맞는 것 같으니까
S4 응..
S5 그러니까 얘를 우성으로 보면
얘가 호모가 되면 wbf가 안 나오는데
1118

<그림 16> S4와 S5가 wbf x w

bf
교배와 wa x w 교배의 결과가 예상과 일치하지 않

음을 논의하는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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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모둠2는 wa, wbf, w1118 유전자의 교배 결과를 설명하지 못하였지
만, 이후에 S5는 S4와 함께 논의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였고 초파리 교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사례는 다음 절에서 다룬다.

1.1.7 성염색체 개념을 사용하는 모형

앞 절에서 모둠2의 학생들은 유전자-염색체 모형을 사용하여 복대립유전자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때 학생들은 wa, wbf, w1118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위치한다
고 가정하였고 상염색체에서 순종인 경우와 잡종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였을 때 설명이 가능한 초파리 교배도 있었지만 설명이 되지 않는 교배도
있었다. S4와 S5는 여러 대안을 고려한 후 성염색체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였다
(그림 17).
<그림 16>과 <그림 17>의 담화 사이에서 모둠2의 학생들은 다양한 대화를
하였다. S4와 S6은 모둠1의 학생들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하기도 하였
고, 다른 문제(Gla/CyO x WT 교배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고, wa, wbf,
w1118이 포함된 교배의 결과 자료에서 자손의 표현형의 비율에서 일정한 패턴이
나오지 않음에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다. S4는 w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을 가
능성을 제안하기도 하였지만, 성염색체에 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맞지 않는 교
배 결과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성염색체에 대해 오래 고려하지는 않았다. 특히
S5는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S5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 후에 S5는 w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발언을 하였다(그림 17의 전반부).
S5는 부모 세대의 wbf를 수컷으로, w1118을 암컷으로 놓았다. 그리고 wbf 유전
자를 성염색체 중에서 x 염색체에 두었다. w 유전자를 상염색체가 아니라 성염
색체에 두면 부모 세대의 wbf를 wbf/w1118로 두지 않아도, 자손 세대에서 wb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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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118이 모두 표현될 수 있다. S5는 성염색체의 개념을 유전자-염색체 모형에
추가하여 모형을 수정함으로 여러 개의 초파리 교배 결과 자료를 동시에 설명하
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S5는 w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다는 모형을 구성하면서
wa, wbf, w1118이 들어가는 여섯 개의 교배(그림 3) 모두를 설명할 수 있었다.

S5 됐다
S6 어?
S5 이게 성염색체. !!! 가 맞아
S6 bf가 성염색체에 있다고?
S5 아니 w가 성염색체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거로 나와
S6 아..
(중략)
S4 xy, xy 이런 거야 설마? 아니 xy, xy 교배를 한 거야?
xx, xy 이어야 되잖아
S5 아니 아니 이게(wbf) 수컷이고 이게(w1118) 암컷
그러면 이게 wbf
그 다음에 이게 w1118.
이게(상염색체의 wbf) 들어가면 wbf 밖에 안 나와
wbf, bf.
<그림 17> 유전자-염색체 모형으로 반성유전을 설명하는 담화와 모형

1.1.8 상인연관과 상반연관을 구분하는 모형

모둠1과 모둠2가 각 소집단의 논의를 마친 후에 두 소집단이 모여서 각각 논
의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모둠1의 설명은 비율에 초점을 둔 명제에 대입하는 형

-74-

태였고 학생들의 실험에서 얻은 초파리의 수는 정확한 비율을 얻을 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둠1의 설명은 초파리의 실제 유전자와 맞지 않았다. 반면 모둠
2의 설명은 유전자-염색체 모형에 근거하여 교배 결과와 맞는 모형을 구성하였
기 때문에 모둠2의 설명이 모둠1의 설명보다 정확했다. 그래서 모둠1의 설명에
대한 모둠2의 반박에 대해 모둠1은 설명하지 못하였고 모둠1은 모둠2의 설명
모형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모둠1의 S2가 구성한 모형은 모둠2가 상반연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모둠1의 S2는 첫 번째 공동 논의와 두 번째 공동 논의 사이에 귀가한 시간
동안 추가 정보를 수집하여 Gla/CyO x WT 교배를 설명하는 설명모형을 구성
하였다(그림 18의 S2의 그림). S2는 Gla 유전자의 대립유전자를 모두 기호로
표시하였다. Gla 표현형을 나타내는 우성 유전자를 “Gla+”로 나타내고 야생형
표현형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Gla”로 표시하였다. CyO 유전자에 대해서도, CyO
표현형을 나타내는 우성 유전자를 “CyO+”로 나타내고 야생형 표현형을 나타내
는 유전자를 “CyO”로 표시하였다. 반면 S5는 Gla 돌연변이 유전자를 “Gla”로
표시했지만 야생형 표현형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생략하고 표시하지 않았다.
CyO 유전자도 CyO 돌연변이 유전자를 “CyO”로 표시했지만 야생형 표현형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생략하고 표시하지 않았다(그림 18의 S5의 그림). 유전자를
표시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S2와 S5는 같은 모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표시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S2와 S5는 각자의 표현 방식을 상대방에게 이
해시키기 위해 설명하는 담화를 하였다(그림 18의 전반부). S2의 그림은 Gla와
CyO 유전자가 연관인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즉, Gla와 CyO 유전자가 한
염색체 위에 표시된다. 그래서 S2는 Gla와 CyO 유전자가 연관이라고 주장하였
다. 한편 S5의 그림은 야생형 대립유전자를 생략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Gla와
CyO가 다른 염색체에 위치한다. 그래서 S5는 Gla와 CyO가 연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두 학생이 설명하려는 의미는 같았지만 각 학생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학생들은 서로 상대방이 사용한 기호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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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냈다.

S5 아니 이건, 이건 한쪽만 봐야지.
S2 어 이것도 한 쪽만 봤을 때. 연관이잖아
S5 근데 얘는 얘는 와일드잖아
지금 얘하고 얘하고가 와일드타입이니까 없어지고
그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S2 어 숨겨진, 어 형질에.. A, a. 이런 식으로
S5 얘가 와일드타입이랑 있으면 얘가 Gla가 된다고?
S2 아니지, 와일드타입이 다 스몰 gla가 되는 거
S5 그러니까 이게 연관 아니잖아
S2 그런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S5 얘는 없는 거잖아 그냥 이건 와일드.
S2 똑같은 말이잖아
S4 똑같은 말이 아니지, 결과가 틀리잖아
S2 아니지 그래도 똑같지. 봐봐.
S4 연관인가 아닌가가 틀리잖아, 정의가 달라지잖아.
(중략)
S2 이거를 상반연관이라고 하지 않아?
S1 그랬던 것 같아
S2 몰려 있는 게 상인연관이고 떨어져 있는 게 상반연관이잖아
S5 그니까 그 내용을 쓰면 되겠네.
S2 연관 맞는 거지?
S5 하도 안본지 오래 돼서 까먹었어
<그림 18> 유전자-염색체 모형으로 상인연관과 상반연관을 구별하는 담화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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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는 S2의 그림을 이해한 후에 Gla와 CyO 유전자에 초점을 두고 연관이 아
니라고 주장했는데, S2는 연관이 아니라는 S5의 반대에 혼란을 느꼈지만 상반
연관의 개념을 기억하고 S5에게 제시하였다. S5는 상반연관의 용어를 들은 후
에는 S2의 의견에 동의하는 발언을 하였다.
논의의 초기에 모둠1의 S2는 자손 표현형의 비율에 초점을 두었고 명제에 대
입하듯이 1:1의 비율이면 연관이라고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모둠2와 논의한 이
후에는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사고 내에서 유
전자와 염색체의 모형을 구성할 수 있었다. S2는 귀가한 동안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교사가 제시하지 않은 유전자 기호 표시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렇게 표
현함으로 상반연관을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 S5도 자신의 설명모형을 사
용하여 상반연관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었으나 S5는 이것을 연관으로 생각하지
는 않았다. S5는 S2가 상반연관의 용어를 말한 후에 상반연관의 용어와 개념에
대해 회상하였고 더 이상 S2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S2와 S5는 유전자의 연관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우성
형질이 상동염색체의 서로 다른 염색체에 위치하는 상반연관의 개념을 구성하였
고 자신의 설명모형을 그림을 그려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1.2 설명모형의 유형과 수준
1.2.1 소집단 설명모형의 유형

모둠1의 학생들과 모둠2의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설명모형을 사용하여 초파
리 교배 실험의 결과 자료를 설명하였지만 두 집단이 사용한 설명모형과 설명의
내용은 같지 않았다. 앞 절에서 살펴본 모형의 특징을 각 집단 별로 비교해 보
면 모둠1의 학생들은 특정 비율을 특정 유전 개념과 연결하는 명제의 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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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파리 교배 실험 결과 자료를 대립하거나, 염색체에 대한 고려 없이 유전자만
생각하거나, 유전자에 대한 고려 없이 염색체만 생각하였다. 유전자와 염색체를
모두 고려하는 시도도 있었지만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한편 모둠2의 학생들은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
으로 보였다. 모둠2의 학생들은 염색체를 표시하는 그림 위에 유전자 기호를 그
려 넣은 그림으로 자신의 설명모형을 표현하였다. 모둠2는 이 설명모형을 사용
하여 유전자의 연관과 독립, 상인연관과 상반연관, 복대립유전자, 상염색체와 성
염색체의 구분을 표현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표현한 설명모형과 도달한 수준을
정리하면 <그림 19>와 같다.
모둠1과 모둠2의 설명모형의 차이는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모둠1의 학생들도 유전자, 대립유전
자, 복대립유전자, 염색체, 상동염색체, 성염색체에 대해 알고 있고 언급하였지
만, 모둠1의 학생들은 이 개념간의 관계를 연결하여 초파리 교배 실험 결과 자
료를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모둠1의 학생들은 유전 개념에 대한 설명 모형을 구
성하기 보다는 특정 비율과 특정 유전 개념을 연결하는 명제에 대입하는 문제
풀이 방식의 사고를 보여주었다. 이런 방식으로 초파리 교배 실험의 결과 자료
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와 염색체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였으나 모둠
1의 학생들이 사용한 유전자의 개념은 염색체와 관련되지 않았고, 모둠1의 학생
들이 사용한 염색체의 개념은 유전자와 관련되지 않았다. 모둠1의 학생들은 유
전자에 대한 개념과 염색체에 대한 개념이 연결되지 않고 조각나 있었기 때문에
유전 현상을 설명하는데 실패하였다. 반면 모둠2의 학생들은 유전자와 염색체
의 관계를 연결하여 두 개념을 동시에 담는 설명 모형을 표현하였다. 모둠2의
학생들이 연관, 독립, 복대립유전자, 성염색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
도 학생들이 그리고 설명한 모형은 이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모둠2의 학생
들은 염색체의 개수, 유전자의 개수, 염색체에 두는 유전자의 위치를 바꾸며 모
형을 변형하였고 초파리 교배 실험 결과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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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였다.

<그림 19> 학생들이 표현한 설명모형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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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유전자-염색체 모형의 구성

모둠1과 모둠2의 설명 모형에서 유전자와 염색체의 차이가 중요한 것에 초점
을 두고 설명모형의 수준을 표현할 수 있는 틀을 고안하였다. 유전자와 염색체
의 관계를 아는 것은 유전자 개념을 아는 것과 염색체 개념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유전자 관점과 염색체 관점을 구분하여 각 관점에서 개념의 이해에
대한 수준을 구분하였다. 그런 다음 두 관점에 대한 공동의 이해에 대해 생각하
였다.
유전자는 어떤 단백질의 발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추상적인 실체이다
(Tamarin, 2007).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 개체에서 한 유전자는 한 쌍으로 구성
되며 한 쌍을 구성하는 각각의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라고 한다. 생물은 여러 개
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 생물의 유전체는 여러 쌍의 대립유전자를 가지
고 있다. 한편 한 개체가 가지는 대립유전자는 두 개지만 개체군에서 한 형질에
대해 관여하는 대립유전자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대립유전자 전체를
복대립유전자라고 한다. 연구 대상 학생들은 이상의 유전자의 개념에 대해 들어
보았고 논의에서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개념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학생들 사
이에서 차이가 있었다.
모둠1에서 S2와 S3는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대
립유전자에 대한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담화(그림
20)에서 모둠1의 학생들은 vg와 se를 열성 유전자로, WT를 우성 유전자로 알
고 있었고 그래서 vg와 se의 교배 즉, 열성(vg)과 열성(se)의 교배에서 우성 자
손(WT)이 나온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때 모둠1은 “우성과 우성을 교배하
면 우성 자손이 나온다.”, “열성과 열성을 교배하면 열성 자손이 나온다.”, “우
성과 열성을 교배하면 우성 자손이 나온다.”와 같은 명제형태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모둠1의 학생들은 유전자가 두 종류일 때 대립유전
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대립유전자에 대한 지식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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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지만 복수의 대립유전자의 우열관계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었다.

S2 선생님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S3 소문자가 열성이면은요
T 응.
S3 열성끼리 교배해서 지금 우성이 나온 거잖아요.
T 음 그랬겠지?
그럼 이게 다 열성이야?
S3 소문자를 일단 다 열성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T 음..
S3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 WT이면은 다 틀린 거잖아요.
<그림 20> 두 대립유전자의 우열관계를 혼동하는 모둠1의 담화

한편 모둠2의 S5는 wa, wbf, w1118 유전자에 대해 논의하면서 세 유전자를 복
대립유전자로 보았다(그림 15, 그림 16). S5는 세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
에 따라 부모 세대의 wbf 개체의 유전자형을 순종(wbf/wbf), 또는 잡종(wbf/w1118)
으로 가정했고 이에 따라 wa 개체의 유전자형을 wa/wa, wa/wbf, wa/w1118로 가정
하고 교배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S5의 생각은 S5가 wa, wbf, w1118 유전자
를 특정 유전자에 대한 서로 다른 세 대립유전자로 보고 그 중에서 두 가지 유
전자를 조합하여 개체의 유전자형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S5
는 복대립유전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었다.
모둠1과 모둠2의 학생들이 보여준 유전자에 대한 개념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좀 더 복잡한 수준으로 나열하면 막연한 유전자 수준 < 대립유전자 수준 < 복
수의 대립유전자 수준 < 복대립유전자 수준으로 나열할 수 있다. 막연한 유전자
수준은 유전자라는 용어를 들어 보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지만 대립유전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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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열성의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수준이 관찰한 학생에서 나타
나지는 않았지만, 유전자에 대한 개념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의 수준에 나타날
것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표시하였다. 유전자 수준보
다 하나 높은 수준은 대립유전자 수준이다. 대립유전자 수준은 대립유전자의 용
어를 들어 보았고 대립유전자의 개념을 이해하며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수준이다. 이 수준은 막연하게 유전자만 아는 수준보다는 높
으며 복수의 대립유전자와 복대립유전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이다. <그림 8>에서 모둠1의 학생들은 대립유전자의 수준에 있었다. 모둠1
의 학생들은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를 설명할 때 대립유전자와 우열관계에 대해
말하였다. 그런데 모둠1의 학생들은 복수의 대립유전자에 대해 알고 있지만 초
파리 교배 실험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복수의 대립유전자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복수의 대립유전자 수준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여러 쌍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수준이다. 모둠1의 학생들은 두 종류의 대립유전자를 언급했지만 두
종류의 대립유전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혼동하였다(그림 8, 그림 20). 모둠1의
학생들은 교사의 도움을 받은 후에 복수의 대립유전자 수준에 도달하였다. 반면
모둠2의 학생들은 복수의 대립유전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사용하였다. 그리고 복
대립유전자에 대한 개념도 모둠2의 학생들은 가지고 있었다. 복대립유전자 수준
은 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 개체에서는 한 쌍이지만 개체군에는 세 가
지 이상일 수 있음을 이해하는 수준이다. <그림 15>와 <그림 16>에서 모둠2의
학생들이 보여준 담화는 이들이 복대립유전자의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염색체에 대한 개념도 유전자의 개념처럼 기본적인 수준에서 복잡한 수
준으로 나열할 수 있다. 염색체는 DNA 분자가 단백질과 함께 응축된 가시적인
물체이다(Tamarin, 2007). 학생들이 관찰한 초파리의 경우 초파리가 가진 전체
유전 정보는 8개의 DNA 분자에 담겨 있으며 이 DNA 분자는 세포분열을 하는
동안 응축되어 염색체로 관찰이 된다. 생물이 가진 유전 정보는 체세포 분열이
나 감수분열 과정에서 염색체를 매개로 하여 다른 세포로 전달이 된다. 유성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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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하는 생물에게서는 부모 양쪽에서 받은 염색체가 쌍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염색체들 중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유전정보를 담은 한 쌍의 염색체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런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부른다. 한 생물체는 여러 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질 수 있으며 상동염색체 중에서 성별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특이한 성염색체가 있을 수 있다. 연구 대상 학생들은 염색체의 개념에 대
해 들어 보았고 염색체의 단어를 담화에서 사용하였다. 하지만 염색체 개념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학생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었다.
모둠1의 학생들은 Gla/CyO x WT 교배를 설명하면서 Gla와 CyO 유전자가
상동염색체에 위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그림 10). S2와 S3는 Gla/CyO x
WT 교배의 F1 세대에 Gla 형질과 CyO 형질이 비슷한 개수라는 것을 근거로
Gla/CyO 개체의 Gla 유전자와 CyO 유전자가 상동염색체에 위치한다고 설명하
였다. 그런데 vg;se x WT 교배에 대한 설명에서 복수의 대립유전자에 대한 개
념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모둠1의 학생들은 vg;se x WT 교배에 대해 멘
델의 독립의 법칙을 따른다고 설명하였지만(그림 5, 그림 8) 멘델의 독립의 법
칙을 두 쌍의 상동염색체로 설명하지 않았고 단순히 명제에 대입하는 방식, 또
는 유전자의 관점에서만 초파리 교배 결과 자료를 설명하였다. 반면 모둠2의 학
생들은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구별할 수 있었고 반성유전의 개념을 사용하여
wa, wbf, w1118 유전자의 유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그림 15, 그림 17).
모둠1과 모둠2의 학생들이 보여준 염색체에 대한 개념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좀 더 복잡한 수준으로 나열하면 막연한 염색체 수준 < 상동염색체 수준 < 복
수의 상동염색체 수준 < 성염색체의 분화 수준으로 나열할 수 있었다. 막연한
염색체 수준은 염색체라는 용어를 들어 보았고 염색체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지
만 상동염색체, 또는 한 염색체와 다른 염색체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련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조사한 대상 학생들은 이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연한 염색체 수준의 담화는 나타나
지 않았지만 염색체에 대한 개념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가 이 수준에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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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염색체 관점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막연한 염색체
수준을 정하였다. 상동염색체 수준은 상동염색체의 정의를 알고 상동염색체 관
계에 있는 두 염색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수준이다. 이 수준은 막연히 염색
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수준보다 높다. 감수분열과 수정의 과정에서 부모에서
자식으로 염색체가 전달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이다. 모둠1과
모둠2의 학생들은 상동염색체에 대한 개념을 말하였고 논의에 사용하였다. 이
수준보다 높은 수준은 복수의 상동염색체가 있음을 이해하는 수준이다. 모둠1의
학생들은 vg;se x WT 교배를 설명하면서 vg 유전자와 se 유전자의 위치를 염
색체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 학생들이 복수의 상동염색체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복수의 상동염색체의 개념으로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를 설명하지 않
은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는 모둠1의 학생들이 복수의 상동염색체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었다(그림 8, 그림 9). 반면 모둠2의 학생들은 여러
쌍의 막대 그림으로 염색체를 표현하며 초파리 교배 실험 결과 자료를 설명하였
다. 특히 wa, wbf, w1118 유전자의 교배 결과 자료를 설명할 때 상염색체와 성염
색체에 대한 구별도 하였다. 즉 모둠2의 학생들은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있음
을 알고 상염색체와 구별할 수 있는 수준에 있었다. 이 수준을 성염색체 분화
수준으로 정하였다.
유전자 측면에서 유전자 개념에 대한 수준이 증거하고, 염색체 측면에서 염색
체 개념에 대한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
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둠2의 설명은 막대로 표현한 염색체와
영문자로 표현한 유전자의 그림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림 21>에서 S5는 원형
의 세포 속에 긴 막대로 x 유전자, 짧은 막대로 y 염색체를 표시하였고 영문자
wbf로 wbf 유전자를 표시하였고 wbf 유전자의 야생형 대립유전자의 표시는 생략
하였다. 또 부모의 염색체를 조합하여 자손의 염색체를 만들었고 새로운 조합의
염색체에 표시된 유전 기호를 통해 자손의 표현형을 예상하였다. S5가 그린 이
런 그림은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위치한다는 것과 감수분열과 수정을 통해 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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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염색체가 새롭게 조합이 된다는 것, 그리고 유전자의 우열관계에서 표현형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21> wbf x WT 교배를 설명하기 위해 S5가 그린 그림.

모둠1의 설명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그림과 설명은 나타나지 않았고 모둠1은
초파리 교배 실험 결과 자료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에 대한 모둠1과 모둠2의 대조적인 차이를 볼 때 유전자에 대한 이해와 염
색체에 대한 이해에 더하여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논의 한 것을 토대로 하여 구성한 틀은 <그림 22>와 같다. 유전자
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세로 축으로 염색체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가로 축으로
임으로 정하였고 유전자에 대한 이해의 수준과 염색체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교
차하는 부분을 그 수준에서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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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유전자-염색체 모형. 원은 세포 또는 핵을 의미하고, 원 안의 막대는 염색
체를 나타내는 기호이고, a, b, 등의 영문자는 유전자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점선으로 싸
인 부분은 멘델 유전의 수준이고 굵은 실선으로 싸인 부분은 멘델 유전 이상의 유전에
대한 이해 수준이다.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에 대한 교차점 중에서 막연한 염색체 수준과 유전자
차원이 교차하는 네 교차점은 염색체에 대한 고려 없이 유전자의 관점에서만 유
전 현상을 보는 수준이고, 막연한 유전자 수준과 염색체 차원이 교차하는 네 교
차점은 유전자에 대한 고려 없이 염색체의 관점에서만 유전 현상을 보는 수준이
다. 이러한 일곱 개의 교차점은 유전자와 염색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염색체 차원에서 상동염색체, 복수의 상동염색체, 성염색체의 분화 수
준과 유전자 차원에서 대립유전자, 복수의 대립유전자, 복대립유전자가 교차하
는 아홉 개의 교차점은 유전자와 염색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수준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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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이 수준에 해당하는 설명모형을 유전자-염색체 모형으로 이름 붙이
고 이후의 논의에서 사용하였다. 아홉 개의 교차점 중에서 점선의 왼쪽과 아래
쪽은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다루는 기초적인 유전의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수
준이다. 학생들이 가진 유전자에 대한 개념, 염색체에 대한 개념, 유전자와 염색
체의 상호관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을 이 틀에 표시할 수 있다.

1.2.3 소집단 모형의 수준

1.1 모형의 특징 절에서 기술한 소집단의 설명모형을 앞 절에서 구성한 유전
자-염색체 모형으로 평가하였다. 모둠1이 사용한 모형은 유전자-염색체 모형에
서 막연한 유전자 수준과 막연한 염색체 수준이었고(그림 23), 모둠2가 사용한
모형은 유전자-염색체 모형의 상위 수준에 위치하였다(그림 24).
모둠 1은 “특정 비율은 특정 유전 개념이다.” 같은 명제 형태의 모형을 사용
하였고 단순히 이 모형을 대입하였다. 학생들이 유전자와 염색체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명제를 대입하는 수준은 유전
자와 염색체에 대한 개념이 없이도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수준을 유전자-염색체 모형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표시하였다(그림 23의 1번
사각형). 모둠1의 S2은 단순한 명제 대입의 방법으로 초파리 교배 실험을 설명
하지 못하자 유전자 기호를 사용하여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이때 염색체의
개념을 사용하지 못하였다(그림 8). 이것은 염색체 차원에서는 막연한 염색체
수준이고 유전자 차원에서는 복수의 대립유전자의 수준이 된다(그림 23의 2번
사각형). 그리고 모둠1은 Gla/CyO x WT 교배를 설명하며 상동염색체의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상동염색체와 Gla, CyO 유전자의 상대적인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Gla와 CyO를 막연히 대립유전자로 보았다(그림 11). 이런 수준은 막연한 유전
자와 상동염색체가 교차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그림 23의 3번 사각형).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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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학생들이 표현한 모형의 수준은 굵은 실선의 바깥에 있었고 낮은 수준으로
평가 되었다.

<그림 23> 모둠1의 모형의 수준

한편 모둠2의 학생들은 모둠1의 학생들보다는 높은 수준의 모형을 보여주었다.
모둠2의 S5는 초파리 교배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위치
하는 여러 대안들을 고려하였고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여 대안들을 평가하였다.
모둠2의 학생들은 복수의 대립유전자가 복수의 상동염색체에 위치하는 방식(그
림 14)에 대해 논의하였고 상동염색체 위에 복대립유전자가 위치하는 경우(그림
15)를 표현하였다. 또한 복대립유전자를 성염색체에 위치(그림 17)시켜서 초파
리 교배 실험을 설명하였다. 이 세가지 사례를 유전자-염색체 모형에 대입하여
보면, 유전자의 연관과 독립을 표현하는 수준은 <그림 24>의 1번 사각형의 수
준에 해당하고, 상염색체의 복대립유전자를 다루는 수준은 <그림 24>의 2번 사
각형에 해당하고 성염색체에 복대립유전자를 위치시키는 수준은 <그림 24>의

-88-

3번 사각형에 해당한다. 모둠2의 학생들이 보여주는 모형의 수준은 검은색 실선
의 내부에 위치하며 유전자와 염색체의 차원에서 높은 수준에 위치하였다.

<그림 24> 모둠2의 모형의 수준

Stewart(1982)는 유전의 학습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유전자
의 분리와 감수분열을 연결하지 못하고, 유전자, 대립유전자, 염색체, 형질, 생식
세포 등의 용어의 의미를 모르고, 비율을 결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을 들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모둠1의 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었다. 모둠1의 학생들은 비율에
초점을 두고 명제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이들은 유
전자, 대립유전자, 염색체, 상동염색체 등의 용어를 말할 수 있고 이 용어를 논
의에 사용하였지만 각각의 개념을 연결하여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염색체의
관점에서 유전자를 고려하지 않았고 염색체가 감수분열과 수정을 통해 자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유전자의 전달과 연결하지 못하였다. 모둠1의 학생들이 유전자,
대립유전자, 복대립유전자, 상동염색체, 성염색체의 정의에 대해 말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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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로 유전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런 지식을 사용하여 초파
리 유전 현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구성하지 못하였다. Stewart(1982)가 제안
한 유전 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이유에 더하여 Collins와 Stewart(1989)는 유전
지식의 구조를 제안하였다. Collins와 Stewart(1989)는 전문가가 유전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관찰한 후 전문가들이 학생들보다 적은 수의 유전 용어를 사용
하지만 학생들보다 문제를 더 잘 해결함을 보고하였다. 즉, 유전에 대한 개념을
많이 아는 것보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유전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하였다(Collins & Stewart, 1989). 유전 개념의 통합적 이해를 모
둠1과 모둠2가 표현한 설명모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전 개념의 통합적 이
해에 대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유전자, 대립유전자, 상동염색체, 연관, 교차 등
모둠1의 학생들과 모둠2의 학생들이 사용한 유전 개념의 용어는 유사하였지만
두 소집단이 가진 설명 모형의 차이는 초파리 교배 실험 결과 자료를 설명하는
차이를 만들었다. 즉, 유전자-염색체 모형의 틀에서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를
연결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의 설명모형을 표현한 모둠1의 학생들은 유전 개념
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유전자-염색체
모형을 사용한 모둠2의 학생들은 유전 개념에 대해 통합적 이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ollins와 Stewart(1989)는 유전 개념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유전
지식의 구조의 구성으로 설명하였는데 유전 지식의 구조는 유전자-염색체 모형
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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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모형의 수준에 따른 추론의 차이
앞 절에서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를 설명하는 중학교 과학영재학생들이 구성
한 설명모형의 특성과 유형을 파악하였다. 학생들은 초파리 유전 실험 자료를
설명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설명모형을 구성하였고 설명모형
에 근거하여 추론하였다. 학생들이 가진 설명모형의 수준에 따라 초파리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추론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었다. Driver 등(1996)은 모형을
구성하거나 모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 추론과정을 알아보는 분석도구로
인식론적인 추론 형태를 제안하였다. Driver 등(1996)은 세 가지 추론의 형태
(현상 기반 추론, 관계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가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초파
리 교배 실험 자료의 설명에서는 모형 기반 추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관찰한 두 집단의 설명모형의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설명모형을 구하거
나 사용할 때 나타나는 추론도 다를 것으로 생각되었다. 학생들의 추론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Kelly와 Takao(2002)의 인식론적 논변 분석틀을 차용하였다(그
림 4). 이 틀은 해양학 과목의 보고서의 논변을 인식론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틀
인데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를 설명하는 논변에서 학생들의 추론의 인식론적 수
준을 분석하기 위해 일부를 수정하였고, 이 틀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데이터를
선택하는 과정, 데이터와 이론을 연결하여 설명을 구성하는 과정,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표현하는 추론을 인식론적으로 분석하였다.

2.1 초점을 두는 데이터의 차이
2.1.1 모둠1 : 명제에 포함된 비율을 데이터에서 찾음

모둠1의 학생들은 낮은 수준의 설명모형을 가지고 있었다(그림 23). 모둠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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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복수의 대립유전자와 상동염색체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였고 초파리 교
배 실험 자료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유전자와 염색체의 상호관계
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래서 모둠1의 학생들은 감수분열과 수정을 통해서
염색체에 담긴 유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을 초파리 교배 실험 상황에 적용하지 못
하였다. 대신 모둠1의 학생들이 기억한 정보는 “특정 비율은 특정 유전 개념이
다.”와 같은 명제 형태의 지식이다. 예를 들어 <그림 6>에서 모둠1은 Gla/CyO
x WT 교배의 자가교배 Gla x Gla 교배의 F2 세대 자손의 2:1의 비율을 “3:1
비율은 멘델의 분리의 법칙이다.” 명제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3:1의 비
율로 계산되지 않자 다른 교배로 초점을 돌려 비율을 살펴보았고 Gla/CyO x
WT 교배의 Gla x CyO 교배에서 1:2:2:1의 비율을 발견하고 “1:2:2:1 비율은
교차이다.”의 명제로 이 교배를 교차라고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둠1은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에서 자손 표현형의 개수에 초점
을 두었다. 모둠1의 학생들은 Gla/CyO x WT 교배의 F1 세대 결과 자료에서
Gla 표현형과 CyO 표현형이 같다는 것에 주목했고, 자가교배 Gla x CyO의 자
손의 개수 14, 35, 28, 21에서 1:2:2:1의 비율을 추리했고, 자가교배 Gla x Gla
의 자손의 개수 104와 49에서 2:1의 비율을 추리했고, 자가교배 CyO x CyO의
자손의 개수 51, 38에서 1:1의 비율을 추리했다. 모둠2의 학생들이 자손 세대의
표현형에도 초점을 둔 것에 비교할 때 모둠1의 학생들은 표현형은 거의 다루지
않았고 개수에만 초점을 두었고 이 개수를 비율로 변환한 후 비율을 중심으로
사고했다. 학생들이 초파리 교배 실험 결과에서 초점을 둔 데이터와 데이터에서
얻은 증거 자료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그림 25>다. <그림 25>는 모둠1의
학생들이 데이터를 보는 인식론적 관점을 수준을 나눠서 표시하고 있다. 인식론
적 수준으로는 초기데이터, 데이터, 증거로 나누었다. 초기데이터는 학생들이 수
집한 초파리 교배 실험 결과 자료 자체를 언급하는 수준이고 데이터 수준은 학
생들이 초파리 실험 결과 자료가 가진 여러 정보 중에서 학생들이 초점을 둔 데
이터의 부분을 언급하는 수준이고 증거 수준은 학생들이 초점을 둔 데이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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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을 찾거나 추리하여 얻은 생각을 표현하는 수준이다. 초기 데이터 수준 증
거 수준까지 인식론적 수준이 변하면서 추론하는 경로를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모둠1의 학생들은 네 개의 교배 모두 자손 세대의 표현형의 개수에 초점을 두
었고 초점을 둔 데이터에서 비율에 대해 추리한 것을 증거로 생각했다. 학생들
이 초기데이터가 가지는 여러 정보 중에서 자손 세대의 표현형의 개수에만 초점
을 둔 것은 학생들이 가진 설명모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모둠1의 학
생들은 “특정 비율은 특정 유전 개념이다.”의 명제 형태의 설명모형을 사용하였
다. 명제형태의 모형에는 특정 비율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래서 모둠1의 학생
들은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에서 특정 비율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5> Gla/CyO x WT 교배의 결과에서 모둠1의 학생들이 초점을 둔 데이터와 데
이터에서 추리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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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모둠2 : 설명모형의 예상과 일치하는 표현형을 찾음

모둠1의 학생들이 명제에 대입하는 설명모형을 따라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
에서 얻은 비율에 초점을 둔 것과 대조적으로 모둠2의 학생들은 자손 세대의
표현형에도 초점을 두었다. 모둠2의 학생들도 자손 세대의 개수를 고려하고 비
율로 변환하기도 하였지만 자손 세대의 개수와 비율 이외에도 부모 세대의 표현
형과 자손 세대의 표현형도 고려하였다. <그림 7>의 담화에서 모둠2의 S4와
S6은 모둠1의 학생들처럼 자손 세대의 개수와 개수를 비율로 변환하려고 하였
다. S5도 개수와 비율에 대해 고려하였지만 S5는 개수가 작을 경우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그림 7). 대신 S5는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에서 자손 세대의 표현형에 초점을 두었다. S4와 S6가 개수와 비율에 초점
을 두는 동안 S5는 혼자 생각한 후 교사에게 Gla/CyO x WT 교배의 F1 세대
표현형을 질문하였다(그림 13). S5가 표현형에 초점을 둔 것은 S5가 가진 설명
모형이 표현형에 대한 것임을 암시한다. S5가 혼자 생각한 후 자신이 생각을 설
명하는 <그림 14>에서 S5는 Gla와 CyO가 상동염색체의 서로 다른 편에 위치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자손 표현형을 예상하였고 예상한 것이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와 일치한다고 말하였다. 이때 S5는 유전자-염색체 모형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모형으로 자손의 표현형을 예상한 후 예상한 표현형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에서 자손의 표현형을 확인하였다.
모둠2의 학생들이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에서 초점을 둔 데이터와 설명의 근
거로 삼은 증거를 표현한 것은 <그림 26>이다. S5는 Gla/CyO x WT 교배의 결
과에서 자손 세대의 개수를 확인하였다. S4와 S6는 자손 세대 전체의 개수의
통계적 신뢰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지만 S5는 자손 세대의 개수가 작기 때문
에 개수에 초점을 두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S5는 개수
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유전자형에서 추리를 시작하여 교배의 결과 유전자의 전
달을 추리한 후 자손 세대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예상하였다(그림 13).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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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는 자손 세대에 나타난 표현형에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근거로 사용하였다
(그림 14). 모둠2의 학생들이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에서 증거를 얻는 추론을
인식론적인 수준으로 구분하면 초기데이터 수준, 데이터 수준, 증거 수준이 나
타났다.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는 초기데이터 수준이고, 자손 세대의 개수와 표
현형은 데이터 수준이고 자손 세대의 개수에서 얻은 비율과 나타난 자손 세대의
비율은 증거 수준이다. 초파리 유전 실험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모둠2의 학생들
이 초점을 둔 내용을 원과 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추론의 흐름을 화살표로 표현하
여 <그림 26>을 그려낼 수 있었다.

<그림 26> Gla/CyO x WT 교배의 결과에서 모둠2의 학생들이 초점을 둔 데이터와 데
이터에서 추리한 증거

모둠1의 증거의 추론(그림 25)과 모둠2의 증거의 추론(그림 26)을 비교하면
두 집단이 초점을 두는 데이터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모둠1이 가진
비율에 초점을 둔 설명모형과 모둠2가 가진 유전자-염색체 모형이 요구하는 증
거가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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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명모형 정당화의 차이
모형으로 얻을 수 있는 산출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형이 속한 환경과
상황에서 모형이 어떻게 작동할지 예상하는 것이다(Maia & Justi, 2009). 즉, 학
생들의 설명모형은 초파리 교배 실험의 결과를 예측하고 초파리의 유전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Schwarz et al., 2009). 그런데 두 소집단의
설명모형은 초파리 유전 현상에 대한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추론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소집단의 차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2.1 모둠1 : 데이터의 비율에 일치하는 설명모형을 선택

모둠1의 학생들은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를 이해하는 유전자-염색체 모형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둠1의 학생들은 “특정 비율은 특정 유전 개
념이다.”라는 명제 형태의 관념을 회상하였고 이 관념에 근거하여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Gla/CyO x WT 교배를 설명할 때
모둠1의 학생들은 자가교배 Gla x Gla의 자손의 개수 104, 49에서 2:1의 비율
을 계산하였다. S3는 이 비율을 3:1로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S1과 S2
는 104, 49를 3:1로 생각하는 것을 반대하였다(그림 6). 그래서 모둠1의 학생들
은 자가교배 Gla x CyO의 자손의 개수 14, 35, 28, 21을 보았다. 모둠1의 학생
들은 이 숫자를 1:2:2:1의 비율로 생각했고 이 비율이 교차에 해당하는 비율이
라고 생각하였고 Gla와 CyO 사이에 교차가 일어나서 이 비율이 나타났다고 주
장했다(그림 6). S2와 S3는 14, 35, 28, 21이 정확한 1:2:2:1의 비율이 되지는
않았지만 자가교배 Gla x Gla의 자손의 개수 104, 49를 3:1로 보는 것보다는
자가교배 Gla x CyO의 자손의 개수를 1:2:2:1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
하였다. 그래서 모둠1의 학생들은 “3:1의 비율은 멘델의 유전 법칙이다.”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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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버리고 “1:2:2:1은 교차다.”라는 명제를 선택하였다. 모둠1의 학생들이 두
명제를 비교하여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에 더 적합한 명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7>과 같다. 모둠1의 학생들은 Gla/CyO x WT 교배
의 결과 자료에서 두 가지 명제를 대안으로 생각하였고 그 중에서 결과 자료와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교차의 개념을 선택하였다.

<그림 27> 모둠1의 학생들이 자료와 일치하는 명제를 선택하는 과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 모형의 도입과 완성, 마름모는 모형의 평가와 선택, 사각형은 모형이나 자료의
조작을 의미하고 화살표는 사고의 흐름을 표현한다. 마름모에서 실선 화살표는 평가 결
과 허용하는 경우, 점선 화살표는 평가 결과 거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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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모둠1의 학생들이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와 일치하는 이론을 찾는 과
정에서 학생들이 사용한 명제 형태의 설명모형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설
명모형으로 대체되었다. 학생들이 사용한 명제 형태의 모형의 근거는 교과서와
같은 권위 있는 출처라고 생각되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진 과거의 학습 경
험에서 교사나 교과서에서 이런 지식을 얻었을 것이다. 학생들이 회상한 명제
형태의 관념은 “A 이면 B 이다.”와 같이 단순한 형태라서 명제에 포함된 정보
의 양이 적다. 그리고 A와 B의 연결은 학생이 구성한 것이 아니라 교사나 교과
서에서 얻은 것이므로 학생들은 권위자가 구성한 명제를 변형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변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둠1의 학생들은 이런 명제를 초파리 교
배 결과 자료에 단순히 대입하였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명제를 버리고
초파리 교배 결과 자료와 일치하는 다른 명제를 선택하는 추론을 보여주었다.
모둠1의 학생들이 명제 형태의 설명모형을 사용하는 추론을 인식론적 수준으
로 분석할 때 모둠1의 학생들의 추론은 두 가지 수준이 나타났다. 인식론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는 이론 수준은 모둠1의 담화에서 나타나지는 않았고 이
론을 상황에 맞게 표현한 원리의 수준과 증거를 기반으로 원리에서 얻은 주장의
수준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모둠1의 학생들은 교차에 대한 이론을 어떻게 회상
하였는지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교차의 이론에서 1:2:2:1의 비율이 나온다는 원
리 수준의 설명모형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에서 1:2:2:1
의 비율이 나타난 것을 증거로 하여 Gla와 CyO 유전자 사이에 교차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둠1 학생들의 인식론적 추론의 수준을 앞 절에서 다룬 데이터와
연결하며 도식으로 단순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28>과 같다. 모둠1의 학생들은
이론 수준의 상동염색체와 교차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이론에서 얻
은 원리를 증거와 연결하여 주장을 추론하였다.
초파리 유전 현상에 대한 모형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유전 현상에 대한 설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회이다(Schwarz et al., 2009). 모델구성에 참여함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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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현상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Verhoeff et al., 2008). 그런데 모둠1
의 추론은 명제 형태의 원리에 증거를 대입하는 단순한 수준의 추론이었고 직접
모형을 구성하지 않았다. 모둠1은 다른 사람이 구성한 명제형태의 설명모형을
단순히 사용하였기 때문에 유전 현상에 대한 설명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었
고 관련 유전 개념에 대한 이해도 발전하지 않았다.

<그림 28> Gla/CyO x WT 교배에 대한 모둠1의 인식론적 추론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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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모둠2 : 설명모형에서 얻은 예상과 데이터를 비교

모둠2의 학생들은 유전자-염색체 모형을 사용하여 Gla/CyO x WT 교배의 상
황에 맞도록 설명모형을 구성하고 이 모형에서 얻은 자손 표현형의 예상과 초파
리 교배 결과 자료를 비교하는 추론을 하였다. Gla/CyO x WT 교배를 설명할
때 S5는 Gla와 CyO 유전자가 염색체에 위치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였다
(그림 14). S5가 Gla와 CyO 유전자가 한 염색체 위에 위치하는 경우(상인연관),
상동염색체의 서로 다른 염색체에 위치하는 경우(상반연관), 서로 다른 상동염색
체에 위치하는 경우(멘델의 독립의 법칙)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S5가 유전자
-염색체 모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S5는 복수의 대립유전자의
개념과 복수의 상동염색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개념을 Gla/CyO x WT
교배의 상황에 적용하였다. 그런 다음 Gla와 CyO를 연관의 위치에 두고 이것을
야생형과 교배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을 예상하였고 초파리 교
배 실험 자료와 비교하였다. 학생들이 수집한 실험 자료에서 Gla/CyO x WT 교
배의 F1 세대는 Gla 표현형과 CyO 표현형이 나왔는데 Gla와 CyO를 연관의
위치에 두었을 때 예상한 자손의 표현형과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가 일치하지
않자 S5는 Gla와 CyO 유전자의 위치를 변경하였다. S5는 유전자-염색체 모형
을 사용하여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위치할 수 있는 여러 경우를 가정하고 각각
의 경우에 교배에서 나타나는 자손의 표현형을 예상하였다. S5가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와 일치할 때까지 설명모형의 Gla와 CyO 유전자의 위치를 변경하는
추론의 과정은 <그림 29>와 같다. S5는 Gla와 CyO 유전자가 다른 상동염색체
에 위치한다면 야생형과 교배할 때 F1 세대에 Gla/CyO 표현형이 나타나는 것
이 예상되는데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에는 Gla/CyO 표현형이 없었기 때문에
Gla와 CyO가 서로 다른 상동염색체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Gla와 CyO 유전자가 한 상동염색체에서 한 염색체 위에 위치한다고 설명모형
을 바꾸고 다시 야생형과 교배할 경우 자손의 표현형을 예상하였다.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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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F1 세대에 Gla/CyO 표현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S5는 다시 설명모형
을 바꾸었다. Gla와 CyO 유전자가 상동염색체에 위치하고 Gla와 CyO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위치할 때만 야생형과 교배한 자손의 표현형이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와 같이 Gla, CyO 표현형만 나왔다. S5는 이렇게 생각한 후에 자신의
생각의 과정을 모둠2의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림 29> 모둠2의 학생들이 자료와 일치하도록 설명모형을 수정하는 추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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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2의 학생들이 설명모형을 수정하는 추론 과정에서 각 사고의 인식론적
수준을 구분하면 S5는 이론 수준의 유전자-염색체 모형을 사용하여 Gla/CyO x
WT 교배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모형(원리의 수준)을 만들고 이 설명
모형에서 예상을 얻은 후 증거와 비교하여 주장 수준의 설명을 하였다. 모둠2의
학생들의 이론에 대한 인식론적 추론의 수준과 데이터에 대한 인식론적 추론의
수준을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도식화한 그림은 <그림 30>에 나타내었다.

<그림 30> Gla/CyO x WT 교배에 대한 모둠2의 인식론적 추론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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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1과 모둠2가 각자의 설명모형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추론의 수준은 초기
데이터 수준에서 원리의 수준까지 나타난 것은 비슷하지만, 설명모형에서 자손
의 표현형을 예측하는 것은 차이가 났다. 모둠1은 명제형태의 설명모형을 그대
로 증거의 비율과 비교하였지만 모둠2는 설명모형에서 자손의 표현형을 예측을
하고 초파리 교배 결과 자료에서 얻은 증거와 비교하였다. 모둠1과 모둠2 모두
Driver 등(1996)이 제안한 모형 기반 추론을 하였지만 모형 기반 추론의 인식
론적 수준은 모둠1의 수준보다 모둠2의 수준이 더 높았다. 모둠1이 사용한 설
명모형은 단순하고 예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모둠2가 사용한 유전자-염색
체 모형은 다양한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를 표현하여 자손의 유전자형, 표현형,
비율을 예상할 수 있는 통합적인 모형이다. 그래서 모둠2의 학생들은 모둠1의
학생들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참고하여 초파리 교배 결과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모형을 구성할 수 있었다. 모둠2의 학생들은 초파리 유전 현상에 대한 설명
모형을 공동으로 구성하면서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를 설명을 발전시켰으며
(Schwarz et al., 2009) 유전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였다(Verhoeff et al.,
2008).

2.3 설명모형의 수준에 따른 인지갈등의 해결 방식의 차이
이신영 등(2012)은 갈등 상황이 출현한 상황에서 모형의 정당화 과정이 나타
나서 정교한 추론이 나타나며 소집단 학생들의 협력적 추론을 통해 설명 모형이
발달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학생들의 담화에서도 갈등 상황에
설명모형을 정당화하는 사례가 나타났는데 설명모형의 수준에 따라 설명모형을
정당화하는 추론의 수준이 차이가 나타났다. 낮은 수준의 설명모형을 가진 모둠
1의 학생들은 모형에 대한 정당화가 약하였고 개인의 차원에서 갈등을 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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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높은 수준의 설명모형을 가진 모둠2의 학생들은 협력하여 모형에 대한 정
당화를 하며 대안 모형 중에서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였고 선택한 설명모형을 개
선하였다.

2.3.1 모둠1 : 개인의 측면에서 갈등을 해결하거나 무시함

vg;se x WT 교배의 자료에서 모둠1의 학생들은 9:3:3:1의 비율을 예상하였
지만 각각의 자손 형질의 개수를 특정 수로 나누었을 때 9:3:3:1의 비율이 나타
나지 않았다. 이 때 S3는 정확한 9:3:3:1의 비율이 아니지만 9:3:3:1의 비율에
가깝기 때문에 이 비율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였고, S2는 이 비율이 9:3:3:1이라
면 멘델의 독립의 법칙이고 그렇다면 F1 세대에 야생형 표현형이 나와야 한다
고 생각하였다(그림 8). S2와 S3 모두 “9:3:3:1의 비율은 멘델의 독립의 법칙이
다.”라는 명제 형태의 설명모형을 가지고 있었고 vg;se x WT 교배를 멘델의 독
립의 법칙으로 설명하는데 동의하였지만 S3는 S2가 근거로 삼은 유전자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S2는 S3가 9:3:3:1 비율로 생각하자는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한편 <그림 9>에서 S1은 S2와 S3가 vg;se x WT 교배를 멘델
의 독립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에 반대했다. S1은 vg 유전자에 대응하는 대립
유전자와 se 유전자에 대응하는 대립유전자에 대해 언급하며 S2와 S3가 사용
한 설명모형을 평가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S1은 반대 의견은 제시하였지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고 S2와 S3는 S1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S1은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포기하였고 더 이상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으로 잠정적으로 S2와 S3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S1
이 S2와 S3의 의견에 반대하는 장면으로 보이지만 S1의 주장은 S2와 S3에게
이해되지 않았고 S1의 의견은 소집당에서 공동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상의 사례에서 모둠1의 세 학생은 vg;se x WT 교배에 대해 동의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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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학생은 설명모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모형을 정당화하지 않았고, 반증을
소집단에서 공동으로 논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해결하였다. 모둠1의 학생들이
반증에 대해 설명모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이 가진 명제 형
태의 설명모형이 권위에 의해 정당화된 상태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9:3:3:1
이면 멘델의 독립의 법칙이다.”는 지식은 모둠1의 학생들이 교사나 교과서에서
얻었고 그래서 이 지식을 이미 전문가가 정당화를 한 지식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모둠1의 학생들은 명제형태의 설명모형에 대한 진위를 생각하지 않았고
이 설명모형과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가 일치하는 것만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었
다. 그리고 모둠1의 학생들이 명제형태의 설명모형을 가지고 있었고 앞 절에서
보았듯이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모둠1에서 반증이 나타날 경우 반대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을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2.3.2 모둠2 : 협력적 추론을 통한 설명모형의 정당화

모둠2의 학생들은 다양한 설명모형을 구성하였고 각각의 설명모형이 증거와
일치하는지 평가하였다. Gla/CyO x WT 교배에 대한 설명에서 S5는 Gla 유전자
와 CyO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위치하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유전자-염색체
모형으로 설명하였다(그림 14). 그 때 S4와 S6는 자손 세대의 개수에 초점을
두고 비율을 계산하고 있었다. S4와 S6는 S5가 유전자-염색체 모형으로 설명하
는 것을 듣고 해석한 후 F1 세대의 표현형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S5의 유
전자-염색체 설명모형을 평가하였다. S4와 S6는 S5의 설명모형에 대해 이해하
는 것으로 보였지만 S5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S4와 S6는 계속
하여 비율에 대해 고려한 후 모둠1의 학생들과 정보를 교환하였다(그림 31). <
그림 31>에서 S4와 S6는 모둠1의 학생들에게서 Gla/CyO에 대해 교차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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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얻었다. S4는 초기에 비율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였으나 초파리 교배 결과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구성하지 못하였다. S4는 S5에게 상반연관에 대
한 설명을 들었고 모둠1의 학생들에게서 교차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이 시점에
S4의 사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림 31>의 후반부에서 S4는 S5의
모형이 맞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후에 S4는 비율에 대한 발화는 줄어들었고
S5와 함께 유전자-염색체 모형을 개선하는데 참여하였다.

S6 야 있잖아! Gla랑 CyO랑 1:2:2:1이야
S2 응
S6 거기서 뭐 얻을 수 있는 것 없니?
S2 교차
S3 교차
S4 아. 하하하. 교차 이야기하지마. 하하하
S6 응? 교차?
S4 나 생물 놓은 지 꽤 됐단 말이야, 생물 놓은 지 세달 넘어갔는데,
(중략)
S4 S5이의 아이디어가 맞는 것 같지 않아?
S6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원하는 거 이렇게 해서
S4 아 그렇군 하하
<그림 31> Gla/CyO x WT 교배의 해석에 대해 모둠1과 모둠2가 정보를 교환함

Gla/CyO x WT 교배에 대한 모둠2의 사례에서 모둠2가 사용한 유전자-염색
체 모형의 사용은 소집단 학생들의 모형에 대한 정당화와 협력적 추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S5가 제안한 유전자-염색체 모형은 소집단 학생들에게 공유
되었고 이해가 되었다. S4와 S6는 S5의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초파리 교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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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자료에 대해 언급하였고 S5와 함께 유전자의 위치를 바꾸거나 성별을 바꾸
어 설명모형을 변경하였다. 모둠2가 사용한 유전자-염색체 모형은 모둠1의 명
제 형태의 설명모형에 비교할 때 소집단 학생들이 정당화하여 구성하였다. 이
모형은 S5가 스스로 제안하였고 S4와 S6도 알고 있는 유전자와 염색체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염색체의 수와 유전자의 위치를 변경함으로 다양한 형태로 변형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모둠2의 학생들은 유전자-염색체 모형에서 유전자의 위
치를 다양하게 변경한 대안 모형을 구성하고 각 모형을 초파리 교배 실험의 결
과 자료와 일치하는지 평가하였다. 유전자-염색체 모형은 모둠1의 모형보다 복
잡하였지만 이 모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둠2의 학생들은 다양한 대안
모형 중에서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선택하고 선택한 모형을 개선함으로
협력적으로 모형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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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명모형의 구성에 영향 준 요인
앞 절에서는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를 설명하는 상황에서 중학교 과학영재학
생들이 구성한 설명모형의 특징과 유형을 파악하였고 사용한 설명모형의 차이에
따른 추론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모둠1과 모둠2를 비교할 때 두 소집단의 설명
모형과 추론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소집단 설명모형과 추
론의 차이는 소집단의 사회맥락적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Anderson, 1997).
두 소집단이 가지는 규범을 비교할 때 모둠1과 모둠2는 소집단 내에서 협력하
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공통적이지만 각 소집단이 가진 설명모형의 차이
는 협력적 모형구성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소집단 규범의 차이는 각 집단 구성
원의 목표, 신념, 가정에 의해 제약된다고 조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전 개
념에 대한 이해의 차이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소집단의 규범
강은희 등(2012)은 소집단의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소집단 규범을 일
반적 규범으로, 과학 모형 구성을 촉진하는 규범을 주제 특이적 규범으로 구분
하였다. 이런 구분을 따라 모둠1과 모둠2의 담화에서 나타난 일반적 규범과 유
전에 대한 설명모형의 구성에 대한 주제 특이적 규범을 조사하였다.

3.1.1 일반적 규범

소집단의 협력을 촉진하는 일반적인 규범의 관점에서 모둠1과 모둠2 소집단
모두 소집단의 협력을 촉진하는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 여섯 명의 학생들은 소
집단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기 전, 초파리 교배 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자발적으로
역할을 분배하여 수행하였고, 소집단을 구분하여 논의하는 동안에도 각 소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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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집단 내에서 협력하여 논의를 하였다. 구성원 중의 일부가 자신의 설명을
구성하기 위해 소집단의 논의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자신의 설명을 구성
한 후에는 소집단의 논의에 참여하였고 자신의 생각을 소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학생의 발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의문에 대해서는 소집단 논의에 제시
하여 다른 학생의 도움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 모둠1의 경우, vg;se x WT 교배에 대한 설명에서 S2는 자손 표현
형의 개수에서 9:3:3:1의 비율에 가까운 자료를 발견하였고 자신의 발견을 S3
에게 제시하였다(그림 5). 이때 S3는 S2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S2와 S3는 함께
S2의 제안을 발전시켜 vg;se x WT 교배를 설명하는 설명모형을 구성하였다(그
림 8). 이때 S1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 S2와 S3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
았지만 다시 소집단 논의에 참여한 후 이들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
하면서 반박하였다(그림 9). S1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S2
와 S3가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했지만, S1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S2와
S3는 방해하지 않았다.
같은 사례를 Gla/CyO x WT 교배에 대한 논의에서도 볼 수 있었다. <그림 6>
에서 S1과 S2는 같은 자료를 보면서 각자 생각한 의문을 말하면서 의견을 모으
려고 하였고, 또, S2는 Gla/CyO x WT 교배 중에서 하나의 자료를 보고 교차에
대하여 생각하였고 자신의 생각을 S3에게 말하였다. Gla/CyO x WT 교배에서
교차가 일어났다는 S2의 주장에 대해 <그림 12>에서 S1은 S2의 주장에 반대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사례에서 모둠1의 논의는 리더 역할을 한 S2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S2는 자신의 의견을 소집단에 제안한 후 다른 구성
원의 동의를 기다렸다. S2는 S1이나 S3가 동의할 때 자신의 의견을 유지하였고
다른 구성원이 반대한다고 하여도 자신의 주장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
다. S1은 S2의 의견에 반박하더라도 S2는 S1의 반박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림
9>에서 S1의 반박에 대해 S2는 S1의 의견을 이해하기 위한 발언을 하였고(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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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파리가 알 위에다가?”), <그림 12>에서 S2는 S1의 반박에 대해 자신의 주장
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S2 “교차면 1:2:2:1 아니야?”). S1이 더 이상 반박을
하지 않은 것은 S1이 반박의 발언을 하는 도중 소집단에서 논의한 내용을 이해
하고 수용한 것이지(그림 12에서 S1 “여기 2를 놓으면 ... 그럼 말 되네.”) 소집
단에서 S1의 반박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모둠2의 경우에도 모둠1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관찰되었다. Gla/CyO x WT
교배의 자료에서 모둠2의 S4와 S6은 비율에 초점을 두고 대화를 하였는데 S5
가 비율에 초점을 둘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그림 7). 이때 S4와 S6는 S5의 반
대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이 사례는 S4와 S6이 S5를 소집단 논의에서 제
외시키는 것으로 보였지만 S5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설명을 구성한 후 소집단에
자신의 생각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을 때(그림 14), S4와 S6은 S5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S5의 설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었다. 이때 S5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S4와 S6는 자신의 의견과 S5의 의견이 달랐지
만 S5의 의견을 배척하지 않았다(그림 14). 도리어 S4는 S5의 설명을 들은 후
에는 S5의 설명모형을 정교화시키는 논의를 함께하였다. 모둠2의 학생들은 자
신의 의견을 소집단에 공개하는데 제약을 하거나 제약을 받지 않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한 후에는 함께 설명모형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협력하였다.
모둠2의 학생들은 혼자 설명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생각을 소집단에
공개하고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림 16>에서 S5는 wbf x w1118 교
배와 wa x wbf 교배의 자료를 비교하는 동안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의문을 소
집단에 제시하고 다른 학생의 의견을 들었다. S4는 S5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S5가 자신의 설명모형을 정교화 하도록 도왔다.
이상의 사례에서 모둠1과 모둠2의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발표
하였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자
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집단 구성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러한 사례는 학습 공동체의 구성요소 중에서 이해의 협상, 공개적인 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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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Crawford et al., 1999). 모둠1
과 모둠2의 학생들은 각 소집단에서 설명모형을 구성하는데 서로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일반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강
은희 등, 2012). 그러나 두 집단이 구성한 설명모형의 수준은 차이가 났고 설명
모형에 의한 추론도 달랐다. 이런 차이는 주제 특이적 규범의 차이에 의해 나타
난 것으로 생각된다.

3.1.2 주제 특이적 규범

과학 모형 구성을 촉진하는 유전의 주제에 특이적인 규범의 관점에서 모둠1
과 모둠2의 규범에는 차이가 있었다. 모둠1과 모둠2의 학생들 모두 자신의 의
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면서 다른 학생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고 설명모형에 대
해 정당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모둠1의 학생들이 설명모형을 정당화하는 방법
과 모둠2의 학생들이 설명모형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달랐다. 모둠1의 학생들은
주로 명제 형재의 설명모형을 가지고 있었고 초파리 교배 결과 자료의 비율과
일치하는 명제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모둠1의 학생들은 초파리 교배
실험 결과 자료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여 설명모형에 맞게 자료를 변형하려고
하였다. 반면 모둠2의 학생들은 유전자-염색체 모형을 사용하여 초파리 교배
상황에 맞는 설명모형을 구성하였고 설명모형의 예측과 초파리 교배 결과 자료
가 일치하도록 설명모형을 개선하여 모형을 정교화하였다.
예를 들어 모둠1의 학생들이 Gla/CyO x WT 교배를 설명하기 위해 교차라는
개념을 찾는 과정에서 모둠1의 학생들은 설명모형의 진위를 평가하기 보다는
초파리 교배 결과 자료의 비율을 설명모형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
의하였다(그림 27) 이때 모둠1의 학생들은 “3:1은 멘델의 분리의 법칙이다.”는
명제와 “1:2:2:1이면 교차이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모둠1
의 학생들은 Gla/CyO x WT 교배의 자가교배 중에서 2:1의 비율을 찾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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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2:1의 비율을 3:1
의 비율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모둠1은 “3:1은 멘델의 유전의
법칙이다.”라는 명제를 버렸다. 그런 후에 모둠1의 학생들은 Gla/CyO x WT 교
배의 자가교배 중에서 1:2:2:1의 비율에 가까운 데이터를 찾았고 이 데이터를
1:2:2:1로 변형한 후에 이 비율을 근거로 이 Gla/CyO x WT 교배에서 교차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둠1의 학생들은 “3:1이면 멘델의 유전의 법
칙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고 3:1 비율이 나타나는 과정을 고려하
지 않았다. 단지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에서 얻은 2:1의 비율을 3:1로 볼 것인
지 아닌지를 고려하는 논의를 하였다. 마찬가지로 모둠1의 학생들은 “1:2:2:1의
비율은 교차이다.”는 명제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모둠1의 학생들은 자료를
변형하여 1:2:2:1의 비율을 만들었고 이 비율에 근거하여 명제 형태의 설명모형
을 정당화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모둠1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학습한 것을 기억하였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명제 형태의 설명모형을 표현하였다. 그런데 모둠1의 학생
들은 이 명제 형태의 설명모형을 옳은 것으로 생각했다. 즉, 모둠1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기억한 명제 형태의 설명모형이 옳은 것이고 학생들이 수집한 초파리
교배 실험의 자료는 완벽하지 못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변형할 수 있다는 규범
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둠1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
해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를 변형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설명모형 자체를 평가하
여 개선하거나 정교화하지 않았고 다른 설명모형으로 대체하였다.
한편 모둠2의 학생들은 설명모형을 자료에 맞게 정교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
다. Gla/CyO x WT 교배에 대해 설명할 때 모둠2 S5는 Gla 유전자와 CyO 유전
자가 상동염색체의 반대쪽에 위치한다는 설명모형을 발전시켰다(그림 29). 모둠
2의 S5가 제안한 설명모형에 대해 S4와 S6는 S5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한 질
문을 하였고 S5의 설명모형을 이해한 후에 평가하였다(그림 14). S4와 S6는 S5
의 의견과 자신들의 의견과 모둠1에서 얻은 의견을 종합하여 가장 적절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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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으로 S5의 모형을 선택하였다(그림 31). 이 과정에서 모둠2의 학생들은 다
양한 설명모형을 수용하였고 각각의 모형에 대해 모형의 제안자에게 정당화를
요구하였고 대안 모형들을 평가하여 타당한 설명모형을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
서 S5의 설명모형이 선택되었는데, 모둠2의 학생들이 이 모형을 공유하고 협력
적으로 정당화하면서 설명모형이 정교하게 되었다. 모둠2에서 공동으로 구성한
설명모형에 대해 S5가 인지적으로 큰 기여를 하였지만 S4와 S6는 문제 해결에
대해 S5에게만 의지하지 않았다. 모둠2의 학생들은 각각의 구성원들이 인지적
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정교화하는 규범을 형성
하고 있었다. 모둠2의 규범은 강은희 등(2012)의 연구에서 보고한 높은 수준의
소집단 규범과 유사하다.
모둠1과 모둠2의 규범에서 소집단 협력을 촉진하는 일반적 규범은 유사하였
지만 모형의 구성을 촉진하는 주제 특이적인 규범은 차이가 있었다. 이런 차이
는 두 소집단이 사용한 설명모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둠1이
사용한 명제 형태의 설명모형은 학생이 구성한 것이 아니고 학생이 과거에 교사
나 교과서에서 학습한 지식이다. 이런 지식은 전문가가 구성한 옳은 지식으로
학생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런 생각은 소집단에서 공유한 명제 형태의 설명
모형 자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 학생들은 불완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모둠1의 학생들은 숫자를 임의로 변경해서 비율을 바꾸는 조작을 거부
하지 않았다. 반면 모둠2가 사용한 유전자-염색체 모형은 유전자가 염색체에
위치하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설명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S5는 초파리 교배 결과 자료에 맞도록 자신의 설명모형을 변경하였고
모둠2의 학생들은 S5에게 유전자의 위치를 바꾸거나 성별을 바꾸도록 요청하면
서 S5가 설명모형을 정교화하도록 협력하였다. 모둠2의 학생들은 설명모형을
일정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자신들이 수집한 자료 중
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택한다는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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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결론
과학 탐구는 과학 연구의 핵심 활동이고 과학 교육의 중요한 교수 전략이다.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학습하기 위해서 과학자가 수행하는 인식적인 활동을 학
생들이 경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과학자가 수행하는 인식적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모형이다. 복잡한 현상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화하고 이해
하는데 유용한 모형은 자연 현상에서 얻은 데이터와 이론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한다. 과학 교육에서 모형과 모형구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
양한 내용 분야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생물학에서
유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전 현상과 관련 있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복잡
하게 연결된 개념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관찰 가능한 유전 현상을 관찰할 수
없는 유전자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추상적 사고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유
전 개념의 학습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모형구성의 측면에서 유전 개념을 학습하
는 학생들이 구성하는 모형을 조사하고 모형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이 대면하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교수 전략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전 개념에 대한 중학생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수행한 탐구 활동에서 초파리 유전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영재학생들의 모형과 모형구성 과정을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추론을
분석함으로 유전 개념에 대한 중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초파리
돌연변이 유전자의 교배 결과 자료를 해석하는 탐구 상황에서 학생들이 사용하
는 설명모형과 추론을 조사하기 위해 소집단 논변활동의 담화를 녹음하였다. 중
학생들의 논변활동을 녹음한 자료로부터 학생들이 유전 현상을 설명하는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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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모형의 특징을 확인하고 각 설명모형의 유형을 구분한 후 인식론적 관점
에서 학생들의 추론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구성한 설명모형은 명제 형태에서 유전자-염색체 모형까지 다양한
수준이 나타났다. 학생들은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를 설명하는 처음 단계에서는
명제 형태의 설명모형이 가장 먼저 나타났다. “특정 비율(예를 들어 3:1)은 특
정 유전 개념(예를 들어 분리의 법칙)이다.”와 같은 명제 형태의 설명모형을 사
용하는 학생들은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에서 특정 형질을 표현한 개체의 개수에
초점을 두었고 개수를 비율로 변환하려고 시도하였다. 학생들이 가진 명제 형태
의 설명모형의 비율과 일치하는 비율을 발견한 경우, 학생들은 더 이상 논의하
지 않고 비율에 해당하는 유전 개념으로 초파리 교배를 설명하였다. 하지만 명
제 형태의 설명모형의 비율과 일치하지 않은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에 대해서는
유전자나 염색체 개념을 도입하며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모형 중에서
하나는 유전자에만 초점 두는 단편적인 설명모형이다. 유전자에만 초점 두는 설
명모형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위치한다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유전자에만 초점을 두고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
런 설명모형은 하나의 형질에 대한 교배 실험을 설명할 수 있지만, 유전자의 연
관과 독립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즉 두 개 이상의 형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학생들은 유전자에만 초점을 둔 설명모형으로 설명하지
못한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염색체의 개념을 포함하는 설명모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염색체의 개념을 포함하는 설명모형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은 상동염색
체의 개념으로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를 설명하는 설명모형이다. 이 수준의 설
명모형은 유전자좌에 대한 고려가 없다. 학생들은 막연하게 유전자가 염색체 위
에 위치한다고 생각하고 염색체의 이동과 조합을 통해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유전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배 실험 자
료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설명모형은 유전자와 염색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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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고려하는 설명모형이다. 이 설명모형을 사용하는 학생은 한 개 이상
의 상동염색체와 두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동시에 고려하여 유전자가 염색체 위
에 위치하는 다양한 방식을 가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두 쌍의 유전자가 한
상동염색체에 위치하는 경우와 다른 상동염색체에 위치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고 각각의 경우 나타나는 자손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설명모형을 가진 학생은 이 설명모형을 활용하여 유전자의 연관, 독립, 복대립
유전자, 반성유전의 개념을 설명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이 설명모형과 초파
리 교배 실험 자료를 비교하여 초파리의 유전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표현한 유전 개념에 대한 다양한 설명모형을 확인하고 유전 개념의
이해 수준에 따라 설명모형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유전 개념의 설명모형 분
석틀을 구성했다. 이 분석틀은 유전자와 염색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에 따라
낮은 수준의 설명모형과 높은 수준의 설명모형을 평가할 수 있었다.
유전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모형을 조사한 후 학생들이 설명모형을 구성하
는 모형구성 상황에서 학생들의 인식론적 추론을 조사하였다. 낮은 수준의 설명
모형을 가진 학생들은 단편적인 설명모형에서 요구하는 단편적인 데이터에만 초
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명제 형태의 설명모형을 가진 학생들은 명제에 포함된
비율에만 초점을 두었고, 유전자에만 초점을 두는 단편적인 설명모형을 가진 학
생들은 데이터 중에서 유전자에만 초점을 두었다. 반면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
를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설명모형을 가진 학생들은 설명모형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예상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데이터를 고려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설명
모형으로 자손의 유전자형, 표현형, 확률적 비율을 예상하고 데이터에서 유전자
형, 표현형, 비율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하였다.
설명모형의 수준에 따라 설명모형의 정당화의 차이도 나타났다. 낮은 수준의
설명모형을 가진 학생들은 명제 형태의 설명모형을 스스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학습 경험에서 기억한 것이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설명모형이 설명할 수
있는 한계와 범위를 평가하고 설명모형을 구성하기 보다는 데이터와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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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설명모형을 버리고 다른 설명모형을 기억하려고 하였다. 반면, 높은 수준
의 설명모형을 가진 학생들은 유전자와 염색체에 대한 개념을 기반으로 초파리
교배 실험의 상황에 맞는 설명모형을 스스로 구성하였다. 이런 설명모형을 가진
학생들은 유전자와 염색체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고려하는 상동염색체의 수를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상동염색체의 개수에 따라 유전자
가 위치하는 다양한 경우를 가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한 경우에 따라 예상
되는 자손 세대의 유전자형, 표현형, 비율 같은 특성과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
를 비교하여 설명모형을 평가하였고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와 예상이 일치하는
설명모형을 선택하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설명모형을 정당화하였다.
설명모형의 차이는 인지갈등의 해결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 학생이 제안
한 설명모형과 소집단의 설명모형이 차이가 나는 경우, 또는, 소집단의 설명모
형과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학생들은 인지적으로 갈등
을 가지고 설명모형을 수정하거나 버리는 사고 활동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낮
은 수준의 설명모형을 사용한 소집단에서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와 일치하는 설
명모형을 기억하는 개인의 능력이 설명모형의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인지갈등이 나타날 경우 소집단에서 협력적으로 설명모형을 평가하기 보다는 개
인적으로 적절한 설명모형을 기억하려고 하였고 설명모형에 대한 소집단의 논의
는 단순히 설명모형이 초파리 교배 실험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합한지 대입하는
수준이었다. 반면 높은 수준의 설명모형을 사용한 소집단에서는 소집단 구성원
이 설명모형의 여러 요소, 예를 들어, 상동염색체의 개수, 유전자의 위치, 성염
색체의 개념 등의 요소를 변형하면서 설명모형을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구성원
이 역할을 분담하여 설명모형을 개선하거나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최종 설
명모형을 공동으로 구성하였다. 즉, 높은 수준의 설명모형을 사용한 소집단은
협력적인 추론을 통해 설명모형을 정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중학생들보다 높은 수준의 유전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초파리 유전 현상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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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탐구 활동에서 나타난 중학생들의 유전 개념에 대한 모형과 모형구성과
정의 추론을 살펴본 결과 중학생들이 가진 유전 개념에 대한 설명모형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다양하게 나타났고, 설명모형의 수준이 높을 수록 인식
론적인 추론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얻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전 현상에 대한 소집단 과학 탐구 맥락에서 설명모형 구성
과정을 정성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설명모형과 모형구성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유전 개념의 속성에 초점을 두
고 유전 개념의 추상성과 복잡성이 유전 학습을 어렵게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학
습자의 인식론적 측면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인식적
측면 초점을 두고 학습자가 경험하는 유전 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전 개념에 대한 설명모형의 유형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
는 분석 도구를 제공하였다. 학생들이 표현한 유전에 대한 설명모형은 유전자와
염색체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 따라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나타났으며 유
전자와 염색체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설명모형이 나
타났다. 유전자와 염색체의 관계를 내포하는 유전자-염색체 모형의 분석 도구는
유전 개념에 대한 교수-학습의 상황에서 학생들이 가진 유전 개념에 대한 설명
모형을 확인하고 학생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염색체 모형의 분석도구는 학생이 가진 설명모형의 유형과 수준을 명확
하게 구분함으로 유전자와 염색체에 대한 개념 이해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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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명모형의 구성에 초점을 둔 분석은 유전 개념에 대한 학
생들의 실제적 이해와 학생 자신이 인식하는 이해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
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학생들은 재학하는 중학
교에서 성적 상위권에 속하며 상급학교의 생물학 지식을 선행학습 하였다. 각
학생들은 유전자와 관련 있는 여러 개념들에 대해 들어 보았고 뜻을 말할 수 있
다고 하였으나 초파리 유전 현상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몇 명의 학생들은 자신들
이 이해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신이 인식하는
이해의 수준과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차이는 설명모형 구성 능력의 차이
로 나타났다. 설명모형 구성능력의 차이를 드러낸 본 연구의 결과는 조사한 정
확한 개념 이해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을 제안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중학교보다 제도적·경제적 제한이 없는 대학부설 과학영재
교육원에 속한 여섯 명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
과를 일반적인 중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섯 명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연구에
서 얻은 결론을 일반적인 모든 중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 인식적 수준에서
학생들의 설명모형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
석하였는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전 개념에 대한 설명모형
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자유탐구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
문에 일반적인 학교 교실의 학습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전 개념에 대한 중학
생들의 설명모형의 유형과 추론 과정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중학생들
이 유전 개념을 학습하는 상황을 포함하여 강의, 실험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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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유전 개념에 대한 설명모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섯 명의 학생 중에서 한 학생은 높은 수준의 설명
모형을 사용하였고 이 학생의 설명모형은 소집단의 다른 학생에게 영향을 주었
다. 이 학생이 유전 개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교사의 개입이 없이 학생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높
은 수준의 설명모형을 가지지 못한 소집단에서는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개입의 기회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중학생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사의 개입에 대한 영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결과
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의 학생 소집단과 교사의 개입에 대한 연구
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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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Explanatory Model Coconstruction in Science-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Interpretation of Data from
Drosophila Breeding Experiments
Chang, Ji-Eun
Biology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pistemologically, models and modeling are important in scientific inquiry.
Scientists have constructed scientific models about natural phenomena,
and science students have learned scientific knowledge through the
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s. This research explored the models and
modeling used by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context of interpreting the
data from Drosophila breeding experiments.
Six ninth grade students at the Institute of Science-Gifted Education
located at a university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They were
divided into two small groups. One group had three boys and the other
group had three girls. Modeling practice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The researcher analyzed the discourse of the students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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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 their use of models.
The results show that the students had three types of lower level models.
These were a proposition-like model, a model only focusing on genes, and
a model only focusing on chromosomes. Students who used the
proposition-like model explained genetic phenomena using propositions
like "the 3:1 ratio is Mendel's law of separation." Students who used the
low level model that focuses on genes explained genetic phenomena using
only genes. And students who used the model only focusing on
chromosomes explained genetic phenomena using chromosomes but were
not concerned about genes. On the other hand, students who used upper
level models, gene-chromosome models, were concerned about gene
locus in the chromosome.
The epistemological level of small-group discourse was dependent on
the level of model that the students constructed. Students who used low
level models took into consideration the fragmented part of the data and
did not try to justify their models whereas students who used the upper
level model expected their results from the mating experiments with
Drosophila and justified their models.

Keywords: Model, Modeling, Scientific Inquiry, Small Group Interaction,
Ge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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